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제니스 에서세가지테마의에디션을선보이다

제니스는 남미 시장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여 국제 파인 워치메이킹 박람회

에서 선보인 일련의 스페셜 에디션 데피 제로 타임피스들을 통해 새로운 영감원과 화려한

바로크스타일의이미지 해골 해적 과달루페의성모 를탐구한다

남미 최고의 가을 럭셔리 이벤트인 국제 파인 워치메이킹 박람회 는 시계

홍보와 판매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년 월 일에서 일까지 개최되는 이 독보적인

쇼케이스에서 별이 함께하는 브랜드 제니스는 데피 제로 의 스페셜 에디션 피스들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정교하게소형화하여조정한자이로스코프 중력제어 모듈을장착한이탁월한타임피스들은제니스가

시계제조의미래를다시써나가고있는컬렉션인 데피 컬렉션의모델들이다

모험정신

제니스는 방문객들에게 세 가지 미학적 영감을 기반으로 준비한 모델들을 선보이며 시선을 끈다 매우

독특한미학의 데피제로 비르헨데과달루페 는멕시코시티과달루페의

성모 대성당의 소성당에 모셔진 성모화를 연상시킨다 크리스챤으로 개종한 아즈텍인에게 발현한 성모 마리아를

묘사하는 이 성모화는 멕시코인들의 종교생활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신심의 상징인 동시에 멕시코의

자부심을 구현하고 있다 해골이 트렌디한 패션 모티브가 되기는 하였지만 제니스는 페스티벌과 퍼레이드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성대하게 치루는 멕시코의 주요 명절 망자의 날 을 연계한

데피제로 스컬 를통해해골테마에독특한멕시코터치를가미하였다 해골문양에대해서라면 이국적인

섬 땅에 묻힌 보물 선원들의 액션으로 가득한 해상 모험을 향해 상상의 돛을 올리도록 인도하는

데피제로 파이럿 을빼놓을수없겠다

데피 제로 리미티드 에디션의 세 모델은 모두 테마와 어울리도록 경미한 에이징 가공을 가미한

티타늄 옐로우골드또는로즈골드버전으로준비되어있다 멕시코적인액센트가가미된 데피제로

의독특한다이얼은장식케이스백이장착된 케이스와매치되는금속브레이슬릿및폴딩클래스프와함께

제공된다 보물이라면당연이보물함이필요한법 데피제로 모델들은각각의테마로제작한개별

시계상자와함께판매된다 아무리빠른속도의여행이라도함께할수있는 데피제로 의심장부에는

수동 와인딩 엘 프리메로 칼리버가 로 치열하게 회전하고 있으며 시간의 파워

리저브가있으므로망망대해의활극을향해떠날충분한시간을제공한다

제니스 스위스시계공학의미래

년 이래 제니스는 진정성과 대담함 열정을 가지고 탁월성 정확성 혁신의 지평을 넓혀 왔다 비전을 가진

워치메이커 조르루 파브르 자코가 르 로클에 공방을 설립한 이래 제니스는 크로노미터의 정확도로 널리 인정을

받아왔다 한 세기반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니스는 개의 크로노미터 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수립하였다

분의 초 단위의 측정이 가능한 전설적인 엘 프리메로 칼리버로 명성을 얻은 이래 제니스

공방은 개가 넘는 무브먼트를 개발하였다 오늘날 제니스는 분의 초 단위 측정이 가능한

데피엘프리메로 로시간 측정의매혹적인 새로운지평을 보여주고있다 또한세계에서 가장정확한 시계인

세기 데피랩으로기계공학의정확성의 새로운차원을열었다 역동적이고아방가르드적

사고의전통에대한자부심으로재무장한제니스는자사의미래와 스위스시계공학의미래를써나가고있다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파이럿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무광택티타늄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티타늄브레이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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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티타늄폴딩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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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파이럿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칼라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로즈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로즈골드브레이슬릿

로즈골드폴딩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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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파이럿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옐로우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옐로우골드브레이슬릿

옐로우골드폴딩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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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스컬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무광택티타늄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티타늄브레이슬릿

티타늄폴딩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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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스컬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로즈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로즈골드브레이슬릿

로즈골드폴딩버클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스컬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옐로우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옐로우골드브레이슬릿

옐로우골드폴딩버클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비르고데과달루페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무광택티타늄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티타늄브레이슬릿

티타늄폴딩버클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비르고데과달루페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로즈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로즈골드브레이슬릿

로즈골드폴딩버클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제니스

국제미디어홍보부 –이메일

데피제로

비르고데과달루페에디션 단일제작제품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스켈레톤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전체적으로인그레이빙이들어간케이스와브레이슬릿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수동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개의부품으로구성된자이로스코프캐리지

스톤수

주파수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자이로스코프시스템의플래티넘평형추

기능

시방향에오프셋시 분디스플레이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시방향에자체조정중력제어장치

시방향에파워리저브카운터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직경

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데코레이션이들어간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옐로우골드

방수

다이얼 멕시코풍컬러의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옐로우골드브레이슬릿

옐로우골드폴딩버클

mailto:minh-tan.bui@zenith-watch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