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 TIFFANY RING

T & C O.

THIS IS A TIFFANY RING

두 사람의 꿈으로 가득찬 진정한 사랑.
그 꿈은 밝은 미래, 서로를 향한 약속 그리고 평생 공유하는
삶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이 모든 꿈을 상징합니다. 자연에서 채굴된
단 하나의 특별한 원석은 숙련된 장인의 손길을
거쳐 비범한 스타일로 완성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즐거움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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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는

13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 받아 여전히 모든 링을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완성하는 데 있어
티파니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기에 모든 링은 특별해야
합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오직

0.04%만이 티파니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며, 티파니는 원석의 크기에 상관 없이 다이아몬드를
제작함에 있어 언제나 최상의 노력과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원석이
채굴되는 순간부터 디자인이 완성되어 티파니 명성에 걸맞은
웨딩 링이 탄생하기까지 거의 일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별한 사랑에는 특별한 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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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CY OF BRILLIANCE

대담한 모험과 비범한 업적, 그리고 위대한 사랑은 모두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열망을 일깨우고 희망을 불어넣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하는 꿈. 그리고 그 꿈 뒤에는 꿈을 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자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1837년 25세의 나이로 뉴욕에 정착한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같은 해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진정한 선구자였던
찰스 루이스 티파니에게는 다른 이들이 시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대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계 최고의 젬스톤을 다루는
감정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유럽으로 건너가 고귀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를
수집하였으며,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탁월한 퀄리티에 감탄한 미국 언론은
그에게 “다이아몬드의 왕”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창시자의 이름과 명성을 이어받은 티파니는 꿈을 믿었던
선구자의 대담함과 낙천성과 가능성을 고이 간직한 채 새로운 꿈과
약속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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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FFANY DIFFERENCE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9.96%는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광채의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가장 정확한 비율로
커팅되어 우수함을 자랑합니다.
모든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1886년 뉴욕에서

시작된 전통 그대로 장인의 손에 의해 제작되며,
세팅과 커팅, 연마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티파니는

4C의 엄격한 기준을 넘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presence)”이라는
이 다섯 번째 항목은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섬광, 분광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티파니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에 대한

130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티파니의 우수한 등급 기준은 평생 보증서와 함께 제공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와 티파니의 차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TIFFANY.KR/ENGAGEMENT 를 방문하거나 티파니 매장의 다이아몬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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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그 어떤 다른 반지보다 매혹적인 광채의
섬광과 빛을 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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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ICONS

티파니 웨딩 링은 사랑에 대한 열정과 약속을
찬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T & C O.

THE TIFFANY ® SETTING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이 돋보여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그 희소한 가치가 돋보이도록 밴드 위로 들어 올려졌고, 이는 광채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웨딩 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886년에 탄생한 티파니™ 세팅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웨딩 링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웨딩 링은 정교한 여섯 개의 프롱 위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마치 떠 있는 것처럼 세팅되어 있으며,
티파니 임브레이스™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와 함께 착용하면 더욱
완벽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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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HARMONY™
우아하고 세련된 티파니 하모니™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웨딩 밴드 위에 다이아몬드가 완벽한 비율로 세팅되어
아름다운 이중주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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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SOLESTE
티파니 솔리스트는 다양하고 화려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웨딩 밴드로 클래식한 세련미를 선사합니다.
화려한 센터 스톤은 비드 세팅된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여
더욱 황홀한 광채를 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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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늄 소재에 오벌, 페어, 에메랄드, 쿠션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티파니 솔리스트.

TIFFANY.KR / ENGAGEMENT 를 방문하거나 티파니 매장의 다이아몬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 & C O.

