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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 고객의 요청에 의해 캐비노티에 부서에서 제작된 포켓 워치

- 투르비용 레귤레이터를 탑재한 새로운 인하우스 그랑 소네리 웨스트민스터 무브먼트, 칼리버 3761

- 정교하게 인그레이빙된 케이스와 수작업으로 조각된 두 개의 사자 머리가 장식된 보우

- 에나멜 전문가 아니타 포쉐 Anita Porchet가 요하네스 베르메르 Johannes Vermeer의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Girl with a Pearl Earring를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으로 재현한 오피서 타입 커버

2021년 9월 27일, 제네바 - 2013년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인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 포켓 워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과 장인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비스포크 
작품입니다. 이 모델에는 레퍼런스 57260을 설계한 워치메이커 팀이 특별히 개발한 그랑 소네리와 투르비용을 
갖춘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376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피스를 장식하고 있는 장인 정신 
역시 탁월함이 돋보입니다. 케이스의 베젤과 케이스백, 측면은 모두 다양한 장인 기법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되어 있으며 보우 위에도 수작업으로 완성된 두 개의 사자 머리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오피서 
타입 케이스백에는 에나멜 장인 아니타 포쉐가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으로 재현한 베르메르의 유명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Girl with a Pearl Earring가 새겨져 매혹적인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에서 캐비노티에는 싱글 피스 에디션을 전담으로 제작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캐비노티에 Cabinotiers라 불리던 제네바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뒤를 이은 메종의 
캐비노티에 팀은 기술적, 미학적으로 뛰어난 포켓 워치를 원했던 열정적인 수집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며 18세기 오뜨 올로제리의 고귀한 전통을 반영합니다. 

266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8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한 Les Cabinotiers 
웨 스 트 민 스 터  소 네 리  -  트 리 뷰 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 포켓 워치는 예술과 
아 름 다 움 ,  탁 월 한  메 커 니 즘 과  완 벽 한 
기술을 구현합니다. 이 작품은 "언제나 
이론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데 
열정적인” 수집가들, 싱글 피스 에디션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바쉐론 콘스탄틴과 
8년간 협력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수집가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 도전과 연구, 끊임없는 
교류로 이루어진 이 모험은 오뜨 올로제리의 
진정한 마스터피스를 탄생시켰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3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

소개

시계학적 기교: 칼리버 3761

“제네바” 에나멜 미니어처 기법

인그레이빙 및 조각

모든 디테일에서 돋보이는 탁월한 
감각

요약

TECHNICAL DATA

시계학적 기교: 칼리버 3761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806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이 칼리버는 투르비용으로 조절되며 그랑 소네리와 쁘띠 소네리 웨스트민스터 차임 
그리고 미닛 리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그랑 소네리 모델은 항상 특별한 아우라가 돋보입니다. 여러 개의 공을 
타격하는 이 메커니즘 고유의 복잡한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에 요구되는 음악적 퀄리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과 그랑 소네리 시계

그랑 소네리 시계는 메종 내에서 수 세기에 걸친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존된 가장 오래된 타임피스 
중에서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최초의 여행용 시계는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켓 워치의 경우, 바쉐론 
콘스탄틴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그랑 소네리 및 쁘띠 소네리를 탑재한 가장 오래된 모델은 182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탑재한 여러 타임피스가 그 뒤를 이어 제작되었고, 그 중에서 1918년 제작된 “패커드” 또는 1929
년 제작된 이집트 왕 푸아드 1세의 시계 등 일부는 놀랍도록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메종 창립 26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포켓 워치인 레퍼런스 
57260을 출시하며 탁월한 워치메이킹 부문에서 메종의 뛰어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랑 소네리 및 쁘띠 소네리를 탑재하고 미니어처 에나멜로 장식된 진정한 웨스트민스터 차임 포켓 
워치를 저만의 컬렉션으로 소유하기를 꿈꿔왔습니다.” 이것은 이 모델을 의뢰한 고객의 아이디어였으며, 이는 직경 
71mm, 두께 17mm의 칼리버 3761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칼리버는 무브먼트 하단에 위풍당당하게 자리한 
투르비용으로 조절되며, 케이스백을 통해 1분에 한 번씩 회전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르비용은 2.5Hz 
밸런스, 즉 시간당 18,000회 진동합니다. 무브먼트에 장착된 웨스트민스터 차임은 4개의 랙으로 조절되는 각각의 
해머로 5개의 공을 완벽한 하모니로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스트라이킹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손목시계에서 그랑 소네리(그랜드 스트라이크) 메커니즘은 주로 소형화를 이유로 싱글 랙으로 구동됩니다.  시간과 
분 차임용 4개의 랙과 미닛 리피터용 1개의 랙을 갖춘 4개의 랙과 스네일 솔루션은 멜로디 시퀀스를 강조하며 쿼터를 
통과할 때 다양한 멜로디를 울려 섬세함을 더합니다.

