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쉐론 콘스탄틴,
특별한 컬렉션을 공개하다
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개요
–
캐비노티에 2755
–
캐비노티에 아밀러리
투르비용 모델
–
캐비노티에 투르비용
14-데이 라이언
–
캐비노티에 미스터리
애니멀
–
캐비노티에 그리자이유
–
TECHNICAL DATA

• 메종의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특별한 타임피스
• 사바나에서 정글, 땅과 하늘, 신화와 현실을 아우르는 야생 동물에 바치는 헌사로 다이얼과
케이스 장식
• 워치메이킹 전문성(그랜드 컴플리케이션)과 예술 공예(에나멜링, 인그레이빙)의 완벽한
조화로 구현된 최상의 탁월함
바쉐론 콘스탄틴이 캐비노티에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특별한 모델을 공개했다. 다이얼과
케이스를 장식하는 위엄 있는 야생 동물이 가진 파워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의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예술 공예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작품의 강렬한 매력을 보여준다.
맹금류나 파충류의 강인한 힘과 위풍당당한 고양이과 동물 모티프를 통해 전통과 혁신,
장인정신, 탁월한 수작업 마감, 완벽에 가까운 디테일, 그리고 우아함 등, 메종의 가치를
구현한다. 탁월함이 돋보이는 생생한 표현 방식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은 사바나에서 정글로,
땅과 하늘, 신화와 현실을 아우르는 각종 동물의 가족을 구현한다. 맞춤형 시계 제작에 영감을
주는 세계가 바로 캐비노티에 컬렉션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캐비노티에는 맞춤형 시계로 특별한 기술적 미학과 예술적 도전을
의미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3세기에 걸쳐 "캐비노티에"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 캐비노티에는
제네바 건물의 맨 윗층에 위치한 빛이 가득한 공방에서 예술 활동을 펼쳐온 교양 있고 명망
있는 워치메이커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 당시는 특별한 맞춤형 타임피스 제작을 통해
천문학과 과학,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적 정교함과 뛰어난 디자인의 위업을 과시하던
시대였다. 오늘날 바쉐론 콘스탄틴은 특별히 의뢰받은 맞춤형 시계를 포함해 고객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모델을 선보이며 최고의 기술력과 창의성에 계속해서 도전해나가고 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마스터 워치메이커, 장인들이 자신의 상상력과 전문성, 열정을 한데 모아
워치메이킹의 전문성과 탁월한 세련미를 담아낸다. 미닛 리피터 또는 아밀러리 투르비용과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메카니크 소바쥬” 컬렉션은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 날카로운 시선,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동물적 본능을 선보인다.

2

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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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2755: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살아 숨 쉬는 듯한 맹금류의 강인한 힘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은 효과적인 음향 전파와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심력을 이용한 시스템이 탑재된 진귀한 유형의 미닛 리피터를 포함한 7개의 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다. 음각된 섬세한 라인과 파운싱 장식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이 작품에 입체감과 빛의
효과를 더한다. 이 기법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독수리의 결단력과
용기, 강력한 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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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아밀러리 투르비용 모델:
탁월한 기술적 혁신에 대한 6가지 특허 출원, 3D 스네이크
모티프와의 완벽한 조화
57 개 의 컴 플 리 케 이 션 으 로 이 루어진 레퍼런스 57260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아밀러리 투르비용을 탑재한 이 특별한 타임피스에 대한 6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레버와 이스케이프먼트 휠에 사용된 실리콘, 투르비용 캐리지에 사용된
알루미늄 등의 최첨단 소재는 타임피스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가볍게 만들어 준다. 인그레이빙 장인의 인내와 수준 높은 기술력을 향한 애정은 케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스네이크의 인그레이빙 장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이얼을 돋보이게
하는 매트하고 눈부신 표면을 강조하고, 스네이크의 비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메종의 시그니처
수공 마감 기법으로 이 모델이 완성된다. 연상 기법은 보이는 부분의 정교한 디테일로 스네이크
전체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섬세한 매력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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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투르비용 14-데이 라이언:
그랑 푀 에나멜링으로 완성된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모델
장엄한 모델과 조화를 이루며 중앙에 위치한 다이얼 구조는 주변을 차분하게 살피고 있는
사자의 평온함이 반영되어 있다. 섬세한 스트로크는 마치 실제와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말테
크로스형 투르비용과 14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선보이는 이 모델의 시계학상의 매력이 강인함과
인내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품 있는 사자의 위엄을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기술의 조합은
인그레이빙 케이스, 그리자이유 에나멜로 코팅된 다이얼과 같은 까다로운 장식 기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균일한 다크 브라운 컬러 층으로 골드 플레이트를 코팅하여 가마 속에 구운
다음, "블랑 드 리모주(Blanc de Limoges)"라고 알려진 아주 희귀한 화이트 그랑 푀 에나멜을
적용하는 기법으로, 그레이, 브라운, 화이트 톤의 섬세한 컬러와 함께 매혹적인 음영 효과를
선사한다. 에나멜 장인의 이 놀라운 작업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동물 사자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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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미스터리 애니멀: 야생의 호랑이가 그려진 혁신적인
다이얼이 선보이는 섬세한 라인 인그레이빙
4개의 표시창을 통해 4개의 디스플레이가 구동되는 2460 G4 칼리버가 탑재된 모델로,
이국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표현한다. 다이얼 주변으로 시간, 분, 요일, 날짜
표시창이 배치되어 있어 예술 공예가 돋보인다. 야생 동물은 호랑이로 이루어진 대담한 구조로
대나무에서 나오듯이 다이얼 중앙에서 등장하며, 완벽한 디테일의 핸드 인그레이빙으로
전체 모티프가 완성된다. 이 전통적 기법의 섬세한 라인 인그레이빙은 실제와 같은 디테일을
강조하는 소재를 음각 방식을 통해 조각하는 기법으로, 이 놀라운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5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호랑이는 나무로 둘러싸인 정글 장식과 자연스럽게 앙상블을 이룬다.
가족의 보호나 행복을 상징하는 이 타임피스는 신성한 동물이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와 자유롭게
야생을 만끽하는 나뭇잎 장식의 완벽한 조화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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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그리자이유: 시간을 길들이는 매
백조(百鳥)의 왕, 매의 강력한 파워와 우아함은 이 특별한 모델의 다이얼을 장식한 그랑 푀
그리자이유 "블랑 드 리모주" 장식 기법에 영감을 주었다. 이 장식 기법은 800°~900°C로
굽는 과정에서 다이얼을 태울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므로
전문성과 엄격한 원칙이 강조된다. 에나멜 장인의 이러한 완벽한 기술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동물의 태도와 자세, 표현이 완성된다. 장인의 전문 기법으로 제작된 정교한 블랙과
화이트 다이얼에서 이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모델은 초침의 작동을 중단시켜 더욱 정확한
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톱 세컨즈 메커니즘을 장착한 신뢰할 수 있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세라믹 볼 베어링이 통합된 로터 덕분에 더욱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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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HE TECHNIQUE
LES CABINOTIERS CALIBRE 2755 AIGLE
REFERENCE

