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쏘 78 워치는 시간의 흐름에 구애

ARCEAU 78

받지 않는 오브제로서 절제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풍긴다. 1978년 앙리
도리니는 원형 케이스에 등자에서
영감을 받은 비대칭 러그를 더하고, 숫자
폰트를 기울여 말의 질주를
표현함으로써 평범함에서 벗어난 미적
코드를 창조하였다. 이 지름 40mm의

처음 선보인 이래, 에르메스 아쏘는 절제된 디자인과 간결한 라인 속,
다양한 스타일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아쏘 78은 미러 폴리싱 된
스테인리스 스틸 원형 케이스에, 매트 브러쉬드 스테인리스 소재를
비드블래스티드 기법으로 마감한 베젤이 올려져 있다. 비대칭 형태의
러그는 처음 포부르 생토노레에 세워진 메종의 시초인 승마 용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되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그레인 다크
그레이 다이얼과 크림 색상의 숫자와
핸즈가 장착되었고, 내추럴 바레니아
카프 스트랩이 러그를 감싸고 있다.

시간과 분, 6시 방향의 날짜창은 스위스산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되고
앤트러사이트 컬러의 그레인드 다이얼 위로는 부드러운 크림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 마감 된 핸즈와 기울어진 디자인의 아라비아 숫자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어 생동감을 더한다. 아쏘 78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내추럴 바레니아 카프 가죽 스트랩은 케이스와 다이얼이
제작되는 에르메스 시계 워크샵에서 직접 만들어진다.

ARCEAU 78

TECHNICAL
CHARACTERISTICS

CASE

Shape/dimensions: Round, 40 mm diameter
Materia: Stainless steel with beadblasted bezel
Glass: Sapphire crystal with anti-glare treatment
Water resistance: 3 bar
DIAL

Grained anthracite dial.
Hand-finished transferred Arabic numerals coated
with cream-coloured Super-LuminNova® .
Black gold hands coated with cream-coloured
Super-LumiNova®
MOVEMENT

Type: Quartz, Swiss made
Functions: Hours, minutes, date at 6 o’clock
STRAP

Natural Barenia calf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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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