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EAU Awooooo
새로운 Arceau Awooooo! 시계의 다이얼 위로 한 마리의
늑대가 달빛 아래 은빛 찬란한 자태를 드러낸다. 에나멜
기법으로 그려진 이 장관은 초승달과 별들이 수 놓아진
깊은 밤하늘과 대비를 이루며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담겨 있으며 무광의 흑연색 악어
스트랩이 조화를 이룬다.

2016년 앨리스 셜리가 디자인한 곰이 그려진 Grrrrr! (그르르르!) 에 이어서 마치 동물 우화에 등장할 법한
이 늑대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 신화나 동화에 등장하며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존재인 야생의 하얀 늑대는 에르메스 남성 스카프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였다. 다이얼 위 미니어쳐
에나멜 기법으로 그려진 이 새로운 아쏘 시계는 “Awooooo!” 라는 이름으로 소개된다.

장인은 늑대와 별이 수 놓아진 배경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세심한 손길로 작업을 진행한다.
다이얼 양면에 흰 투명 에나멜을 먼저 입히고, 다시
완벽하게 부드러운 표면을 얻기 위해 다듬어낸다.
그 위로 모티프의 아웃 라인을 전사하고, 아주 얇은
붓으로 다양한 에나멜 파우더와 천연 오일과 섞어
에나멜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실주의를 표현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말리고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생한 이미지와 은은한 회색 음영의 조화는 늑대를 더욱 본능적인 야행성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 별이
반짝이는 까만 하늘과 얇은 초승달 배경은 포식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듯 하다.
전체적인 톤은 비대칭 러그가 특징인 원형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잘 어우러지고, 시계의 심장부에는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다. 매트한 흑연색 악어 스트랩이 더해진 Arceau Awooooo
시계는 40년 전 앙리 도리니가 디자인한 에르메스의 가장 클래식한 모델로, 단 8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ARCEAU Awooooo

TECHNICAL
CHARACTERISTICS

Numbered limited edition of 8
DIAL

White gold base enamelled using the miniature
painting technique.
Awooooo motif from a Hermès scarf designed
by the artist Alice Shirley
CASE

Round, 41 mm in diameter
750 white gold ( 52 g)
Anti-glare sapphire crystal and case-back
Water-resistant to 3 bar
21 mm interhorn width
STRAP

Matt graphite alligator
750 white gold pin buckle ( 5.34 g), 17 mm
MOVEMENT

Manufacture Hermès H1837 movement
Mechanical self-winding, Swiss made
26 mm in diameter, 3.7 mm thick
28,800 vibrations per hour (4 Hz)
50-hour power reserve
Circular-grained and snailed mainplate
Bridges and oscillating weight satin-brushed and adorned
with a sprinkling of Hs, Hermès Paris engraving
FUNCTIONS

Hours, minutes

에르메스는 오브제를 창조한다.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어
이를 착용하는 이와 교감하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만든다.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최고의 노하우로 만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오브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을 빛내준다. 평범한 일상을
즐거운 놀이의 공간으로, 찰나의 순간을 나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우아한 놀라움을 선사한다.
에르메스에게 있어 시간 역시 오브제이다. 에르메스는
시간이 상징하는 긴박감을 초월하는 독특한 해석을 선보인다.
그저 측정하고 나누고 제어하는 시간보다는 감동과 힐링을
자아내고 환상과 재미를 즐기는 다른 차원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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