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스켈레톤,
2020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캘린더 및 천문학" 상 수상

2020 년 11 월 12 일, 제네바 – Overseas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스켈레톤이 2020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 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 에서 "캘린더 및 천문학(Calendar and Astronomy) "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적, 미학적 노하우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울트라-씬 오픈워크 무브먼트의 복잡함과 정교함이
돋보이며, 또한 퍼페추얼 캘린더를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은 메종의 모든 동료들과 파트너 및 공급업체들의 재능을 인정하는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은 그들 모두의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자극과 영감을 안겨주고
도전하는 모든 다른 메종들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스위스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회복력과 열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혁신을 추구하고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가 GPHG 이브닝 행사에서 이와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18K 5N 골드 버전으로 출시된 Overseas 퍼페추얼 캘린더 스켈레톤은 진귀한 메탈의 정교함을 울트라씬 오픈워크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에 담아낸 탁월한 기술력이 돋보이며, 직경 41.5mm의 케이스에
칼리버 1120 QPSQ를 탑재했습니다. 스켈레톤이란, 섬세한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기계식 무브먼트의
부품을 드러내면서도 그 기능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고도의 복잡한 작업입니다. 시계의 메커니즘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이 기술은 소수의 숙련된 워치메이킹 장인만이 극도로 정교한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쉐론 콘스탄틴은 오픈워크 칼리버뿐만 아니라 퍼페추얼 캘린더와
울트라-씬을 포함한 복잡한 무브먼트를 제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메종 중 하나입니다. 칼리버 1120
QPSQ의 모든 부품은 오픈워크로 완성 되었으며, 완벽하게 마감되고 장식되어 메커니즘의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요일, 날짜, 월 표시창 및 문 페이즈 모두 2100년 3월 1일까지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술적 품질과
성능으로 수집가들에게 높이 인정받은 NAC 처리된 다크 그레이 울트라-씬 오픈워크 메커니즘을 18K
5N 핑크 골드 아워 마커가 적용된 투명한 사파이어 다이얼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백 역시 말테 크로스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Overseas 컬렉션에서 처음 사용된 부분 NAC
처리된 22K 골드 오픈워크 로터와 기어 트레인이 돋보이는 매혹적인 워치메이킹을 보여줍니다.

GPGH 이브닝 행사 사진은 11 월 18 일 바쉐론 콘스탄틴 프레스 라운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TECHNICAL DATA

Overseas perpetual calendar ultra-thin skeleton

Reference

4300V/120R-B547

Calibre

1120 QPSQ/1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2K openworked oscillating weight in the shape of a Maltese
cross
NAC treatment
29.6 mm (12½’’’) diameter, 4.0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2.75 Hz (19,800 vibrations per hour)
276 components
36 jewels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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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8K 5N pink gold
41.5 mm diameter, 8.1 mm thick
Soft iron casing ring ensuring anti-magnetic protection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5 bar (approx.
50 metres)

Dial

Sapphire
18K 5N pink gold hour-markers and hours & minutes hands
highlighted with white luminescent material

Bracelet/Straps

18K 5N pink gold bracelet (half Maltese cross-shaped polished
and satin-brushed links), secured by a 18K 5N pink gold tripleblade folding clasp with push-pieces and comfort-adjustment
system
Delivered with a second strap blue Mississippiensis alligator
leather featuring a blue nubuck lining, with a micro-perforated
effect, hand-stitched,
Delivered with a third strap in blue rubber

Clasp

Each additional strap comes with an 18K 5N pink gold buck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