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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탁월한 예술 공예
–
CALIBRE 2460 G4
–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은 쥐의 해를 기념하여 시계 수집가와 시계 애호가들을 만족시킬 새로운 Metiers d’Art
레전드 오브 차이니즈 조디악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돼지의 해에 이어 2020년 1월 20일, 활기찬 생명력과
뛰어난 지능을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이하며 이를 기념하는 각각 12피스만 출시되는 새로운 2개 모델을
선보입니다. 메종의 탁월한 칼리버 2460 G4가 탑재되어 있으며, 예술적인 공예 기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이 공예 – 동·서양 문화의 조화
바쉐론 콘스탄틴이 1845년부터 특별한 유대 관계를 이어 온 중국은 전지 Jianzhi라 알려진 종이 공예를
최초로 선보인 나라입니다. 전지는 유명한 셰렌슈니트 Scherenschnitt 종이 공예를 통해 스위스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 기법으로, Metiers d’Art 레전드 오브 차이니즈 조디악 시리즈에서 선보이는 이
공예 기법은 인그레이빙 및 에나멜링 장인들의 전문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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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예술 공예
다이얼에 장식된 나뭇잎과 중국 고전 도상학 모티프는 플래티넘 또는 핑크 골드 소재에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반매립 형태로 골드 베이스 위에서 더욱 돋보이며, 미세한 층으로 다양하게 조각된
나뭇잎들이 입체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마치 나뭇잎이 다이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수의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보존되어 온 전통적인 공예인 그랑 푀 에나멜링 기법이
등장합니다. 에나멜 장인은 에나멜을 여러 층으로 레이어링하여 블루 또는 브론즈 톤 다이얼의 강도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원하는 컬러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800~900℃ 고온에서의 열처리 과정 등 오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플래티넘 또는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된 쥐 모티프는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되어 다이얼 중앙에 정교하게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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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표현에 적합한 무브먼트
칼리버 2460 G4는 장식 예술 기법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중앙의 다이얼 모티프가 가장 돋보이도록
합니다. 핸즈가 없는 디스플레이는 4개의 창을 통해 시, 분, 요일, 날짜를 표시합니다. 2개의 드래깅 디스크와
2개의 점핑 디스크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예 기법이 돋보일 수 있도록 무브먼트를 디자인한 메종의
오랜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22K 오픈워크 로터에는 말테 크로스 엠블럼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모든 부품은 권위 있는 제네바 홀마크 기준에 따라 정교하게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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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Métiers d’Art The legend of the Chinese zodiac - Year of the rat

REFERENCES

86073/000P-B521
86073/000R-B520

CALIBRE

2460 G4/2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1 mm (11¼’’’) diameter, 6.0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37 components
27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INDICATIONS

Hours, minutes, day of the week and date in apertures

CASE

Platinum/18K 5N pink gold
40 mm diameter, 12.74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bar (approx.30 meters)

DIAL

18K gold, hand engraved, Grand Feu enamelled
Hand-engraved platinum/18K 5N pink gold rat

STRAP

Dark blue/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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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Limited series of 12 pieces per reference.
Pieces only available through the Vacheron Constantin Bou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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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통해 축적된 시계 제조 기술 및 예술적 가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