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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 샤프하우젠은 다 빈치 뉴 컬렉션을 통해 1985년 
다 빈치 퍼페추얼 캘린더를 성공으로 이끈 라운드 케이
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토우너 형태에
서 벗어나 시계 브랜드를 대변하는 클래식한 비율로 되
돌아 왔습니다."라고 IWC 샤프하우젠의 CEO 조지 컨
(Georges Kern)이 설명합니다. "또한 다 빈치 오토매
틱 36(Da Vinci Automatic 36)과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
이즈 36(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으로 다시 
전통을 이어, 다 빈치 라인에서 선별된 시계를 특별히 여
성을 위해 디자인하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엑세서리나 세
련된 스트랩 및 브레이슬릿으로 매치시켰습니다. 무엇보
다도 저희 기업의 자체제작 기술력을 구현해주는 다 빈
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Da Vinci Perpetual 
Calendar Chronograph)와 다 빈치 투르비옹 레트로그
레이드 크로노그래프(Da Vinci Tourbillon Rétrograde 
Chronograph)를 론칭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 컬렉션의 제품 하나하나에서 엿볼 수 있는 원형 케
이스, 조화로운 형태, 라운드형 크라운과 다이아몬드를 통
해 IWC 샤프하우젠은 1980년대 다 빈치의 뿌리를 부정
하지 않고 현대의 심플한 디자인과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조인트가 부드럽게 감싸인 더블 프레임 베젤은 그 시대
를 기억나게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움직이는 러그는 
곡선형 호른과 어우러져 스트랩이 손목에 부드럽게 감기
도록 해주며 착용감을 높여줍니다. 모든 다 빈치 오토매
틱(Da Vinci Automatic, Ref. IW356601/IW356602), 
다 빈치 오토매틱 36(Da Vinci Automatic 36, 
Ref. IW458307/IW458308/IW458310/IW458312)과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 Ref. IW459306/IW459307/IW459308)  모

델은 IW459308과 IW356601 제품을 제외하고 새로운 버
터플라이 버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버클은 3겹의 폴딩 
구조를 갖춰 스트랩을 완전히 풀지 않아도 시계를 간단히 
착용하고 벗을 수 있습니다. 2개의 다 빈치 시계에는 핀 
버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Da Vinci Auto matic Moon Phase 36, Ref. IW459308)
은 18캐럿 레드 골드 버클이 그리고 다 빈치 오토매틱
(Da Vinci Auto matic, Ref. IW356601)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버클이 장착됩니다. 오뜨 올로제리 컴플리케이션
을 갖춘 2개의 타임피스 다 빈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
그래프(Da Vinci Perpetual Calendar Chronograph, 
Ref. IW392101/IW392103)와 다 빈치 투르비옹 레트로그
레이드 크로노그래프(Da Vinci Tourbillon Rétrograde 
Chronograph, Ref. IW393101)는 2중 폴딩 버클을 통해 
손목에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한  눈에  보는  다  빈치  컬렉션  2017

다 빈치 오토매틱 36(Da Vinci Automatic 36, Ref. 
IW458307/IW458308/IW458310/IW458312)과 다 빈
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 Ref. IW459306/IW459307/IW459308)은 얇
고 아담한 사이즈에 포르토피노 37 mm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라운드 크라운과 간격으로 대비를 이루는 다이얼의 
이너 서클로 더욱 여성스런 디자인으로 다가옵니다. 골드 
케이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과 산토니 사가 IWC 만
을 위해 특수 개발한 라즈베리, 브론즈, 다크 브라운 및 다
크 블루 컬러의 악어 가죽 스트랩은 시계의 미학을 부각
시켜 줍니다. 밴드의 미묘한 차이를 살리기 위해, 가죽의 
표면은 원하는 명암과 완벽한 광택을 갖게 될 때까지 정

스위스 고급 시계 매뉴팩처인 IWC 샤프하우젠은 1980년대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코드를 접목시켜 클래식한 원형의 

다 빈치 컬렉션 2017(Da Vinci Collection 2017)을 선보입니다. 여성을 위해 다 빈치 오토매틱 36(Da Vinci Auto-

matic 36)과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이 창안되었고, 다 빈치 오토
매틱(Da Vinci Automatic)은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다 빈치 시계에는 새로운 혁신적인 컴플리케
이션을 결합시킬 수 있는 신개발 IWC 자체제작 칼리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  빈치  컬렉션  2017: 순수한  미의  창조

IWC 샤프하우젠의  다  빈치  뉴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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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마감처리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페이스트로 연마됩
니다. 이를 통해 스트랩은 각각의 고유한 색감를 지니게 
되고 깊이있는 고풍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1985년부터 
다 빈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는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에서 실버 도금 다이얼의 비주얼적 핵심이 되
고 있습니다. 골드나 실버 컬러의 달은 다크 블루의 밤하
늘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 빈치 오토매틱 36 
(Da Vinci Automatic 36)과 다 빈치 오토매틱 문 페이즈 36 
(Da Vinci Automatic Moon Phase 36) 제품의 모든 백케
이스에는 "생명의 꽃"이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원들로 이어진 이 기하학적인 문양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가 깊이 연구하고 그렸던 심벌입니다. 이 생명의 꽃은 미와 
비율의 수학적인 패턴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에 시계 컬렉션의 새로운 디자인을 대변합니다.

