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
가장 아름다운 귀금속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



한정 생산되는

개 모델 시리즈를 통해 선보이는 실버와 골드 버전

모델
와



모델을 포함한 플래그십

라인업을 확장하는
마스코트 엠블럼 베니어 인레이 메탈릭 가죽 등 실버 또는



골드 디테일로 완성한 디자인이 우아한 매력을 자아내는 한정 생산 모델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실버 모델과 함께


공개

년

월

일

는 오늘 하이엔드 주얼리 하우스가

사용하는 가장 진귀한 소재와 귀금속에서 영감을 받은 한정 생산 모델
를 공개합니다

라인업에 포함되는 이 한정 생산 모델은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지상 최고의 럭셔리를 선사합니다

개 모델 시리즈를 통해 실버와 골드 버전을 고객에게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귀금속은 오래 전부터 홀마크 스탬프를 각인해 그 순도와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자동차 역시 저마다의 홀마크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

보도자료

모델에는

의 맞춤 제작 장인정신이라는 홀마크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홀마크 인증 실버 또는 캐럿 골드로 도금한

마스코트 엠블럼 모델에

따라 매치되는 컬러로 차체를 따라 유려하게 흐르듯 페인팅한 라인 수납 공간을
감싼 실버 또는 골드 메탈릭 가죽 대비되는 컬러의 페인티드 베니어 화려한
귀금속 베니어 인레이 등

의 개별 맞춤 제작 팀

가 선보이는

디테일이 더욱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맞춤 제작의 진수

탁월한 외장 디자인

유명한 리트랙터블
단어를
순은

다른 쪽에는

마스코트 엠블럼의 한쪽에는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으며 이 마스코트는

홀마크 인증 으로 제작되거나 캐럿 골드 도금으로 마감됩니다

두 모델은 차체를 따라 수작업으로 직접 정교하게 페인팅한 골드 또는 실버
라인이 특징입니다

는 또한 듀오 톤 또는 싱글 톤

도장 마감을 제공합니다

대담한 인상을 주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인치 폴리시드 알로이 휠과 독특한
그릴은 새로운 차원의 우아함을 보여 줍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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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릭 가죽 귀금속 인레이 비스포크 컬러 스플릿

의 실내는 대비되는 컬러의 가죽으로
트리밍 처리한 시트를 통해 독특한 맞춤식 컬러 분할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실버 또는 골드 자수 스티칭 파이핑이 더해져 한층 더 럭셔리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한 숨겨진 보관 공간까지도 새빌 로우 수트 스타일의 최고급 테일러링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메탈릭 실버 또는 골드 가죽으로 세련되게 마감했습니다
퀼팅 패턴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가죽이 사용된 좌석과 도어 패널
그리고 또 다른 가죽 컬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채색된 베니어는 실내
디자인의 현 트렌드가 반영된 우아한 분위기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실내
공간을 연출합니다

계기판은

단어가 각인된 실버 또는 골드 오버레이 디테일이 돋보이며

모든 도어의 웨이스트레일에는 순은 또는 골드 도금의 인레이 스트립이
장식됩니다

장식적인 디테일로 사용되는 가죽의 컬러와 어우러지는
우산 모델별 숫자 예

리어 쿠션

가 새겨진 일루미네이티드 트레드플레이가

극도의 한정된 수량만 생산되는 이 새로운
실내에 완벽한 마지막 터치를 더하며 궁극의 럭셔리를 안겨 줍니다
칵테일 캐비닛 역시 필요에 따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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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맞춤 제작

의 개별 주문 제작 팀인

는 고객 개개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 사양을 제공합니다

의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와 협력하여 작업하는

팀은 탁월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까다로운 안목을 지닌 전 세계

고객의

요구와 희망 사항에 맞춘 비스포크 모델을 제작해 온 오랜 전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끝

편집자를 위한 참고 사항
모터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자랑하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이다 영국
크루에

있는

플라잉스퍼

본사는
벤테이가

브랜드의

가지

모델인

그리고 뮬산

컨티넨탈
의 디자인 연구

개발 설계 생산 등 모든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는 장인정신
엔지니어링 노하우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조합은

같은 영국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만의 고유 특징이며 영국의 고 부가가치 제조 기술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는 크루시에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