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ERIE 컬렉션
핑크 골드 버전의 새로운 문 페이즈 제품
EGERIE 문 페이즈 주얼리
EGERIE 문 페이즈 다이아몬드 파베
EGERIE 문 페이즈
2022년 11월 17일 런칭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버전: Egerie 문 페이즈 주얼리
- 대략 12.35 캐럿의 다이아몬드 총 1377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최소 보장 캐럿)
- 다이얼을 장식하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다이얼은 화이트
골드 베이스인 반면에 가장자리와 센터 링 그리고 문페이즈 링은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습니다. 반투명한 메탈릭 사파이어 구름 아래로 마더 오브 펄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 다이얼과 케이스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버전: Egerie 문 페이즈 다이아몬드 파베
- 대략 5.45캐럿의 (최소 보장 캐럿) 다이아몬드 845개가 다이얼과 케이스에
세팅되어 있으며, 손쉽게 교체 가능한 엘리게이터 또는 새틴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 다이얼을 장식하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다이얼은 화이트
골드 베이스인 반면에 가장자리와 센터 링 그리고 문페이즈 링은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습니다. 반투명한 메탈릭 사파이어 구름 아래로 마더 오브 펄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 유려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 : Egerie 문 페이즈
- 직경 37mm의 핑크 골드 케이스 가장자리에 5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우아함을 더했으며, 36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핑크 골드 소재의 링으로
다이얼을 장식하여, 모든 다이아몬드는 대략 1.10 캐럿입니다. (최소 보장 캐럿)
- 마더 오브 펄 구름 아래로 골드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 메시 타입의 유려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은 제2의 피부 같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ÉGÉRIE MOON PHASE JEWELLERY

TECHNICAL DATA

Reference

8016F/127R-B977

Calibre

1088 L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30 mm (9’’’) diameter, 5.03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6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Moon phase

Case

18K 5N pink gold case set with 246 brilliant-cut diamonds
37 mm diameter, 10.53 mm thick
Crown set with a rose-cut diamond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18K white gold set with 510 brilliant-cut diamonds
18K 5N pink gold applied rings
Circular “pearl” minute track
Mother-of-pearl moons behind a translucent sapphire crystal cloud
18K 5N pink gold applied Arabic numerals

Bracelet/
Straps

18K 5N pink gold bracelet set with 620 brilliant-cut diamonds

Buckles

18K 5N pink gold folding clasp

Total diamondsetting
1377 diamonds totalling approx. 12.35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 weight)
Timepiece/model exclusively available from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ÉGÉRIE MOON PHASE DIAMOND-PAVED

TECHNICAL DATA

Reference

8006F/000R-B976

Calibre

1088 L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30 mm (9’’’) diameter, 5.03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6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Moon phase

Case

18K 5N pink gold case set with 292 brilliant-cut diamonds
37 mm diameter, 10.53 mm thick
Crown set with a rose-cut diamond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18K white gold set with 510 brilliant-cut diamonds
18K 5N pink gold applied rings
Circular “pearl” minutes track
Mother-of-pearl moons behind a translucent sapphire crystal cloud
5N pink gold applied Arabic numerals

Bracelet/
Straps

Delivered with two interchangeable straps: night blue satin-effect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
night blue satin strap

Buckles

Delivered with two 18K 5N pink gold pin buckles, each set with 21 round-cut diamonds

Total diamondsetting
845 diamonds totalling approx. 5.45 carats (guaranteed minimum weight)

ÉGÉRIE MOON PHASE

TECHNICAL DATA

Reference

8005F/120R-H002

Calibre

1088 L
Manufacture calibre
Mechanical, self-winding
30 mm (9’’’) diameter, 5.03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64 components
2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e seconds
Moon phase

Case

18K 5N pink gold
37 mm diameter, 10.08 mm thick
Bezel set with 58 round-cut diamonds
Crown set with a moonstone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ilvered opaline, “pleats” pattern created using a tapestry technique
18K 5N pink gold ring set with 36 round-cut diamonds
Circular “pearl” minutes track
18K gold moons behind mother-of-pearl clouds
18K 5N pink gold applied Arabic numerals

Bracelet/
Buckle

18K 5N bracelet with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Total diamondsetting
94 diamonds totalling approx. 1.10 carats (guaranteed minimum carat w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