PRINCESS CUT
스퀘어 브릴리언트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는 우아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0개가 넘는 V형

무늬의 패싯이 영롱하게 빛을 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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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NOVO™
티파니 노보™는 고전적인 로맨틱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매혹적인 웨딩 링입니다. 이 매혹적인 쿠션 컷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는 끝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는 4개의 프롱에 우아하게
세팅되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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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A®
루시다™의 아름다움은 특별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스텝 컷 크라운과 브릴리언트 컷 파빌리온이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곡선의 플래티늄 세팅이 모던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루시다™는 예술적인 커팅과 광택, 세팅에서
티파니의 전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지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웨딩 밴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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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S OF
DISTINCTION

티파니의 웨딩 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다이아몬드 밴드의 티파니™ 세팅, 티파니 임브레이스™, 리본 링, 라운드 브릴리언트
쓰리 스톤과 티파니 레거시™. 티파니 링 파인더 앱으로 꿈꾸던 링을 찾아보세요.

T & C O.

TIFFANY & CO . SCHLUMBERGER
티파니 디자이너 쟌 슐럼버제는 진정한 선구자로서
자신의 끝없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티파니 슐럼버제 웨딩 링,
버즈 링, 그리고 투 비즈 링과 같은
웅장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웨딩 링을 탄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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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ANY YELLOW DIAMONDS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파니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눈부신
햇살의 따스함과 화려함을 담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광채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소하여
반지를 착용하는 여인마저 고귀하게 만듭니다.
티파니 솔리스트 옐로우 다이아몬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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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D GEMSTONES
티파니는 사랑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지닌 컬러 젬스톤 링으로도
유명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상의 티파니 컬러 젬스톤 솔리스트 링은
비드 세팅된 다이아몬드에 둘러싸여 매혹적인 광채를 발산합니다.
플래티늄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티파니 솔리스트 링, 왼쪽부터:
페어 쉐입 아쿠아마린, 쿠션 컷 탄자나이트, 라운드 탄자나이트, 라운드 차보라이트,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 더 많은 컬러 젬스톤 링을 TIFFANY.KR 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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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DIAMOND RINGS
특별한 제스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작품들은 웅장하면서도
유일무이한 광채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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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BANDS

신부와 신랑,
두 사람의 완벽한 결합,
사랑의 끈을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반지.

T & C O.

A PERFECT MATCH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품격 있는 티파니 밴드 링과 함께
매치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입니다. 티파니는
최고급 메탈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디자인과 세팅되지 않은
다양한 디자인의 밴드 링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플래티늄과 18K 옐로우 및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밴드 링, 위에서부터
반시계 방향: 티파니 재즈™,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솔리스트,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TIFFANY & CO.®, 티파니 임브레이스™, 티파니 레거시™,
티파니 하모니™, 티파니 슐럼버제 식스틴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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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BANDS
티파니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남성용과 여성용 밴드 링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매혹적인 메탈과 다양한 스타일로 제작된
밴드 링을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함께 매치하여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을 더욱 화려하게 기념할 수 있습니다.
웨딩 밴드, 왼쪽부터: 플래티늄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플래티늄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밀그레인,
플래티늄과 18K 옐로우 골드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플래티늄 소재의 TIFFANY & CO.®,

18K 옐로우 골드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밀그레인, 18K 로즈 골드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플래티늄
소재의 티파니 더블 밀그레인. 티파니 링 파인더 앱으로 특별한 링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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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OK OF LOVE
창립 이래 오늘날까지 티파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밴드 링을
만들어 왔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 밴드 링은 약혼식과
기념일, 그리고 함께 나눈 꿈과 삶을 기념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모던한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티파니 셀레브레이션™ 링은
저마다 고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래티늄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밴드 링, 위에서부터: 티파니 코블스톤, 티파니 슐럼버제 로프 투 로우,
티파니 재즈™, 티파니 빅토리아™, 18K 옐로우 골드 소재의 티파니 솔리스트.

• 47 •

T & C O.

