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tier 
Santos de Cartier 

Skeleton Noctambule watch
고객님의 국제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세요.

IWC.COM/MYIWC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와인딩 시스템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오토 

매틱 무브먼트, 그리고 2499년까지 세팅 되어 

있는 날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선구적인 기술력 

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위대한 타임 피스는 그 

전설적인 지위를 영원토록 유지할 것입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Ref. 5033: 포르투갈 선원들의 대담한 탐험

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으며, 그 영웅적인 

시대가 남긴 가치 있는 유산이 바로 포르투 

기저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이 제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한 디자인과 함께, 펠라톤

Mechanical movement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IWC- 
manufactured 52610 calibre · 7-day power reserve with display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s for the date, day, month, year in 
four digits and perpetual Moon Phase · Anti-re�ective sapphire- 
glass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 resistant 3 bar · 
Diameter 44.2 mm · Alligator leather strap by San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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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 드 까르띠에, 올-타임 클래식의 발자취
브라질 출신의 파일럿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Alberto Santos-Dumont)은 벨 에포크 시대 화려한 파리 사교계에서 활약한 인물
이면서 동시에 항공기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
는 노력을 했고, 1901년 마침내 비행선을 타고 파리 에펠탑 주변을 비행하는데 성공한다. 비행 경험은 친구인 루이 까르띠에
(Louis Cartier)에게 전해진다. 비행 중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해야만 하는 회중시계의 불편함도 함께 말이다. 루
이 까르띠에는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을 위해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를 고안한다. 물론 이전에도 손목에 시계를 매달아 착용하
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다. 회중시계에 와이어를 용접해 스트랩을 매달아 착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루이 까르띠에가 1904년 선보인 시계는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부품인 러그(Lugs)를 
디자인에 녹여냈다. 러그는 시계 케이스에 스트랩을 연결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지금의 손목시계와 다름 없는 디자
인을 완성해냈고, 이 역사적인 시계의 이름은 산토스가 되었다. 
1911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산토스는 탱크와 함께 까르띠에 시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긴 역사를 써내려 갔다. 그 후 2018
년 국제고급시계박람회(SIHH)에서 새로운 산토스 드 까르띠에(Santos de Cartier) 컬렉션은 이전에 없던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등장했다. 산토스 워치는 1904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세밀한 변화를 통해 진화해 왔지만, 2018년과 같은 변화는 이례적이었다. 
새 모델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그 자체였지만 크라운 가드의 실루엣은 전에 없이 역동적이었다. 이
것은 전작처럼 크라운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마친 후, 라인의 흐름이 종결되지 않고 자연스레 러그로 이어져 흐른다. 러
그 역시 크라운 가드에서 일렁이는 곡선을 받아내며 유려한 라인을 그려낸다. 베젤 디자인도 변화를 드러냈다. 정사각형에 가
깝던 전과 달리 베젤의 위, 아래는 러그로 향하며 굽는다. 이처럼 새로운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는 ‘곡선’을 새로운 디자인 
코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퀵스위치 시스템(QuickSwitch system)의 도입으로 누구나 간편하
게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을 번갈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구성품에 가죽 스트랩을 추가해 퀵스위치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북돋는다. 또한 스마트링크(SmartLink)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의 도구 없이 각각의 링크에 장착된 푸시 버튼을 눌러 메
탈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해 퀵스위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까르띠에가 특허를 등록했다.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켈레톤 녹텅불 워치

알베르토 산토스 뒤몽과 
그의 복엽 비행기 14-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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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 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워치 Ref. WSSA0017