6510C/000R-B418
Poinçon de Genève

CALIBRE

2755
Développé et manufacturé par Vacheron Constantin - Mécanique à remontage manuel - 33.9
mm de diamètre, 7.9 mm d’épaisseur - Environ 48 heures de réserve de marche - 2.5 Hz
(18’000 alternances/heure) - 602 composants - 40 rubis

INDICATIONS

Heures, minutes
Petite seconde à 6h sur cage tourbillon
7 complications :
		1. Répétition minutes
		2. Tourbillon
		3-6. Quantième perpétuel (quantième, jour de la semaine, mois, année bissextile)
		7. Indication de réserve de marche
RÉGLAGES

Réglage heures et minutes : tige de remontoir (2 positions)
Réglage du quantième perpétuel : par 2 correcteurs logés dans le boîtier

BOÎTE

Or rose 18K 5N avec sculpture « Aigle » gravée main sur la tranche du boitier
45 mm de diamètre, 13.54 mm d’épaisseur

CADRAN

Cadran guilloché bleu
Index des appliques en or rose 18K 5N
Aiguilles en or rose 18K 5N

BRACELET

Cuir d’alligator Mississippiensis marron, cousu main, finition sellier, grandes écailles carrées

BOUCLE

Boucle déployante en or rose 18K 5N
Demi-croix de Malte polie

ECRIN

Ecrin Prestige à moteur en bois de Macassar

ACCESSOIRE

Livré avec un crayon correcteur et une loupe

Pièce unique
Gravures « Les Cabinotiers », « Pièce unique », blason « AC » au dos de la mo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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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비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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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HE TECHNIQUE
LES CABINOTIERS TOURBILLON ARMILLAIRE SERPENT
REFERENCE

9810C/000R-B369
Poinçon de Genève

CALIBRE

1990
Développé et manufacturé par Vacheron Constantin
Mécanique à remontage manuel
35.5 mm de diamètre, 10 mm d’épaisseur
Environ 65 heures de réserve de marche
2.5 Hz (18’000 alternances/heure)
299 composants
45 rubis

INDICATIONS

Heures, minutes rétrogrades
Tourbillon armillaire 2 axes

RÉGLAGES

Réglage heures et minutes : tige de remontoir (2 positions)

BOÎTE

Or rose 18K 5N avec sculpture « Serpent » gravée main sur la tranche du boitier
45 mm de diamètre, 20.12 mm d’épaisseur

CADRAN

Cadran gris ardoise
Index des appliques en or rose 18K 4N
Aiguilles en titane

BRACELET

Cuir d’alligator Mississippiensis marron, cousu main, finition sellier, grandes écailles carrées

