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찬란한 피아제 2019 SIHH 컬렉션
골드는 다양한 컬러 덕분에 어디에 사용해도 잘 어울려 수많은 아티스트와 장인들에게 끝없는
영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1957 년부터 골드와 플래티넘을 소재로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하였고, 지난 60 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골드 세공
기술을과 디자인 감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019 국제고급시계박람회(SIHH)에서
세대를 거치며 피아제의 장인들이 일궈온 노하우로 탄생한 뛰어난 품질의 골드 타임피스와
새로운 장식 기술을 공개합니다.

피아제의 기술력으로 더욱 빛나는 황금 같은 순간
골드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재로, 가장 고귀한 오브제에만
사용되었습니다. 피아제에서 골드는 전통 유산을 계승하면서 참신한 접근 방식으로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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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슬릿은 제네바 플랑 레 와트(Plan-les-Ouates)에 위치한 골드 세공 아뜰리에에서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피아제 장인이 제작합니다. 피아제의 탁월한 골드 세공 기술로 탄생한
여러 개의 링크가 교차된 시계 브레이슬릿이나 와이어처럼 얇은 두께로 가공한 체인
브레이슬릿은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골드의 은은한 광채가 진귀한 귀금속을 착용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난 수년간 피아제는 피아제 소사이어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
유서 깊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골드 세공 기술을 부활시켰습니다. 2018
익스트림리 레이디 컬렉션에서 피아제는 그동안 장인들이 일궈온 유서 깊은 장식 기술과 금을
활용하여 우드와 퍼, 차가운 눈의 질감을 연출한 새로운 마감 기법을 도입해 메종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선보였습니다.

피아제의 2019 SIHH 컬렉션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며 더욱 풍요롭게 발전된 메종의
노하우를 발휘한 새로운 마감 기법을 선보입니다.
핑크 골드 소재의 익스트림리 레이디 타임피스는 빛과 음영이 교차하며 연출하는 이국적인
분위기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존의 컬렉션이 지닌 풍부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브러싱 처리된 각 스케일은 각도와 압력의 미묘한 차이에 영향을 받아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피부에 밀착되는 브레이슬릿을 탄생시킵니다. 익스트림리 레이디 작품의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에 장식된 스케일이 1960 년대와 1970 년대의 피아제 타임피스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시그니처 디자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커다란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과
장밋빛 골드 컬러가 여전히 매혹적인 품격으로 빈티지 디자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라임라이트 갈라 시계는 비대칭 곡선과 레트로-모던 디테일로 대표되는 피아제의 가장
성공적이며 상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라임라이트 갈라 컬렉션은 피아제
장인들의 숙련된 장식 기술이 적용된 매혹적인 핑크 골드 소재의 핸드 인그레이빙
브레이슬릿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짙은 그린 말라카이트 다이얼에
1960 년대 이후 피아제를 상징하는 디자인 중 하나로 자리잡은 “궁전 데코” 마감 기법이 적용된
아름다운 브레이슬릿을 장착했습니다. 2019 라임라이트 갈라 컬렉션은 베젤과 러그에 새로운
오픈워크 기법으로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골드 베젤과 러그 위에 세팅된 것이 아닌,
마치 다이아몬드가 나란히 놓여있는 듯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전통이 빚어낸 품격
피아제는 유서 깊은 금세공 기술을 발휘하여 메종의 클래식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작품을 공개해 빛의 향연을 펼쳐냅니다. 유기적인 질감과 자연스러운 금빛 광채는 2019 년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을 대표하는 특징입니다.
내추럴 그레이 및 다크 블루 다이얼을 탑재한 2019 알티플라노 타임피스는 우주를 떠도는
운석의 질감을 살린 다이얼로 시선을 압도합니다. 매혹적인 골드 다이얼은 운석의 기하학적
패턴을 배경으로 시각적 대조와 균형을 선사하는 폴리싱 처리된 핑크 골드 다이얼로
완성됩니다.
골드 소재의 트래디션 타임피스에는 화려한 빛의 조화를 펼쳐내는 피아제의 유서 깊은
브레이슬릿이 매치되며, 손목에 유연하게 밀착되어 탁월한 착용감까지 선사합니다. 새로운
핑크 마더 오브 펄 다이얼을 탑재한 모델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절제된 분위기의 실버
다이얼이나 풀 파베 세팅 다이얼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SIHH 에서 소개할 포제션 모델은 질감을 살린 밀라니즈 메시 커프 브레이슬릿을 장착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은은한 골드 메시 브레이슬릿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무지갯빛
마더 오브 펄 다이얼과 포제션의 상징인 회전하는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조화를
이룹니다.

피아제 폴로 컬렉션은 2018 년 핑크 골드 모델을 처음 소개하면서 진정한 품격을 지닌
시계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굳혔고, 2019 년 마침내 레드 카펫을 빛낼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을 출시해 더욱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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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