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디셔널 월드 타임 

Traditionnelle world time  

 

• 37개의 타임존을 한번에 표기   

• 에나멜로 탄생한 미니어처 세계 지도  

• 모든 기능을 크라운으로 쉽게 작동 가능 

• 플래티넘 소재의 10pcs 리미티드 에디션   

 

제네바 최고의 파인 워치메이킹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트래디셔널 컬렉션 중에서 2011년 선보인 월드 

타임 모델의 새로운 타임피스를 출시한다. 37개의 타임존을 한번에 나타내는 이 트래블 워치는 수공 에나멜 처리 

된 골드 소재의 월드맵으로 이루어 졌으며, 다이얼은 세가지 파트로 구성되었다. 푸른색의 미묘한 조화로 그려낸 

바다와 대륙은 인내심과 세심함으로 가득 찬 장인정신의 결과물이며 그래픽적 디테일과 깊이감 넘치는 세밀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장인 기술의 정수와 완벽한 기술적 경지로 탄생한 신제품 트래디셔널 월드 타임은 크라운 

하나로 모든 기능을 쉽게 작동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획득한 이 제품은 진귀한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 되었으며 1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장인의 에나멜링 기법 

이 기념적인 제품은 18 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네바의 파인 워치메이킹 전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트래디셔널 컬렉션의 대열에 새로이 오르게 된다. 불투명 에나멜과 그리자이유 에나멜로 탄생한 다이얼은 수 

세기를 거쳐 이어온 매뉴팩처의 전통적 장식 예술 기법의 장인정신을 보여준다. 독창적이면서도 우아함을 지닌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는 중첩된 3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었으며 골드 소재에 에나멜로 장식된 세계 지도로 그 빛을 

발한다. 

바다는 불투명한 푸른 빛의 에나멜로 묘사하였으며, 바다를 둘러싼 대륙의 모든 디테일을 세심하게 그려냈다. 

육지와 연안의 사실적 표현과 선명함은 그리자이유 에나멜 테크닉으로 완성하였으며, 푸른색과 흰색의 절묘한 

색감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극도로 희귀하고 정제된 에나멜 파우더와 오일을 섞어서 만들어낸 리모주 Limoges 

화이트로 이루어진 이 섬세한 에나멜 페인트는 매우 가는 바늘과 붓을 사용하여 어두운 색상의 에나멜 위에 아주 

세밀하게 도포된다. 특히 이 소재는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각각의 에나멜층은 초 단위까지 조정된 시간 동안 

가마에서 구워지며, 이에 탁월한 노하우와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에나멜에 빛이 조금만 비치더라도 에나멜의 

거친 부분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투명 에나멜 역시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하며 그 어떤 결함도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 지도에 사용된 이러한 테크닉은 24시간 표기 디스크와 37개 도시의 이름이 기재된 다크 블루 컬러의 

불투명 에나멜에 적용 되었다.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풀 타임존 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하프 아워 또는 쿼터 아워 존 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도시 위로 18캐럿 골드 핸즈가 움직이며 가장자리는 

미닛 링으로 둘러싸여있다. 20시간 이상의 장인정신과 10차례 가마에서 굽는 과정을 통해 이 예술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정교한 디테일과 매혹적인 빛의 효과로 다이얼을 가득 채웠다.  

 



 
 

 

우아함과 편리함  

트래디셔널 월드 타임 모델은 42.5mm 크기의 케이스로 제작되어있으며 30m 방수가 가능한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 무브먼트 칼리버 2460 WT가 탑재되어있다. 시, 분, 중앙 초침을 나타내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를 통해 37 개의 세계 모든 지역의 시간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고,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하프 존이나 쿼터 존까지도 표시한다. 또한 낮과 밤 표시하며 모든 기능을 

크라운 하나로 간편하게 조정 할 수 있다. 스탑-세컨드 시스템으로 이 제품의 정밀도를 더했다. 북반구의 겨울을 

나타낸 다이얼의 이 제품은 225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칼리버 2460 WT가 탑재되었으며, 22캐럿 골드의 진동추, 

4Hz의 진동수로 시간 당 28,800번 진동하는 밸런스 휠, 40시간의 파워리저브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오직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1부터 

10까지의 고유의 숫자가 각각 표기되어 있다. 또한 푸른색의 우아한 미시시피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과 플래티넘 

소재의 트리플 폴딩 버클로 장식 되었다.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world time 
  
Référence 86060/000P-9772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Piece only available through the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Calibre 2460 WT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6.6 mm (11’’’ ¼) diameter, 7.5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55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er seconds 

World time indication (37 cities) 
Day/night indication 

 
 
Boîtier Platinum 950 
 42.5 mm diameter, 11.62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Cadran  Superposition of 3 dials: 

• Gold disc with enamelled map and cities names 
• 24-hour disc with day/night indication (18:30 to 6:30 

indications highlighted with a dark blue background)  
• External ring with painted minute-track 

 
 
Strap  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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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rmoir Platinum 950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and numbered edition of 10 pieces 
« Limited Edition » and « X/10 » engraved on the back of the time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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