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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바젤월드 2019에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출시를 축하하다 

 

제니스는 3월 21일 목요일 새로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런치를 축하하는 화려한 High Frequency 

Night(고주파수의 밤)를 개최함으로써 브랜드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600명이 넘는 게스트, 기자, 리테일러, 

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친구들은 독보적인 현대성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이브, 타냐 라 크루아, 로스트 프리퀀시스 등의 

국제 뮤직 셀러브리티들과 제니스 브랜드의 친구 스위즈 비츠의 비트에 맞춰 다 함께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나누었다.   

 

이 고주파수 테마의 이벤트는 먼 미래에서 온 듯한 초현대식 하이테크 무대장치 속에서 진행되었다. LED 아트로 

장식한 터널과 무대를 수놓는 웅장한 프로젝션 매핑, 미래적인 믹솔로지스트가 서빙하는 비현실적인 칵테일...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더 엣지있고, 더 다이내믹한 것을 추구하는 제니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활기찬 공간은 미래의 시계공학을 인도할 새로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세계로 완전히 몰입하기에 

이상적인 배경을 형성했다. 극도의 고주파수인 18Hz(대부분의 시계는 4Hz)로 박동하며 2일간의 여유로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는 단절적 기술에 힘입어 독보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제니스 

공방이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단일 부품인 Zenith Oscillator(제니스 오실레이터)가 바로 그것이다. 경량 티타늄과 

에어로니스 - 혁신적인 알루미늄-폴리머 복합소재 - 로 만든 케이스가 현대적인 구조주의 디자인을 만났다. 

 

미국 그래미상을 수상한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 이브, 하우스 DJ이자 프로듀서 타냐 라 크루아, 슈퍼스타 DJ 로스트 

프리퀀시스의 라이브 공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기 아티스트들의 비트에 맞춰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축하와 새로운 

시작의 밤은, 제니스 브랜드의 친구이자 데피 파트너이며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 프로듀서이자 기업가인 스위즈 

비츠의 강렬한 음악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제니스가 어떻게 메커니컬 워치메이킹에 혁명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최신작이 일으킨 지각변동에 어울리는, 

혁신적인 축하행사였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1865년 이래 제니스는 진정성과 대담함, 열정을 가지고 탁월성, 정확성, 혁신의 지평을 넓혀 왔다. 비전을 가진 

워치메이커 조르주 파브르-자코가 르 로클에 공방을 설립한 이래 제니스는 크로노미터의 정확도로 널리 인정을 

받아왔다. 한 세기 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니스는 2,333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 

10분의 1초 단위의 측정이 가능한 전설적인 1969 El Primero(1969 엘 프리메로) 칼리버로 명성을 얻은 이래 제니스 

공방은 600개가 넘는 무브먼트를 개발하였다. 오늘날 제니스는 100분의 1초 단위 측정이 가능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 다양한 모델로 매혹적인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있다. 역동적이고 아방가르드적 사고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재무장한 제니스는 자사의 미래와...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써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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