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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 홍콩 –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의 광고캠페인 "One Of Not
Many"를 주제로 한 이벤트를 홍콩에서 개최하며 아시아 게스트 150명을
초청합니다. "One of Not Many" 정신의 구현을 위해 홍콩, 한국, 대만 출신의
3명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창의적 재능을 활용하여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 패트리모니 , FIFYSIX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로 트래디셔널 트윈 비트 퍼페추얼 캘린더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특별한 타임피스는 올해 초 개최된 2019 SIHH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졌습니다.

2019년 6월 13일목요일,바쉐론콘스탄틴은홍콩의중심부에위치한유서깊은
페더빌딩 Pedder Building에서메종의파인워치메이킹을기념하며글로벌광고
캠페인 "One of Not Many"를재해석합니다. "One of Not Many"캠페인이모던아트
갤러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 예술적 헤리티지가 돋보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곳에서 메종의 기술적 전문성과 미학적 정교함을 반영하는
전시와칵테일파티를선보입니다.

260여년 전부터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를 구축해온 바쉐론 콘스탄틴은
아틀리에에서 제작되는 소수의 시계들이 최상의 기술력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장합니다.바쉐론콘스탄틴은자신의개성과작품을통해최고가되기위한
열정과 세계를 향한 열린 시각, 그리고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메종의 One of Not Many 정신을 구현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선보이며 미래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야말로메종의전문성을가장잘표현하는인물들이라할수있습니다.

오버시즈 컬렉션의 여행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홍콩 출신의 건축가이자
사진작가인케빈막 Kevin Mak은바쁘고흥미로운홍콩의모습을담아냅니다.
그에게 진정한 탐험이란 단지 새로운 풍경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패트리모니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순수하고 간결한 스타일을 표현한 한국 출신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양태오 Teo Yang는 한국의 석탑에서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FIFTYSIX 컬렉션의 현대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 대만
출신의 뮤직 & 비주얼 아티스트 옌 포-춘 Yen Po-Chun이 대만을 나타내는
템포의예술을재해석했습니다.그에게템포란시간의서사이자스타일이며,
감정을표현하는중요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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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통해유서깊은역사와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
다채로운삶이보여주는아름다움을담아내고자했으며, 

같은방법으로영원히변치않는디자인과현대적인
도시에서의삶에대한태도를표현했습니다." 그는탐험의

정신은발견의즐거움과세상을향한열린시각과
일맥상통한다고말했습니다.



OVERSEAS:여행과탐험의정신

오버시즈컬렉션은여행이지닌다채로운면모를고스란히품고있습니다. 
설립이후프랑소와콘스탄틴으로부터이어져온개방적인사고가메종의
철학이되어타임피스에창의적인열정을불어넣고있습니다. 오버시즈
영역으로들어오면, 게스트들은홍콩스카이라인의파노라마뷰를만날수
있습니다. 뒤이어홍콩출신의건축가이자사진작가인케빈막이포착한
복잡한도시, 흥미로운홍콩의일상그리고홍콩만이간직한특별한
아름다움이담긴파노라마사진이펼쳐집니다. 사진과함께전시된
오버시즈컬렉션으로탐험의세계를더욱깊이느낄수있으며, 특히 10월
출시예정인오버시즈투르비용을이곳에서아시아최초로만날수
있습니다.

PATRIMONY:순수한스타일과무결함의정수

패트리모니컬렉션은순수한스타일과무결함의정수를통해미니멀리즘의
미학을 구현합니다. 예술과 디자인은 상반되는 힘이 서로 이끌어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이룹니다. 클래식 영역의 양태오 디자이너는 한국의 석탑에서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4세기 이후로 무수히 많이 조성된
한국의 석탑은 그 견고함으로 오랜 시간을 버텨 내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존재하며 미래에도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순수한원형의아름다운변화로대표되는달은 5개의거울로구현되어시간의
영원함을표현합니다. 게스트들은석탑과함께유적지에서발견되는진귀한
보물을 연상시키는 듯한 패트리모니 컬렉션을 감상 수 있으며, 특히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새로운 패트리모니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도 만나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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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사람들에게숫자그이상을의미합니다. 
사람들이앞을향해나아갈수있도록인도하는
보이지않는이정표역할을합니다. 석탑과달은
시간의가치와의미를공유하는장소로게스트를
초대합니다." 양태오디자이너는상승과균형의

