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 COD Chaîne d’ancre

새로운 케이프 코드는 대담한 스타일 속에 여성미를 더해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스틸 모델에 담긴,
1938년 로베르 뒤마 (Robert Dumas) 가 고안한 “앵커 체인
(anchor chain)” 모티프는 에르메스 워치 메이킹 전통의 창조적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1991년 디자이너 앙리 도리니의 대담한 스케치를 통해 탄생한 케이프 코드 시계는 ‘직사각형
속의 정사각형’ 시계로 완성되었다. 독창적이고 재미있으면서 대담하고, 그래픽컬한 디자인을
담고 있는 이 스타일리쉬한 형태는 시간을 거스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 이
시계에는 특별한 더블 투어 스트랩이 장착되었고, 이는 발표과 함께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성공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16년, 케이프 코드 라인은 새로운 다이얼과 원석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선보였고, 래커 다이얼과 컬러풀한 가죽 스트랩 베리에이션으로 라인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7년에는 매트한 블랙 DLC 케이스 버전을
연달아 선보인 바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신선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케이프 코드 라인은
구속 없는 상상의 나래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향한 자유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케이프 코드는 라인이 담고 있는 아이코닉한 코드인 앵커 체인 링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새롭게 선보이다. 블랙 혹은 화이트 래커 백그라운드를 바탕 삼아, 블랙
스피넬과 어벤츄린 혹은 다이아몬드와 자개를 조화롭게 섞어, 다이얼 위에 이 아이코닉한
모티프를 새겨 넣었다. 모던한 폰트로 새겨진 로고는 슬림한 핸즈와, 직사각형 베젤을 감싸고
있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더욱 돋보인다. 착용자의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줄 악어가죽 스트랩은
싱글과 더블투어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CAPE COD Chaîne d’ancre

TECHNICAL
CHARACTERISTICS

DIAL

Black lacquered dial. Anchor chains set with 71 black spinels
and adorned with a champlevé aventurine decor
White lacquered dial. Anchor chains set with 71 diamonds
and adorned with champlevé mother-of-pearl decor
CASE

Shape/Size: Square in a rectangle. Large Model 29 x 29 mm
Material: Stainless steel set with 42 diamonds
Diamond clarity: Top Wesselton V.V.S “rare white”
to “rare white +”
Crystal: Glareproofed sapphire
Water resistance: 3 bar
STRAP

Black alligator leather
Chantilly alligator leather
MOVEMENT

Quartz, made in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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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