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rimony Collection Excellence Platine 
패트리모니 엑설런스 플래틴 컬렉션 

 
컬렉터들에게 헌정되는, 그리고 영원함을 위한 워치메이킹의 전통 

 

 
 
위대한 유산 

패트리모니는 1950년대 바쉐론 콘스탄틴이 선보인 고귀한 디자인 유산을 순수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이다.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는 간결한 모습은 직선과 

곡선이 선보이는 완벽한 균형감각을 보여준다. 다이얼의 아워 인덱스와 핸즈는 케이스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이어지며, 스몰 세컨즈와 ‘진주pearl’ 형태의 미닛-트랙으로 완벽히 

디자인되었다. 마치 두 번째 피부와도 같이 최고의 감촉을 선사하는 우아한 타임피스이다.  
 
컬렉터들을 위한 리그 

2006년부터 출시된 엑설런스 플래틴 컬렉션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컬렉터들에게 파인 

워치메이킹의 경지를 선보여왔다: 950 플래티넘으로 제작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들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부터 복잡한 컴플리케이션 모델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플래티넘 

케이스를 뛰어넘는 엑설런스 플래틴 컬렉션의 공통적 요소는 샌드 피니싱 처리의 플래티넘 

다이얼과 진주 형태의 미닛-트랙, 실크와 950 플래티넘으로 엮은 실을 사용하여 수공으로 스티칭 

처리한 다크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 말테 크로스 형태의 플래티넘 버클이다. 패트리모니 

컬렉션이 지닌 미학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업적 

150개 한정 생산되었으며 각각 개별 숫자가 부여된 패트리모니 엑설런스 플래틴은 

워치메이킹의 꿈 그 자체이다. 42mm의 여유로운 케이스 내부에는 매뉴팩처 칼리버 4400AS가 

탑재되어있으며,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꼬뜨 드 제네브 모티브로 장식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칼리버의 사이즈는 빈틈없이 케이스에 꼭 들어맞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시계 제조 역사 중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인증인 제네바 홀마크를 획득하였다. 
 
영원함, 그리고 그 이상 

950플래티넘은 럭셔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소재 자체의 깊이감과 특유의 회색빛은 매혹적인 

빛을 발산하며 영원히 지속된다.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을 겸비한 이 소재는 광택 처리가 필요 

없으며 절대 산화되지 않는다. 
  



 
 
TECHNICAL DATA 
 
 Patrimony Collection Excellence Platine 
 
References 1110U/000P-B306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4400 AS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8.6 mm (12’’’½) diameter, 2.8 mm thick 
 Approximately 65 hours of power reserve 
 4Hz (28,800 vibrations/hour) 
 127 components 
 2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at 6 o’clock 
 
Case 950 platinum 
 42 mm diameter, 7.65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950 platinum 
 Sand-blasted 
 “Pt950” hallmark between 4 and 5 o’clock 
 Convex external zone with circular “pearl” minute-track 
 18K white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with platinum 950 and silk,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Platinum 950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edition of 150 individually numbered pieces 
“N°X/150” engraved on ca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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