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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OMEGA)는 201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며 인류의 달 탐사 여정에 함께한 전설적인 크로노그래프 
‘문워치(Moonwatch)’를 계승하는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 컬렉션에 2종의 리미티드 에디션과 문워치 사가의 시작을 알린 
아이코닉 수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321의 부활을 알린 1종의 플래티넘 모델을 출시해 시계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리고 2020년 칼리버 321을 탑재한 스틸 모델까지 추가함으로써 역사적인 문워치의 완전한 귀환을 알렸다. 
새롭게 출시한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21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Ref. 311.30.40.30.01.001)은 클래식 문워치 그리고 앞서 출시한 
플래티넘 모델(Ref. 311.93.42.30.99.001)과 케이스 형태 및 사이즈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기존의 42mm가 아닌 상대적으로 아
담한 39.7mm를 택한 것이다. 해당 시계 사이즈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공식 테스트를 받은 첫 스피드마스터이자 1965년 
제미니 4호의 부조종사로서 미국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H. White II)가 착용한 3세대 스피드
마스터(Ref. ST105.003)를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워치 321 스틸 버전은 전작 플래티넘 버전처럼 아폴로 11호의 
영웅들(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착용한 4세대 스피드마스터(Ref. ST105.012)의 디자인을 따르지 않고, 그 전 세대 스피
드마스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사이즈뿐만 아니라 현행 문워치로 이어지는 트위스트 러그, 크라운 및 푸
셔를 보호하는 가드 장식과 같은 디테일 역시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1. 3세대 스피드마스터 Ref. ST105.003
2. 1965년 제미니 4호로 우주에 간 에드워드 화이트와 스피드마스터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21 스테인리스 스틸

OMEGA Speedmaster 

Moonwatch 321
Stainless Steel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21 스테인리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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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4월 17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일
곱 번째 유인우주선 아폴로 13호가 지구로 무
사 귀환했다. 비록 달 착륙에는 실패했지만, 
아폴로 13호의 선장 짐 러벨(Jim Lovell), 사령선 
조종사 잭 스위거트(Jack Swigert), 달 착륙선 조
종사 프레드 헤이스(Fred Haise) 3명의 우주비
행사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기지와 협동
심을 발휘해 동시대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
사했다. 이들의 기적적인 귀환 스토리는 1995
년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을 통해
서도 실감 나게 극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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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 Speedmaster 

“Silver Snoopy Award”
50th Anniversary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모델

당시 이들의 귀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메가의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는 1969년 아
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착용한 것과 동
일한 4세대 스피드마스터(Ref. ST105.012)였
다. 오메가는 아폴로 계획의 숨은 공로자로 인
정받아 스위스 시계제조사로는 유일하게 1970
년 10월 5일 실버 스누피 어워드(Silver Snoopy 
award)를 수상하기에 이른다. 찰스 M. 슐츠의 
연재 만화 ‘피너츠(Peanuts)’에 등장하는 강아지 
스누피를 해당 상의 이름과 마스코트로 사용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피너츠’는 미국인이라
면 누구나 좋아할 만큼 인기가 있었던 데다 실
제 슐츠의 만화 속에도 우주인으로 분한 스누
피가 등장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오메가는 2003년 아폴로 13호의 성공적인 
귀환을 기념하는 5,441피스 한정의 첫 스피드
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리미티드 에디션
을 선보였다. 그리고 2015년 아폴로 13호 45주
년을 맞아 1,970피스 한정 제작한 스피드마스
터 아폴로 13 실버 스누피 어워드 리미티드 에
디션을 출시해 시계애호가들의 열광적인 호응
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2020년 아폴로 13호 귀
환 50주년과 오메가의 실버 스누피 어워드 수
상 50주년을 기념하는 세 번째 실버 스누피 어
워드 에디션이 베일을 벗었다.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모델

