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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제로

중력에도전하다

년 제니스는 분의 초 단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고진동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데피엘프리메로 로미래의시계공학으로나가는길을열었다 그리고 데피 는올해시계바늘

개장착모델에서그랜드컴플리케이션모델에이르기까지기계공학적복잡성의정도를달리한여러모델을갖추고

하나의완전한컬렉션으로재등장한다

이미래지향적하이워치를첫번째로구현한모델은새로운 데피제로 로 최적화된소형자이로스코프

중력제어 모듈을통해중력의법칙에도전한다 제니스의 중력제어 모듈은유명한특허장치로 스켈레톤세공한

그레이톤의고진동 엘프리메로 칼리버의중심부에서화려한액션을펼친다 튼튼한 티타늄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를 장착한 데피 제로 는 별 모양의 구조에 인체공학적인 유연한 금속 브레이슬릿을

연결한시계이다

년 전 제니스는 탁월한 분의 초 단위 측정 크로노그래프 데피 엘 프리메로 과 사상

최초의오실레이터를갖춘 세계에서가장정확한시계인 데피랩 첫모델을출시하면서미래시계공학의

첫 장을 썼다 성능과정확도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이들 모델에 힘입어 데피는 이제 컴플리케이션의

수준이 다양한 모델들로 구성된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컬렉션으로 재탄생했다 정교하게 소형화 하여 조정한

자이로스코프 중력제어 모듈을갖추고중력에도전하는새로운 데피제로 는중력을의미는이

미래의하이워치의전령이라하겠다

중력 제거

세기 초 최고의 정확도를 추구하는 제니스는 혁명적인 자체 조정 중력 제어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특허 중력

제어 자이로스코프 모델은 조정 장치와 밸러스 휠을 수평으로 유지함으로써 시계의 작동 속도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을무력화한다 제니스는 분의 초단위측정이가능한고진동 엘프리메로 무브먼트에이장치를

추가한바있다

미래지향적 스타일로 재해석된 새로운 데피 제로 는 개의 초소형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효율을 제고하고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새로이 설계하여 최적화했다 역사적인 잠수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은 자이로스코프모듈은 과거에는 두개의볼록 사파이어 크리스탈 안에서회전하였으나 이제는 첫버전

대비불과 로소형화하였기에 데피 케이스의두개의평면사파이어크리스탈안에완벽히장착할수있다

고도로기술적이면서도깃털처럼가벼운이장치는 시방향에그장엄한모습을드러낸다

최고의정확도를이중으로보장하기위해 데피제로 의심장부에는수동와인딩 엘

프리메로 칼리버가 로 회전하고 중력 제어 모듈로 자체 조정하며 치열한 속도로 박동하고 있다

개의부품자이로스코프모듈만 개부품으로구성된이 제니스자체제작고진동무브먼트 전설적인

엘 프리메로의 후예 는 오프셋 시침 및 분침 작은 다이얼의 초침 중력 제어 기능을 작동시키는

동시에 시간이상의파워리저브를보유하고있다

시각적 끌림의법칙

이새로운 데피 그랜드컴플리케이션모델은현대적이고스타일리시한디자인을뽐낸다 양면에서모두볼수

있는 전체적으로스켈레톤세공한블랙로듐처리무브먼트는오프셋제니스스타상징을연상시키는 개의슬림한

별 날개의 밝은 톤과 대비를 이루어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인다 케이스의 소재와 매치되는 별 날개 장식은 이

다이내믹한 구조의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소형 자이로스크로 모듈이 시 방향에서 장엄하게 회전하고

오프셋 시 분 디스플레이는 파셋 마감한 형광 시각 표시와 막대형 시계바늘을 갖춘 블루 톤의 링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칭적으로 배치한 투조세공 소형 초침 서브다이얼과 파워 리저브 카운터 각각 시와 시 방향 사이

그리고 와 시방향사이에자리잡고있다 위를슬림한시계바늘이회전한다 티타늄또는핑크골드로주조한직경

방수 케이스에 동일한 금속 소재의 무광택 또는 광택 마감 형 링크로 이루어진 새로운 통합형

브레이슬릿이나앨리게이터가죽으로코팅한고무스트랩을달아손목에고정한다

스타일과하이워치 바로제니스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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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제로 브러쉬드티타늄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하는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전체적으로스켈레톤세공한새로운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최초모델대비 의사이즈

투조세공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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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무광택티타늄

방수

다이얼 컬러가다른카운터 개가장착된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브레이슬릿 번호

명칭 티타늄브레이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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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제로 브러쉬드티타늄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하는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전체적으로스켈레톤세공한새로운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최초모델대비 의사이즈

투조세공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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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무광택티타늄

방수

다이얼 컬러가다른카운터 개가장착된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로듐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스트랩및버클

스트랩 번호

명칭 블루앨리게이터가죽코팅을한블랙고무스트랩

버클 번호

명칭 티타늄더블폴딩클래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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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제로 로즈골드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하는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전체적으로스켈레톤세공한새로운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최초모델대비 의사이즈

투조세공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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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로즈골드

방수

다이얼 컬러가다른카운터 개가장착된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블랙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브레이슬릿및버클

브레이슬릿 번호

명칭 로즈골드브레이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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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피제로 로즈골드

기술사양

제품번호

주요특징

조정장치를수평으로유지하는 중력제어 자이로스코프모듈

전설적인잠수용크로노그래프에서영감을받은모델

전체적으로스켈레톤세공한새로운무브먼트 엘프리메로

최초모델대비 의사이즈

투조세공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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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파이어크리스탈

소재 로즈골드

방수

다이얼 컬러가다른카운터 개가장착된투조세공다이얼

시각표시 골드도금 파셋마감 블랙 수퍼 루미노바 코팅

시계바늘 골드도금 파셋마감 수퍼 루미노바 코팅

스트랩및버클

스트랩 번호

명칭 블루앨리게이터가죽코팅을한블랙고무스트랩

버클 번호

명칭 골드 티타늄더블폴딩클래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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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