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WC 레이싱 모터스포츠 팀의 굿우드 복귀를 기념하며 

'RACING WORKS' 한정판 에디션을 출시한  

IWC 샤프하우젠과 HOT WHEELS™

샤프하우젠, 2021년 10월 16일 – 제78회 굿우드 멤버스 미팅(Goodwood Members’ Meeting)에서 IWC 샤프하우젠과  

Hot Wheels™가 IWC의 굿우드 복귀를 기념하며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컬렉터 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IWC의 모터스포츠 팀 IWC 레이싱은 스털링 모스(Stirling Moss) 트로피를 쟁취하기 위해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이코닉한 Mercedes-Benz 300 SL 'Gullwing'의 운전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레이싱 선수 로라 크라이하머

(Laura Kraihamer)가 잡을 예정입니다. 50피스 한정으로 제작되는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컬렉터 세트는 

메탈 툴박스에 담긴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에디션과 Hot Wheels Mercedes-

Benz 300 SL 'Racing Works' 에디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세트는 국제 경매업체인 본햄스(Bonhams)에서 온라인 경매로 

판매되며, 수익금은 비영리단체인 투빗서커스 재단(Two Bit Circus Foundation)에 전액 기부됩니다. 투빗서커스 재단은 

어린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고, 젊은 발명가에게 용기를 주며, 환경보호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멤버스 미팅에서 아이코닉한 굿우드 모터 서킷(Goodwood 
Motor Circuit)은 클래식 틴탑 및 GT부터 모터사이클 및 

오픈휠 형식의 Formula 3™ 및 F1™ 머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이싱 머신이 참여하는 엄청난 경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말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서 열리는 제78회 굿우드 

멤버스 미팅은 예선전, 본경기, 고속 주행 시연과 멋진 

행사로 이틀 동안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열정적인 일정을 

약속할 것입니다. 영겁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난 후 IWC 
레이싱 팀 역시 전설적인 굿우드 모터 서킷으로 복귀합니다. 
IWC 팀이 굿우드에 출전했던 건 20개월 전인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Formula One™의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쿨사드(David Coulthard)가 1위를 차지하며 

토니 게이즈 트로피(Tony Gaze Tropy)를 거머쥐었습니다. 
올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레이싱 선수 로라 크라이하머가 
Mercedes-Benz 300 SL ‘Gullwing’의 운전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IWC 레이싱 패밀리의 새로운 멤버인 그녀는 

돌아오는 일요일 스털링 모스 트로피 대회에서 경기에 참여 

합니다.

IWC 샤프하우젠과 Hot Wheels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세심함, 뛰어남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 한계와 기대치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라는 공통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성능과 디자인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두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두 브랜드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설로 

일컬어집니다. 

20,000개가 넘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80억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완구업체이자 업계의 전설인 Hot 
Wheels는 하나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Mattel의 공동 

설립자인 Elliot Handler는 1968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1세대 Hot Wheels를 만들 때 당시의 완구 자동차보다 더 

세련되고 성능이 우수한 장난감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M 자동차 디자이너와 전문 

로켓 과학자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스타일과 Spectraflame™ 도색 및 날렵한 '레드라인' 휠의 

우주적 디자인을 결합한 Hot Wheels의 첫 작품인 'Original 
16'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Hot Wheels는 전 세계에서 모든 

연령대의 자동차 애호가, 레이서, 건축업자, 디자이너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자동차 완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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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heels와 마찬가지로 IWC의 경영 철학도 미국의 

개척정신과 기업가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Elliot 
Handler가 Hot Wheels를 설립하기 100년 전인 1868년,  
미국의 시계 제작자이자 엔지니어인 Florentine Ariosto 
Jones는 샤프하우젠에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International 
Watch Company, IWC)를 설립하면서 시계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Jones는 스위스 시계 제조업의 뛰어난 기술과 

미국의 최신 제조 기술을 결합하여 미국 시장을 겨냥한 최고급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개발했습니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 및 항해용 측정 시계 제조라는 브랜드 헤리티지에 

기반해, 자동차 디자인과 모터레이싱은 오랜 시간 동안 IWC
의 주요 협력 분야였습니다. Mercedes-AMG 및 Mercedes-
AMG Petronas Formula One 팀과의 파트너십부터 GT 및 

클래식 자동차 경주 후원에 이르기까지 IWC는 모터스포츠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체 

레이싱 팀인 IWC Racing을 창단했으며, 이후 전설적인 1955 
Mercedes-Benz 300 SL 'Gullwing'으로 다양한 클래식 