완벽한조화로이루어진석탑을 3D 프린팅기법을
통해현대적으로구현하여시간의가치와의미에

대해다시금생각해볼수있도록했습니다. 



트윈비트:기술의놀라운발전,그리고혁신

이번이벤트의하이라이트는바로아시아최초로선보인트래디셔널트윈
비트퍼퍼추얼캘린더입니다. 기술의놀라운발전과혁신을보여준트윈
비트는 2019 SIHH에서처음으로선보여져큰주목을받았습니다. 이
타임피스에는사용자가조정할수있는이중진동수시스템을탑재한
퍼페추얼캘린더가탑재되어있으며, 높은진동수의액티브모드(5Hz)와
낮은진동수의스탠바이모드(1.2Hz) 사이전환시시간손실이없는
타임키핑시스템이적용되었습니다. 트윈비트는현대인의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맞춰액티브모드로정확하게진동합니다. 자체개발된
칼리버 3610 QP는미착용상태일때스탠바이모드로전환하면진동수를
낮춰최소 65일까지연장된파워리저브를제공합니다. 강렬하며때로는
고요한심장박동영상을통해이특별한타임피스의감정을표현합니다.

FIFTYSIX:음악과스타일의상징

1956년제작된바쉐론콘스탄틴의아이코닉한모델을떠오르게하는 FIFTYSIX
컬렉션은 메종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케이스와
클래식한 다이얼이 선보이는 대조적 디자인을 통해 특유의 개성으로
현대적인스타일을보여줍니다. 대만출신의뮤직 & 비주얼아티스트옌포-
춘은 FIFTYSIX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대만의 템포를 재해석한 멀티미디어
작품을전시하며 뮤직라운지의문을 엽니다.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새로운
FIFTYSIX컴플리트캘린더는시티템포프로젝션의시간과공간위에자리하고
있습니다.

옌이표현한 FIFTYSIX컬렉션의템포는타임피스반대편에위치한 FIFTYSIX주크
바까지연결됩니다.게스트들은다양한수상경력이빛나는홍콩의퍼퓸트리
진 Perfume Trees Gin을 사용한 칵테일을 마시며, 옌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주크박스 플레이리스트, 스마트 기타 연주, 그리고 홍콩 베이스 뮤지션
러버밴드Rubberband의라이브콘서트를즐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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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는시간으로창조되는예술입니다. 템포는수학적
아름다움의표현이며, 규칙적인반복과정교한카운트와
함께빠르고느린속도의차이에서측정된시간을
의미합니다. 템포는합리성을통해만들어지는
감각입니다." 





1755년설립된바쉐론콘스탄틴은세계에서가장오랜역사를지닌매뉴팩처로,여러세대의숙련된장인들을통해탁월한워치메이킹의유산과품격
있는정교한기술을충실히계승하며260년넘게지속적으로시계제작을이어가고있습니다.

파인 워치메이킹과 절제된 우아함의 정수를 구현하는 메종은 특별한 기술과 시그니처 디자인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마감 기법으로 완성된
타임피스를제작합니다.

바쉐론콘스탄틴은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다르, 오버시즈, FIFTYSIX, 그리고히스토릭등다양한컬렉션을통해브랜드의독보적인유산과
혁신의정신에생명을불어넣고있습니다.또한, 메종은높은안목을가진시계애호가들에게캐비노티에를통해맞춤형시계를제작해주는특별한
기회를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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