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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xxx일, 제네바 – 바쉐론 콘스탄틴은 2019년 5월 20일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인증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Arianee 컨소시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메종의 레 콜렉셔너 
컬렉션의 일부 타임피스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품 인증 방식은 지속적인 위조품 방지의 목적으로 독보적인 
인증 방식과 추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치몬트 그룹에서 디지털 정품 인증 방식을 위한 시범 메종으로 선정된 바쉐론 콘스탄틴은 정보 보호와 고객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보증 및 인증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Arianee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설립된 
협회 자격으로 Arianee는 블록체인에 대한 분산적이며 독립적인 프로토콜 형태로 접근하여 고객에게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OO인 기욤 보일롯 Guillaume Boilot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디지털 
정품 인증 방식의 발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Arianee와의 파트너십으로 고객에게 시계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정확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rianee와 함께 암호화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되는 특성을 활용하여 바쉐론 콘스탄틴은 모든 명품 업계에게 
사용 가능할 디지털 인증 방식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의 제작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Arianee의 CEO인 피에르-니콜라스 허스텔 Pierre-Nicolas Hurstel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바쉐론 
콘스탄틴으로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정품 인증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ID는 우리가 귀중한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Arianee는 글로벌 기준 구축을 위한 길을 가고 
있으며, 이 파일럿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첫 단계는 꿈꿀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시작입니다."

Arianee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이 오픈 소스 솔루션은 
각 제품에 위조가 불가능하면서 오래 지속되고, 안전하며, 또한 양도 가능한 디지털 ID를 부여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rianee 프로토콜에 등록된 각 시계에는 기존의 종이로 된 정품 인증서와 함께 디지털 인증서가 제공됩니다. 이 
디지털 인증서는 여러 가지 혁신 기능을 갖춘 디지털 패스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소유주에서 다른 소유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소유주와 바쉐론 콘스탄틴 사이에 익명의 연결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오픈 소스 
방식으로 소유주는 이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하여 소유권을 공유하거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DO인 안젤라 아우-융 Angela Au-Yeu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인증 방식은 고객과 
시계, 그리고 브랜드 간에 다리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을 형성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보안 방식으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제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제품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소유주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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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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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nee는 Arianee 프로토콜 채택을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명품의 디지털 인증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구축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기업 연합입니다. Arianee 프로토콜은 각 명품에 안전성을 강화한 디지털 정품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ID는 소유주와 제품, 브랜드 간의 영구적인 비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 줍니다. Arianee는 
암호화 기술과 분산화된 관리 방식 덕분에 업계에서 추구하는 오픈 소스 및 분산형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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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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