A PERSONAL TOUCH
19세기부터 티파니는 고유의 핸드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장인을 통해 전수되어 온 인그레이빙 기술은 웨딩 링을
비롯해 티파니의 소중한 주얼리에 특별한 의미를 새겨 주는 예술입니다. 전 세계
몇몇 티파니 매장에서는 당일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니셜이나 마음에 간직한 문구, 혹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새겨 넣을 수 있는 티파니 인그레이빙은 주얼리에 개인적인
의미와 예술적인 의미를 더해 줍니다. 티파니에서 웨딩 밴드를 구매하시면
기본 인그레이빙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핸드 인그레이빙된 18K 옐로우 골드와 플래티늄 소재의 티파니 클래식 웨딩 밴드.
티파니 매장에 연락하여 보다 자세한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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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DAY
LUXURIES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그날을 위해,
티파니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T & C O.

RARE BEAUTY
눈부시게 화려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날에
품격을 더하여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남을 것입니다.
플래티늄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네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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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C O.

BRILLIANCE FOR HER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결혼식 날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세련된 티파니 디자인은
신부에게 사랑을 영원히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플래티늄 소재의 다이아몬드 펜던트, 왼쪽부터: 티파니 빅토리아™,
티파니 솔리스트, 티파니 슐럼버제 린. 다이아몬드 이어링, 왼쪽부터:
티파니 솔리테어, 티파니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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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GLAMOUR
엘사 퍼레티™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 플래티늄 네크리스로
결혼식 날 현대적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플래티늄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엘사 퍼레티™ 다이아몬드 바이 더 야드™ 디자인,
위쪽부터: 플래티늄 스프링클 네크리스 36인치, 플래티늄 네크리스 30인치,
플래티늄 스프링클 네크리스 36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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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 ELSA PERETTI

T & C O.

T & C O.

GEMS FROM THE SEA
우아한 광택의 진주는 결혼식 날 클래식 룩을 연출해 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상에서 자주 착용할 수 있는 훌륭한 선물입니다.
티파니 시그니처™ 진주 네크리스와 티파니 아리아 이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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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C O.

DESIGNS FOR HIM
럭셔리한 소재와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으로 신랑의 스타일을 살려 줄
액세서리를 통해 소중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습니다.
커프 링크스, 위쪽부터: 티타늄과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팔로마 캘리퍼, 카본 파이버와
스털링 실버 소재의 팔로마 피카소™, 스털링 실버 소재의 티파니 메트로폴리스.

18K 로즈 골드 소재의 TIFFANY CT60® 3-HAND 40 MM 워치. TIFFANY.KR 에서
더 많은 남성용 선물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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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FFANY
PROMISE

티파니는 180년 동안
최상의 품질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언제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T & C O.

THE STRICT STANDARDS OF
TIFFANY BRILLIANCE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티파니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해 선별됩니다. 다른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다이아몬드도 티파니에게는 거부되곤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석으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99.96%가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티파니는 흔히 통용되지만
간소화된 다이아몬드의 기준인

4C(컷, 투명도, 색상, 중량)를

넘어서는 또 다른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을 제시합니다. 티파니에서는

“외관(presence)”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을 더하여
티파니의 우수한 품질 기준을 반영하는 커팅의 정확성과 대칭성,
연마 상태를 평가합니다. 4C와 함께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보다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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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C O.

T & C O.

CUT

CLARITY

컷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입니다.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함을 내포하는 만큼,

광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연마사는 각 원석의 패싯을 배열에 맞게

투명도(clarity)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현미경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인내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10배 확대했을 때

고도의 작업입니다. 티파니는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다이아몬드

외부결함(스크래치, 흠, 골)이나 내포물(클라우드, 페더, 핀포인트)이

연마사들을 통해 다이아몬드가 가진 본연의 광채와 섬광을 이끌어 냅니다.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결함(ﬂawless)”으로 판정됩니다.
완전한 무결점의 다이아몬드는 지극히 희소합니다.

