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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닉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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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스터 퍼페츄얼 데이트저스트 31의 새로운 화이트 롤레

조 버전(오이스터스틸과 18캐럿 화이트 골드의 조합) 4개가 

데이트저스트 라인에 추가되었다.

 첫 번째 모델의 베젤에는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

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으며, 선레이 피니시의 오버진 다이

얼의 로마자 VI도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다. 다른 세 가

지 버전은 모두 18캐럿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플루티드 베젤

을 갖추었으며, 선레이 피니시의 민트 그린 다이얼, 화이트 

래커 다이얼, 선레이 피니시의 다크 그레이 다이얼로 선보

인다. 새로운 네 가지 모델의 시계 바늘과 인덱스 또는 로

마 숫자 시각 표식은 18캐럿 화이트 골드로 제작되었다. 

케이스 측면과 러그에서 반사되는 빛은 31mm 오이스터

(Oyster) 케이스를 돋보이게 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들은 워치메이킹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칼리버 2236을 탑재하고 있다.

 모든 롤렉스 시계와 마찬가지로, 오이스터 퍼페츄얼 데

이트저스트 31은 일상적인 착용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

는 최상급 크로노미터(Superlative Chronometer) 인증

을 받았다. 모든 롤렉스 시계에는 최상급 크로노미터의 위

상을 상징하는 그린 씰이 부착되어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5년이다.

OYSTER PERPETUAL 

Date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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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PERPETUAL Datejust 

오이스터  퍼페츄얼  데이트저스트  31의  새로운  화이트  롤레조 

버전 (오이스터스틸과  18캐럿  화이트  골드의  조합 )  4개가 

데이트저스트  라인에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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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PERPETUAL 

Datejust 31 케이스

직경
• 31 mm

소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및 18캐럿 
화이트 골드 (화이트 롤레조 Rolesor)

미들 케이스
• 폴리싱 처리

베젤
•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6개 세팅

방수
• 100m(330피트)

무브먼트

• 칼리버 2236, 롤렉스 자체 제작
• 영구 회전자 퍼페츄얼Perpetual 
로터가 양방향 오토매틱 와인딩 기능을 
제공하는 메케니컬 무브먼트

정밀도
• 케이스에 무브먼트 조립 후 하루 −2/+2초

기능
• 다이얼 중앙에 시, 분, 초침 위치
• 3시 방향에 순간 변경 날짜 표시창

오실레이터
• 롤렉스 특허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춘 실리콘 소재의 실록시Syloxi 
헤어스프링

• 파라플렉스Paraflex 충격흡수장치

파워 리저브
• 약 55시간

다이얼

• 오버진, 글로스, 선레이 피니시
• 18캐럿 화이트 골드 로마 숫자, VI에 
다이아몬드 11개 세팅

• 18캐럿 화이트 골드 바늘

브레슬릿

• 오이스터Oyster, 솔리드 링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 폴딩 오이스터클라스프Oysterclasp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브레슬릿 길이를 
약 5mm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이지링크Easylink 기능

케이스 레퍼런스: 
278384 RBR 

브레슬릿 레퍼런스: 
72360

인증
최상급 크로노미터  
(COSC + 케이스 조립  
후 롤렉스 인증)

전 세계 보증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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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PERPETUAL 

Datejust 31 케이스

직경
• 31 mm

소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및 18캐럿 
화이트 골드 (화이트 롤레조 Rolesor)

미들 케이스
• 폴리싱 처리

베젤
• 플루티드

방수
• 100m(330피트)

무브먼트

• 칼리버 2236, 롤렉스 자체 제작
• 영구 회전자 퍼페츄얼Perpetual 
로터가 양방향 오토매틱 와인딩 기능을 
제공하는 메케니컬 무브먼트

정밀도
• 케이스에 무브먼트 조립 후 하루 −2/+2초

기능
• 다이얼 중앙에 시, 분, 초침 위치
• 3시 방향에 순간 변경 날짜 표시창

오실레이터
• 롤렉스 특허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춘 실리콘 소재의 실록시Syloxi 
헤어스프링

