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trimony 스몰 모델 

 

• 슬림하고 우아한 실루엣 

•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사이즈 36mm  

• 핑크 골드 케이스와 컬러풀한 스트랩 

• 말테 크로스 장식의 22K 골드 로터 

 

바쉐론 콘스탄틴이 새로운 Patrimony 스몰 모델로 싱그러운 봄의 분위기를 전한다. 직경 36mm 

케이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손목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핑크 골드 케이스에 반짝이는 

퍼플 앨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으로 컬러풀한 매력을 더했으며, 차분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시계 애호가를 위해 다크 브라운 앨리게이터 레더 버전의 새로운 모델 또한 선보인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새로운 모델에는 간결한 라인으로 완성된 돔형의 은은한 실버 컬러 

다이얼이 매치되었다. 슬림한 바톤형 핸즈는 다이얼 위의 끝이 뾰족한 핑크 골드 아워-마커와 

"진주" 모양의 미닛 트랙 사이를 춤추듯 아름답게 움직이며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투명한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 아래로는 정교한 시계 메커니즘을 장식한 파인 워치 메이킹 특유의 

피니싱 기법을 보여준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기계식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50 Q6 는 다이얼 중앙의 시, 분, 초 뿐만 아니라 작은 창 형태의 날짜 표시 기능을 

구동하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또한 스톱 세컨즈 장치를 갖추어 초 단위로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최상의 정밀성을 구현한다. 말테 크로스 문양이 장식된 22K 골드 로터로 새로운 

모델의 완벽한 피니싱 처리와 미적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TECHNICAL DATA 
 
Patrimony small model 

 
  
References 4100U/000R-B180: brown leather strap 
 4100U/001R-B180: purple shiny leather strap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Caliber 2450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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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Central seconds 
 Date 
  
Case 18K 5N pink gold 
 36 mm diameter, 8.1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Silvered opaline 
 Convex external zone with circular “pearl” minute-track 
 18K 5N pink gold applied hour-markers  
  
Strap Dark 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Purple Mississippiensis alligator shiny leather with alsavel 
inner shell, stitched-tip, squar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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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