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시즈 월드 타임
세상을 향한 특별한 시각

협정 세계시) 기준에서 15분에서 30분 가량 차이가 나는 오차까지 완벽하게 커버한 37개의 타임
존
여행자를 위한 상징인 바람장미(풍배도)로 장식된 핑크 골드 오버시즈 진동추가 장착된 인하우스
칼리버
제네바 홀마크 인증
이지핏 브레이슬릿/스트랩 및 버클 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남다른 편안함과 더불어 한 개의
시계로 세 가지의 다른 스타일링을 제공

바쉐론 콘스탄틴이 SIHH 2016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인 메종의 아이코닉한 오버시즈 컬렉션에서 월드
타임 모델을 런칭한다.
블루, 실버톤 혹은 브라운 다이얼 이 세 가지 다른 버전으로 출시되는 이 신제품은 여전히 캐주얼 엘레강스
컨셉에 충실하며 여행자들로 하여금전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편안함과 실용성을 보장한다.
월드타임의 다이얼은 37개의 타임존을 표시하는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UTC (Universal Time Coordinated,

협정 세계시) 기준에서 15분에서 30분 가량 차이가 나는 오차를 완벽하게 커버한다. 제품은 세 가지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의 다이얼은 선버스트 새틴-브러시 피니쉬로 처리한 대륙들과 벨벳 피니쉬로 처리
한 바다를 묘사한 “람베르트 프로젝터” 타입의 지도와 각 도시의 이름이 적힌 반투명 래커처리가 된 디스크
를 탑재하고 있다.

지도 밑의 사파이어 디스크는 음영처리된 낮/밤 인디케이션을 표시하고 있으며 24시 디

스크와 동기화된다. 마지막으로 반투명 래커 처리와 벨벳 피니쉬로 마무리된 바깥 링은 시와 분을 표시한다.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아이템인 오버시즈 월드 타임 모델은 43.5mm 지름의 케이스에 2460 WT 칼리버를
탑재하였으며, 이 특허 받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에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완
료되었다. 진동수는 4Hz(시간당 28,800번)이고 4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2K 골드 진동추는 샌드블
라스트 마감과 초미세 그레인드 마감으로 완성된 여행자를 위한 상징인 바람장미(풍배도)로 장식되어 있다.
이 모델에 탑재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모든 인디케이션은 크라운 하나로 쉽고도 부드럽게 작동된다.
이 제품은 오버시즈 컬렉션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지-핏 easy-fit 시스템의 스틸 브레이슬릿, 러버
그리고 레더 스트랩의 3가지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러버와 레더 스트랩은 스테인레스 스틸 폴딩
버클에도 별다른 도구의 필요 업이 간편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호환되어 사용 가능하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

TECHNICAL DATA
Overseas World time
References

7700V/110A-B129 – silver-toned dial
7700V/110A-B172 – blue dial
7700V/110A-B176 – brown dial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Caliber

2460 WT
Mechanical self-winding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22K gold Overseas oscillating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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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inutes
Central seconds
World time indication (37 cities)
Day-night indication

Case

Stainless steel
43.5 mm diameter, 12.6 mm thick
Soft iron casing ring ensuring anti-magnetic protection
Screwed-down crown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15 bar (approx. 150
metres)

Dial

3 superimposed dials:
• Map of the northern hemisphere with sunburst satinfinished continents & velvet-finished seas. Translucent silvertoned/blue/brown lacquered disc with transferred city names
• Sapphire disc with transferred day/night and 24-hour
indications (period between 6.30pm and 6.30am highlighted
with a black background)
• Translucent silver-toned/blue/brown lacquered ring,
opalin-finished, transferred minute-track
18K gold hours and minutes hands highlighted with white

luminescent material
Bracelet/Straps

Stainless steel bracelet, half Maltese cross-shaped polished
and satin-brushed links
Delivered with a second black/blue/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strap featuring a black nubuck lining with a
micro-perforated effect, hand-stitched, large square scales
Delivered with a third strap in black/blue/brown rubber

Clasps

Stainless steel bracelet secured by a stainless steel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comfort-adjustment
system
Delivered with a second stainless steel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interchangeable system (patent
pending) compatible with both additional stra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