많은 다이아몬드 연마사들이 원석의 잠재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크기를 위주로
커팅하며, 이로 인해 이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티파니의 엄격한 다이아몬드 등급 기준은 전문성과 무결성, 정확성을

티파니 다이아몬드 연마사들은 이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며 사이즈와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이아몬드의 투명도가 두 등급의

놓고 고민해야 할 때 언제나 아름다움을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경계선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티파니는 언제나 더 낮은 등급을 적용시키며,
절대로 원석의 등급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투명도 등급이 수용할만한 범위에 있을지라도 열등한
특성을 지닌 원석들은 선별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이아몬드 세부 명칭

테이블

티파니 품질

SI1

TAB LE
FL

크라운

약간의 내포물이 있음

내포물이나 외부 결함이 전혀 없음

CR OWN
거들

SI2

G I RDL E
IF

파빌리언

내포물은 없으나 극히 미세한 외부 결함이 있음

I1

PAVI L I O N
VVS1
VVS2

아주 미세한 내포물이 있음

I2
큘렛

CULET

VS1
VS2

미세한 내포물이 있음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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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도 보이는 내포물이 있음

T & C O.

T & C O.

CO LO R

CARAT WEIGHT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반지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가 본래 무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미세한 내부 결함으로 인해 옅은 색상을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1 캐럿은 0.20그램이며,
티파니는 다이아몬드의 1/1000 캐럿까지 측정합니다.

띠고 있습니다. 티파니 감정소에서는 “마스터 다이아몬드” 라 불리는 인증

그러나 캐럿 자체만을 가지고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색상과 비교하여 모든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1 캐럿짜리 보석이 두 개 있다고 해도 그 투명도와 색상, 컷,

“D” (무색)에서부터
“Z”(포화)까지 색상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 후 각 다이아몬드는 정확한 측정표에 따라

외관에 따라 가격에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크기가 크고 품질이 탁월한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소하며,
가격 또한 그에 상응하게 책정됩니다.

티파니 웨딩 링에는 색상 등급

“I ” (무색에 가까움) 이상의 다이아몬드만이

사용되며, 타 회사에서 등급을 받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티파니
감정소에서 등급을 받을 때까지는 판정이 보류됩니다. 두 개의 색상 기준점에
걸쳐진 보석들은 자동적으로 아래 단계의 등급으로 판정받습니다.
또한 티파니의 보석감정 연구소에서는 강하거나 과도한 형광을 지닌 보석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광은 자연광 아래서 보석을 탁하게
2.99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색의 다이아몬드에는 별도의 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2.50

2.00

1.50

무색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0.75

티파니 품질

D

E

F

G

무색

K

L

M

희미한 노란색

N

O

P

H

I

0.50

J

무색에 가까운

Q

R

매우 옅은 노란색

S

T

U

V

W

X

Y

Z

옅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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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0.18

1.00

T & C O.

PRESENCE
광채, 분광, 섬광

티파니는

4C의 기준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엄격한

다이아몬드 품질 기준을 제시합니다. 티파니에서는 이것을 다섯 번째 기준인

C “외관(presence)”이라고 합니다. 외관은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섬광, 분광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연마 상태와 패싯의 배열, 다이아몬드의
적절한 비율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비범한 광채의 티파니 다이아몬드가 탄생됩니다.

컷의 정확성
외관

대칭
우수한 광채

티파니 다이아몬드 쉐입

라운드
브릴리언트

티파니 노보 ™

쿠션
브릴리언트

오벌

티파니 레거시™

루시다™

페어

에메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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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퀴즈

스퀘어 스텝 컷

하트

프린세스

T & C O.

SUSTAINABILITY AND ETHICAL SOURCING
티파니는 높은 가치의 메탈과 젬스톤을 확보하고 주얼리를
제작함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오랜 리더로서 티파니는 엄격하고 책임있는 채굴 기준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사회의 윤택한 삶을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티파니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통해
원석을 공급받습니다. 티파니가 관리하는 이 공급망은 원석의 채굴부터 커팅과
폴리싱 과정을 담당하여 결점 없는 완전한 원석을 공급합니다.
티파니는 킴벌리 프로세스 같은 비분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환경과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TIFFANY.KR/SUSTAINABILITY 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티파니의 노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세요.

