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디셔널 컬렉션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의 여섯 가지 신제품
•

핑크 골드 케이스와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의 조화

•

매뉴팩처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셀프 와인딩

•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제네바 워치메이킹의 전통

트래디셔널 컬렉션에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와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을 매치한 여섯 가지 신제품이
출시된다. 모던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새로운 타임피스들은 기술적 정교함과 메종 특유의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표현해낸다.
새로운 모델은 계단 형태의 원형 케이스, 슬림한 베젤과 세로줄 무늬의 케이스백, 레일웨이 미닛
트랙, “제네바 바톤 bâtons de Genève” 형태의 아워 마커와 도핀 핸즈 등 트래디셔널 컬렉션의 상징적인
특징들을 한데 결합하고 있다.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의 따뜻한 광채는 은은한 빛의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블랙 색상의 악어 가죽 스트랩이 매치되었다.
제네바의 위대한 워치메이킹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현한 각각의 모델들은 매뉴얼 와인딩 혹은 셀프
와인딩 방식의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탑재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완성된 정교하고 우아한 마감 기법을
선보인다. 간결한 디스플레이에서부터 가장 정교한 컴플리케이션까지 워치메이킹 예술의 모든
스펙트럼을 보여 주는 새로운 타임피스들은 삼백 년 가까이 끊임 없는 역사를 이어 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적, 미적 전문성에 바치는 찬사를 담아낸다.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한 마스터피스
트래디셔널 칼리버 2755 와 트래디셔널 14-데이 투르비용
두 가지 마스터피스 - 트래디셔널 칼리버 2755와 Traditionnelle 14-데이 투르비용은 44mm와 42mm의
우아한 핑크 골드 케이스를 탑재하였으며, 정교함의 극치와 기술적 위업을 과시한다. 트래디셔널 칼리버
2755 모델은 파인 워치메이킹을 대표하는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인 투르비용과 퍼페추얼 캘린더,
미닛리피터를 결합하고 있으며 특히 무브먼트의 구심조속기 centripetal governor를 통해 미닛리피터의 첫
소리와 끝 소리의 차이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타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견줄 만큼 특별한 모델인
트래디셔널 14-데이 투르비용 모델은 바쉐론 콘스탄틴을 상징하는 말테 크로스 형태의 오픈워크
투르비용을 탑재하였으며, 연결된 네 개의 배럴을 통해 14일간의 동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파워 리저브를
갖추었다. 이 두 가지 마스터피스에 탑재된 놀라운 성능의 메커니즘들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무브먼트에 품격을 더하는 전통 방식의 마감 기법은
뛰어난 장인 정신과 탁월한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증명한다.

절제된 아름다움의 정수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칼리버가 탑재된 트래디셔널 모델,
트래디셔널 데이-데이트 앤드 파워 리저브,
심플한 디스플레이의 트래디셔널 모델 - 매뉴얼 와인딩 또는 셀프 와인딩
트래디셔널 컬렉션은 정교한 타임피스뿐만 아니라 심플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모델들도 선보인다. 18K 5N
핑크 골드와 슬레이트 그레이 톤 다이얼을 매치한 새로운 타임피스들은 시계 본연의 정통적인 기능들을
가장 모던한 스타일로 재해석한다: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한 트래디셔널 모델은 시와 분을
표기; 트래디셔널 데이-데이트 앤드 파워 리저브 모델은 센트럴 세컨즈, 요일, 날짜, 파워 리저브를 표기;
심플한 디스플레이의 트래디셔널 모델은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와 날짜를 표기한다. 절제되면서도
세련된 감각의 이 세 가지 모델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으로
무브먼트 내부를 감상할 수 있다. 그 중 한 모델은 칼리버 1120을 탑재하고 있다. 이 무브먼트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울트라 씬 무브먼트로써 14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었으며
2.45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모델들은 시침과 분침,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표시 기능과 3일에 가까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calibre 2755
Reference

80172/000R-B406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2755 QP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3.9 mm (14 ¾’’’) diameter, 7.9 mm thick
Approximately 58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602 components
40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on tourbillon carriage
Minute repeater
Tourbillon
Perpetual calendar (day of the week, date, month and leap year)
Power reserve indicator (on the back of the watch)

Case

18K 5N pink gold
44 mm diameter, 13.54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18K 5N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Presentation box
& accessories

Presentation box with winder,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magnifying glass and the resonator of sound "La Musique
du Temps" enhancing the sound and the harmony notes of
Vacheron Constantin minute repeaters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14-day tourbillon
Reference

89000/000R-B407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226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29.1 mm (12 ¾’’’) diameter, 6.8 mm thick
Approximately 336 hours of power reserve
2.5 Hz (18,000 vibrations/hour)
231 components
3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on tourbillon carriage
Tourbillon
Power reserve indicator

Case

18K 5N pink gold
42 mm diameter, 12.22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18K 5N pink gold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edition of 10 numbered pieces
“Limited Edition” and “X/10” engraved on the caseback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day-date and power reserve
Reference

85290/000R-B405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2475 SC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6.2 mm (11 ½’’’) diameter, 5.7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64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er seconds
Day of the week and date
Power reserve indicator

Case

18K 5N pink gold
39.5 mm diameter, 10.65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Accessory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Reference

43075/000R-B404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112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ultra-thin
28.4 mm (12 ½’’’) diameter, 2.4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2.75 Hz (19,800 vibrations/hour)
144 components
36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ase

18K 5N pink gold
41 mm diameter, 7.26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Reference

87172/000R-B403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2455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6.2 mm (11 ¼’’’) diameter, 3.6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94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at 9 o’clock
Date

Case

18K 5N pink gold
38 mm diameter, 8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TECHNICAL DATA
Traditionnelle
Reference

82172/000R-B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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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z (28,800 vibrations/hour)
127 components
21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s at 6 o’clock

Case

18K 5N pink gold
38 mm diameter, 7.77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res)

Dial

Slate-coloured opaline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Black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5N pink gold buckle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