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칼리버, 메탈의 시대로 가속화하다 
 

2018 년, Roger Dubuis 크리에이티브 랩 센터에서 힘찬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특별함을 위해 대범함을 자처하는 

브랜드가 Perfect Fit 피렐리와 Raging Mechanics 람보르기니 스콰드라 코르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이코닉한 

엑스칼리버 라인을 컬러풀하게 재현한 모델을 출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누구도 감히 가지 못했던 길로 나갑니다.  
 

Roger Dubuis는 엑스칼리버이며, 엑스칼리버는 곧 Roger Dubuis입니다. Roger Dubuis의 상징적이고 의도적으로 

화려한 컬렉션인 엑스칼리버는 메종의 DNA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은 업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지를 품은 매뉴팩처의 모험적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모방이 불가능한 또 다른 자아가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트랙에 확실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혁신을 거듭하는 자를 이끄는 것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자체 전담 부서와 완벽한 자격을 갖춘 Roger Dubuis 의 

매뉴팩처가 지원하는 Roger Dubuis 의 '기존의 틀을 깨는 소재와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이라는 만트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Dare to be Rare(특별하다면 대범해져라)”라는 도전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러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Roger Dubuis 는 기술적 

한계를 끊임 없이 넘어서면서 지치지 않는 헌신을 통해 다른 워치메이커가 걷지 못했던 길을 과감하게 개척하며 

서비스를 놀라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Roger Dubuis 혁신 파이프라인에서 출시되는 

제품을 해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를 통해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매뉴팩처의 지속적인 투자에서 비롯된 거의 

'유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선구적인 엔지니어가 탁월한 워치메이커와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7년, Roger Dubuis와 피렐리, 그리고 

람보르기니 스콰드라 코르세 사이의 숨 막힐 듯 멋진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느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매력은 기업 철학, 급진적인 R&D 비전, 혁신적인 디자인과 최고 기술 엔지니어링에 대한 

동일한 재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과 동화하려는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아이코닉한 브랜드가 맺은 상호 간의 독점 파트너십으로 뛰어난 고객에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헌신한 결과, 제네바가 인증하는 모델 시리즈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피렐리는 기술 및 산업 혁신의 개척자이자 가장 중요한 세계 모터스포츠 대회에 최고급 타이어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명망 있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제품을 공동 개발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Roger Dubuis 의 완벽한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 년, 이 파트너십은 피렐리와의 협업 및 세계 최초의 혁신을 

통해 개발되어 지각을 흔드는 획기적인 '피렐리'의 엑스칼리버 모델 두 점으로 생생하게 압축되었습니다. 
 

Powered by Raging Mechanics(격렬한 메카닉으로 구동하다). 람보르기니를 추진시키는 가치는 그 특성상 전위적인 

마인드, DNA에 새겨진 성능에 대한 추구, 혁신적인 소재 및 세계 최초에 대한 집중과 뛰어난 고객 경험 그리고 

독점적인 제작이라는 Roger Dubuis의 정신과 함께 울려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맞춤식 제품이라는 

측면을 포함합니다.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Roger Dubuis 매뉴팩처 기술 전문가는 이 하이 스피드 

파트너십을 최초로 시계로 표현하기 위해 람보르기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입니다. 이 모델은 람보르기니의 실제 아벤타도르를 그대로 모방하여 디자인한 강력한 "엔진"으로 

구동되는데 이 역시 Roger Dubuis가 지닌 극단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계적 엔지니어링의 인상적인 위업을 

보여줍니다. 
 

 

 

 

 



 
 

 
Excalibur Aventador S 

 

시간 속에 엔진이 있다  

 

자동차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고도로 복잡한 시계 제조 기술로 탄생한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Roger 

Dubuis/람보르기니 스콰드라 코르세 파트너십은 2018년에도 선두를 다투는 두 모델인 45mm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블루 및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핑크 골드로 힘찬 포효를 시작합니다. 
 