1. 스누피 마스코트에 인사하는 아폴로 10호의 선장 토마스 스태퍼드 ⓒ NASA
2. 1970년 실버 스누피 어워드를 수상한 오메가 ⓒ OMEGA 
3. 우주인 스누피를 본따 순은으로 만든 실버 스누피 어워드 핀 ⓒ OMEGA 
4. 2015년 출시한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13 실버 스누피 어워드 리미티드 에디션 ⓒ OMEGA 
5. 1969년 만화 �피너츠�에 등장한 우주인 스누피 ⓒ Charles M. Schu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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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2020년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인들에게 크고 작은 상흔
을 남겼다. 스위스 시계 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초 롤렉
스, 오메가(스와치 그룹), 파텍필립, 브라이틀링 등 여러 회
사의 매뉴팩처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감축 운영에 들어
갔다.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들의 대처는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
었는데, 루이 비통은 프랑스 내 5개 지역에 위치한 공방 12곳
의 용도를 변경하여 수십만 개에 달하는 보건용 보호 마스크
를 생산,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퐁뇌프 가에 위치한 레디 투 
웨어 공방에서는 의료진을 위한 가운을 제작, 코로나19로 고
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파리 시내 주요 병원의 의료 종사
자들에게 제공했다. 
주얼리 브랜드 중에서는 영국의 그라프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UN 재단과 스위스 자선재단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 화제
를 모았다. 불가리는 이탈리아 시민보호청과 협력하여 코로
나19 팬데믹 초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크레마, 베르가모, 크
레모나 지역의 병원과 치료시설에 1,200개 담요와 5,000여 개
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브랜드의 오랜 향수 파트너인 ICR과
의 협업을 통해 향수 생산 설비를 손 소독제 생산으로 전면 
전환하여 수십만 개의 손 소독제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각지의 의료 시설에 무상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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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 등지에 손 소독제를 무상 공급한 불가리 ⓒ Bvlgari 
2. 보건용 마스크를 제작, 공급한 루이 비통 ⓒ Louis Vuitton
3. 의료진을 위한 가운을 제작하는 장인 ⓒ Louis Vuitton
4. 일시적으로 셧다운한 롤렉스 플랑레와트 매뉴팩처 ⓒ Rolex

격동의 2020년,  
글로벌 팬데믹에 대처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자세와  
시계 업계의 
크고 작은 변화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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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11.59 by Audemars Piguet Selfwinding Chronograph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오데마 피게는 2019년 제네바 국제고급시계박람회(SIHH)와 작별을 고하면서 코

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로 명명한 새로운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컬렉

션명 코드 11.59는 네 개의 알파벳과 시간에 해당하는 숫자를 조합한 것으로, C

는 도전(Challenge)을, O는 소유(Own)를, D는 모험(Dare)을, E는 진화(Evolve)

를 뜻하며, 11시 59분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자정 전의 기다림과 열망의 순

간을 함축하고 있다. 기능별로 셀프와인딩,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셀프와인

딩 플라잉 투르비용, 퍼페추얼 캘린더, 투르비용 오픈워크, 미닛 리피터 소네리 총 

6가지 라인업을 먼저 출시하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앞서 출시한 모델의 컬러 

베리에이션에 해당하는 새로운 다이얼 버전을 셀프와인딩과 셀프와인딩 크로노

그래프 라인업에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트렌디한 블루, 버건디, 심지어 퍼플 컬러 

버전까지 추가했는데 다이얼을 바깥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그러데이션 처리

해 모노톤의 전작들과는 또 차이를 보인다.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에는 최초 디자인 단계

서부터 통합형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차세대 인하

우스 칼리버 4401이 박동하고 있다. 4401은 사이즈부터 기존의 자동 크로노그

래프 칼리버 2385(지름 25.6mm)와 3126/3840(지름 29.92mm) 보다 크고(지름 

32mm), 두께는 2385(두께 5.5mm)보다는 두껍지만 3126/3840(두께 7.16mm)