Sample Sample

Santos-dumont watch 
산토스 뒤몽 워치 

Santos-dumont watch 
산토스 뒤몽 워치 

스틸 & 핑크 골드, 31.4 x 43.5mm, 
30m 방수, 쿼츠 

스틸, 31.4 x 43.5mm, 30m 방수, 쿼츠

Ref. W2SA0011
Cal. 스위스 쿼츠 
시, 분
6백 80만 원 

Ref. WSSA0022
Cal. 스위스 쿼츠 
시, 분
4백 67만 원 

Santos-dumont watch 
산토스 뒤몽 워치 

Santos de Cartier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Santos de Cartier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핑크 골드, 31.4 x 43.5mm, 30m 방수, 쿼츠 
스틸 & 옐로우 골드, 35.1 x 41.9mm, 
100m 방수, 자동, 40H

핑크 골드, 35.1 x 41.9mm
100m 방수, 자동, 4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WGSA0021
Cal. 스위스 쿼츠 
시, 분 
1천 440만 원 

Ref. W2SA0007
Cal. 1847 MC
시, 분, 초
1천 140만 원

Ref. WGSA0012
Cal. 1847 MC
시, 분, 초
1천 940만원

Santos de Cartier Skeleton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켈레톤 워치 

Santos de Cartier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핑크 골드, 39.8 x 47.5mm, 100m 방수, 
수동, 72H

옐로우 골드, 39.8 x 47.5mm, 100m 방수, 
자동, 40H 

Ref. WHSA0008
Cal. 9619 MC
시, 분 
7천 700만 원

Ref. WGSA0009
Cal. 1847 MC 
시, 분, 초, 날짜 
4천 260만 원 

Santos de Cartier Skeleton noctambule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켈레톤 녹텅불 워치

Santos de Cartier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Santos de Cartier Chronograph watch 
산토스 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워치 

스틸(블랙 ADLC), 39.8 x 47.5mm, 100m 방수, 수동, 72H 스틸, 39.8 x 47.5mm, 100m 방수, 자동, 40H 스틸 43.3 x 51mm, 100m 방수, 자동, 47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WHSA0009
Cal. 9612 MC 
시, 분 
3천 330만 원 

Ref. WSSA0013
Cal. 1847 MC 
시, 분, 초, 날짜 
8백 55만 원 

Ref. WSSA0017
Cal. 1904-CH MC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1천 90만 원

Santos Watch Collection 산토스 워치 컬렉션
2018년 새롭게 리뉴얼 론칭한 산토스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1904년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이자 파일럿인 알베르토 산토스-뒤몽을 위해 제작한 세계 최초의 남성용 손목시계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스트랩 및 브레이슬릿을 교체할 수 있는 퀵스위치 시스템을 갖춘 스포티한 전작의 뒤를 이어, 2019년에는 오리지날 산토스 뒤몽 워치 
디자인을 충실하게 재현한 클래식 라인업이 뒤를 이었다. 또한 새로운 인하우스 자동 크로노그래프 버전과 로만 인덱스를 강조한 스켈레톤 무브먼트 위에 야광도료를 도포한 개성적인 
모델까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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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Spitfire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스핏파이어

창립 150주년 기념 주빌레(Jubilee) 컬렉션으로 2018년을 알차게 보낸 IWC는 

2019년 다시 파일럿 워치 컬렉션에 주목했다. 아이코닉한 기존의 클래식 라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한 스핏파이어와 탑건을 대거 보강하

며 라인을 평준화하는 시도를 보여줬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으로 선보인 브론즈

(청동) 에디션을 대거 추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250피스 한정으로 출시한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스핏파이어 브론즈(Ref. IW503601), 파일럿 워

치 크로노그래프 스핏파이어 브론즈(Ref. IW387902),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스

핏파이어 브론즈(Ref. IW326802)가 그 대표적인 결실이다. 

미 해군의 전투기 전술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차용한 탑건 컬렉션에는 파일

럿 워치 최초로 세라믹과 티타늄 합금 특허 소재인 세라타늄(Ceratanium®)으

로 제작한 파일럿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 탑건 세라타늄(Ref. IW371815)을 출

시했다. 세라타늄은 경도가 높고 긁힘에 강한 세라믹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벼우

면서도 단단한 티타늄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으며, IWC는 케이스부터 크라운, 푸

셔, 케이스백, 버클까지 모두 세라타늄으로 시계를 완성했다. 