Roger Dubuis와 람보르기니 스콰드라 코르세가 공유하는 최첨단의 기술적 복잡함에 대한 열정이 이끄는 이 두 

초고성능 모델은 파트너십의 "Powered by Raging Mechanics(격렬한 메카닉으로 구동하다)" 시그니처에 

부응합니다. 두 모델 모두 완전히 개조한 312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RD103SQ 칼리버에서 특별하게 개발된 

인상적인 듀오토(Duotor, 이중 밸런스 휠) 콘셉트로 구동됩니다. 이 칼리버는 아이코닉한 Roger Dubuis의 아스트랄 

스켈레톤 원리를 재해석한 엔진 스트럿 바로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마치 엔진 '후드'가 투명하듯 칼리버의 나머지 

부분과 이루는 탁월한 대조가 놀랍습니다. 날렵한 유선형의 자동차 디자인을 위해 맞춤 제작된 람보르기니의 

엔진이 성능 향상을 위해 세로로 배치된 것처럼 더블 밸런스 휠 역시 유사한 각도로 기울어져 삼각형 휠 서스펜션 

어셈블리 모양을 한 홀더에 의해 지지되면서 특색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 독점적인 Roger Dubuis 칼리버는 

자동차와의 동맹에 비추어 완전히 재해석한 Roger Dubuis 전문 기술의 끊임 없는 진화를 구현해냅니다. 
 

2017년 8피스로 한정 제작된 이전 모델 "아란치오 아르고스(Arancio Argos)"처럼 이 매우 독점적인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블루 역시 실제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사용된 소재와 동일한 C-SMC 카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궁극의 

왕족 혈통을 보여주는 듯한 블랙 및 넵튠 블루 색상으로 된 두 가지 소재 스트랩과 케이스 및 크라운 위 블루 러버 

오버 몰딩, 플루티드 카본 베젤 위 블루 색상 마킹을 통해 진정한 로열 블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핑크 골드는 이전 88피스 한정판 모델과 동일하게 다층 구조의 카본 스켈레톤 케이스로 

되어 있는 반면 이전 모델의 람보르기니 "지알로 오리온(Giallo Orion)" 액센트를 지극히 세련된 블랙 색상의 

알칸타라와 잘 어울리는 풍부하면서 따뜻하게 빛나는 핑크 골드로 대체했습니다. 
 

이 활기 넘치는 두 모델은 Roger Dubuis가 주요 후원사로 있는 전설적인 람보르기니 원 메이크 시리즈인, 2월에 

있을 슈퍼 트로페오 챔피언십 2018에서 울릴 출발의 총성을 예고합니다.  



 
 

 
Excalibur Spider Pirelli 
 

성과, 차별성 및 독점 서비스. 
 

화이트와 아름다운 블루 컬러로 놀라움을 주는 Perfect Fit. 자랑스러울 정도로 명백한 피렐리만의 특징과 

트레이드마크 컬러로 무장한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컬렉션이 매끈한 블랙 티타늄을 입은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오토매틱 스켈레톤을 환영하는 2018 년, 신선한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오토매틱 스켈레톤은 딥 블루 또는 순백색의 엑센트로 선택 가능합니다. 820SQ 칼리버, 플루티드 티타늄 

블랙 DLC 스켈레톤 베젤이 장착된 이 최신 베스트 셀링 특별 피렐리 에디션은 화이트 또는 블루 러버로 오버 몰딩된 

크라운과 이에 어울리는 화이트 또는 블루 스티치 스트랩이 컬러를 완성합니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의 

스트랩은 탁월한 두 브랜드의 DNA 에 내재되어 있는 냉혹한 연승을 궁극적으로 긍정하는 표시로 실제 경주에서 

승리한 피렐리 인증 타이어 조각으로 만든 고무 인레이와 Pirelli CINTURATOTM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옆면을 재현한 

전설적인 접지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2018 년 펼쳐질 이 우주를 보십시오. Roger Dubuis 의 독점성의 의미가 이 명백하게 고유한 한정판 최신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할 해입니다. 이 시리즈는 화려한, 그래서 과감한 놀라움의 소용돌이가 펼쳐지며 완전히 

유니크한 매력으로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음 트랙으로 무엇이 질주할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Manufacture Roger Dubuis, Geneva, Switzerland. 

 
Roger Dubuis  

 

Roger Dubuis는 1995년 이 래 로 현 대 고 급 시 계 제 조 (Haute Horlogerie) 분야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21 세기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Roger Dubuis 의 모험적이고 혁 신 적 인 창 작 품 들 은 강 렬 하 고 대 담 한 디 자 

인 과 결 합 한 최고급 시계 제조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된 견고한 전문 기술을 상징합니다. 대담함과 화려함은 

Roger Dubuis 브랜드의 특징이자 확고한 태도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Roger Dubuis 의 컬렉션인 엑스칼리버(Excalibur)와 벨벳 (Velvet)은 독점 판매 네트워크와 부티크를 통해 전 세계에 

유통됩니다. 완벽함을 위한 끝 없는 탐구, 적절한 표현 방식을 위한 기나긴 탐색, 독점 기술 개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메종이 변함없이 지켜나가고 있는 가치입니다. 

