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 X 펠리페 판토네
풀 스펙트럼, 고주파 콜라보레이션
워치메이킹 분야 최초로 현대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 제니스의 매뉴팩처 빌딩
거리 미술에서부터 전 세계 랜드마크의 벽화 및 설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페인
예술가 펠리페 판토네(Felipe Pantone)는 현대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스스로의 별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움트던 시절에 성장한 펠리페는 물리적인 세계가 가상의 세계로 변화해갈 때, 이와는
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한 작품을 통해 디지털적인 요소를 무형에서 유형의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학문적 교육과 기존 예술에 대한 개념을 탈피해 모던하고 독특한 툴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전을 실현해 나가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고유의
방식대로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제니스의 방식과도 닮았습니다.
단순한 페인팅에서 인터랙티브 키네틱 오브젝트와 같은 거대한 공공 설치 예술에 이르기까지, 펠리페의
다양한 작품은 역동성과 변화, 그리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주제를 담아냅니다. 특별한 의미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펠리페의 작품은 언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독특하며, 과감한 미학을 사랑하는
이들과 예술 애호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펠리페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제가 좋아하는 워치메이커와 함께 작업할 수 있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 풍부한 유산을 지닌 건물을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적인 랜드마크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신뢰를 보여준 제니스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니스 CEO 줄리안 토네르는 “펠리페 판토네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그의 특별하고도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놀랍도록 짜릿한 방식으로 빛과 중력, 시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아티스트이자, 특별한 예술적 표현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수성가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제니스와 제니스의 특별하고 모던한 워치메이킹 감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협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니스 매뉴팩처 메인 빌딩의 방수포를 캔버스로 삼아 펠리페는 매혹적인 컬러 스펙트럼과 디지털
그래픽을 결합한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빌딩 전면을 완전히 덮는 이 작품은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유서 깊은 워치메이커와 현대 미술가의 콜라보레이션은 시계 매뉴팩처로서는
최초로, 건물의 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르 로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획기적입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통해 제니스는 다시 한번 브랜드의
혁신적이고 과감하며 특별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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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별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라고 불리는 최초의 컴퍼니로 자리 잡았고,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와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길잡이별을 따라 혁신을 거듭하는 제니스는 뛰어난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선보입니다.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에서부터 0.01 초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가장 빠른 크로노그래프인
엘 프리메로 21, 그리고 30 개가 넘는 부품을 단일 요소로 대체하며 레귤레이팅 기구의 혁신을 이끈 인벤터까지,
제니스는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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