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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아리아니에 대하여

• 19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위조품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 도입
• 빈티지 시계인 Les Collectionneurs 컬렉션 대상으로 개발된, 아리아니(Arianee)의
기술력으로 보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패스포트가 2021년 말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든 타임피스로 확대 예정
• 바쉐론 콘스탄틴 고객만을 위해 특별 마련된 새로운 사이트인 아워 클럽에서 메종 시계를
위한 디지털 정품 인증 플랫폼 제공

2020년 11월 5일, 제네바 – 2019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위조 방지 조치를 위해
도입한 최초의 워치메이커 중 하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또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접근 방식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Les Collectionneurs 컬렉션의 빈티지 시계들에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단계의 성공에
힘입어 메종은 이 인증서를 모든 타임피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고객들은 아워 클럽(The Hour Club)이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시계를 등록 및 평생
동안 정품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2019년 5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시범 운영한 최초의
워치메이커 중 하나인 우리 메종이 나아갈 다음 단계는 디지털 정품 인증을 전체 컬렉션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럭셔리를 위한 블록체인을 토대로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바쉐론 콘스탄틴 CEO 루이 펠라 Louis Ferla는 말합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는 소중한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 소유주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하고 소유권을 공유 또는 증명할 수 있게 하며, 각 타임피스에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소유권 증명 이외에도, 우리의 고객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기술
정보, 사용자 가이드, 정품 인증, 제품 이력 등을 포함한 타임피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워치파인더(Watchfinder)에서의 원활한 재판매 및 온라인 수리 요청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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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위조품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암호화로 보호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종이 기반의 정품 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시계의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다 해도 시계의 수명 기간 동안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고유한 인증서가 발행되어 타임피스의 소유권, 가치, 속성, 정품 여부와 관련된
보안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우리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바쉐론 콘스탄틴 타임피스의 소유권을 더욱 특출하게,
추적 가능하면서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와 매끄러운 추적 가능성의 기회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아리아니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피에르 니콜라스
허스텔 Pierre-Nicolas Hurstel 은 덧붙였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고객에게 최상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새로운 인증서를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의 헤리티지 전문가들이 특별히 선정하고
복원한 빈티지 시계 라인인 레 컬렉셔너 Les Collectionneurs 컬렉션의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전용 행사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타임피스에는 종이 인증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오래 지속되고 변하지 않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정품을 보증하는 디지털 인증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극히 결정적인 이 첫 번째 테스트에 이어,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된 프로토콜과 컨소시엄의 개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새로운 인증 방식을
모든 타임피스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리아니 컨소시엄에서 리치몬트를 대표합니다.
2021년 말부터 모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높은 보안성의 정보 저장 및 전송 시스템으로
통합된 아리아니 프로토콜이 확보한 디지털 정품 인증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블록체인 인증서의 확대와 더불어, 바쉐론 콘스탄틴은 전용 디지털 고객 플랫폼인 아워 클럽의
론칭을 발표합니다. 시계 애호가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소유주들은 아워 클럽을 통해
메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초청 등 그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콘텐츠가 제공되는 다양한
경험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또한 추적성과 타임피스 정품 인증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며, 아워 클럽은 그 자체로 워치메이킹 세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블록체인
디지털 정품 인증을 통해 고객은 시계는 물론 그 환경적인 품질과 신뢰성 그리고 추적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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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니에 대하여
2017년에 설립된 아리아니는 럭셔리 제품의 디지털 인증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구축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컨소시엄입니다. 아리아니 프로토콜은 각 럭셔리 제품에 고유하고 위조
불가능한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연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 카드"
는 브랜드, 제품, 시계 소유주 사이의 안전하고 영구적이며 익명의 통신 채널을 오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무장한 이 솔루션은 오픈-소스이며 분산화 되었습니다. 아리아니는 브랜드가
그들의 프로토콜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모바일 솔루션을 지원하는 SaaS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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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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