보다는 얇은 6.8mm이다. 스리 핸즈 데이트 형태의 칼리버 4302과 마찬가지로 

외부 충격에 강한 밸런스 브리지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존에 볼 수 없던 키를 연

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레귤레이터를 추가하고, 3개의 암과 관성을 조절할 수 

있는 6개의 웨이트를 갖춘 상대적으로 지름이 큰 밸런스 휠을 갖추고 있다. 총 

367개의 부품과 40개의 주얼로 구성돼 있으며, 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드러나는 무브먼트 좌측에 조작계 부품인 칼럼휠을, 그리고 바로 옆쪽 

하단에 전달계 부품인 복층 구조의 수직 클러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플라이백 기

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타트-스톱-리셋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리셋 후 재측

정이 가능하다. 약 3일간(70시간)의 긴 파워리저브 성능도 전 세대 자동 크로노

그래프 무브먼트와 비교해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2020년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한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도 빼놓을 수 없다. 파인 워치메이킹을 상징적인 

두 대표적인 컴플리케이션, 투르비용과 크로노그래프의 결합을 시도한 제품이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플라잉 투르비용과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접목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형 속에 팔각형이 결합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

렉션 특유의 케이스 디자인 역시 변함없다. 가운데가 다소 볼록한 만곡형의 케이

스 실루엣을 따라 완만하게 커브 형태를 띠고 있는 전면 글라스는 일반적인 사파

이어 크리스털이 아닌 카메라나 현미경 속 렌즈와 같은 광학 크리스털과 흡사한 

구조를 보인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평평한 글라스처럼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특유의 깊이감과 함께 여러 겹으로 층이 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브먼트는 새

롭게 자체 개발 제작한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2952를 탑재했다. 

핑크 골드, 41mm, 30m 방수, 자동, 70H 

품번 

Ref. 26393OR.OO.A028CR.01

무브먼트

Cal. 4401

기능

시, 분, 초, 날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가격

6천 200만 원대

▼ 

Code 11.59 by audemars piguet 
Selfwinding Chronograph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Code 11.59 by audemars piguet 
Selfwinding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Royal Oak Selfwinding Chronograph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Royal Oak Selfwinding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핑크 골드, 41mm, 30m 방수, 자동, 70H 화이트 골드, 41mm, 30m 방수, 자동, 70H 핑크 골드, 38mm, 50m 방수, 자동, 40H 핑크 골드, 41mm, 50m 방수, 자동, 7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26393OR.OO.A616CR.01
Cal. 4401
시, 분, 초, 날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6천 200만 원대

Ref. 15210BC.OO.A068CR.01
Cal. 4302 
시, 분, 초, 날짜 
3천 900만 원대

Ref. 26315OR.OO.1256OR.01
Cal. 2385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7천 700만 원대

Ref. 15500OR.OO.1220OR.01
Cal. 4302
시, 분, 초, 날짜 
7천 300만 원대

Royal Oak Offshore Chronograph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Royal Oak Offshore Chronograph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Royal Oak Selfwinding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Royal Oak Selfwinding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티타늄 & 그레이 세라믹, 44mm, 
100m 방수, 자동, 50H

블랙 세라믹 & 핑크 골드, 44mm, 
100m 방수, 자동, 50H 

스틸, 34mm, 50m 방수, 자동, 50H 
스틸 & 핑크 골드, 34mm, 50m 방수, 자동, 
5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26400IO.OO.A004CA.02
Cal. 3126/3840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4천 700만 원대 

Ref. 26405NR.OO.A002CA.01
Cal. 3126/3840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6천 200만 원대 

Ref. 77351ST.ZZ.1261ST.01
Cal. 5800
시, 분, 초, 날짜 
6천 500만 원대 

Ref. 77350SR.OO.1261SR.01
Cal. 5800
시, 분, 초, 날짜 
3천 100만 원대 

Audemars Piguet 오데마 피게   
홈페이지 
수입원
문의

www.audemarspiguet.com
스타일리더 Tel.02-2235-7848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Tel.02-3449-5917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Tel.02-3479-1809