미 캘리포니아 주의 모하비 사막에서 영감을 얻은 모래색 세라믹 케이스가 돋보

이는 신제품도 주목을 받았다. 500피스 한정 제작된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탑건 �모하비 사막� 에디션(Ref. IW389103)은 산화지르코늄 기반의 하이테크 세

라믹 소재를 파인 워치메이킹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IWC의 선구적인 세라믹 케

이스 제조 기술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한정판이다.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과 동심을 자극하는 소설 속 캐릭터를 이용해 세련된 파일

럿 워치를 선보이는 어린 왕자 컬렉션에는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안한 투르비용과 일정한 에너지를 제공해 등시성을 높이는 콘스탄트 포스 메

커니즘을 결합해 고도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이 출시됐

다. 특히 레드 골드보다 더 단단하고 내마모성이 5~10배가량 우수한 IWC만의 독

특한 골드 합금 소재인 하드 골드(Hard gold)로 선보인 빅 파일럿 워치 콘스탄트 

포스 투르비용 �어린 왕자� 에디션(Ref. IW590303)을 주목할 것!  

또한 IWC는 영국 최초의 스핏파이어 교육 기관인 볼트비 항공 학교(Boultbee 

Flight Academ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한 오리지널 

슈퍼마린 스핏파이어 마크 9, 일명 실버 스핏파이어를 이끌고 전 세계 총 4만 

3,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 횡단하는 프로젝트인 �실버 스핏파이어–더 롱기스

트 플라잇(Silver Spitfire-The Longest Flight)�을 추진해 자사의 파일럿 워치 컬

렉션과의 역사적인 연관성을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했다. 

한편 IWC는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2년에서 8년까지 늘어난 파격적

인 국제 품질 보증 서비스를 론칭해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나의 

IWC(My IWC)� 프로그램을 통해 소장 IWC 시계의 시리얼 넘버 및 간단한 제품 정

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8년까지 늘어난 국제 품질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브론즈, 46.2mm, 60m 방수, 자동, 168H, 
250개 한정 

품번 

Ref. IW503601

무브먼트

Cal. 52615

기능

시, 분, 초,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문페이즈, 
퍼페추얼 캘린더

가격

3천 700만 원 

▼ 

IWC 
홈페이지 
한국지사
문의 

www.iwc.com/ko
IWC 코리아 Tel.02-3440-5876
갤러리아 명품관 EAST 부티크 Tel.02-6905-3682

Big pilot�s Watch Constant-Force 
Tourbillon Edition �le petit prince� 
빅 파일럿 워치 콘스탄트-포스 
투르비용 �어린 왕자� 에디션

pilot�s Watch Timezoner Spitfire Edition 
�The longest Flight� 
파일럿 워치 타임존 스핏파이어 
�더 롱기스트 플라잇� 에디션

pilot�s Watch double Chronograph 
TOp GUn Ceratanium 
파일럿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 
탑건 세라타늄

pilot�s Watch Chronograph TOp GUn 
Edition �mojave desert�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탑건 
�모하비 사막� 에디션

하드 골드(레드 골드), 46.2mm, 60m 방수, 
수동, 96H, 10개 한정 

스틸, 46mm, 60m 방수, 자동, 60H, 
250개 한정 

세라타늄, 44mm, 60m 방수, 자동, 44H
세라믹, 44.5mm, 60m 방수, 자동, 46H, 
500개 한정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IW590303 
Cal. 94805
시, 분, 초,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문페이즈, 
투르비용 
2억 7,600만 원

Ref. IW395501
Cal. 82760
시, 분, 초, 날짜, 월드타임 

1천 630만 원 

Ref. IW371815
Cal. 79420
시, 분, 초, 날짜, 요일,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2천만 원 