1. 여행용 시계 (Ref. Inv. 10709) – 1820년
2. 그랑 앤 쁘띠 소네리 포켓 워치 (Ref. Inv. 10715) - 1827년
3. 제임스 워드 패커드를 위해 제작된 포켓 워치 (Ref. Inv. 11527) – 1918년
4. 푸아드 1세 왕에게 선물한 포켓 워치 (Ref. Inv. 11294) –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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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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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차임

“웨스트민스터 차임”은 런던의 영국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가장 유명한 종인 빅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서로 다른 
주파수로 연주되는 4개 음으로 구성된 4마디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그랑 소네리” 모드에서 시계는 15분마다 소리를 
울리고 각 쿼터마다 시간을 반복적으로 알립니다. 즉, 오전 5시 45분에는 3마디의 웨스트민스터 멜로디가 울리고 5
번의 음이 울립니다. “쁘띠 소네리” 모드에서는 쿼터마다 시간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15분마다 소리를 울립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4번째 쿼터인 “카리용 Carillon”과 시간을 함께 울립니다. 시계 옆면의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스트라이크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쿼터, 분, 시간의 순서로 소리를 울리는 미닛 리피터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9시 방향에 위치한 셀렉터 스위치는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소네리”(스트라이크) 모드에서 시계는 자동으로 매 15분이 바뀔 때마다 소리로 시간을 알립니다. 칼리버 3761을 위해 
특별히 개발 및 적용된 기능인 “나이트 사일런스” 모드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타임존에 따라 알람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비활성화되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무음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일런스” 모드는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10시와 11시 사이에 위치한 두 번째 셀렉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대로 그랑 소네리에서 쁘띠 소네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배럴은 “그랑 소네리” 모드의 음악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15시간에서 1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시간 표시에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파워 리저브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인 토크를 보장합니다.

칼리버 3761은 구심 스트라이크 가버너가 탑재되어 음악적 시퀀스의 완벽한 규칙성을 보장하며, 명확하면서도 듣기 
좋은 소리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레귤레이터의 중심축에 구심력으로 일종의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생성하도록 
최적화된 매우 특별한 모양을 가진 한 쌍의 추가 장착된 것이 특징으로, 배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장치는 완벽한 무음을 제공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으로, 칼리버는 
간격을 조정하는 더블 휠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핸즈 사이즈를 고려할 때 6시 방향에 위치한 세컨즈 핸드의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메커니즘은 기어의 움직임을 제거하기 위해 스프링으로 연결된 두 개의 동축 
톱니 휠을 갖춘 시스템을 통해 부드러운 작동을 보장합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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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마감 기법에서 섬세한 조립까지