BOUCLE

Boucle ardillon en or rose 18K 5N
Demi-croix de Malte polie

ECRIN

Ecrin Luxe en bois de Macassar

Pièce unique
Gravures « Les Cabinotiers », « Pièce unique », blason « AC » au dos de la mo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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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개요
–
캐비노티에 2755
–
캐비노티에 아밀러리
투르비용 모델
–
캐비노티에 투르비용
14-데이 라이언
–
캐비노티에 미스터리
애니멀
–
캐비노티에 그리자이유
–
TECHNICAL DATA

FICHE TECHNIQUE
LES CABINOTIERS TOURBILLON 14 JOURS LION
REFERENCE

6000C/000R-B517
Poinçon de Genève

CALIBRE

2260
Développé et manufacturé par Vacheron Constantin
Mécanique à remontage manuel
29.1 mm de diamètre, 6.8 mm d’épaisseur
Environ 336 heures de réserve de marche
2.5 Hz (18’000 alternances/heure)
231 composants
31 rubis

INDICATIONS

Heures, minutes
Petite seconde à 6h sur cage tourbillon
Tourbillon
Réserve de marche

RÉGLAGES		Réglage heures et minutes : tige de remontoir (2 positions)
BOÎTE

Or rose 18K 5N gravée d’un motif ornemental sur la tranche et la lunette
42 mm de diamètre, 12.97 mm d’épaisseur

CADRAN

Cadran en or 18K recouvert d’émail Grand Feu transparent et d’émail Grisaille représentant un «
Lion »
Aiguilles en or rose 18K 5N

BRACELET

Cuir d’alligator Mississippiensis marron, cousu main, finition sellier, grandes écailles carrées

BOUCLE

Boucle ardillon en or rose 18K 5N gravée main d’un motif ornemental
Demi-croix de Malte

ECRIN

Ecrin Luxe en bois de Macassar

ACCESSOIRE

Livré avec une loupe

Pièce unique
Gravures « Les Cabinotiers », « Pièce unique », blason « AC » au dos de la mo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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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개요
–
캐비노티에 2755
–
캐비노티에 아밀러리
투르비용 모델
–
캐비노티에 투르비용
14-데이 라이언
–
캐비노티에 미스터리
애니멀
–
캐비노티에 그리자이유
–
TECHNICAL DATA

FICHE TECHNIQUE
LES CABINOTIERS ANIMAUX MYSTERIEUX TIGRE
REFERENCE

86073/000P-B469
Poinçon de Genève

CALIBRE

2460 G4
Développé et manufacturé par Vacheron Constantin
Mécanique à remontage automatique
31 mm de diamètre, 6.05 mm d’épaisseur
Environ 40 heures de réserve de marche
4 Hz (28’800 alternances/heure)
237 composants
27 rubis

INDICATIONS

Heures, minutes, jour de la semaine (en anglais) et mois à guichets

RÉGLAGES		Réglage heures, minutes, jour et mois : par correcteurs logés dans le boîtier
BOÎTE

Platine 950
40 mm de diamètre, 12.4 mm d’épaisseur

CADRAN

Cadran gravé main représentant des feuilles de bambous en or gris 18K et un « Tigre » en or jaune
18K

BRACELET

Cuir d’alligator Mississippiensis noir, cousu main, finition sellier, grandes écailles carrées

BOUCLE

Boucle ardillon en platine 950
Demi-croix de Malte polie

ECRIN

Ecrin Luxe en bois de Macassar

ACCESSOIRE

Livré avec un crayon correcteur et une loupe

Pièce unique
Gravures « Les Cabinotiers », « Pièce unique », blason « AC » au dos de la mo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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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노티에
컬렉션 "메카니크 소바쥬" 타임피스

개요
–
캐비노티에 2755
–
캐비노티에 아밀러리
투르비용 모델
–
캐비노티에 투르비용
14-데이 라이언
–
캐비노티에 미스터리
애니멀
–
캐비노티에 그리자이유
–
TECHNICAL DATA

FICHE TECHNIQUE
LES CABINOTIERS GRISAILLE FAUCON
REFERENCE

86090/000G-B540
Poinçon de Genève

CALIBRE

2460 SC
Développé et manufacturé par Vacheron Constantin
Mécanique à remontage automatique
26.2 mm de diamètre, 3.6 mm d’épaisseur
Environ 40 heures de réserve de marche
4 Hz (28’800 alternances/heure)
182 composants
27 rubis

INDICATIONS

Heures, minutes, seconde centrale

RÉGLAGES		Réglage heures et minutes : tige de remontoir (2 positions)
BOÎTE

Or gris 18K
40 mm de diamètre, 9.2 mm d’épaisseur

CADRAN

Cadran en or 18K recouvert d’émail Grand Feu transparent et d’émail Grisaille représentant un «
Serpent »
Aiguilles en or gris 18K

BRACELET

Cuir d’alligator Mississippiensis noir, cousu main, finition sellier, grandes écailles carrées

BOUCLE

Boucle ardillon en or gris 18K
Demi-croix de Malte polie

ECRIN

Ecrin Luxe en bois de Macassar

Pièce unique
Gravures « Les Cabinotiers », « Pièce unique », blason « AC » au dos de la mo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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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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