Ref. IW389103
Cal. 69380
시, 분, 초, 날짜, 요일, 크로노그래프 

1천 190만 원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portugieser Automatic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portofino Chronograph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portofino Automatic 34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34

레드 골드, 44.2mm, 30m 방수, 자동, 168H 스틸, 42.3mm, 30m 방수, 자동, 168H 레드 골드, 42mm, 30m 방수, 자동, 44H 레드 골드, 34mm, 30m 방수, 자동, 42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IW503302
Cal. 52610 
시, 분, 초,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문페이즈, 
퍼페추얼 캘린더
4천 670만 원

Ref. IW500704
Cal. 52010
시, 분, 초, 날짜,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1천 580만 원 

Ref. IW391035
Cal. 75320 
시, 분, 초, 날짜, 요일, 크로노그래프 

1천 840만 원 

Ref. IW357406
Cal. 35100 
시, 분, 초 

2천 445만 원 



Sample Sample

Speedmaster Apollo 11 
50th Anniversary limited Edition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Seamaster Aqua Terra Worldtimer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월드타이머 

Seamaster diver 300m Chronograph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크로노그래프 

Seamaster diver 300m 
씨마스터 다이버 300m 

문샤인 골드, 42mm, 50m 방수, 수동, 50H, 
1014개 한정 

스틸, 43mm, 150m 방수, 자동, 60H 
스틸 & 세드나 골드, 44mm, 300m 방수, 
자동, 60H 

스틸, 42mm, 300m 방수, 자동, 55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310.60.42.50.99.001
Cal. OMEGA 3861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4천 320만 원 

Ref. 220.12.43.22.03.001
Cal. OMEGA 8938
시, 분, 초, 날짜, GMT, 월드타임,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1천 110만 원 

Ref. 210.22.44.51.01.001
Cal. OMEGA 9900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1천 160만 원 

Ref. 210.30.42.20.04.001
Cal. OMEGA 8800 
시, 분, 초, 날짜,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6백 50만 원 

Seamaster planet Ocean 600m 
Chronograph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크로노그래프 

Seamaster planet Ocean 600m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600m

de Ville Trésor
드 빌 트레저 

Constellation manhattan
컨스텔레이션 맨해튼 

스틸, 45.5mm, 600m 방수, 자동, 60H 스틸, 43.5mm, 600m 방수, 자동, 60H 스틸, 40mm, 30m 방수, 수동, 72H 세드나 골드, 29mm, 50m 방수, 자동, 5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215.30.46.51.99.001
Cal. OMEGA 9900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1천 40만 원 

Ref. 215.30.44.21.04.001
Cal. OMEGA 8900
시, 분, 초, 날짜,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8백 10만 원

Ref. 435.13.40.21.03.001
Cal. OMEGA 8910
시, 분, 초, 날짜,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8백 10만 원 

Ref. 131.55.29.20.55.001
Cal. OMEGA 8701
시, 분, 초, 날짜,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3천 110만 원

오메가의 2019년 하이라이트 신제품인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름 그대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더할 나위 없는 결실이다. 실제 달 착륙 여정에 동행한 오리지널 문워치, 4세대 스

피드마스터(Ref. ST105.012)의 아이코닉 디자인을 따르면서도 일부 소재와 다

이얼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클래식한 외형을 훼손 없이 

잘 계승하고 있는 기존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크로노그래프(Ref. 

