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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 헤리티지:  
역사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

•	 매뉴팩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아카이브	문서
•	 지금까지	지켜온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예술	공예
•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라이빗	컬렉션으로	소장된	특별한	시계
•	 영감의	원천,	역사적인	모델

메종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부서는 매뉴팩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1755년부터 시작된 메종의 탁월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 특별한 컬렉션을 관리하는 이곳은 단지 
오래된 박물관이 아니다. 이곳에서 매일 근무하는 팀의 연구와 전문성은 새로운 컬렉션을 창조하고 
고객 서비스와 복원 부서에 필요한 참고 자료의 무궁무진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메종의 역사를 
관리하고 헤리티지의 진정성과 적법성을 보증하는 이 팀은 메종의 헤리티지를 보존하고,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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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감 넘치고 영감을 주는 귀중한 자료

헤리티지	뮤지엄은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개의	타임피스와	800개의	기계와	수많은	가구	
아이템,	그림,	워치메이킹	작업	공간과	도구,	인쇄물,	도상학	및	오디오	영상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420m에	이르는	수많은	제작물과	해외	판매,	동료,	공급자와	고객	간의	서신,	
다양한	문서와	사진으로	구성된	고객	명부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모든	자료는	수십	년,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낸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적,	예술적	업적을	더욱	빛나게	한다.	출시부터	해당	제품의	이력까지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모두	합친	것이며,	제작된	모든	모델이	시스템화	되어	제작물	
명부에	등록되었다.

헤리티지	부서와	이곳에	근무하는	워치메이킹	전문가는	수집가들에게	진품	인증서,	아카이브	발췌본과	
보험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귀한	유산	중에는	장	마크	바쉐론의	아버지가	제출한	
제네바	시민권	요청을	지원하는	1711년도의	행정	문서,	1755년	그가	첫	번째	견습생을	고용하며	공증의	
형태로	작성한	메종의	중요	문서,	1773년부터의	기록,	4권으로	구성된	장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에나멜에	관한	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	보호를	위해	자료들은	
세심하게	디지털화	되어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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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전문성   

여전히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헤리티지	팀은	메종의	역사적인	탄생지인인	“앙	릴en l’île”에	자리	
잡은	이후	최근	플랑	레	와트	Plan-les-Ouates에	위치한	매뉴팩처로	이전했다.	다른	부서와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하며	근무하는	이들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세계에서	제품뿐만	
아니라	소통을	이끌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선대의	전문성과	매우	다양한	예술적	계보를	
증명하며	이들은	특별한	이벤트나	전시를	통해	표현되는	메종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또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내용을	공유하며	특히,	인스타그램	@thehourlounge	계정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들의	전문성은	복원	및	진품	인증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헤리티지	부서	소유의	빈티지	제품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증명되었다.	레	컬렉셔너Les	Collectionneurs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컬렉션은	유서	깊은	
모델을	선호하지만,	중고	시계	시장에서의	구매를	꺼리는	열정적인	시계	애호가와	수집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메종은	마켓이나	이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특정	모델을	소유하거나	제공하며	헤리티지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컬렉션의	기본	원칙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상태를	피하는	
것이다.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http://www.vacheron-constantin.com/fr/home.html


5

개요
–
생동감 넘치는 메종의 
보물
–
진정성과 전문성
–
끊임없는 탐색
–
사실과 숫자들
–
아주 먼 옛날

바쉐론 콘스탄틴 헤리티지: 
역사에 담긴 생생한 이야기

끊임없는 탐색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왔으며,	연구와	발견을	통해	한층	더	풍성해졌다.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타임피스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빛을	더하거나	발굴하는	팀원들의	능력이다."	이들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유리하게	재정립되거나	
반박되기도	하는	증거를	마치	탐정처럼	수집해야	하는	신성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호자들이다.	역사가	
남긴	흔적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국에는	정해진	틀을	확인하고	이에	반박하며	보완하고	변화를	거친다.	
탐험할	수	있는	미지의	세상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260년이	넘는	역사의	장에서	위대한	보물찾기는	
계속된다.	아직도	수많은	명부와	박스,	서신들이	확인되고	읽히길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지닌	지식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있다……”:	헤리티지	팀이	사용하는	표현은	과거에	대한	승리,	
미래를	향한	약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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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	 8명의	팀원/조사관

•	 18세기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1,500개의	타임피스

•	 800개의	기계	및	도구와	공방	가구

•	 200개의	그림	및	예술품

•	 420m에	이르는	문서

•	 4백만	아카이브	페이지

•	 메종에서	제작한	모델을	등록한	1,000개의	명부

•	 고객	및	공급자와	메종의	소통을	담은	200,000개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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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먼 옛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모델은	1929년에	받은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앙티브, 1929년 1월 19일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 - 제네바
안녕하세요,

25년 전, 500프랑을 주고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골드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도난 
당해 귀사의 다른 제품을 다시 구매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 브랜드에 만족했거든요.
베젤과 케이스백 테두리가 정교하게 세공된 모델 또는 다양한 모티프로 이루어진 에나멜 장식이 
매치된 옐로우 골드 소재의 포켓 워치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거주하는	과학자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주일	후인	1929년	1월	26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시계의	무브먼트와	장식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고객에게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장식에 적합한 "뮈라Murat" 형태로 직경 44.7mm의 하프 플랫 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보내준 스케치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무브먼트는 18개의 주얼로 장식된 최상의 품질로 
제작할 것이며, 다이얼은 귀하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에나멜 장식의 아워 마커와 숫자, 핸즈를 탑재한 
실버 다이얼로 제작할 것입니다. 

매뉴팩처의	워치메이커와	여러	명의	장인은	이	고객이	매우	까다롭고	자신의	요청을	지나치게	
세심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매뉴팩처	인그레이빙	
장인에게	수많은	스케치를	보내며	앞으로	제작될	시계의	장식과	정밀성에	대한	모든	디테일에	대해	
논의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각각의	요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했고,	그	고객은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최종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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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의 케이스백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인지, 두 개의 베젤과 마찬가지로 세공 또는 에나멜 
장식의 모티프로 장식될 것인지 확실히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제안하신 무브먼트 
속도의 최대 오차를 알고 싶습니다.

시계 케이스백의 경우, 원하시는 대로 부드러운 폴리싱, 브러싱 처리, 기요셰 장식을 더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무브먼트는 실험실의 오븐과 냉각실 등 다양한 위치와 온도에서 가장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세심한 조정을 거치면 이 포켓 워치는 일반적으로 하루 2초 이상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29년	8월	8일,	마침내	고객이	주문한	시계를	받은	후,	그는	제품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며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예술적 관점에서 이 제품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은 물론, 까다로운 제 
요청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준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인그레이빙 장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아카이브에는	지나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스타일과	과거의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시계,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이거나	앞으로	출시된	작품에	무한한	영감이	되어줄	시계를	
포함해	1755년	이후	소중하게	간직해온	수백,	수천	개의	워치메이킹	스토리가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다.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http://www.vacheron-constantin.com/fr/home.html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통해	축적된	시계	제조	기술	및	예술적	가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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