자동차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십은 Hot Wheels 디자이너 Manson 
Cheung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과 기계식 시계에 대한 공통된 열정은 El Segundo의  
Mattel 디자인 센터에서 두 브랜드의 디자인 팀 미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자인, 예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곧바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한 개성 넘치는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IWC 샤프하우젠의 CEO인 크리스토프 

그레인저 헤어(Christoph Grainger-Herr)는 말합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2020년에 출시한 IWC Racing 
300  SL과 레이싱 팀 트랜스포터를 결합한 프리미엄 Hot 
Wheels Team Transport 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출시된 Hot Wheels Mercedes-Benz 300  SL의 IWC 
독점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IWC와 Hot Wheels는 

샤프하우젠과 El Segundo의 독특한 보석 2개를 결합한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컬렉터 세트를 50개 

한정판으로 출시합니다.

Mattel의 Chris Down 최고 디자인 책임자는 “IWC 
샤프하우젠과 Hot Wheels는 시간을 초월한 깊이 있는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심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두 업체가 공유하는 창의성과 협력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그 결과, 럭셔리 시계 및 레이싱과 자동차 문화에 대한 

식견이 깊은 애호가들이 높이 평가할 최고의 패키지가 

탄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에디션(레퍼런스 IW377904)에는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된 43밀리미터 케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티타늄은 
Hot Wheels와 IWC 디자인 팀이 선호하는 '엔지니어링 소재'

로 선택되었으며,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내식성이 뛰어나 

자동차 엔지니어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케이스를 선 광택 

후 블라스트 처리하고 정밀 표면 처리를 한 결과, 세련된 

무광택 다크 그레이 색상이 탄생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  
9시 방향에는 Hot Wheels 불꽃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블랙 다이얼의 크로노그래프 토털라이저 주변은 미묘한 

체크무늬 레이싱 플래그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 레이저로 인그레이빙된 정사각형이 

밝게 또는 어둡게 보이면서 다이얼의 시각적 깊이와 질감이 

표현됩니다. 이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IWC 제작 69385 
칼리버 무브먼트가 크로노그래프를 통해 구동하며, 이 

모습은 스모크 글라스 백케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계에는 IWC 레이싱 Mercedes-Benz 300  SL의 컬러를 

담은 실버 및 블랙 1피스 텍스타일 스트랩이 적용되었습니다.

제품 세트에는 Hot Wheels Mercedes-Benz 300  SL 
'Racing Works' 에디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Hot Wheels에서 독점 판매하며, Hot Wheels 디자인 팀이 

만들었고, Manson Cheung이 Steve Vandervate와 IWC 
디자이너 Nicholas Schmidt의 그래픽을 활용해 조각과 세부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디테일한 1:64 
비율의 Hot Wheels 모델이며 Hot Wheels의 프로토타입 

작업장에서 50개 모델만 제작되었습니다. 여닫기가 가능한 

걸윙 도어, 버킷 시트, 롤 케이지 및 레드 실 트림으로 충실하게 

재현된 내부, MB Star 브레이스가 있는 선명한 헤드라이트 및 

레이싱 그래픽이 포함된 외부 등 완벽한 디테일이 특징이며, 
50세트만 한정 생산되므로 공식 Hot Wheels 발매 모델 중 

가장 희귀한 모델 중 하나가 될 것 입니다.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에디션과 Hot Wheels Mercedes-Benz 300  SL 
'Racing Works' 에디션에는 IWC가 설립된 1868년과 Hot 
Wheels가 설립된 1968년을 기리는 6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포장이 세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크로노그래프 워치와 자동차 모델은 실버 및 블랙 메탈 

툴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에는 시계 사용설명서, 
프로젝트에 대한 소책자, 개별 리미티드 번호가 있는 제한 

플레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WC Schaffhausen · Baumgartenstrasse 15 · CH-8201 Schaffhausen
Phone +41 (0)52 235 75 65 · Fax +41 (0)52 235 75 01 · press@iwc.com · press.iwc.com 

mailto:press%40iwc.com?subject=
http://press.iwc.com


수익금 전액 기 부 예 정인 첫 번 째 세 트

첫 번째 세트는 본햄스가 주최하는 자선 경매를 통해 판매 

됩니다.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경매 수익금은 투빗서커스 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투빗서커스 재단은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어린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고, 젊은 발명가에게 용기를 주며, 
환경보호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STEA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에 기반한 통합 학습을 추구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대부분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투빗서커스 재단에서는 워크숍 및 각종 행사, 견학 또는 

어린이 여름 캠프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10월 16일 웹사이트(www.bonhams.com/auction/ 
27446)에서 생중계됩니다.