311.30.42.30.01.005)와 디자인적으로 조금은 차별화하면서, 달 착륙 50주년 한

정판에 갖는 문워치 팬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색다른 시도가 

불가피했을 터다. 케이스백 디자인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오리지널 문워치부터 

이어진 �달에서 착용된 첫 시계(The first watch worn on the moon)� 문구가 사

라진 대신,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역사적인 발자국을 남기면서 한 

말- �한 사람에게 있어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 있어 거대한 도약이다(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 당시 암스트롱의 

발자국을 레이저 인그레이빙으로 본뜬 메달리온 바탕에 문샤인™ 골드로 도금 

처리되어 시계를 소장하는 이로 하여금 역사적인 순간의 벅찬 감동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은 1969년 

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아폴로 11호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만찬에서 공개

한 첫 18K 골드 스피드마스터 한정판(Ref. BA145.022)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현

하고 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총 1,014피스 한정 제작된 최초의 골드 스피

드마스터 한정판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역시 1,014피스 한정 제작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옐로우 골드와는 차별화된 오메가만의 18K 골드 소재인 문샤인™ 

골드가 사용되었다. 케이스는 물론 브레이슬릿까지 전체 문샤인 골드로 제작하

고, 다이얼 및 인덱스 역시 문샤인™ 골드를 사용했다. 케이스 지름은 기존의 스

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문워치와 마찬가지로 42mm이며, 타키미터 눈금을 더

한 버건디 컬러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을 사용했다.   

2가지 버전의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공통적으로 신형 문워치 칼리버 3861이 탑재되었다. 클래식 문워치 칼리버 1861

의 안정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최초로 오메가 매뉴팩처 칼리버의 상징적인 부품

인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하고, 프리스프렁 밸런스에 기존의 니바록

스를 대신한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계측학 연방

학회(METAS)를 통해 10일간 총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받고, 

15,000 가우스 이상의 매우 강력한 자기장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시계임을 

공인하는 마스터 크로노미터(Master Chronometer) 인증을 오메가 수동 크로

노그래프 칼리버 사상 처음으로 받았다. 물론 최근 시판되는 다른 모든 오메가 시

계들과 마찬가지로 5년 품질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1993년 출시 이래 영화 <007>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널리 알려진 오메가의 가장 성공적인 다이버 워치 컬렉션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시리즈에 2019년 새로운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 제품군이 추가됐다.

OMEGA 오메가   
홈페이지 
한국지사
문의 

www.omegawatches.co.kr
오메가 코리아 Tel.02-3149-9573
오메가 청담 부티크 Tel.02-511-5797

Speedmaster apollo 11 50th anniversary Limited edition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11 5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스틸 & 문샤인 골드, 42mm, 50m 방수, 
수동, 50H, 6969개 한정 

품번 

Ref. 310.20.42.50.01.001

무브먼트

Cal. OMEGA 3861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항자성(마스터 크로노미터)  

가격

1천 200만 원 



Sample

여전히 흔들리는 워치 페어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2019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SIHH

에서는 오데마 피게와 리차드 밀이 마지막 행사를 치렀다. 
2018년 독립적인 행보를 알린 반클리프 아펠은 SIHH 행사
장에서 이미 자취를 감췄다. 대신 시계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반클리프 아펠이 자리했던 공간
에서 펼쳐졌다. 에르메스와 보베가 새로 합류했으나 오데마 
피게와 리차드 밀이 떠난 자리를 대체하기에는 위상 차이가 
적지 않다. SIHH에 비해 전통의 바젤월드는 더욱 상황이 좋
지 않은 모양새다. 스와치 그룹의 전격적인 이탈은 생각 이
상으로 큰 타격이었다. 이탈 선언 시점에 있어서도 바젤월
드 개최 측이 대안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터, 전
시장 메인 홀의 중심지역을 사용했던 스와치 그룹의 흔적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와치 그룹으로 촉발된 연쇄반
응도 바젤월드에는 악재다. 브라이틀링이 바젤월드를 떠나
게 되었고, LVMH 그룹의 시계 브랜드도 향후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LVMH 그룹에 속한 시
계 브랜드는 2020년 초에 별도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
이 그 근거다. 바젤월드를 떠난 스와치 그룹은 ‘타임 투 무브
(Time to move)’라는 그룹 내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외 브랜드는 각국에서 신제품
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대체했다. 스와치 그룹에 따르면 워
치페어 불참에 따른 비용 절감이 적지 않다고 하며 신제품 
소개와 수주라는 페어의 목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워치페어에 참가하지 않는 브랜드
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이며 시장 상황에 능
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로 신제품 소개의 장을 가질 듯하다. 

