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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
위대한 걸작의 재해석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문 페이즈를 탑재한 퍼페추얼 캘린더, 스톱 세컨즈 기능을 갖춘
투르비옹,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결합된 이 특별한 모델을 랑에 운트 죄네가 최초로
핑크 골드 다이얼과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선보입니다.

핑크 골드 다이얼을 탑재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

2016년 출시된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은 이름에서부터 타임피스에
담겨있는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OGRAPH는 정확한 점핑 미닛
카운터와 랑에 운트 죄네를 상징하는 아웃 사이즈 날짜 창을 탑재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나타냅니다. PERPETUAL은 122.6년간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계산된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와 결합된 정확한 점핑 디스플레이 퍼페추얼 캘린더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TOURBILLON은 케이스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허받은 스톱 세컨즈를
탑재한 원 미닛 투르비옹을 의미하며, 투르비옹은 케이지 내부에 탑재된
이스케이프먼트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디스플레이의 조화로운 배치는 타키미터 마커 끝에 위치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버전으로 100 피스 한정 제작된 블랙 다이얼을 탑재한 플래티넘 소재에 이어, 두
번째 버전은 핑크 골드 다이얼을 탑재한 화이트 골드 소재로 100 피스 한정 제작됩니다.
새로운 컬러는 41.5mm 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로듐 도금 골드, 핸즈 아플리케의 세련된
카리스마와 유쾌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색감을 더하며 랑에 운트 죄네의 컬러
스펙트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은 1999년 최초로 선보인 Datograph로 시작한
성공 스토리에서 힘을 얻어 개발되었습니다. 클래식한 컬럼-휠 디자인과 정확한 점핑 미닛
카운터, 플라이백 기능의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조합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랑에 운트 죄네의 대형 아웃사이즈 날짜 창과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자리 잡은 뚜렷한
구조의 다이얼 배치가 정삼각형을 이루며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한 아이콘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름다운 천체가 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으로 구현됩니다.

더

커진 직경으로 퍼페추얼 캘린더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은 서브 다이얼을 큰 형태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브 세컨즈, 요일, 낮/밤 인디케이터는 왼쪽에, 정확한 점핑 미닛
카운터, 월, 윤년 인디케이터는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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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 manufacture calibre L952.2

세 개의 오목한 코렉터로 문 페이즈, 요일, 월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시 방향에
위치한 유니버설 버튼으로 모든 캘린더 디스플레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729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매뉴팩쳐 칼리버 L952.2가 그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수작업으로 마감한 이 모델의
정교함을 통해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는 랑에 운트 죄네의
야심찬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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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 운트 죄네(A. Lange & Söhne)
1845 년 드레스덴의 워치메이커 페르디난드 A. 랑에가 워치 매뉴팩쳐를 설립하며 작센주(Saxony)의 정밀
워치메이킹 분야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랑에 운트 죄네의 고급 회중시계는 전 세계 컬렉터들이 가장
탐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2 차 세계 대전 이후 회사를 몰수당한 후, 랑에 운트 죄네의 명성은 거의 사라지는
듯했으나, 1990 년 페르디난드 아돌프 랑에의 증손자 발터 랑에는 랑에 브랜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랑에
운트 죄네에서는 오직 골드와 플래티넘 등의 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연간 단 몇천 점 내외의 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제작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무브먼트 역시 브랜드 고유의 섬세한 수공 기술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조립되어 랑에
운트 죄네 시계만의 특별함을 더합니다. 1994 년부터 랑에 운트 죄네 매뉴팩쳐는 63 개의 매뉴팩쳐 칼리버를
개발하여 전 세계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공은 최초로
대형 사이즈 날짜창을 도입한 LANGE 1 과 놀라운 기술력과 정밀도를 바탕으로 탄생한 점핑 숫자 플레이트가
도입된 ZEITWERK 등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ZEITWERK MINUTE REPEATER,
TOURBOGRAPH PERPETUAL "Pour le Mérite"와 TRIPLE SPLIT 과 같은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은 시계 기술에서
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랑에 운트 죄네 매뉴팩쳐의 의지를 반영하는 제품들입니다.
미디어 정보 문의
Arnd Einhorn, Director Press and PR | 전화번호: +49 35053 44 5505

| 이메일: presse@lange-soehne.com

온라인 정보
alange-soehne.com | facebook.com/langesoehne | youtube.com/user/alangesoehne | instagram.com/alangesoehne
#alangesoehne | #datograph
|
#datographperpetual
| #datographperpetualtourbillon
|
#sihh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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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OGRAPH PERPETUAL TOURBILLON

Ref. 740.056

Movement

Lange manufacture calibre L952.2, manually wound; crafted to the most
exacting Lange quality standards, decorated and assembled by hand;
precision-adjusted in five positions; plates and bridges made of untreated
German silver; intermediate wheel cock and tourbillon bar engraved by
hand

Movement parts

729

No. of jewels

59, including one diamond endstone

Screwed gold chatons

5, including one diamond endstone

Escapement

Lever escapement

Oscillation system

Shock-resistant cam-poised balance; balance spring manufactured inhouse, frequency 18,000 semi-oscillations per hour

Power reserve

50 hours when fully wound

Functions

Time indicated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tourbillon with patented
stop seconds; flyback chronograph with precisely jumping minute
counter; tachymeter scale; perpetual calendar with outsize date, day of
week, month, leap year; day/night indicator; moon-phase display; powerreserve indicator

Operating elements

Crown for winding the watch and setting the time, two buttons for
operating the chronograph, rapid-correction button for collectively
advancing all calendar displays, one recessed corrector each for
adjusting the day of the week, the month, and the moon phases

Case dimensions

Diameter: 41.5 millimetres; height: 14.6 millimetres

Movement dimensions

Diameter: 32.6 millimetres; height: 9.0 millimetres

Glass and caseback

Sapphire crystal (Mohs hardness 9)

Case

White gold

Dial

Solid pink gold

Hands

Hour and minute hands in rhodiumed gold, luminous; day, month, and
four-year hands in rhodiumed gold; seconds hand, minute counter hand
and chronograph hand in blued steel

Strap

Hand-stitched alligator leather, dark brown

Buckle

Deployant buckle in white gold

Limited edition

100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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