한정판 세트 공개를 위해 IWC 샤프하우젠의 CEO인 

크리스토프 그레인저 헤어(Christoph Grainger-Herr)와 
Mattel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Chris Down이 온라인으로 

만나 두 브랜드를 하나로 묶는 공유 가치와 협업 동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레이싱 

드라이버이자 전 Formula OneTM의 전설인 David Coulthard
를 웹캐스트에 초대하여 300 SL를 실제로 운전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oulthard는 2019년 제77회 
굿우드 멤버스 미팅에서 IWC 레이싱 팀으로 1위를 차지하며 
Tony Gaze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웹캐스트는 https://watches.iwc.com/matte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세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concierge@iwc.com으로 문의하십시오.

M AT T E L

Mattel은 글로벌 장난감 업체이자 전 세계를 선도하는 어린이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프랜차이즈 업체의 모기업입니다. 
놀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주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Mattel은 Barbie®, Hot Wheels®, Fisher-Price®, 
American Girl®, Thomas & Friends®, UNO® 및 MEGA®

와 같은 아이코닉한 브랜드는 물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와의 제휴에 기반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인기 지적 재산을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는 혁신적인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및 TV 콘텐츠, 게임, 
그리고 음악과 라이브 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ttel
은 35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소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 하에 150여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1945년 설립 이래 아이들이 어린시절의 

호기심을 탐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믿을 

만한 파트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 OT W H E E L S

5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Hot Wheels는 전 세계 판매 1위의 

장난감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완구 프랜차이즈입니다. 
몰입형 라이브 행사, 인기 디지털 게임, 남자 어린이 대상 1위  
YouTube 채널을 비롯한 강력한 파트너십과 협업, 그리고 

소비자 제품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 O N H A M S

Bonhams는 1793년에 설립된 미술품과 골동품, 자동차 

및 보석을 다루는 세계 최대의 경매업체 중 하나입니다. 
주요 경매장은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에 있으며, 
나이츠브리지, 에든버러, 파리, 샌프란시스코, 시드니에서도 

경매를 개최합니다. 또한 22개국의 사무소와 지역 대표로 

구성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60개 전문 분야에서 자문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햄스의 다가오는 

전체 경매 일정과 전문 부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bonhams.com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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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기계식 무브먼트 – 시,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 – 날짜 및 요일 디스플레이 – 스몰 해킹 세컨즈 –  
기압 강하에도 안전한 글래스 – 사파이어 글래스 백

 무 브먼트

IWC 제작 칼리버 69385
주파수 28,800 vph / 4 Hz
주얼리 33
파워리저브 46시간

와인딩 오토매틱

 워치

소재  티타늄 케이스, 문양이 새겨진 블랙 다이얼, 블랙 핸즈,  
블랙 및 실버 텍스타일 스트랩

글래스 사파이어, 돔 형태, 양면 반사 방지 코팅

수압 저항 기능 6 bar
직경 43 mm
두께 14.9 mm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 

에디션

R E F.  I W 37 79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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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C 샤 프하 우 젠

1868년 미국인 워치메이커이자 기업가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는 보스턴을 떠나 

스위스 샤프하우젠에서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International 
Watch Company)'를 설립하였습니다. 그의 원대한 꿈은 

미국의 선진 제작 기술과 스위스 워치메이커의 장인 기술을 

결합하여 당대 최고의 포켓 워치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기술의 결합을 통해 그는 IWC의 고유한 공학적 제작 방식의 

기반을 닦았을 뿐 아니라 스위스 기계식 워치의 중앙 집중형 

생산 방식을 탄생시켰습니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WC 샤프하우젠은 특히 크로노 

그래프와 캘린더를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견고하며 고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적인 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티타늄과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IWC는 이제 티타늄 알루미나이드(titanium-aluminide) 및 

세라타늄(Ceratanium®) 등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고도로 

공학적인 기계식 워치 케이스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기능에 기반한 형태"라는 원칙을 우선시 

하는 IWC 샤프하우젠의 시대를 초월한 타임피스는 고객과 

삶의 여정을 함께 하며 꿈과 야망을 실현할 것입니다.

IWC는 책임을 다하여 소재를 조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타임피스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또한, IWC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워치메이커와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모든 직원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운로 드

'IWC x Hot Wheels™ Racing Works'의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 레 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Twitter twitter.com/iwc
LinkedIn linkedin.com/company/
 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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