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비노티에 모델의 한 종류인 비스포크를
루브르 박물관의 경매에 부치다.

 

202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루브르를 위한 경매
(BID FOR THE LOUVRE)”

미니어처 에나멜의 랜더링 예시인 자크 루이 다비드
(Jacques-Louis David)의 헬레네에게 구애하는 파리스
(The Loves of Paris and Helen), 루브르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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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경매 “루브르를 위한 경매”의 일환으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파트너인 루브르 박물관에 기부되는 
캐비노티에 타임피스

•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구매자가 고른 미술품을 미니어처 에나멜 또는 그리자이유 에나멜로 재현하는 
비스포크 모델 중 한 종류

• 이 특별한 시계의 제작을 위한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장인들의 만남으로 
파리와 제네바를 아우르는 잊을 수 없는 경험

• 루브르 박물관의 연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럭셔리 메종과 현대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공동 노력의 
일환인 특별한 제안으로 판매 수익금의 100%를 기부할 예정

2020년 11월 27일, 제네바 – 2019년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온 바쉐론 콘스탄틴은 12월 1
일부터 15일까지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과 크리스티(Christie)가 온라인으로 기획하고, 드루오
(Drouot)의 지원을 받은 “루브르를 위한 경매”로 캐비노티에 시계를 선보입니다. 시계 이상으로, 이 모델은 
파리와 제네바의 예술과 장인 정신의 교차점이 균형을 이루며 구매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유니크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크리스티 웹사이트에서만 열리는 ‘루브르를 위한 경매’
를 통해 기쁜 마음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지원하며, 이 경매의 수익금 전액은 박물관 연대사업에 기부하게 
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캐비노티에 시계는 경매에 부쳐졌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시계학의 정수가 
돋보이는 시계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착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유산을 
보호하며 물려주고자 하는 관심을 잘 증명하는 매뉴팩처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의 연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과 크리스티가 마련한 이 특별한 경매에 
다른 아티스트 및 메종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1년 전,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표현되어 온 예술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과 노하우(savoir-faire)의 전승은 하나 
이상의 어렵고 도전적인 세계적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라 개인 맞춤 
한 특별한 모델이자 마스터피스를 바탕으로 한 캐비노티에 타임피스를 경매에 부치는 것은 우리 메종의 
정체성과 더불어 문화와 정서의 공유를 촉진하는 사명을 상징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특별한 작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창작에 있어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 작품을 개인 맞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을 재현할 다이얼 외에도, 플래티넘,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등 
케이스 소재를 선택하고 오피서-타입 케이스백에 인그레이빙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소재와 
컬러 중에서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바쉐론 콘스탄틴과 오뜨 올로제리의 신뢰성과 
마감 기법 모두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제작된 인 하우스 칼리버 2460 SC로 구동됩니다.

© Musée du Louvre, Olivier Oua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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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의 예술 작품
구매자의 모험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림과 조각 중에서 다이얼 위에 에나멜로 재현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프라이빗하게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에나멜러는 미니어처 에나멜 또는 그리자이유 에나멜 기법을 사용하기로 할 
것입니다.

18세기부터 유래된 "제네바 테크닉"으로 알려진 미니어처 에나멜에 관련된 섬세한 기술은 색소와 불에 모두 
숙련된 마스터 에나멜러만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800°C 이상의 가마에서 다중 발화가 
컬러와 광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리지널 작품의 컬러에 부합하는 컬러 
팔레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자이유 에나멜은 16세기에 등장한 기법으로 골드 다이얼 베이스에 코팅된 다크 에나멜 레이어 위에 
리모주(Limoges) 화이트라 불리는 진귀한 화이트 에나멜을 겹쳐서 그려내는 기법입니다. 에나멜의 각 
레이어는 예정된 시간에 가장 가까운 초 단위까지 엄격하게 따라 가마에서 구워집니다. 

미니어처 에나멜의 랜더링 예시인 자크 루이 다비드
(Jacques-Louis David)의 헬레네에게 구애하는 파리스
(The Loves of Paris and Helen), 루브르 박물관 소장.

