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RÉ H

Variable geometry
마크 베르티에 (Marc
Berthier) 가 2010년에
처음 디자인하고,
2018년 새롭게 선보인
까레 아쉬 시계에 밝은
컬러의 버니싱이 더해진
스트랩이 장착되었다.

“건축가의 시계”로 불리는 까레 아쉬 (Carré H) 시계는 원형의 구멍이
뚫린 새로운 블랙 또는 내추럴 바레니아 카프 스트랩을 장착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더하였다. 버니싱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기요셰 다이얼
위를 움직이는 각각의 초침 색상에 맞추어 밝은 옐로우 또는 레드
컬러로 마감하였다.

구멍 장식과 컬러풀한 색상의 버니싱이 더해진 이 새로운 버전의 가죽
스트랩은 스위스에 있는 에르메스 시계 공방에서 제작 되었다. 폴리싱 및
비드 블래스티드 마감 처리 된 둥근 모서리의 스틸 케이스, 그 안에 담긴
읽기 쉬운 숫자 인덱스와 발광 핸즈, 원통형의 크리스탈 글라스까지,
모두 까레 아쉬의 현대적인 미학적 코드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대담하지만 절제된 모습의 새 까레 아쉬 시계는 가죽 및 새들 메이킹
전문성과 프랑스 디자이너 겸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에르메스만이 가질
수 있는 새 스토리의 시작을 알린다.

CARRÉ H Black dial version

TECHNICAL
CHARACTERISTICS

MOVEMENT

Type: Mechanical self-winding, Swiss
made Manufacture Hermès H1912
movement Diameter: 23.3 mm
Thickness: 3.7 mm
Power reserve: 50 hours
Jewelling: 28 jewels
Frequency: 28,800 vibrations per hour / 4 Hz
Decoration: Circular-grained and snailed mainplate,
bridges and oscillating weight satin-finished
and adorned with a “sprinkling of Hs”
Functions: Hours, minutes, seconds
CASE

Shape/size: Square, 38 x 38 mm
Material: Polished beadblasted steel
Glass: Sapphire crystal and caseback with anti-glare treatment
Water resistance: 3 bar
DIAL

Black, opaline guilloché centre, finely grained chapter ring,
opaline rim. Rhodium-plated applied Arabic numerals
and hour-markers, coated with Super-LumiNova® .
White transferred minute circle. Rhodium-plated hands
coated with Super-LumiNova® or red
STRAP

Black Barenia calf with red burnishing

CARRÉ H Anthracite dial version

TECHNICAL
CHARACTERISTICS

MOVEMENT

Type: Mechanical self-winding, Swiss
made Manufacture Hermès H1912
movement Diameter: 23.3 mm
Thickness: 3.7 mm
Power reserve: 50 hours
Jewelling: 28 jewels
Frequency: 28,800 vibrations per hour / 4 Hz
Decoration: Circular-grained and snailed mainplate,
bridges and oscillating weight satin-finished
and adorned with a “sprinkling of Hs”
Functions: Hours, minutes, seconds
CASE

Shape/size: Square, 38 x 38 mm
Material: Polished beadblasted steel
Glass: Sapphire crystal and caseback with anti-glare treatment
Water resistance: 3 bar
DIAL

Anthracite, opaline guilloché centre,
finely grained chapter ring, sunburst rim.
Rhodium-plated applied Arabic numerals
and hour-markers, White transferred minute circle.
Rhodium-plated hands coated with Super-LumiNova®
or yellow
STRAP

Natural Barenia calf with yellow bur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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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