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모니 퍼페츄얼 캘린더
Patrimony perpetual calendar

새로운 패트리모니 퍼페츄얼 캘린더가 다크 그레이 컬러 다이얼로 장식된 핑크 골드 버전으로
2017 SIHH 에서 공개된다.
이 오뜨 오를로주리 Haute Horlogerie 제품은 울트라-씬 메커니컬 셀프-와인딩 무브먼트인
전설적 칼리버 1120 QP 를 장착하여 패트리모니 컬렉션의 우아함과 정교함의 정수를
보여준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인하우스로 개발 및 제작된 칼리버 1120 QP 는 시, 분 핸즈, 6 시 방향의
문페이즈와 함께 요일을 알려주는 9 시 방향의 퍼페추얼 캘린더, 3 시 방향의 날짜 창, 12 시
방향의 월과 윤년을 알려주는 48 개월 카운터로 구성된다. 파인 워치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여타 퍼페추얼 캘린더 중 가장 아이코닉한 무브먼트로 꼽히는 이 칼리버는 2100 년 3 월
1 일까지 추가적인 조정 없이 완벽한 캘린더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한다. 31 일로 구성되지
않은 월마다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여타 심플 캘린더와는 달리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30 일, 31 일뿐만 아니라 2 월 28 일과 29 일을 구분하는 윤년의 주기까지도 계산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달력의 불규칙성까지도 고려하는 섬세한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소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울트라-씬 퍼페추얼 캘린더를 탄생
시키기 위해 극도의 소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바쉐론 콘스탄틴 칼리버 1120 QP 는
4.05mm 의 매우 얇은 두께를 자랑하며 시간당 19,800 번(2.75 Hz)의 진동수, 그리고 40 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추었다. 무브먼트의 중심에는 브랜드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문양이
조각된 진동추가 자리하고 있어 메종의 디자인 코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SIHH 2017 신제품 패트리모니 퍼페추얼 캘린더는 다크 그레이 컬러의 오팔 다이얼로 장식된
핑크 골드 케이스로 출시된다. 컬렉션 고유의 우아함과 미적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새로운 제품에는 모던함과 다이너미즘의 감각이 더해졌다. 양각 처리된 “펄 pearl” 미닛 트랙과
18K 핑크 골드 소재로 이루어진 인덱스는 돔형의 케이스 외곽에 장식되어 있다. 시, 분 핸즈와
캘린더 포인터 또한 18K 핑크 골드로 제작되었다.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은 수공으로 새들피니싱 처리되었으며 폴딩 버클 또한 동일한 금속으로 마감되었다.

다이얼 하단에 하늘을 나타내는 문 디스크는 전류 처리를 통해 블루 색상으로 표현된 핑크
골드로 장식되었으며 그 위에는 섬세하게 세공된 각각의 별들이 모여 천체를 묘사한다. 41mm
직경의 케이스 안에 자리하고 있는 칼리버 1120 QP 는 3bar(수심 30m)까지 방수 가능하며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