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스와코히바파트너십 파일럿타입

스페셜에디션으로 년을축포의연기속에서시작하다

제니스와고급시가브랜드코히바가파트너십을통해제니스의유명한 파일럿타입 의

두가지매력적인한정판모델을선보이면서 년이축포의연기속에시작되었다 캐럿로즈골드

소재의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피스 한정판과 브론즈 소재의

파일럿 타입 크로노그래프 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피스 한정판이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년은 제니스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한해로 강렬한 존재감과 모험심이 느껴지는 유명한 파일럿

시계를두가지의놀라운새버전으로선보인것을비롯하여 다수의획기적인사건이있었다 항공역사의

초기부터제니스가함께해온비행선구자들의모험정신이가미된신복고주의룩을대변하는이유명한

조종사용 시계는 파일럿 타입 크로노그래프 익스트라

스페셜 로 개척자 스타일의 크로노그래프 모드를 표현하였고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스페셜에디션 으로오토매틱모델을구현하였다

항공이 시작되던 시기에 제니스가 개발한 기내 계기반 장비는 정확도와 견고성 및 뛰어난 가독성으로

높은명성을누렸다 남성적인브론즈케이스에고진동 엘프리메로 엔진과녹색발광

아라비아 숫자 시각표시가 장착된 블랙 다이얼을 탑재한 파일럿 타입

크로노그래프 는 이러한 장비의 적통을 잇는 시계라 하겠다 한편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스페셜에디션 은 제니스엘리트 오토매틱

칼리버가 장착되었다 엘레강스가 돋보이는 컬러와 이상적인 비례미를 자랑하는 모델로 전설적인

모험정신을유지하는가운데가장스타일리시한빈티지변주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다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와 마찬가지로 하바노스 시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정수를

표현하고 있다 하바노스 시가는 숙성을 거친 풍부한 향미에 클래식한 코히바 마감을 거친 시가들로서

마두로 역시 예외는 아니다 흔히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마두로는 담뱃잎의 종류가 아니라

그늘에서 재배한 담배나무의 가장 위쪽에서 수확하여 일반 포장용 잎보다 오랜 숙성을 거치는 시가

포장용 잎이 장기간의 발효과정에서 얻게 되는 컬러톤을 의미한다 코히바 브랜드 마두로

라인의 포장용 잎은 특별히 년간의 숙성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잘 숙성된 잎은 최고의 마두로 컬러와

마두로 특유의맛을느끼게하는향을지니게된다

고귀한전통과빈티지가주는파티나공유

올해에는 코히바 창립 주년을 맞아 년 시작된 스위스 워치 메이커의 아이콘과 쿠바의 대표적인

시가브랜드의파트너십이새로운장을열게된다 럭셔리계의컬트로자리매김한두브랜드가힘을합쳐

양사가 공유하는 고귀한 전통과 빈티지의 파티나로 품격을 드높인 두 개의 타임피스를 선보이는 것은

어찌보면너무도자연스러운일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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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이 전설적인 최고급 시가에 경의를 표하고자 제니스는 년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코히바마두로 에디션 과

파일럿 타입 크로노래프 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을 각각 따스한 로즈 골드 톤과 브론즈 톤으로 선보인다 제니스 코히바 파일럿 시계는

방수 시간의파워리저브 파일럿시계특유의스트라이킹케이스 넓은라쳇을장착한조정이용이한

크라운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의 경우 푸쉬피스도 장착됨 대형 형광 시각표시 숫자 등 항공의 세계에서 탄생한 이

명품시계의 를모두지니고있으면서도 마두로 포장잎의풍요로운컬러톤을표현하고있다

파일럿 타입 크로노래프 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의 경우 까지 파일럿 타입 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의 경우 브론즈에 까지 고유 번호가 새겨진 이 아름다운 타임피스의 무광택 마감 블랙

다이얼에는 제니스와 코히바의 로고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 두 모델 모두 시침과 분침을 골드 도금으로

마감하였고 파일럿타입 크로노래프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의 경우 시 방향에 초침용 작은 다이얼과 중앙에 크로노그래프 바늘 시 방향에 분

카운터를 배치하였다 특수 티타늄 케이스백 베어링에는 제품일련번호와 코히바의 유서 깊은

엘 라기토 공장 인그레이빙 위에 코히마 바두로 라는 고귀한 명칭이

새겨져있다 파일럿타입 크로노래프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은보호용고무라이닝을단오일가공 브라운누벅스트랩과특수 스티칭및티타늄핀

버클을 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은 보호용 고무 라이닝을 단 브라운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및 매치되는 캐럿 로즈

골드핀버클을달아이독보적인컬렉터아이템에완벽한피니싱을제공했다

어떤 분야이든 취향이란 주관적이게 마련이지만 마두로 매니아들이 기대하는 바는 매우 특수하고도

강렬하다 그리고 워치메이킹 매니아들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전혀 연관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상호보완적인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은 매우 의외이지만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독보적인

스타일과품질에대한사랑으로한마음이된쿠바시가애호가와아름다운타임피스애호가들은모두이

파트너십에서탄생한최신걸작에매혹될것이다

스위스 르 로클의 제니스 위크샵을 방문하여 인간이 손이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가 공장 엘 라기토 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 근교에

위치한쿠마나칸에서외부와거의단절된채가동된다 이는코히바가무언가숨길것이있어서가아니라

여명의직원들이고도로주의를집중해서작업해야하기때문이다 투어때에소개되는놀라운코히바

시가는오늘날에도전적으로수작업으로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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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

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기술사양

코히바의고급컬렉션마두로 에경의를표하기위해 개한정제작

제품번호

무브먼트

엘리트 오토매틱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스톤수

진동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꼬뜨드제네브 모티브장식진동추

기능

시침과분침중앙배치

초침중앙배치

케이스 다이얼 시계바늘

소재 캐럿로즈골드

직경

다이얼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캐럿로즈골드케이스백 엘라기토 코히바의유서깊은공장 인그레이빙

방수

다이얼 블랙 코히바로고장식

시각표시 수퍼루미노바 소재의아라비아숫자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루미노바 코팅

스트랩및버클

스트랩번호

보호용고무라이닝이달린브라운앨리게이터가죽스트랩

버클번호

캐럿로즈골드핀버클

개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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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타입 익스트라스페셜

크로노그래프코히바 마두로 에디션

기술사양

코히바의고급컬렉션마두로 에경의를표하기위해 개한정제작

제품번호

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오토매틱

칼리버 직경

무브먼트두께

부품수

스톤수

진동

파워리저브 시간이상

마감 꼬뜨드제네브 모티브장식진동추

기능

시침과분침중앙배치

시방향에초침용작은다이얼

크로노그래프

크로노그래프바늘중앙배치

시방향에 분카운터배치

케이스 다이얼및시계바늘

소재 브론즈

직경

다이얼오프닝직경

두께

크리스탈 양쪽모두반사방지처리를한볼록사파이어크리스탈

케이스백 티타늄케이스백 엘라기토 코히바의유서깊은공장 인그레이빙

방수

다이얼 블랙 코히바로고장식

시각표시 수퍼루미노바 소재의아라비아숫자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루미노바 코팅

스트랩및버클

스트랩번호 보호용고무라이닝이달린오일마감브라운누벅스트랩

버클번호 티타늄핀버클

개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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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