직경 40 mm의 다 빈치 오토매틱(Da Vinci Automatic, 
Ref. IW356601/IW356602)은 심플하고 우아한 룩의 클
래식한 쓰리 핸즈 워치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해 동
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계 컬렉션의 스타일
이 살아있는 서명, 독특한 러그가 어우러진 원형 케이스
는 특별히 입체적인 효과를 부여합니다. 간결해진 다이
얼에 큰 아라비아 숫자와 란셋형의 핸즈는 다 빈치 오토
매틱의 순수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룹니다. 실버 도금 다
이얼과 블랙 산토니 레더 스트랩으로 구성된 제품과, 슬
레이트 컬러 다이얼에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매
치된 제품 두 가지로 선보입니다.

IWC는 다 빈치 퍼페추얼 캘린더 크노로그래프(Da Vinci 
Perpetual Calendar Chronograph, Ref. IW392101/
IW392103)를 통해 최초로 잘 알려진 기계식 크로노그
래프를 새로운 컴플리케이션 모듈로 서브 다이얼 위에
서 퍼페추얼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와 결합시켰습니다. 
문 페이즈 디스플레이는 부분적으로 실버 도금 및 골드 
도금 그리고 부분적인 다크 블루의 디스크를 수용하여, 
회전에 따라 다이얼의 홀 아래에서 지구 그림자와 달의 
위상을 연출합니다. 이를 위해 IWC 워치 메이커는 날짜, 
월, 요일과 4자리 연도 디스플레이와 같은 퍼페추얼 캘
린더의 다른 기능들도 구동시키는 자체제작 89630 칼리
버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18캐럿 레드 골드의 다 빈치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크로노그래프(Da Vinci Tourbillon Rétrograde Chrono-

graph, Ref. IW393101)는 이미 그 이름에서 프리미어 명
성을 담고 있으며, 클래식한 투르비옹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그리고 스포티한 크로노그래프를 다이얼 위에 독
특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크로로노그래프 
89360 칼리버를 한 단계 더 개발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서 새로운 자체제작 89900 칼리버가 탄생하였고 신개발 
레버 시스템을 통해 최초로 초 단위까지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투르비옹, 일명 투르비옹 스톱이 가능해졌습니
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정교한 기술과 시각적인 조화
를 모두 갖춘 심플한 디자인의 컴플리케이션이 완성되었
습니다. 서브 다이얼 상단에서는 정지된 시간과 분을 시
계처럼 판독할 수 있고, 센트럴 세컨즈 핸드는 초를 측정
합니다. 투르비옹은 6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측
에서 우아한 곡선형태를 이루는 아크형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이 서브 다이얼과 트르비옹을 거의 
연결시켜주는 형상을 보입니다. 또한 팔레트와 이스케이
프 휠에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셀 테크놀러지(Diamond 
Shell Technology)를 사용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이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방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특별  디자인

"저희는 새로운 다빈치 컬렉션을 통해 시계 애호가의 중
요한 일원인 여성층에게 크게 겨냥하고자 합니다."라고 
IWC 샤프하우젠 CMO인 프란치스카 그젤(Franziska 
Gsell)이 발표합니다. "샤프하우젠에서 여성 시계의 제작 
역사는 기업의 탄생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업에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
니다."

다 빈치 컬렉션의 최신 디자인은 이런 고유한 필적을 담
고 있습니다. 디자인 팀은 1980년대의 다 빈치 워치 특
징이었던 솔리드 러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다 빈치의 케이스 형태를 두고 오래 고민하였습
니다."라고 IWC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크리스찬 크눕
(Christian Knoop)이 덧붙여 설명합니다. "오랜 고심 끝
에, 1980년대의 라운드형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
이 IWC의 모든 컬렉션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한 예로 조인트가 부드럽게 감싸인 더블 베젤
을 응용해 좀 더 가늘고 낮은 층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큰 아라비아 숫자는 란셋 모양의 핸즈와 같이 라운드형
의 다 빈치 디자인을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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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 샤프하우젠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인 IWC 샤프하우젠은 1868년 창
립 이후 기술 개발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그 가치를 담
은 시계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독창적인 기술력에 대한 열정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이
어가고 있습니다. 최고급 시계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
도하는 주요 브랜드의 하나로서 최고의 정밀 기술과 독
보적인 디자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오뜨 올로제리(Haute 
Horlogerie: 최고급 수공예 시계 제작)의 걸작들을 제작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인 IWC는 환경 친화적인 제작 방식을 지향하며,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을 지원하고, 다
양한 기후와 환경 보호 기관들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IWC 샤프하우젠 다 빈치 워치의 신모델 론칭에 
대한 프레스 자료를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무료
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ress.iwc.com

추가  정보 

IWC 샤프하우젠 
Clemens von Walzel 
홍보부 매니저
전화번호 +41 (0)79 235 79 29
이메일 clemens.vonwalzel@iwc.com
인터넷 www.iwc.com/press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  iwc.com
페이스북 facebook.com/IWCWatches 
유튜브 youtube.com/iwcwatches
트위터 twitter.com/iwc
링크드인  linkedin.com/company/iwc-

schaffhausen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wcwatches
핀터레스트 pinterest.com/iwc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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