 

Photographic credits 

Cover Picture: Diode © Roger Dubuis 2017 

Roger Dubuis Manufacture: Wachout © Roger Dubuis 2017 
 

Disclaimer 

The material provided in this press release is strictly reserved for use by accredited journalists for editorial newsworthy 

purposes only. It is subject to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Use which can be found on the Roger Dubuis website.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케이스  스켈레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케이스, Ø45mm, 블루 러버 소재로 오버 몰딩 

처리한 티타늄 컨테이너가 있는 C-SMC 카본 케이스, 블루 색상 마킹이 있는 

플루티드 C-SMC 카본 베젤, 블루 색상 러버로 오버 몰딩 처리한 블랙 DLC 

티타늄 크라운. 무반사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블랙 DLC 티타늄 및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       

두께    14.05mm 

다이얼  카본 C-SMC 스켈레톤 다이얼, 블랙 및 레드 플랜지, 화이트 야광 SLN 으로 

채운 로듐 도금 인덱스, 레드 트랜스퍼 및 화이트 야광 SLN 팁이 있는 블랙 

PVD 코팅 18K 골드 핸즈, 블랙 PVD 코팅 세컨즈 핸드.  

방수     5bar(50m) 

스트랩  블랙 러버를 베이스로 넵튠 블루 색상으로 인레이 장식한 두 가지 소재 스트랩, 

레드 색상 스티치. 쉽게 교체 가능한 퀵 릴리즈 시스템. 

클라스프  블랙 DLC 티타늄, 조절 가능한 폴딩 버클 

칼리버    스켈레톤 더블 스프링 밸런스 RD103SQ 칼리버  

제작 수량   88피스 

인증    제네바 품질 보증 

 

RD103SQ 칼리버: 스켈레톤 더블 스프링 밸런스 

특징: 수동 기계식 칼리버, 더블 스프링 밸런스, 정교하게 조정된 여섯 개 포지션. 

기능:     시간 및 분 표시부, 점핑 세컨드, 파워 리저브 표시부.  

장식:  제네바 품질 보증 피니시 

부품 수:   313개 

보석:    48개 

지름:     16``` 

두께:     7.80 

진동수:    2X4Hz(57,600vph) 

파워 리저브:   40시간 

 

 



 
 

 

 

 

 

 

엑스칼리버 아벤타도르 S 

 
 

 

케이스  스켈레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케이스, Ø45mm, 다층 카본, 블랙 러버 소재로 

오버 몰딩 처리한 티타늄 컨테이너가 있는 다층 카본 케이스. 블랙 마킹이 있는 

플루티드 핑크 골드 베젤. 블랙 색상 러버로 오버 몰딩 처리한 핑크 골드 크라운. 

무반사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블랙 DLC 티타늄 및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      

두께    14.05mm 

다이얼  블랙 플랜지가 있는 스켈레톤 다이얼, 화이트 야광 SLN 으로 채운 핑크 골드 

도금 인덱스, 블랙 야광 SLN 팁이 있는 블랙 PVD 코팅 18K 골드 핸즈, 핑크 

골드 세컨즈 핸드.       

방수     5bar(50m) 

스트랩  블랙 색상 러버를 베이스로 블랙 색상 Alcantara®로 인레이 장식한 두 가지 

소재 스트랩, 골드 스티치. 쉽게 교체 가능한 퀵 릴리즈 시스템. 

클라스프   블랙 DLC 티타늄, 조절 가능한 폴딩 버클 

칼리버    스켈레톤 더블 스프링 밸런스 RD103SQ 칼리버  

제작 수량   28피스 

인증    제네바 품질 보증     

 

RD103SQ 칼리버: 스켈레톤 더블 스프링 밸런스 

 

특징: 수동 기계식 칼리버, 더블 스프링 밸런스, 정교하게 조정된 여섯 개 포지션. 

