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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한 해를 역동적으로 시작하다 

 

바젤, 2019 년 3 월 20 일 수요일: 2019 년은 제니스에게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설적인 El 

Primero(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의 50 주년을 맞아 제니스는 지나온 역사에 경의를 표하며 미래로 

나아간다. 혁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제니스는 단절적 변화를 가져온 제어기관인 <Zenith Oscillator(제니스 

오실레이터)>를 탑재한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 시계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 
 

제니스의 줄리앙 토나르 CEO 는 3 월 20 일 제니스 파트너, 기자, 인플루언서, VIP 게스트, 

레코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와 제니스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가수 천이쉰 등 

브랜드의 친구들이 모인 바젤월드 2019 개막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착륙 

드디어, 그가 왔다. 모두들 고대하던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의 짧은 동영상이 스크린과 청중의 감각을 가득 

채우자, 행사장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특허 출원 전용 제어기관을 탑재하여 몇 백 개 제작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는 2017 년 출시되어 큰 인기를 누렸던 10 개 리미티드 에디션 DEFY Lab(데피 랩)의 도시적이고도 산업적인 

진화 버전이다. 제니스 공방은 DEFY Lab(데피 랩) 개발시의 경험과 철저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더욱 섬세한 

개발작업을 통해 완벽하고 혁신적인 제어기관을 완성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정확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를 선보인다. 최상의 기술적 성능과 현대적인 미학을 결합한 Inventor(데피 인벤터)는 정교한 

투조세공 구조와 에어로니스와 같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재를 기용하고 있다.  

 

천이쉰과 스위즈 비츠, 바젤에서 제니스의 축하행사에 함께 하다 

또 하나의 세계 최초 기록은 가수이자 제니스 홍보대사인 천이쉰이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런치 기자회견에 

참가함으로써 바젤월드에 첫발을 디딘 것이다. 독보적인 스타일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기 절정의 

아티스트 천이쉰은 또한 단연 도시적인 영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니스의 데피 애티튜드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브랜드의 충실한 친구이자 데피 파트너인 스위즈 비츠도 참석하여 축하 무드에 동참하고, 

워치메이킹에 대한 제니스의 독보적인 현대적 접근방식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50 주년 기념행사 

1969 년 출시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엘 프리메로의 50 주년을 제니스다운 스타일로 기념하기 위하여, 

제니스는 전세계를 횡단하며 12 대 도시에서 <Grenier Club(그리니에 클럽)> 월드 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각 

도시에서 화랑이나 놀라운 행사장을 선정하여 50 명의 게스트를 초청하는 이 이벤트는, 독보적인 체험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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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에 걸친 엘 프리메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리이다. 저녁식사는 로잔주립예술대학교(ECAL)가 창조한 

제니스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탐험하는 자리에서 개최되며, 엘 프리메로 50 주년에 상징적인 헌사를 바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9 년의 순회 전시회 기다리는 동안, 게스트들은 스타와 셀러브리티가 대거 참여하는 목요일 밤의 High 

Frequency(고주파수) 이벤트에서 제니스 몰입체험을 고대하고 있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186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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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3 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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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스 공방은 600 개가 넘는 무브먼트를 개발하였다. 오늘날 제니스는 100 분의 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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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