Sample

TREnd 

글  |  구교철

  2019년 달라진 
시계 시장과 
신제품을 통해 
한 해의 트렌드를 
짚어본다.

1

2

1 2

3

1. SIHH 전시장 입구
2. 리차드 밀의 마지막 SIHH 부스
3. 새롭게 변화를 준 바젤월드 메인 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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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RCHiVE

글  |  장세훈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아이콘
브레게 뚜르비옹

뚜르비옹의 위대한 창시자 
브레게 하우스의 설립자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Abraham Louis Breguet, 1747-1823)는 18~19세기 활약한 유럽을 대표하는 시
계제작자이자 시계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뇌샤텔에서 태어난 그는 선대로부터 시
계 제작에 관한 기본기를 익힌 후 혈혈단신 당시 유럽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로 진출, 1775년 일드라시테 퀘드올로지에 첫 
매장을 연다. 
이후 1780년 최초의 셀프와인딩 시계인 퍼페추얼(Perpétuelles)을 필두로, 1783년 훗날 ‘브레게 핸즈’로 통하는 독창적인 오픈-
팁 핸즈와 우아한 폰트의 아라비아 숫자 디자인을 도입하고 같은 해 미닛 리피터 시계를 위한 스프링 형태의 공을 발명했다. 
1786년 훗날 브레게 하우스의 상징이자 고급 시계의 미적 가치를 논할 때 한 지표가 되는 정교한 수공 기요셰(Guilloché) 패턴 
다이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1790년 독자적인 충격 흡수 장치인 패러슈트(Pare-chute)를, 1796년 싱글 핸드 형태의 첫 서브스
크립션(Subscription) 시계를, 1798년 기어트레인에 항구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독자적인 콘스탄트 포스 이스케이프먼트
(Constant force escapement)를,  1799년 전기가 없던 시절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택트(Tact) 시계를, 1810
년 나폴리의 여왕 캐롤린 뮤라를 위해 세계 최초의 여성용 손목시계인 퀸 오브 네이플(Queen of Naples)을 개발(1812년 완성), 
1815년 프랑스 왕정 해군을 위한 크로노미터 메이커로서 마린 크로노미터(Marine chronometer)를 제작하는 등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1823년 9월 17일 76세의 나이로 타계하기까지 시계제작자이자 발명가로서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줬다. 
앞서 열거한 것 외에도 브레게의 발명품과 제작 시계는 헤아리기 힘들 만큼 방대하며, 한 사람의 결과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스펙트럼과 시대를 앞선 선각자와도 같은 혜안을 자랑한다. 현대의 유명 시계제작자 조지 다니엘스(George Daniels)와 프랑수
아 폴 주른(François-Paul Journe)이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를 가리켜 시계 역사상 다시 없을 최고의 천재로 칭송하는 것도 그의 
업적을 떠올리면 자연 수긍이 간다. 특히 가장 유명하고 시계 역사상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손꼽히는 것은 프랑스어로 ‘회오리 
바람’을 뜻하는 뚜르비옹(Tourbillon)으로, 1801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처음으로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레귤레이터 장치이
자 이를 기반으로 한 무브먼트와 시계를 의미한다. 