기능:     시간 및 분 표시부, 점핑 세컨드, 파워 리저브 표시부.  

장식:  제네바 품질 보증 피니시 

부품 수:   313개 

보석:    48개 

지름:     16``` 

두께:     7.80 

진동수:    2X4Hz(57,600vph) 

파워 리저브:   40시간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 오토매틱 스켈레톤 

 

 

 

 

케이스  스켈레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케이스, Ø45mm, 블랙 DLC 티타늄 케이스, 도색 

숫자 및 선이 특징인 플루티드 블랙 DLC 티타늄 베젤, 블루 색상 러버로 오버 

몰딩 처리한 블랙 DLC 티타늄 크라운. 무반사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블랙 DLC 티타늄 및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      

두께    14.02mm 

다이얼  블랙 및 블루 스켈레톤 다이얼, 화이트 야광 SLN 으로 채운 로듐 도금 

인덱스가 있는 블랙 스켈레톤 플랜지, 블루 트랜스퍼 및 화이트 색상 야광 

SLN 팁이 있는 블랙 PVD 코팅 18K 골드 핸즈.     

방수     5bar(50m) 

스트랩  블랙 러버 밑면에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 피렐리 타이어 러버로 인레이 

장식한 두 가지 소재 스트랩, 블루 색상 스티치. 스트랩 내부는 고유한 피렐리 

타이어 패턴으로 장식. 쉽게 교체 가능한 퀵 릴리즈 시스템.  

클라스프    조절 가능한 티타늄 소재 폴딩 클라스프 위 블랙 DLC 티타늄 커버. 

칼리버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 스켈레톤, RD820SQ 

제작 수량   88피스 

인증    제네바 품질 보증     

 

RD820SQ 칼리버: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 스켈레톤 

특징: 스켈레톤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자동 기계식 칼리버, 정교하게 조정된 여섯 

개 포지션. 

기능:     시간 및 분 표시부  

장식:  스켈레톤 칼리버, NAC 코팅 플레이트 및 브리지, 둥근 결의 무늬로 

장식한(서큘러 그레이닝) 플레이트 및 브리지, "제네바 품질 보증" 피니시 

부품 수:   166개  

보석:    35개  

지름:     16``` 

두께:     6.38mm 

진동수:    4Hz(28,800vph) 

파워 리저브:   60 시간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피렐리 - 오토매틱 스켈레톤 

 

 

 

 

 

케이스  스켈레톤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케이스, Ø45mm, 블랙 DLC 티타늄 케이스, 도색 

숫자 및 선이 특징인 플루티드 블랙 DLC 티타늄 베젤, 화이트 색상 러버로 오버 

몰딩 처리한 블랙 DLC 티타늄 크라운. 무반사 처리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블랙 DLC 티타늄 및 사파이어 크리스탈 백 케이스.  

두께    14.02mm 

다이얼  블랙 및 화이트 스켈레톤 다이얼, 화이트 야광 SLN 으로 채운 로듐 도금 

인덱스가 있는 블랙 플랜지, 화이트 트랜스퍼 및 화이트 야광 SLN 팁이 있는 

블랙 PVD 코팅 18K 골드 핸즈. 

방수     5bar(50m) 

스트랩  블랙 러버 밑면에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한 피렐리 타이어 러버로 인레이 

장식한 두 가지 소재 스트랩, 화이트 색상 스티치. 스트랩 내부는 고유한 피렐리 

타이어 패턴으로 장식. 쉽게 교체 가능한 퀵 릴리즈 시스템.  

클라스프    조절 가능한 티타늄 소재 폴딩 클라스프 위 블랙 DLC 티타늄 커버 

칼리버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 스켈레톤, RD820SQ 

제작 수량   88피스 

인증    제네바 품질 보증 

     

RD820SQ 칼리버: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오토매틱 스켈레톤 

특징: 스켈레톤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자동 기계식 칼리버, 정교하게 조정된 여섯 

개 포지션. 

기능:     시간 및 분 표시부  

장식:  스켈레톤 칼리버, NAC 코팅 플레이트 및 브리지, 둥근 결의 무늬로 

장식한(서큘러 그레이닝) 플레이트 및 브리지, "제네바 품질 보증" 피니시 

부품 수:   166개  

보석:    35개  

지름:     16``` 

두께:     6.38mm 

진동수:    4Hz(28,800vph) 

파워 리저브:   60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