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 드 릴 Quai de l’Ile 
 
 

•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 블루 다이얼과 스트랩 

• 메뉴팩처 셀프-와인딩 칼리버 5100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모던한 방식으로 해석한 케 드 릴 컬렉션에서 새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선보인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다이얼의 인디케이션, 레더 및 러버 소재의 모든 스트랩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블루 컬러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케 드 릴, 풍부한 역사로 가득 찬 도시  

컬렉션의 이름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역사적인 장소로부터 유래했다. 이곳은 론 Rhone 강의 좌우 기슭 사이를 가로질러 

제네바의 심장에 위치한 장소이다. 19 세기 마스터 캐비노티에들의 도시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곳이자 현재 번화한 

도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구조적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견고하고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움을 지닌 41mm 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폴리싱 피니시와 새틴-브러시드 

피니시가 교차되어 마감되었다. 이 컬렉션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미학적 유산 중 세 가지 아이코닉한 요소를 결합했다: 

라운드형 베젤, 쿠션형 케이스, 토너형 케이스 밴드가 바로 그것이다. 균형미가 돋보이는 “셰이프 인 셰이프(shape in 

shape)” 디자인은 피니싱 처리 위로 반사되는 빛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메뉴팩처 칼리버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의 이 컬렉션은 172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탑재하였다.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칼리버 5100 은 시, 분, 초, 날짜 기능을 구동한다. 시간당  28,800 번의 진동수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디자인된 이 무브먼트는 내구성이 강하며 트윈 배럴로 60시간이라는 긴 파워리저브를 

갖추었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에 새겨진 모던한 케 드 릴 장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챔퍼링, 폴리싱, 원형 그레이닝, 꼬뜨 드 제네바 등 제네바 워치메이킹 전통에 부합하는 정교한 피니싱 처리가 

돋보인다. 
 
멀티-레벨 다이얼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는 깊이감을 선사하며, 흰색으로 야광 처리된 아워 인디케이션과 아라비아 숫자 

인디케이션으로 뛰어난 가독성을 보장한다. 이 시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전통적 날짜창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의 날짜 디스플레이다. 다이얼 중심에 위치한 사파이어 디스크를 통해 날짜를 확인 할 수 있다. 칼리버 5100의 

날짜 표기 디스크는 이 투명한 다이얼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고, 인디케이터가 날짜를 가리킨다.  
 
이 모델은 30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구매 시 스틸 폴딩 버클이 장착된 2 개의 스트랩 –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블랙 컬러의 러버 스트랩이 함께 제공 된다. 

  



  
 
 

TECHNICAL DATA   
  Quai de l’Ile 
 
References  4500S/000A-B364 – Blue dial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re  5100/1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0.6 mm (13’’’ ¼) diameter, 4.7 mm thick 
  Approximately 6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172 components  
  37 jewels 
 
Indications Hours and minutes 
 Central seconds  
 Date  
 
Case   Stainless steel 
  41 mm diameter, 11.75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 30 
meters) 
 

Dial  Blue opaline 
 Sapphire disc with date indication 
 Arabic numerals and indexes crafted in white luminescent 

material 
 18K gold hour & minute hands and date highlighted with white 

luminescent material 
   
Strap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blue alsavel lining, 

hand-stitched, large square scales 
  Delivered with a second strap in blue rubber 
 
Clasp   Stainless steel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