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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레레 컬렉션에 새로운 GMT 모델이 추가되다
블랑팡(Blancpain)은 거의 40년간 빌레레(Villeret) 컬렉션을 통해 기술적 섬세함에 세련된 디자인을
조합한 타임피스를 선보여왔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블랑팡은 가장 심플한 형태의 날짜 기능을 갖
춘 GMT 모델을 공개한다.
GMT 컴플리케이션은 두 개의 타임존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제까지 빌레레 라인에서는 GMT가 복잡
한 캘린더 기능과 함께 했다. 올해 블랑팡은 GMT 기능 자체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타임피스에 GMT
를 적용했다. 빌레레 GMT 데이트(Villeret GMT Date) 모델이 그 주인공이다. 빌레레 컬렉션의 모든
모델들이 그렇듯 정제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새로운 모델은 뛰어난 가독성을 보여준다. 빌레
레 모델의 특징이기도 한, 전통적인 아플리케 로마 숫자로 이뤄진 챕터 링을 살짝 띄운 덕분에 날짜가
연동된 로컬 타임이 전면에 부각된다. 반면 홈타임은 24시간 단위로 표시한다. 별도의 바늘로 두 개의
타임존을 보여주는데, 로컬 시와 분의 경우 컷-아웃 세이지 나뭇잎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세컨드 타임존
을 가리키는 바늘은 끝에 붉은 빛 삼각 디테일을 가미했다. 여기에 커다란 초침이 더해져 초에 관한 정
보를 알려준다. 1735년 빌레레 하우스를 창립한 예한-자크 블랑팡(Jehan-Jacques Blancpain)에게 경
의를 표하며 이니셜 JB로 장식한 초침 끝부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크라운을 이용해 GMT 기능 & 날
짜 조정, 타임 세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새로운 빌레레 GMT 데이트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5A5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블랑팡이 항상 그
래왔듯 인하우스 매뉴팩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블랑팡의 최신 기술을 담아낸
이 메커니즘은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갖추고 있으며, 4일 파워리저브 가능하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
스털 케이스백을 통해 브리지의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모티브와 골드 로터를 장식한 벌
집(honeycomb) 패턴 등의 피니싱을 발견할 수 있다.
40mm 사이즈의 빌레레 GMT 데이트는 18K 레드 골드 혹은 스틸 버전으로 선보이며, 18K 레드 골드
는 오팔린 다이얼, 스틸은 화이트 다이얼과 매치했다. 두 모델 모두 악어가죽 스트랩과 메탈 브레이슬
릿 버전으로 소개하는 덕분에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는 고객은 ‘고귀한’ 블랑팡 여행 동반자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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