탁월한 재능이 모두 결합된 캐비노티에 무브먼트의 마감 기법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과 섬세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그레이빙된 밸런스 브릿지부터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미러 폴리싱 마감된 브릿지 그리고 
갈바닉 처리된 꼬뜨 드 제네브 장식의 플레이트와 부드러운 샴페인 컬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품이 수공 마감 기법으로 
장식되어 가장 고귀한 워치메이킹 전통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래칫 휠과 두 개의 배럴 휠은 정교한 마감 기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휠은 먼저 샌드블라스트 형태로 표면 처리를 
한 후 선버스트 마감을 하고, 톱니는 5개의 기어 부분에 모두 광택을 더합니다. 이러한 마감 기법은 톱니의 챔퍼링 
작업과 평평한 부분에 미러 폴리싱 마감을 더하는 작업으로 구성되며, 이는 과거에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사용되던 
기술로 메종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품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간의 인내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을 조율하는 작업 역시 완벽함이 요구됩니다. 케이스에 장착하기 전 먼저 테스트한 후, 각 공에 맞는 음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모양이 형성됩니다. 완벽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임 메커니즘이 
케이스에 장착되면 놀라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5개의 오리지널 공 중 2개는 하모니를 위해 교체해야 
했습니다. 스틸 합금 소재로 수정된 2개의 새로운 공의 사운드는 다른 3개의 공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분명한 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그랑 소네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연속적인 케이싱 작업이 요구되므로, 메커니즘이 “시험 작동”
하는 동안에는 조정을 위해 메커니즘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실제로 다양한 단계를 거쳐 수정이 진행되는 
무브먼트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가 장식되기 전까지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싱글 피스 
에디션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전체 마감된 무브먼트 및 최종 조립 부품의 일부를 케이스 내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케이스를 포함하여 각 부품의 마감 기법과 장식의 수준, 그리고 취급 조작이 잠재적으로 품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칼리버 장착과 관련된 10번의 작업(수정을 위해 작업 횟수와 같은 횟수만큼 제거 
필요) 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최종 조립 과정이 이어집니다. 결국, 전문 워치메이커로 구성된 소규모의 팀이 다양한 
부품의 개발, 제작 및 마감부터 무브먼트의 최종 조립 및 케이싱 작업에 이르기까지, 칼리버 3761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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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에나멜 미니어처 기법

고객은 오피서 타입 케이스백 커버에 에나멜러 아니타 포쉐의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을 장식하기를 바랐습니다. 
커버를 장식할 작품으로는 네덜란드 화가인 요하네르 베르메르가 1665년경 선보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선정되었습니다. 거장의 작품을 재현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직경 98mm라는 사이즈 역시 또 다른 도전 과제였습니다. 
포켓 모델보다 역사적인 캐리지 시계에 더 가까운 시계 사이즈는 아주 작은 불규칙성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제네바가 전문성을 갖춘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의 위대한 전통을 반영합니다. 16세기 후반부터 높은 수준의 
에나멜 제작으로 인정받은 제네바는 그 이름을 실제로 장인의 작업 품질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흔히 사용되어 온 “제네바 에나멜”이라는 용어는 “퐁당 드 제네브 Fondant de Geneve"로 알려진 마감재로 
코팅된 에나멜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이 기법은 유리질 에나멜층에 마지막으로 투명한 무색 보호 코팅을 입혀 
아티스트의 작품에 눈부신 광채와 깊이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포켓 워치처럼 반복적인 마찰이 있었던 당시 
시계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직 소수의 마스터 에나멜러만이 이 기법을 숙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를 고려해보면, 어린 소녀의 
오리엔탈 터번의 싱글 레이어 에나멜 작업에만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컬러 팔레트는 비슷하게 복잡하며, 특히 블랙 
컬러를 표현하기 위한 7가지 색상 구성을 포함하여 각 컬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20번 정도 가마에서 구워내야 
합니다 이 포트레이트 작업에는 총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사용된 색소와 에나멜과 관련된 연구 개발 작업은 
2018년 시작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202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에나멜링 기법을 사용하는 워치(손목에 차거나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와 클락(벽에 걸거나 실내에 두는)의 
장식은 18세기의 모든 워치메이킹 및 주얼리 시장을 아우르는 제네바 제작의 명성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제네바 
에나멜”이라는 용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금속 산화물을 파우더로 
분쇄한 다음 오일 베이스의 바인더와 혼합하여 구리 또는 골드 리프 베이스를 코팅하는 화이트 에나멜층에 컬러를 
입히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구아슈화 또는 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스터 장인은 캔버스에 컬러를 적용하여 오늘날에는 
쌍안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세심하고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끝나면 가마에서 
연속적으로 구워 컬러를 안정화 하며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메인 시계 다이얼은 블루 에나멜 로마 숫자가 장식된 에그쉘 컬러의 그랑 푀 에나멜 다이얼입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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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레이빙 및 조각