1. 브레게 하우스 설립자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
2. 클래식 뚜르비옹 엑스트라-플랫 스켈레트 539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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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pECiAl

글  |  이재섭

요트와 시계

1인승 요트 경기 방데 글로브의 한 장면 
사진 : 율리스 나르당

보트 또는 선박을 아우르는 개념인 요트에 올라 광활한 바
다를 누비는 요트 경주는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국내에서
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종주국에 해당하는 영국
을 위시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고급 수상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해양 탐사가 활발히 이
루어진 1950년대에 접어들어 손목시계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뤘다. 손목에 시계를 찬 채 수영이나 잠수를 하거나 다양
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손목시계의 방수 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요트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이 매력적인 물건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브마리너라는 걸출한 다이버 워치를 배출한 롤렉스
(Rolex)는 1958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요트 대회 아메리카
스 컵(America’s Cup)의 초대 우승자 뉴욕 요트 클럽(NYYC)
과 인연을 맺으며 요트의 세계에 승선했다. 롤렉스는 1966
년 8월부터 1967년 5월까지 요트를 타고 단독 세계 일주 기
록을 세운 프랜시스 치체스터(Francis Chichester)의 모험을 
따라 나서기도 했다. 롤렉스는 오늘날까지 세계 유수의 대
회 및 요트 클럽을 비롯해 정상급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후
원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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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글  |  이재섭 워치스 
온 더 
그리드
“너 F1이 뭔지는 아냐?” “알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기계빨로 달려서 순위 매기는 대회.” 영화 <뺑반>에서 주인
공들이 주고받는 대사다. 포뮬러 원(이하 F1)은 말 그대로 텅 
빈 서킷에서 드라이버들이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야수처럼 
포효하는 괴물 같은 성능의 차를 타고 정해진 랩(lap)을 달리
는 경기다. 혹자는 F1을 지루하고 따분한 경기라고 평가절
하한다. 경주장을 뱅글뱅글 도는 게 전부이니 말이다. 그럼
에도 F1은 내구 레이스(WEC),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인디카, 모토 GP 등 각종 모터 스포츠를 통틀어 압도적인 규
모와 인기를 자랑한다. 자동차 경주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모터 스포츠의 꽃 F1이 속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
고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F1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그랑프리를 개최한다. 매 경기마
다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다. TV 
중계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
는 수억 명에 이른다. F1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
월한다. 광고, 중계권, 입장료, 관련 용품 판매로 벌어들이
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굴지의 기업들은 엄청
난 광고 효과를 노리고 F1이나 참가팀과 계약을 맺는다. 이
들은 거액의 투자를 대가로 차체나 드라이버의 슈트에 로고
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진과 
LG가 후원사로 나선 역사가 있다. 대부분은 홍보에 그치지
만 상호 협력 또는 기술 제휴를 맺는 등 진일보한 관계를 수
립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스트리트 서킷에서 열린 F1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그랑프리 
사진 : 롤렉스

Watches on the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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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orum 
WaTch aWard 2019

WATCH SURVEY

2019년 출시된 수많은 신제품들 중에서 타임포럼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분야별 베스트 워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타임포럼의 각 브랜드 포럼 및 장르별로 신제품을 구분, 복수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요 브랜드 포럼에서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전통적인 컬렉션 혹은 해당 컬렉션의 기원이 되는 오리지널 모델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들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으며, 
일본 브랜드에서는 평년과 마찬가지로 그랜드 세이코와 세이코가 순위권을 독식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컴플리케이션과 메티에 다르 두 부문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고, 
오데마 피게는 하이엔드-인디펜던트와 주얼리 워치 부문에서 선두를 달렸다. 또한 까르띠에 역시 레이디 워치와 주얼리 워치 두 부문에서 타임포럼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2개 모델 선택, 
참가자 수 324명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츄얼 요트-마스터 42 
Ref. 226659
2위, 38%

오이스터 퍼페츄얼 데이트저스트 36 
Ref. 126234
3위, 29% 

1위
55%

3개 모델 선택, 
참가자 수 307명 

iWC   

1위
34%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스핏파이어 Ref. iW503601
2위, 29%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어린 왕자� 에디션 
Ref. iW392202
3위, 26% 

빅 파일럿 워치 콘스탄트 포스 투르비용 �어린 왕자� 에디션 Ref. iW590303

오이스터 퍼페츄얼 GmT-마스터 ii Ref. 126710Bln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