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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역사적인 칼리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특별한 모델
• 칼리버 1731 QP: 캐비노티에 컬렉션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
• 바쉐론 콘스탄틴의 스타일을 계승하는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

파인 워치메이킹 무브먼트

–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
TECHNICAL DATA

18세기 제네바의 숙련된 워치메이커들은 도시의 건물 맨 위층에 자리하여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공방인 ‘캐비닛
(cabinet)’ 에서 시계를 제작했다. 특별하고 정교한 맞춤 시계를 제작했던 이들은 ‘캐비노티에(cabinotier)’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 캐비노티에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기술과 숙련된 수공 기법을 갖추고 있었다.
탁월한 기술적, 미학적, 예술적 가치와 그 역사를 계승해 온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서 제작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특별한 모델은 가장 안목이 높은 최고급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존에 볼 수 없던 혁신적인 칼리버로
구동되는 새로운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는 이러한 정신을 탁월하게 구현해 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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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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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칼리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파인 워치메이킹 무브먼트
특별한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 는 직경 42mm 의 슬림한 골드 케이스의 중심에 미닛
리피터와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결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무브먼트, 칼리버 1731 QP를 탑재하고 있다.
메종의 워치메이커들은 어려운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 바로 두께 5.70mm 에 불과한 울트라 - 씬
무브먼트 안에 두 가지 가장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동시에 정확성과 신뢰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혁신 기능으로 메종의 캐비노티에
아틀리에는 해머가 공을 때리는 동안 리듬을 조절하는 완벽한 무음 스트라이크 가버너를 개발했다.
머리카락의 두께보다도 얇은 일부 부품을 포함하여 , 438 개에 이르는 부품들이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내부의 정교한 시계학적 '연금술'을 구성하고 있다. 시간당 21,600회(3Hz) 진동하며 6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무브먼트는 시간과 분, 요일, 날짜, 달, 윤년 표시창, 문 페이즈, 미닛 리피터 기능을
구동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매뉴팩처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계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풍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 이는 유서 깊은 역사를 계승하며 지속적으로 시간의 개념에
도전하는 탁월한 워치메이킹과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전수함으로써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타임피스는 특별한 기술과 시그니처 디자인이 담긴 시계를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출시되는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 는 메종 시그니처 컬렉션의 계보를 잇는 모델이다.
1992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시간과 15분,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과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특별한 모델,
레퍼런스 30020 을 선보였다 . 메종은 2013 년 장 - 마크 바쉐론의 출생 연도를 기념하는 칼리버 1731 을
출시했다. 칼리버 1731은 역사적인 칼리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매우 슬림한 디자인의 매뉴얼 와인딩
미닛 리피터 무브먼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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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캐비노티에 미닛 리피터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사용됨과 동시에 메종의 시그니처인
우아함과 절제미 , 미학적 가치가 담기도록 완성되었다 .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 소재의 직경 42mm 의
케이스를 통해 더욱 절제된 분위기가 드러난다. 케이스의 왼쪽에 자리한 미닛 리피터를 통해 정교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통해 탁월함을 입증했다.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
TECHNICAL DATA

깊은 컬러감의 미드나잇 블루 또는 브라운 다이얼 두 가지 버전이 폴리싱 처리된 최고급 메탈 케이스에
탑재되어 출시되었다. 다이얼 상단에 자리 잡은 요일, 날짜, 월 표시창은 탁월한 가독성을 제공하며, 충분한
공간에 자리한 골드 문 페이즈는 우아한 절제미가 돋보이는 배경 속에 장식된 별들 사이에서 마치 춤을 추듯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다양한 시간 표시 기능을 통해 우아하게 균형 잡힌 워치 페이스를 완성하고, 블루 및 브라운 컬러의 다이얼로
역동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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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역사적인 칼리버에서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Minute Repeater Perpetual Calendar

영감을 얻어 제작된
파인 워치메이킹 무브먼트

–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REFERENCE

6610C/000G-B511

CALIBRE

1731 QP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2.80 mm diameter, 5.70 mm thick
Approximately 65 hours of power reserve
3 Hz (21,600 vibrations/hour)
438 components
36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Perpetual calendar (day of the week, date, month, leap year)
Moon phases
Minute Repeater

CASE

18K white gold
42 mm diameter, 10.44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Blue opaline dial
18K white gold hour-markers
Moon in 18K white gold

STRAP

Dark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18K white gold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
TECHNICAL DATA

BOX		Les Cabinotiers winding-box made of Makassar ebony wood, interior in Nabuka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One-of-a-kind timepiece
“Les Cabinotiers”, “Pièce unique”, “AC” hallmark engraved on ca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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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칼리버에서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Minute Repeater Perpetual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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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REFERENCE

6610C/000R-B510

CALIBRE

1731 QP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manual-winding
32.8 mm diameter, 5.70 mm thick
Approximately 65 hours of power reserve
3 Hz (21,600 vibrations/hour)
438 components
36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Hours, minutes
Perpetual calendar (day of the week, date, month, leap year)
Moon phases
Minute Repeater

CASE

18K 5N pink gold
42 mm diameter, 10.44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Brown opaline dial
18K 5N pink gold hour-markers
Moon in 18K 5N pink gold

STRAP

Dark brown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BU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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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NICAL DATA

BOX		Les Cabinotiers winding-box made of Makassar ebony wood, interior in Nabuka
ACCESSORIES

Delivered with a corrector pen

One-of-a-kind timepiece
“Les Cabinotiers”, “Pièce unique”, “AC” hallmark engraved on cas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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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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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SIHH
#SIHH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