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SIHH 를 통해 소개되는 피아제 포제션의 빛나는 온기
피아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을 위해 뛰어난 보석 세팅 기술, 장인이 수작업한 골드를 소재로한 새로운 커프
워치와 따뜻한 톤으로 매력을 가미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포제션의 예술이 빚어낸 여성용 워치
피아제 포제션은 독립적인 여성의 활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모델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이얼 주위를
자유롭게 회전하면서도 고정된 포지션을 확보하는 회전식 베젤은 시간과 의지에 따라 정착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2018 년 피아제 포제션은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컬러의 교체 가능한 스트랩과
브레이슬릿뿐만 아니라 라피스 라줄리, 카닐리언, 터콰이즈와 말라카이트 등 최고급 오너먼트 스톤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은 포제션의 우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2019 SIHH(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에서는 매력적인 체리 빛깔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합니다. 4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는 이번 피아제 포제션 워치는 앨리게이터 가죽 소재의 딥 체리 핑크 컬러 스트랩으로 장식했습니다. 그중 2 개
모델은 스트랩과 어울리는 핑크 골드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돋보입니다. 케이스 또한 18K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으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회전식 베젤이 여성의 강한 독립성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핑크 골드 모델은 케이스
직경이 각각 29mm, 34mm 인 두 개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새로운 컬렉션 중 나머지 두 모델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케이스와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습니다. 피아제의
탁월한 주얼리 전문기술과 최고급 스톤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메종의 열정과 고집을 보여줍니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하이 주얼리 모델은 브레이슬릿뿐만 아니라 다이얼과 케이스까지도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여
메종의 노하우가 집약된 최고급 워치입니다. 다이아몬드 리버 브레이슬릿은 피아제 장인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유려하게 빛나는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피아제가 보유한 최고급 주얼리 세팅 기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제작된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유연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2019 년에 선보이는 포제션의 마지막 모델은 다이아몬드를 다소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했으나 피아제만의 뛰어난 골드
세공 전문성이 극도로 발휘된 제품입니다. 밀라노 공방에서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메시 커프 워치는 영롱한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마더 오브 펄 다이얼과 조화를 이루어, 메시 특유의 질감이 빛을 반사해 눈부신 반짝임을
자랑합니다. 케이스와 피아제 만이 선보이는 회전식 베젤에는 모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였으며, 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커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자태를 완성합니다.

피아제가 걸어온 길
조르주 에두와르 피아제는 라 코토페(La Côte-aux-Fées)에 위치한 가족 농장에 최초의 공방을 설립하고 초정밀
무브먼트 제작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1874 년이었던 이 당시부터 피아제의 명성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1943 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브랜드명을 공식 등록합니다.
1950 년대 말, 선구자적인 정신에 충실한 피아제는 메종의 시그니처가 될 울트라-씬 무브먼트 디자인과 제조를
시작하여 워치메이킹 분야에 매우 인상적인 오랜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또한 피아제는 다채로운 컬러, 새로운 형태, 진귀한 보석, 하드 스톤으로 만들어진 다이얼과 골드가 결합된
하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브 피아제(Yves G. Piaget)의 탁월한 독창성을 지닌 브랜드의 주얼리 컬렉션은 컬러를
더욱 강조하여 독창적인 방향으로 성장해나갔습니다. 140 년간의 풍부한 역사 속에서 늘 과감했던 브랜드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얼리와 화려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탁월한 시계를 제공해오면서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와 오늘날
가장 진귀한 워치메이커-주얼러 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피아제 박혜진 과장(heather-pia.park@piaget.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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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포제션 시계 – 29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 42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03 캐럿) 세팅
다크 핑크 다이얼, 11 개의 도트형
다이아몬드 인덱스(약 0.07 캐럿)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셀프 교체 가능한 다크 핑크 앨리게이터
스트랩, 18K 핑크 골드 도금 아르디옹 버클
- 추가 앨리게이터 스트랩 제공
G0A44086

포제션 시계 – 34 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 46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46 캐럿) 세팅
다크 핑크 다이얼, 11 개의 도트형
다이아몬드 인덱스(약 0.09 캐럿)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셀프 교체 가능한 다크 핑크 앨리게이터
스트랩, 18K 핑크 골드 도금 아르디옹 버클
- 추가 앨리게이터 스트랩 제공
G0A44096

포제션 시계 – 29 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162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55 캐럿)
세팅, 142 개의 다이아몬드(약 0.75 캐럿)가
파베 세팅된 다이얼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셀프 교체 가능한 다크 핑크 앨리게이터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아르디옹 버클
- 추가 앨리게이터 스트랩 제공
G0A44098

포제션 시계 – 34 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181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2.11 캐럿)
세팅, 239 개의 다이아몬드(약 1.22 캐럿)가
파베 세팅된 다이얼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셀프 교체 가능한 다크 핑크 앨리게이터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아르디옹 버클
- 추가 앨리게이터 스트랩 제공
G0A44099

포제션 시계 – 29 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162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55 캐럿)
세팅, 142 개의 다이아몬드(약 0.75 캐럿)가
파베 세팅된 다이얼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317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8.87 캐럿)가 파베 세팅된 브레이슬릿.
G0A44083

포제션 커프 시계 – 29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 162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약 1.55 캐럿) 세팅
마더 오브 펄 다이얼, 11 개의 도트형
다이아몬드 인덱스(약 0.07 캐럿)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
18K 핑크 골드 밀라니즈 메시.
G0A44069
부티크 한정 모델

포제션 커프 시계 G0A44069 를 착용한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