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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를 상징하는 컴플리케이션 

• 18K 4N 핑크 골드 소재의 리미티드 에디션 

• 다크 블루 또는 버건디 컬러의 캘린더 인디케이션  

• 새로운 매뉴얼-와인딩 칼리버 

• 삼중 가드룬 (triple gadroon) 형태의 케이스밴드와 ”집게발” 러그 
 
 
바쉐론 콘스탄틴은 컴플리트 캘린더를 탑재한 두 개의 히스토릭 모델을 선보인다. 빈티지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이 

모델들은 1940년대에 탄생한 아이코닉 타임피스의 창의성과 미학을 새롭게 재해석한다.  

캘린더 기능, 삼중 가드룬 형태의 둥근 케이스, 투-톤 다이얼, “집게발” 러그, 그리고 기계식 매뉴얼-와인팅 무브먼트로 

구성된 히스토릭 트리플 캘린더 1942와 히스토릭 트리플 캘린더 1948은 1940년대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형적인 

컴플리케이션을 부활시켰다. 하나의 스타일, 두 가지 아이콘으로 선보인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942년, 1948년에 탄생한 두 가지 캘린더 워치를 재해석하여 ‘실용적’ 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고유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로써 오리지널 모델의 디자인을 반영하면서도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제품이 탄생하였다. 스틸 소재의 트리플 캘린더와 18K 4N 핑크 골드 소재에 문 페이즈 기능이 탑재된 트리플 

캘린더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직경 40mm의 케이스는 ‘삼중 가드룬’ 형태의 독특한 케이스 밴드와  ‘집게발’ 형태 

러그와도 같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당대 전형적 특징을 담았다. 

다이얼 상부는 박스 형태의 글라스로 마감해 극도로 얇은 베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30m 방수가 가능하다. 또한 

케이스백을 통해 새로운 컴플리트 캘린더 칼리버 4400 QC 와 문페이즈가 탑재된 4400 QCL(L 은 프랑스어로 ‘달’을 

뜻하는 Lune 에서 가져왔다)에 적용된 파인 워치 메이킹의 피니싱 처리를 감상 할 수 있다. 진동수 4 Hz 의 기계식 

매뉴얼-와인딩 무브먼트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개발하고 제작되었으며, 20 세기 중반에 제작된 캘린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위용 있는 배럴의 도움으로 65 시간 파워리저브 기능을 갖추었다. 
  



 

 
히스토릭 트리플 캘린더 1942 
 
스틸로 제작된 첫 번째 모델은 옐로 골드, 핑크 골드, 스틸로 제작되었던 1942년도 첫 번째 모델인 레퍼런스 

4240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절제된 우아함을 지닌 이 모델은 원형 케이스에 시, 분, 그리고 6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를 

구동한다. 또한 핸즈로 날짜를 가리키며, 조리개 형태를 통해 요일과 달을 표기한다. 당대 전형적 특징인 투-톤 실버 

다이얼 위에 새겨진 캘린더 인디케이션은 버건디, 혹은 다크 블루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버스트 새틴-

피니싱 처리된 다이얼의 중앙과 아라비아 숫자가 표기된 가장자리는 기능을 쉽게 읽어 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으며, 레트로-시크의 우아함을 강조한다. 
 
 
히스토릭 트리플 캘린더 1948 
 
빈티지 원형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위해 히스토릭 트리플 캘린더 1948 은 18K 4N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으며 극도의 

우아함으로 빛을 발한다. 두 가지 모델은 1948 년에 출시된 레퍼런스 4240L 를 재탄생 시켰으며 각 2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다. 트리플 캘린더는 달의 주기를 고정밀로 계산하는 정교한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었으며 6 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기능이 표기된다. 현대적으로 재 탄생한 새로운 모델은 정제되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자아낸다. 실버톤 오펄 다이얼의 가장자리는 선버스트 새틴-피니싱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지닌 디스플레이는 로마자 인덱스와 삼각형의 아워 마커, 얇은 바톤-타입의 핸즈로 구성되어있다. 캘린더 기능과 

문페이즈 디스크는 버건디 혹은 다크 블루 컬러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핀 버클이 장착된 브라운 혹은 다크 블루 레더 

스트랩으로 마감 되었다. 
 
원작의 정신 
 
1755년 장-마크 바쉐론에 의해 브랜드가 창립된 직후 매뉴팩처는 첫 번째 캘린더를 개발했다. 이후 19세기동안 미닛 

리피터와도 같은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컴플리트 캘린더와 퍼페추얼 캘린더 포켓 워치를 생산해 내며 

컴플리케이션 워치 제작에 명성을 쌓았다. 1920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캘린더가 탑재된 손목시계가 

탄생하였으며 1940년도는 메종 역사상 캘린더 컴플리케이션의 황금기로 기록되었다. 당시의 캘린더 모델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적인 위상을 얻게 되었다. 1942년에는 레퍼런스 4240, 1948년에는 4240L 이라는 상징적 제품들이 

탄생하였으며 오늘날 히스토릭 컬렉션의 두 모델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다. 
 
히스토릭 컬렉션, 근원지로의 회귀 
 
희귀하면서도 컬렉터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설적인 제품들은 지난 20년동안 히스토릭 

컬렉션을 통해 성공적으로 부활해왔다. 이 특별한 컬렉션은 1755년 이래로 매뉴팩처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원형 모델들을 재조명 한다. 이렇게 탄생한 현대적 감각의 모델들은 빈티지한 매력을 함축하고 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적, 미적 유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TECHNICAL DATA  
   Historiques Triple calendrier 1942 
 
Reference    3110V/000A-B425 
     3110V/000A-B426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Calibre     4400 QC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9 mm (12’’’1/2) diameter 
4.6 mm thick 
Approximately 65 hours of power reserve  
4Hz (28,800 vibrations/hour)  
225 components  
2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at 6 o’clock 

Complete calendar (joday of the week and month by 
aperture, date by hand)  
 

Case     Stainless Steel  
40 mm diameter, 10.35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ilvered, sunburst satin-finished  

Black painted Arabic numerals  
Burgundy/Blue painted date-track  

 
Strap Brown/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Steel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TECHNICAL DATA 
     Historiques Triple calendrier 1948 
 
Reference    3100V/000R-B359 
     3100V/000R-B422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Calibre     4400 QCL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9 mm (12’’’) diameter 
4.6 mm thick 

  Approximately 65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53 components 
2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omplete calendar (day of the week, month and date 
indicated by hand)  
Precision moon phases 

 
Case     18K 4N Pink gold 

40 mm diameter, 10.35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ilvered opaline with satin-finished external zone 

18K 4N gold applied hour-markers 
Red/Blue painted date-track 

 
Strap Brown/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4N Pink gold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edition of 200 individually numbered pieces 
“N°X/200” engraved on ca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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