THE TIFFANY GEMOLOGICAL LABORATORY
엄격한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다이아몬드를 선별하기 위해 티파니는
숙련된 다이아몬드 등급 감정사들로 구성된 최첨단 보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티파니 웨딩 링의 다이아몬드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뉴욕 연구소의 등급 감정을 거칩니다. 그 어떤
다이아몬드라도 티파니 보석감정 연구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티파니 다이아몬드로 다시 탄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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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C O.

UNIQUELY YOURS
모든 티파니 다이아몬드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고유의 번호가
최첨단 기술로 각인되어 세상에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모든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각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에 걸맞은 특별한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납니다.

TIFFANY DIAMOND CERTIFICATE AND
FULL LIFETIME WARRANTY
다이아몬드 감정서와 보고서를 발행하는 타 감정소와는 달리, 티파니

A/S와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보증하는 평생 보증서가
GIA(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의

다이아몬드 증서에는 평생
함께 제공됩니다.

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다이아몬드 보고서에는 이러한 보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이아몬드 등급을 비롯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향후
재검사를 실시했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법적 책임 부인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티파니는 최상의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등급의 정확성을 함께 보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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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C O.

THE RING FINDER APP
티파니는 고객이 언제나 꿈꿔왔던 반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티파니 링 파인더 앱을 통해 간편히 웨딩 링을 착용해 보고 그와 어울리는
밴드 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공유하고, 결혼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티파니 웨딩 링 파인더 앱은

iPhone과 iPad, Android™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AT YOUR SERVICE
티파니는 평생동안 지속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티파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핸드 인그레이빙, 링 사이즈 조절,
폴리싱, 정기적인 세팅 안전성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이와 함께 티파니
고객들은 전 세계적으로 무료 제공되는 기본 인그레이빙 서비스와
다이아몬드 링 클리닝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IFFANY.KR 을 방문하거나 매장에 연락하여 다이아몬드 전문가와 티파니 다이아몬드 링에 대한 상담을 예약하세요.
웨딩 밴드 전체 컬렉션과 결혼식 플래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IFFANY.KR/ENGAGEMEN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의 PDF 버전은 TIFFANY.KR/CATALOGUES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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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UE BOX
티파니 반지는 언제나 티파니 고유의 블루 박스에 담겨 제공됩니다.
이 특별한 상자는 티파니의 매혹적인 디자인, 최상의 품질,
그리고 무결점의 장인정신에 대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티파니 블루 박스는 매순간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본 카탈로그에 명시된 보석 기준은 0.18 에서 2.99 캐럿 사이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가 특정 스타일의 반지에 세팅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크고 작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와 팬시 쉐입 다이아몬드 및 팬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각각의 스톤에 맞는 고유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티파니 세일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TIFFANY®, TIFFANY & CO.®, T&CO.®, the TIFFANY® SETTING, LUCIDA®, TIFFANY EMBRACE®, TIFFANY NOVO™, TIFFANY HARMONY™,
TIFFANY CELEBRATION™, TIFFANY LEGACY™, TIFFANY JAZZ™, TIFFANY VICTORIA®, TIFFANY SIGNATURE®, TIFFANY CT60®,
Tiffany & Co. Schlumberger, Tiffany Blue Box 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Tiffany and Company 및 그 관계사들의 상표 및 등록상표입니다.
ELSA PERETTI ™와 Diamonds by the Yard™는 엘사 퍼레티의 상표입니다. 엘사 퍼레티 디자인은 엘사 퍼레티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PALOMA PICASSO ®는 팔로마 피카소의 상표입니다. 팔로마 피카소 디자인은 팔로마 피카소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본 책자에 소개된 제품들의 재고
현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기술에 의해 책자 속 제품 이미지가 실제 사이즈 대비 더 크거나 혹은 작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iffany and Company, 2017. ER17KR

iPhone 및 iPad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Android™는 Google Inc.사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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