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IWC 파일럿 워치를 기념한  

화려한 갈라 이브닝 행사

스위스 제네바, 2019년 1월 16일 – IWC 샤프하우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SIHH(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 박람회의 특별한 갈라 이브닝 행사를 통해 새로운 파일럿 워치의 출시를 기념했습니다. 행사에 초대받은 800여명의 

참석자들은 파일럿 워치의 해에 IWC와 함께 영국 항공 역사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꼽히는 스핏파이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럭셔리 매뉴팩처 IWC의 브랜드 대사인 Bradley Cooper, Rosamund Pike, Dev Patel, Adriana Lima, 

James Marsden, Karolina Kurkova, Sonam Kapoor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이번 주 SIHH에서 IWC 샤프하우젠은 새로운 스핏파이어, 탑건, 
"어린 왕자" 및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업체 IWC는 올해 비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갈라 이브닝 행사에 가족들과 게스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많은 하이라이트가 펼쳐졌고, 그 첫 번째 

순서는 실제 스핏파이어 항공기가 행사장에 환상적으로 

착륙했던 것입니다. 착륙 후 영국 출신의 파일럿 매트 존스

(Matt Jones)가 스핏파이어 항공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올 여름 잉글랜드 굿우드에서 스핏파이어를 타고 세계 

일주의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IWC는 "실버 스핏파이어 
- 더 롱기스트 플라잇(The Longest Flight)" 프로젝트의 주요 

후원자로서 이번 여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Way down we go” 
등의 곡으로 잘 알려진 아이슬란드 출신의 4인조 밴드 칼레오와 

이번 행사를 위해 모인 IWC의 하우스 밴드가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며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를 이루었습니다.

IWC 행 사 를 빛낸 참석 자 들 

할리우드 스타인 Bradley Cooper, Rosamund Pike, Dev 
Patel, James Marsden, Sonam Kapoor 및 슈퍼모델 
Adriana Lima, Karolina Kurkova와 스포츠 스타 Valtteri 
Bottas, David Coulthard, Jochen Mass 그리고 Negin 
Mirsalehi, Oliver Cheshire 등의 인플루언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많은 IWC 브랜드 대사가 이번 행사를 

위해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IWC 부 스 의 핵 심  “실버 스 핏파 이어”

IWC 브랜드 대사들이 IWC 부스를 방문한 오후에는 IWC 
샤프하우젠 CEO 크리스토프 그레인저-헤어(Christoph 
Grainger-Herr)가 직접 새로운 스핏파이어와 탑건, "어린 

왕자" 및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IWC 부스는 전면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부스 한 가운데에 실제 실버 스핏파이어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은 이 역사적인 항공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항공기 날개의 형태로 세워진 

부스는 럭셔리 및 공학적인 측면과 비행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꿈의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IWC는 파일럿 워치만의 독보적이며 스타일리시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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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 샤 프하 우 젠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인 IWC 샤프하우젠은 1868년 창립 이후 

기술 개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그 가치를 담은 시계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열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급  

시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브랜드의 하나로서 

최고의 정밀 기술과 독보적인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뜨 

올로제리(Haute Horlogerie: 최고급 수공예 시계 제작)의  

걸작들을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인 IWC는 환경 친화적인 제작 방식을 지향하며,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환경 보호기관들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 운로 드

SIHH 갈라 2019의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무료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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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interest.com/iwcwatches/
Google+ https://plus.google.com/+iwc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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