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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품 인증

바쉐론 콘스탄틴은 위조품 방지와 더불어 시계의 수명 기간 동안 정품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메종은 시계 매뉴팩처 최초로 레 콜렉셔너 타임피스에 대해 매우 혁신적이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정품 인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게 개최된 2019 비바 테크놀로지
(Viva Technology)에서 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 이래 이어온 유산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숙련된 장인들이 
탁월한 워치메이킹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하고 있습니다. 리치몬트 
그룹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 첫 번째 시계 인증 테스트를 위해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최상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블록체인 인증은 위조가 쉬운 종이 정품 인증서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시계의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다 하더라도 시계의 
수명 기간 동안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타임피스에 할당된 고유 번호로 
타임피스의 특성, 가치, 속성, 정품 여부와 관련된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보안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이 제공되는 “레 콜렉셔너” 타임피스

바쉐론 콘스탄틴은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한 타임피스로 레 콜렉셔너 컬렉션을 선정하였습니다. 메종의 
헤리티지 전문가의 인내와 재능을 바탕으로 엄선된 이 빈티지 타임피스는 20세기 전체를 아우르는 
유산입니다. 전 세계 바쉐론 콘스탄틴 부틱에서 진행되는 시계 애호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레 콜렉셔너 타임피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제안으로 종이 인증서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인증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오래 
지속되며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의 정품 여부를 보증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위조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시간이 흘러도 제품을 추적할 수 있으며, 타임피스의 역사, 컬렉션, 메종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해당 인증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시도는 파리에서 개최된 2019 비바 테크놀로지 Viva Technology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여졌으며, 서비스와 보증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품질 관리, 정품 여부, 추적 가능, 데이터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한 디지털 인증을 
통한 절차의 핵심은 고객인 동시에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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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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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