Sample Sample

불가리는 브랜드의 시그너처 컬렉션으로 자리 잡은 옥토 라인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4년 옥토 피니씨모 뚜르비용, 2016년 옥토 피니씨모 미

닛 리피터, 2017년 옥토 피니씨모 오토매틱을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투르

비용, 미닛 리피터, 셀프와인딩 워치라는 신기록을 달성했고, 그 여세를 몰아 2018

년에는 무브먼트 두께가 1.95mm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셀프와인딩 시계

이자 투르비용 시계인 옥토 피니씨모 뚜르비용 오토매틱으로 네 번째 신기록 달성

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작년에는 전체 케이스 두께 6.9mm, 무브먼트 두께 3.3mm

로 또 다른 기록을 달성한 옥토 피니씨모 크로노그래프 GMT 오토매틱을 선보였

다. 다이얼 위 3시 방향에서 홈타임을 24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6시 방향에

서 크로노그래프 미닛 카운터, 9시 방향에서 스몰 세컨드를 보여준다. 투명한 케이

스백을 통해 시계의 얇은 두께에 일조한 페리퍼럴 로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불가리가 올해는 옥

토 피니씨모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스켈레톤 오토매틱을 통해 오토매틱 와인

딩, 크로노그래프, 싱글 푸시와 투르비용 기능을 갖춘 매뉴팩처 울트라 씬 스켈

레톤 무브먼트를 소개했다(역시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모든 것이 7.4mm 두께 

안에서 이뤄진다는 사실! 샌드블래스트 처리한 티타늄 케이스 안에 탑재한 두께 

3.5mm의 BVL388 칼리버를 투명한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50피스 

한정 생산한다.   

불가리는 컴플리케이션과 신기록에 있어 성별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

데, 특히 여성 시계의 경우 그저 주얼리 워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적·기술적 측

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계로 여심을 유혹했다. 시장에 출시된 가장 얇은 차이밍 

여성 시계인 디바 피니씨마 미닛 리피터를 비롯해 현재 출시된 가장 작은 투르비

용을 장착한 세르펜티 세두토리 뚜르비용을 통해 워치메이킹과 주얼리 메이킹의 

진정한 시너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케이스에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모델과 브레이슬릿까지 다이아몬드를 풀파베 세팅한 버전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1998년 처음 등장한 불가리 알루미늄 워치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올해 더욱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오리지널 버전의 메카트로닉 쿼츠 무브

먼트 대신 완전히 진화한 매뉴팩처 자동 무브먼트를 심장에 품었고, 알루미늄 합

금은 더욱 견고해지고, 러버의 성능 역시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제랄드 젠타 정신

을 기리는 바이 레트로그레이드 모델도 아이코닉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눈길

을 끌었다. 

Octo Finissimo Tourbillon Chronograph Skeleton Automatic
옥토 피니씨모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스켈레톤 오토매틱 

티타늄, 42mm, 30m 방수, 자동, 52H, 
50개 한정

품번 

Ref. 103295

무브먼트

Cal. BVL 388

기능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투르비용

가격

미정 

▼ 

Octo Finissimo automatic 
Black Sandblast-polished Ceramic
옥토 피니씨모 오토매틱 
블랙 샌드블라스트-폴리시드 세라믹

Octo Finissimo S  
옥토 피니씨모 S

gerald genta arena Bi-Retro Sport
제랄드 젠타 아레나 바이-레트로 스포츠 

aluminium Chronograph
알루미늄 크로노그래프

세라믹, 40mm, 30m 방수, 자동, 60H 스틸, 40mm, 100m 방수, 자동, 60H 티타늄, 43mm, 100m 방수, 자동, 42H 
알루미늄 & 티타늄, 40mm, 100m 방수, 
자동, 42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103368
Cal. BVL138
시, 분, 초
1천 900만 원대