• 파라플렉스Paraflex 충격흡수장치

파워 리저브
• 약 55시간

다이얼

• 민트 그린, 글로스, 선레이 피니시
• 18캐럿 화이트 골드 시각 표식,
크로마라이트Chromalight 처리 

• 18캐럿 화이트 골드 바늘,크로마라이트
Chromalight 처리, 초침은 제외

브레슬릿

• 쥬빌리Jubilee, 솔리드 링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 겉으로 보이지 않는 폴딩 
크라운클라스프Crownclasp

케이스 레퍼런스: 
278274 

브레슬릿 레퍼런스: 
63360

인증
최상급 크로노미터  
(COSC + 케이스 조립  
후 롤렉스 인증)

전 세계 보증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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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PERPETUAL 

Datejust 31 케이스

직경
• 31 mm

소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및 18캐럿 
화이트 골드 (화이트 롤레조 Rolesor)

미들 케이스
• 폴리싱 처리

베젤
• 플루티드

방수
• 100m(330피트)

무브먼트

• 칼리버 2236, 롤렉스 자체 제작
• 영구 회전자 퍼페츄얼Perpetual 
로터가 양방향 오토매틱 와인딩 기능을 
제공하는 메케니컬 무브먼트

정밀도
• 케이스에 무브먼트 조립 후 하루 −2/+2초

기능
• 다이얼 중앙에 시, 분, 초침 위치
• 3시 방향에 순간 변경 날짜 표시창

오실레이터
• 롤렉스 특허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춘 실리콘 소재의 실록시Syloxi 
헤어스프링

• 파라플렉스Paraflex 충격흡수장치

파워 리저브
• 약 55시간

다이얼

• 화이트 래커
• 18캐럿 화이트 골드 로마 숫자
• 18캐럿 화이트 골드 바늘

브레슬릿

• 오이스터Oyster, 솔리드 링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 폴딩 오이스터클라스프Oysterclasp
•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브레슬릿 길이를 
약 5mm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이지링크Easylink 기능

케이스 레퍼런스: 
278274 

브레슬릿 레퍼런스: 
72360

인증
최상급 크로노미터  
(COSC + 케이스 조립  
후 롤렉스 인증)

전 세계 보증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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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TER PERPETUAL 

Datejust 31 케이스

직경
• 31 mm

소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및 18캐럿 
화이트 골드 (화이트 롤레조 Rolesor)

미들 케이스
• 폴리싱 처리

베젤
• 플루티드

방수
• 100m(330피트)

무브먼트

• 칼리버 2236, 롤렉스 자체 제작
• 영구 회전자 퍼페츄얼Perpetual 
로터가 양방향 오토매틱 와인딩 기능을 
제공하는 메케니컬 무브먼트

정밀도
• 케이스에 무브먼트 조립 후 하루 −2/+2초

기능
• 다이얼 중앙에 시, 분, 초침 위치
• 3시 방향에 순간 변경 날짜 표시창

오실레이터
• 롤렉스 특허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춘 실리콘 소재의 실록시Syloxi 
헤어스프링

• 파라플렉스Paraflex 충격흡수장치

파워 리저브
• 약 55시간

다이얼

• 다크 그레이, 글로스, 선레이 피니시
• 18캐럿 화이트 골드 시각 표식,
크로마라이트Chromalight 처리 

• 18캐럿 화이트 골드 바늘,크로마라이트
Chromalight 처리, 초침은 제외

브레슬릿

• 쥬빌리Jubilee, 솔리드 링크
• 오이스터스틸Oystersteel
• 겉으로 보이지 않는 폴딩 
크라운클라스프Crownclasp

케이스 레퍼런스: 
278274 

브레슬릿 레퍼런스: 
63360

인증
최상급 크로노미터  
(COSC + 케이스 조립  
후 롤렉스 인증)

전 세계 보증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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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롤렉스 시계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작업을 통해 조립됩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롤렉스의 생산 수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시계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 모델의 구입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롤렉스 공식 판매점’만이 롤렉스 신제품 시계를 판매하며, 정기적으로 제품을 공급 받으며 독립적으로 대 고객 판매량과 판매 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롤렉스 공식 판매점은 롤렉스 시계 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olex.com/
https://www.rolex.org/
http://INSTAGRAM.COM/ROLEX
https://www.pinterest.ch/rolex/
http://YOUTUBE.COM/ROLEX
http://tvs.youku.com/rolex
https://twitter.com/rolex
https://www.linkedin.com/company/rolex
https://www.facebook.com/rolex/
https://weibo.com/rol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