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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MATIK PERPETUAL HONEYGOLD
허니골드로 출시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LANGEMATIK PERPETUAL은 2100년까지 시간을 조정할 필요 없이 정확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LANGEMATIK PERPETUAL은 특허받은 제로-리셋
메커니즘을 탑재한 자동 와인딩 칼리버로 구동되며, 허니 골드 케이스를 탑재한 버전을
선보입니다. 오직 랑에 운트 죄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허니 골드 소재는 엄선된 모델에만
사용됩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소재로, 퍼페추얼 캘린더의 지속적인 유효성을 보완해줍니다.

허니 골드 케이스를 탑재한 LANGEMATIK PERPETUAL

허니 골드 소재의 LANGEMATIK PERPETUAL 은 2019 제네바 국제고급시계박람회(SIHH)에서
10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첫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오직 랑에 운트 죄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허니 골드는 다른 골드 합금보다 더 강한 소재입니다. 베젤과 시선을 사로잡는 스트랩
러그는 폴리싱 처리로 거울 효과를 선사하며, 케이스의 중간 부분은 선형 연마 기법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탁월한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직경 38.5mm 로 선보이는 이 모델의 두께는 단
10.2mm 에 불과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솔리드 실버 다이얼은 형광 처리된 핸즈, 그리고 허니 골드 소재의 로마 숫자와 뚜렷한 대비
효과를 연출합니다. 엠보싱 처리된 숫자는 다이얼의 입체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허니

골드 버클이 장착된 다크 브라운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LANGEMATIK PERPETUAL 의 퍼페추얼 캘린더는 윤년과 서로 다른 월의 기간을 반영합니다.
한 번의 세팅으로 시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2100 년까지 12 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 창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100 년은 그레고리력에서 예외가 되는 해 중 하나로, 평년으로 간주하여 2 월
29 일이 없습니다. 요일과 낮/밤 인디케이터 디스플레이는 9 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시 방향의 두 번째 서브 다이얼은 월을 표시하고, 이보다 약간 아래쪽에는 윤년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6 시 방향의 세 번째 서브 다이얼은 스몰 세컨즈와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를 표시하며, 길어진 기간을 반영합니다. 오차는 122.6 년 중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모든 캘린더 디스플레이는 10 시 방향에 위치한 오목한 메인 버튼을 사용해 일괄적으로 또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랑에 운트 죄네 매뉴팩쳐 칼리버 L922.1

2001 년 처음으로 선보인 LANGEMATIK PERPETUAL 은 대형 사이즈 날짜 창과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자동 와인딩 손목시계였습니다. 자동 와인딩
L922.1 SAX-0-MAT 무브먼트는 특허받은 제로-리셋 메커니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밖으로 당기면, 밸런스가 멈추고 세컨드 핸드가 제로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에 플래티넘 원심 추가 장착된 21K 골드 소재의 양방향 회전 로터 덕분에,
잠깐의 착용만으로도 최대 46 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충전됩니다. 로터는 랑에 운트 죄네의
쓰리쿼터(3/4) 플레이트가 적용된 무브먼트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는 매우
슬림한 사이즈를 선보입니다. 수작업으로 인그레이빙된 밸런스 콕과 클래식한 휘플래시 정밀
인덱스 조절기가 장착된 이스케이프먼트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두 번의 조립과 5 개 포지션에서 정밀한 조정 과정을 거쳐 장인 정신으로 완성된
무브먼트의 완벽한 디테일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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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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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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EMATIK PERPETUAL HONEYGOLD

Ref. 310.050

Movement

Lange manufacture calibre L922.1 SAX-0-MAT; self-winding,
crafted to the most exacting Lange quality standards, decorated
and assembled by hand; precision-adjusted in five positions;
three-quarter plate made of untreated German silver with
integrated three-quarter rotor in 21-carat gold and centrifugal
mass in platinum, reversing and reduction gear with four ball
bearings; balance cock engraved by hand

Movement parts

478

Jewels

43

Escapement

Lever escapement

Oscillator

Shock-resistant screw balance, balance frequency of 21,600
semi-oscillations per hour, whiplash precision index adjuster with
patented beat-adjustment mechanism

Power reserve

46 hours when fully wound

Functions

Time display with hours and minutes, subsidiary seconds with
stop seconds and patented ZERO-RESET mechanism; perpetual
calendar with date, day of the week, month, moon-phase and
leap-year displays; day/night indicator

Operating elements

Crown for winding the watch and setting the time; a recessed
main push piece for simultaneously advancing all calendar
displays; recessed corrector buttons for individually advancing the
day, the month, and the moon phase

Case dimensions

Diameter: 38.5 millimetres; height: 10.2 millimetres

Movement dimensions

Diameter: 30.4 millimetres; height: 5.7 millimetres

Crystal and back

Sapphire crystal (Mohs hardness 9)

Case

HONEYGOLD®

Dia

Solid silver, argenté, embossed

Hands and appliques

HONEYGOLD®, luminous

Strap

Hand-stitched crocodile strap, dark brown

Buckle

Lange prong buckle in HONEYGOLD®

Limited edition

100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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