Ref. 103297
Cal. BVL138
시, 분, 초
1천 400만 원대 

Ref. 103448
Cal. BVL300
시(점핑 아워), 분, 날짜 
1천 800만 원대

Ref. 103383
Cal. B130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5백만 원대

Serpenti Seduttori Tourbillon
세르펜티 세두토리 뚜르비용 

Serpenti Seduttori
세르펜티 세두토리

divas� dream Finissima 
Minute Repeater Malachite
디바스 드림 피니씨마 미닛 리피터 말라카이트

divas� dream peacock
디바스 드림 피콕

로즈 골드, 34mm, 30m 방수, 수동, 40H 로즈 골드, 33mm, 30m 방수, 쿼츠 화이트 골드, 37mm, 수동, 42H, 10개 한정 화이트 골드, 37mm, 30m 방수, 자동, 42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103257
Cal. BVL150
시, 분, 투르비용 
미정

Ref. 103275
스위스 고정밀 쿼츠 
시, 분 
4천 900만 원대

Ref. 103282
Cal. BVL362
시, 분, 초, 미닛 리피터
미정 

Ref. 103263
Cal. BVL191
시, 분, 초
3천 500만 원대

Bvlgari 불가리
홈페이지 
한국지사
문의 

www.bulgari.com
불가리 코리아 Tel.02-2056-0100
롯데 에비뉴엘 본점 부티크 Tel.02-726-4588



Sample Sample

Monsieur de Chanel Édition Blue 
무슈 드 샤넬 블루 에디션

J12 X-Ray watch
J12 엑스레이 워치

J12 paradoxe watch
J12 패러독스 워치

Mademoiselle J12 acte ii
마드모아젤 J12 액트 ii 

화이트 골드, 40mm, 30m 방수, 수동, 72H, 
55개 한정

사파이어 크리스털 & 화이트 골드, 38mm, 
30m 방수, 수동, 55H, 12개 한정

화이트 & 블랙 세라믹, 38mm, 50m 방수, 
자동, 70H  

블랙 세라믹 & 화이트 골드, 33mm, 
50m 방수, 쿼츠, 20개 한정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H6432
Cal. 1
시(점핑 아워), 분, 초
미정

Ref. H6249
Cal. 3.1
시, 분
미정

Ref. H6515
Cal. 12.1
시, 분, 초, 날짜 
미정 

Ref. H6502
스위스 쿼츠
시, 분, 초
미정

Code Coco Oversize
코드 코코 오버사이즈

Code Coco leather
코드 코코 레더

Code Coco So Black
코드 코코 쏘 블랙

Boy·Friend watch
보이·프렌드 워치

스틸 & 티타늄, 30.9 x 50.4mm, 30m 방수, 
쿼츠, 255개 한정 

스틸 & 가죽, 25 x 39.3mm, 30m 방수, 쿼츠, 
255개 한정 

세라믹 & 스틸(블랙 ADLC), 21.5 x 38.1mm, 
30m 방수, 쿼츠, 255개 한정 

스틸, 26.7 x 34.6mm, 30m 방수, 쿼츠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H6354
스위스 쿼츠
시, 분
미정

Ref. H6208
스위스 쿼츠
시, 분
미정

Ref. H6426
스위스 쿼츠
시, 분
미정

Ref. H6402
스위스 쿼츠
시, 분, 날짜
미정

015014

J12·20 watch
J12·20 워치 

2000년 당시 샤넬의 아티스틱 디렉터였던 자크 엘뤼는 12m급 요트가 참가하는 

J-클래스 국제 요트 경기에서 영감을 받은 J12 컬렉션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리

고 올해 샤넬의 J12가 20주년을 맞았다. J12 컬렉션은 특히 가벼우면서 스크래

치에 강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 모던하고 실용적인 시계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2000년 블랙으로 처음 선보인 J12는 2002년 크로노그래프로 선보인 뒤 2003

년 화이트 세라믹 버전으로 변신을 꾀했다. 2005년에는 투르비용을 장착했고, 

2007년에는 세컨드 타임존을 갖춘 J12 GMT로 선보였으며, 2008년 오데마 피게

와의 합작으로 개발한 AP 3125 칼리버가 시계 업계에서 큰 주목을 얻기도 했다. 