베로네세(Veronese)의 작품 청춘과 노년(토성) (Youth and Age(Saturn))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 이탈리아 베니스의 호모 파버 (Homo Faber) 전시를 위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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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인 맞춤 옵션
제작 과정 전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캐비노티에 시계 구매자는 제네바의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를 
프라이빗하게 방문하여 몇 가지 개인 맞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마스터 워치메이커 뿐만 아니라 에나멜러와 인그레이빙 장인들의 창조적인 재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래티넘,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 / 케이스와 케이스백의 인그레이빙 / 스트랩의 소재, 컬러, 
스티치 및 마킹은 2460 SC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로 구동되는 이 진귀한 타임피스를 개인 맞춤 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투명한 케이스백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모양의 22K 골드 로터 뿐만 아니라 워치메이킹 
전문성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수공 마감, 베벨링, 원형 그레인 그리고 폴리싱까지 모두 드러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의 마지막 단락으로, 구매자는 시계와 함께 두 개의 정품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정품 인증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품 복제에 관한 박물관의 정품 인증서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메티에 다르 – "오마쥬 라 아트 드 라 덩스" 
(Metiers d'Art "Hommage a l'art de la Danse"). 에드가 드가

(Edgar Degas)의 작품을 재현한 그리자이유 다이얼.

바쉐론 콘스탄틴 메티에 다르 – 샤갈 & 오페라 드 파리 "트리뷰트 투 페이머스 컴포저" (Metiers d'Art – 
Chagall & l'Opera de Paris "Tribute to famous composers") 시계. 1964년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이 그린 
파리 오페라 극장(Opera de Garnier in Paris) 천장화의 디테일을 재현한 미니어처 에나멜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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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루브르 박물관과 파트너인 바쉐론 콘스탄틴은 “루브르를 위한 경매”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15
일까지 크리스티 닷컴(www.christies.com)에서 기부를 위한 마련된 캐비노티에 타임피스의 한 종류인 
비스포크 시계로 온라인 경매에 참여합니다. 시계 이상으로, 파리와 제네바의 예술과 장인 정신의 교차점이 
균형을 이루며 구매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유니크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의 프라이빗 방문을 통해 구매자는 박물관의 작품들 중에서 미니어처 에나멜 또는 그리자이유 
에나멜 기술로 다이얼에 재현할 작품을 직접 고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제네바의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를 방문하여 루브르 박물관의 연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이 특별한 시계의 개인 맞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제안은 루브르 박물관의 연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럭셔리 
메종과 현대 아티스트들의 대규모 공동 노력의 일환입니다. 판매 수익급의 100%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디자이너 중 한 명이 그린 그림의 
예시로, 시계 구매자가 선택한 작품을 종이에 
재현하여 이를 기반으로 마스터 에나멜러가 
다이얼을 제작.

기욤 쿠스투(Guillaume Coustou)의 조각 마를리의 
말(Cheval retenu par un plefrenier dit Cheval de 
Marly)이라고 불리우며 사육자에 저지되는 말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 그리자이유 에나멜로 재현한 창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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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바탕으로 한 잠재적인 창작 예시.

1:  삼미신(三美神), 식물의 생명과 미의 여신, 아폴로 신의 동반자들 (The 
Three Graces, goddesses of plant life and beauty, companions of the 
god Apollo) / 2세기경
1609년 조각가 니콜라스 코르디에(Nicolas Cordier)에 의해 복원된 머리
이탈리아 로마 첼리오(Caelius) 산에서 발견

2: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룅(Elisabeth Vigee le Brun)의 딸과 함께한 
자화상

3: 페테르 파울 루벤스(Pierre Paul Rubens)의 앙기아리 전투
(The Battle of Anghiari)

4: 파올로 베로네세(Veronese)의 주피터의 타락을 벌하다
(Jupiter punishing the vices)

5: 밀로의 비너스(Venus de Milo)로 알려진 아프로디테(Aphrodite)

6: 주세페 아르킴볼도(Giuseppe Arcimboldo)의 가을(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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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Bid for the Louvre”, auction

CALIBRE 2460 SC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movement
 26.20 mm (11¼’’’) diameter, 3.60 mm thick
 Movement power reserve: approximately 40 hours 
 4 Hz (28’800 vibrations/hour)   
 182 components  
 27 rubie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and central seconds 

CASE Platinum or 18K 5N pink gold or 18K white gold
 Officer-style hinged case back, personalized engraving at client’s choice 
 40 mm diameter, 9.42 mm thick
 
DIAL Miniature enamel or grisaille enamel depending on chosen artwork
 18K 5N pink gold or 18K white gold hands

STRAP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or calfskin leather, personalized
  stitching and color

CLASP 18K 5N pink gold or 18K white gold pin buckle

PRESENTATION BOX Les Cabinotiers model

Unique piece.
Certificate of Authenticity for the reproduction of the masterpiece issued by Le Louvre.  
Certificate of Guarantee issued by Vacheron Constantin. 
Poinçon de Genève Certificate.

Hands fitting

Calibre 2460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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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