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 및 문화의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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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과 루브르 박물관, 
예술 및 문화의 파트너십

•	바쉐론 콘스탄틴이 뛰어난 명성을 자랑하는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번 파트너십은 장인 정신, 워치메이킹과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6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루브르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던 18세기의 명작 

세계의 창조 La Creation du Monde 시계를 복원해낸 바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예술 문화를 향한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으며,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이번 루브르 박물관과의 파트너십은 아름다운 유산을 기념하고 보존 및 전승하고자 하는 
메종의 꾸준한 노력의 연장선입니다. 앞으로 루브르 박물관의 컬렉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1754년,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에게	헌정하기	위해	제작된	세계의	창조La	Creation	du	Monde	시계는	
베르사유와	트리아농	국립	박물관(Musee	national	des	chateaux	de	Versailles	et	de	Trianon)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이	시계를	바쉐론	콘스탄틴이	복원	및	
후원하며	맺은	인연을	토대로	올해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역사,	
문화	및	유산을	향한	동일한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기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	Louis	Ferl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시계	애호가들과	
관람객을	통해	증명된	바와	같이,	세기의	역사를	지님과	동시에	21세기까지도	깊이	뿌리내린	두	기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예술적	헌신은	물론	문화적	후원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우리는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예술과	문화라는	주제	아래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장	장	루크	마르티네즈	Jean-Luc	Martine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언제나	활기찬	공간으로	모든	시대의	창의성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워치메이킹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과	인내를	가진	바쉐론	콘스탄틴이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견해	나갈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루브르	박물관과의	파트너십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예술적,	문화적	헌신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며,	수	세기	
동안	보관,	보존,	복원에	집중해	온	메종의	영역을	아우릅니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전달을	향한	이와	
같은	노력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작품뿐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의	활동에도	필수적인	예술	공예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장인의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논의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이러한	공유	기술의	강점에	힘입어,	두	기관은	
루브르	박물관의	컬렉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계	제작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바쉐론	콘스탄틴과	루브르	박물관은	다문화적	접근을	통해	예술,	창조	그리고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Jean-Luc Martinez, President-Director of the Musée du Louvre
and Louis Ferla, CEO Vacheron 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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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박물관에 대하여
과거	프랑스의	왕궁이었으며,	최초의	주춧돌이	무려	8세기	이전에	놓여진	루브르	박물관은1793년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9천	년의	역사와	5개의	대륙에	달하는	컬렉션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현재	62만여	점의	작품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모나리자,	사모트라케의	니케,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2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단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요일/목요일/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수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연장	관람)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무료	입장)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uvre.fr 

Pendule La Création du Monde

Le Louvre, Escalier Mollien
© 2013, Musée du Louvre / Olivier Oua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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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6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던	18세기의	명작	세계의	창조	La	Creation	du	Monde	시계를	복원한	
바쉐론	콘스탄틴은	올해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의	파트너십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예술적,	문화적	헌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며,	수	세기	동안	보관,	보존,	복원에	집중해	온	
메종의	영역을	아우릅니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지식의	전달을	향한	이와	같은	노력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작품뿐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의	활동에도	필수적인	예술	공예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장인의	
노하우와	기술에	대한	논의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이러한	공유	기술의	강점에	힘입어,	두	기관은	루브르	
박물관의	컬렉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계	제작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바쉐론	
콘스탄틴과	루브르	박물관은	다문화적	접근을	통해	예술,	창조	그리고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Le Louvre, Pyramide
Architecte de la Pyramide © I.M. Pei
Photo © Musée du Louvre / Olivier Oua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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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étiers d'Art Les Aérostiers
- Paris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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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OfNot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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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