2009년에는 J12 누아르 인텐스가 오트 올로제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724개

의 세라믹 블록을 바게트 모양으로 깎아내 J12에 색다른 매력을 부여한 것. 2010

년에는 300m 방수 가능한 J12 마린으로 스포티한 매력을 뽐내는 한편 1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걸작 J12 레트로그레이드 미스터리우스를 소개했다. 르노 & 파

피의 줄리오 파피를 필두로 해 완성한 이 타임피스는 투르비용, 디지털 미닛 디스

플레이, 레트로그레이드 미닛 핸드, 10일 파워리저브 등 혁신적이면서 기발한 디

테일로 무장했다. 2011년에는 블랙, 화이트 세라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티타

늄 세라믹 소재를 선보였고, 2013년에는 J12 문페이즈로 딥 블루 어벤추린 디스

크 위에서 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년에는 다시 한번 르노 & 파피 전문가

들이 디자인한 J12 스켈레톤 플라잉 투르비용, 2016년에는 19mm의 미니어처 

사이즈로 놀라움을 안긴 J12-XS, 2017년에는 슈트에 모자, 펌프스를 착용한 마

드모아젤이 다이얼 위에서 두 팔을 펼친 모습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재치 넘치는 

J12가 등장했다.

2018년 샤넬은 12개로 구성된 원 오브 어 카인드 워치 세트인 J12 언타이틀을 선

보였다. 각각의 시계는 세라믹 마케트리로 완성한 추상적 모습을 하고 있는데, 12

개 피스가 합쳐져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며 샤넬 워치메이킹 크리에이션 스튜디

오가 디자인한 그래픽을 보여주었다. 2019년에는 J12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

운데 J12가 새롭게 변신했다. 숫자 타이포그래피를 재디자인하고, 케이스 두께가 

살짝 늘어나고 크라운 폭을 줄이는 등 실루엣이 달라졌고, 샤넬이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 매뉴팩처 케니시가 독점 디자인, 개발한 새로운 12.1 칼리버를 탑재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보여준 J12가 20주년을 맞이해 올해는 샤넬의 상징적 요소

를 위트 넘치게 담아낸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까멜리아, 트위드 재킷, 클래

식 백, No. 5 향수병, 별, 루즈, 방돔 광장 모양에서 착안한 팔각 형태 시계 다이얼, 

슈즈, 리본, 가위 등 다양한 모티브가 시계 다이얼과 베젤을 넘나들며 활기를 전

한다. 2020피스 한정으로 선보이며, 번호를 매긴 5피스 한정의 오트 올로제리 에

나멜 버전도 만날 수 있다. 오트 올로제리 버전의 경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와 샹르베 에나멜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 베젤과 다이얼을 장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역시 심장에는 매뉴팩처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12.1을 탑재했다.

화이트 세라믹, 38mm, 200m 방수, 자동, 70H, 
2020개 한정

품번 

Ref. H6476

무브먼트

Cal. 12.1

기능

시, 분, 초

가격

미정

▼ 

Chanel 샤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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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ample

Timeforum 
WaTch aWard 2020

WaTCh SURVEY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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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모델 복수 선택, 
참가자수 305명 

iWC   

1위
40%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부티크 에디션 Ref. iW503312
2위, 35%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Ref. iW371617
3위, 28%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0 Ref. iW358303

2개 모델 복수 선택, 
참가자수 332명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21 
스테인리스 스틸 
2위, 43%

씨마스터 다이버 300M 007 에디션 
3위, 26% 

스피드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기념 모델 

1위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