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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리메로 주년

년간의성공을회고하다

제 장

년 년 인정

년 가제니스를인수하고 년인수가발효되었을때 제니스와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의

역사는새로운방향으로나아가게되었다 별을향해위로 위로 전진하게된것이다 년대말 럭셔리그룹들은

워치메이킹 브랜드를 개발하고 점점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계식 워치메이킹에 중점을 두며 고부가가치

브랜드를인수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깨닫기시작했다

제니스는자체무브먼트를개발할수있는생산설비등필요한모든것을갖춘공방 멋진 역사 각각하나의전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대표적인 무브먼트 새로운 지도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할 개발 잠재력 등 넘치도록 많은

자산을가진기업중하나였다 공방인수를원하던여러그룹중 가승리하였다

는제니스와함께세계시장 특히미국시장을재정복하고자했다 그러나제니스의 이전소유주였던제니스

라디오컴퍼니와미국시장에서분쟁을겪게되었는데 제니스라디오컴퍼니가미국영토에서 제니스 라는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는 제니스 라디오 컴퍼니와의 협상 끝에 명칭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제니스 브랜드 사용권을 년 획득하였다 이제 제니스는 비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케팅력이뛰어난럭셔리그룹 의일원이되면서제니스는스팟라이트를받는데익숙해져야했다 이는사실

제니스의새로운운명과어울리는일이었고 제니스의상징인별에게는너무나도당연한일이었다

새로운 경영진은 르 로클에 자리잡은 후 제니스가 보석과도 같은 회사라는 점을 깨닫고 최고급 시장에

포지셔닝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불가능 이란 말은 공방에서 사라졌다 제니스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워치메이킹의창공에서환하게빛나는것을목표로한것이다

이미하나의전설로자리잡은 엘프리메로 무브먼트는이제모든이들이원하는오브제가되었고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 의 후원으로 엘 프리메로에 더욱 정교한 컴프리케이션을 추가하게 되었다

년에는 그랑드 크로노마스터 투르비용이라는 명칭의 모델을 위해

년 반의 연구개발을 거쳐 엘 프리메로에 투르비용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무브먼트는 시장에 선보인

최초의 고주파수 투르비용이었다 그 다음은 퍼페추얼 캘린더인

그랑드 크로노마스터 퍼페추얼 캘린더가 그리고 년에는 분침반복 기능을 갖춘

클래스트래블러가발매되었는데 클래스트래블러의경우특허를 개나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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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년 제니스는 투르비용과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하나의 시계에 탑재하여 아카데미 라인을

보강하였다 엘프리메로에게 한계란존재하지않았다

년 이후 칼리버의 사이즈가 약간 변경되었으며 점점 더 칼리버 자체를 강조하게 되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케이스 백을 통해 엘 프리메로의 심장부가 모습을 드러낸 후 정교하게 고안한 다이얼의

투조세공을통해전면에서도무브먼트를볼수있게되면서소장자와직접소통하게되었다 엘프리메로

시계를 착용한 이가 시계를 볼 때마다 회의 속도로 진동하는 시계의 심장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로노마스터 오픈이라 명명된 이 모델은 이름에 걸맞는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제 무브먼트

자체가스타로부상하기시작했다

년에는하트모양으로투조세공된 스타오픈이라는이름의여성용모델이출시되었다 년대의

여성들은 워치메이커들이 여성적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한 이미지의 시계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타임피스를

원한다는 점을 제니스는 명확하게 이해하였다 이제는 여성들이 자신의 구매력과 권력을 보여주는 시계를 스스로

구입하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여성들은이제보이프렌드진을입듯이 자신을다이아몬드가셋팅된베젤의핑크빛

진주모 다이얼이나 들여다보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시계를 원했다 이제 여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빛나기를 원했다 년 제니스는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투르비용 모델 스타리심을

선보임으로써이러한여성들의욕구에부응했다

제니스는다가오는새로운세기의복잡성을완벽히이해했거나 최소한직관적으로느끼고있었다 년다보스

포럼에서 등장한 신조어 세계화의 의미가 세기 초에 자명해졌다 후일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우리는최고럭셔리의시대 자기과시의시대로접어든것이다 년 페이스북이창설되었다

아직은후일갖게될파워를보유하지않았지만 페이스북은이미성공신화를시작하며전세계의개인과커뮤니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유저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트라이브 를 형성했는데 유저들이

좋아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는 모든 것 일상에서 탈출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브랜드

제니스 끊임없이스스로를변화시키는제니스야말로 꿈의소재 였다

윌리엄셰익스피 어 템페스트 ）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