케이스 인그레이빙 스타일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인그레이버가 베르메르의 그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한 연구를 거쳐 
탄생했습니다. 고객과 여러 번의 제안과 토론을 거친 후 그녀는 스크롤을 따라 장식된 아칸서스 잎과 진주 하트 장식의 
꽃으로 구성된 주요 장식 테마를 선정했습니다. 이 모티프는 클래식하고 여성스러운 장식으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테마를 반영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의 재능은 시각적으로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스크라이버를 사용하여 장식의 윤곽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티프 주변을 평평하게 파내고 
조각칼로 볼륨감과 깊이감을 만들어 샹르베 효과를 연출합니다.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메탈을 커팅하기 
전 볼륨감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라인을 따라 장식된 아칸서스 잎의 리듬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곡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각면과 스트라이프 모양을 깨끗하게 폴리싱 처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소요되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폴리싱 처리는 너무 둥근 형태로 제작되면 역동적인 매력을 잃게 되는 조각의 볼륨감과 
메탈의 광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림자를 강조하고 잎과 꽃에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소재를 새기거나 속을 파내는 섬세한 라인 인그레이빙 기법을 사용하여 각 조각에 가느다란 라인을 만듭니다. 마지막 
작업은 각각의 포인트를 수공 체이싱 기법으로 완성한 배경으로 매트한 샹르베 표면과 폴리싱 처리된 모티프 사이의 
대비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 작업은 가독성을 향상하며 빛나는 모습으로 장식을 강조합니다. 메탈 소재를 제거하는 
인그레이빙 및 조각 기법과는 달리 체이싱 기법은 소재를 타격하여 장식이나 텍스처를 만듭니다.

케이스 미들 장식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에 찬사를 표하는 이중 ‘진주’ 테두리로 강조됩니다. 이 테두리는 베젤과 
케이스백을 따라 인그레이빙된 스퀘어 형태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인그레이버는 구 모양으로 
속이 비어 있는 팁이 달린 비딩 도구를 사용하여 이 스퀘어 형태를 하프 비즈로 바꾸어 메탈의 하프 비즈를 형성하는 
각인을 남깁니다. 이 도구는 리드미컬한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다루어야 합니다. 0.8mm 사이즈의 작은 비즈는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로 코팅된 브러시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폴리싱 처리됩니다. 그 효과는 규칙적이어야 하며,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반사 덕분에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20세기 초 유행했던 
이 비즈 또는 ‘진주’ 장식은 완벽하고 숙련된 기술과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미들에서 수행된 이 섬세한 장인정신은 두 마리의 포효하는 사자와 함께 그 자체로 예술이 보우로 완성됩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입체적인 조각 작품(ronde bosse)은 클래식한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골드 블록에서 
조각된 이 작품들은 놀랄만큼 사실적이며 능숙한 장인의 손길을 담아냅니다 원재료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바쉐론 콘스탄틴 인그레이버가 그녀의 예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볼륨을 결정하는 몇 가지 3D 프린트를 
제작했습니다. 갈기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은 두 마리의 사자 머리를 만들기 위해 장인은 앞면과 상단에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장인이 사자 머리의 볼륨감을 입체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면서 조각하기 전에 그려왔던 기준점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사자의 머리는 생명과 개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전반에서 확실한 기준점으로서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어야 했습니다. 과도하게 힘을 가하면 완전히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물 조각을 위해서는 정확한 
관찰과 정밀성이 필수적입니다.

인그레이버는 먼저 밀링 커터를 사용하여 소재를 대략적으로 절삭한 다음 조각칼을 사용하여 점점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새틴 브러싱, 매트 또는 폴리싱 처리된 텍스처의 디테일을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완성하였으며, 일부 도구들은 이 작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포켓 워치의 다양한 요소를 인그레이빙 및 조각하는데 
필요한 극도로 정교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총 5개월이 작업에 소요되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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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경첩을 갖춘 오피서 타입 케이스백 디자인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완성되었습니다. 사용자는 크라운에 
통합된 푸셔를 눌러 케이스백을 반쯤 열 수 있으므로 케이스 내부의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콘 형태의 
티타늄 핀은 골드 스크류로 가려져 있는 경첩 역할을 하며 케이스 각도의 약 90°를 사용하는 스프링은 에나멜 및 
인그레이빙 장식된 케이스백이 닫히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폴리싱 처리된 마감으로 균일한 표면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길이가 35mm에 달하는 놀라운 미닛 핸드 또한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경량성을 향상하기 위해 피노달 pfinodal, 구리, 니켈 및 주석 합금 소재로 제작한 후 도금 처리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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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3년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인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비스포크 
싱글 피스 에디션으로, 오뜨 올로제리에서 장식 예술에 이르기까지 바쉐론 콘스탄틴이 발전시켜 온 완벽한 기술력의 
정수를 선보입니다. 이 모델에는 레퍼런스 57260을 담당했던 워치메이커 팀이 특별히 개발한 새로운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칼리버 376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투르비용 레귤레이터를 포함한 806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3761은 그랑 소네리와 쁘띠 소네리 웨스트민스터 차임 및 미닛 리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랑 
소네리는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 중에서 항상 특별한 아우라가 돋보입니다. 여러 개의 공을 타격하는 이 메커니즘 
고유의 복잡한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에 요구되는 음악적 퀄리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피서 타입 케이스백 커버에는 제네바 기법을 사용하여 네덜란드 화가인 요하네르 베르메르가 1665년경 선보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정교하게 재현한 미니어처 에나멜 페인팅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장의 작품을 재현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직경 98mm라는 흔치 않은 사이즈 역시 또 다른 도전 과제였습니다. 케이스 측면은 아칸서스 잎과 튤립으로 
이루어진 프리즈로 장식되어 있으며, 거장의 작품에 찬사를 표하는 “진주” 테두리로 완성됩니다. 골드 블록에서 조각된 
포효하는 두 마리의 사자 머리가 장식된 보우 또한 특징입니다.

266년 이상의 전문성과 캐비노티에 부서에서 8년간의 개발을 통해 탄생한 Les Cabinotiers 웨스트민스터 소네리 - 
트리뷰트 투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언제나 이론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데 열정적인” 수집가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줍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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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Westminster Sonnerie 
–Tribute to Johannes Vermeer

REFERENCE 9910C/000J-B413
 
CALIBRE 3761
 Developed and craft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 winding
 71 mm (31 ½’’’) diameter, 17.05 mm thick
 Movement power reserve: approximately 80h
 Strikework power reserve (Grande Sonnerie mode): 

approximately 16 hours
 2.5 Hz (18,000 vibrations/hour)   
 806 components  
 58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Tourbillon, minute repeater, Westminster carillon

CASE 18K 3N yellow gold, engraved with acanthus leaves on 
the case sides and with tulips and “pearl” decor on the 
bezel and the caseback

 Bow sculpted with two lion heads
 Officer-type cover, Grand Feu miniature enamelling 

depicting Johannes Vermeer’s Girl with a Pearl Earring 
painting, hand made by Anita Porchet

 98 mm diameter, 32.60 mm thick
 
DIAL Grand Feu eggshell-coloured enamelling 
 Blue enamelled numerals
 Golden pfinodal hands 

PRESENTATION BOX Les Cabinotiers model exclusively developed for this 
timepiece

Single-piece edition
“Les Cabinotiers“, “Pièce unique”, “AC” hallmark engraved on caseback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