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SPECIFICATIONS

LEICA L1 & LEICA L2 LEICA L2 ONLY

Calibre L1 L2

Movement type Manual winding

Amplitude 28.800 A/h, 4 Hz

Jewels 26

Power reserve 60 hours (minimum)

Complications Hours, minutes, small second, date window, power reserve 
indicator with gradually closing blades

Second time zone GMT 12-hour bezel, day/night 
indicator

Dial
GMT bezel
Date window

Material: high-strength aluminium, Colour: matte black with 
white markers; rhodium-plated and diamond-plated indices, 
watch hands and appliqués in the sub-dial

Case
Material Stainless steel (316L)

Diameter 41 mm

Height 14,5 mm

Finish Highly polished as well as satin surfaces, bevelled edges

Front glass Domed sapphire crystal glass, antireflective coating on 
both sides, scratchresistant coating, screw-mounted

Transparent back Flat sapphire crystal glass, anti-reflective coating on both 
sides, scratch-resistant coating, screw-mounted

Water resistance 50m | 5 ATM (ISO 2281 standard)

Push crown Patented push crown (for manual winding and time setting) 
with red ceramic insert; date pusher GMT crown

Strap Veal leather, black with matching stitching, red inner side Alligator leather, matte black with matching stitching, 
red inner side

Buckle Tang buckle, stainless steel, milled, polished and brushed, 
with LEICA engraving

Special features
The crown has to be pushed in order to adjust the position 
of the hands, and to reset the small second hand to zero. 
Power reserve indicator with gradually closing blades

Day/night indicator for second time zone

LEICA L1 | L2 LEICA L2 ONLY

무브먼트 
팩토리 칼리버

L1 L2

칼리버 타입 수동 와인드

진폭 28,800 A/h, 4 Hz

주얼 베어링 26

파워 리저브 최소 60 시간

디스플레이
시, 분, 초 서브 다이얼, 날짜 표시창, 상태 표시,  
균일하게 닫히는 블레이드가 장착된 파워 리저브 표시

두 번째 시간대 GMT 
12 시간 베젤, 낮/밤 표시

다이얼 플레이트 
GMT 링 
날짜 표시창

소재: 고강도 알루미늄 
컬러: 매트 블랙에 화이트 프린트, 로도나이트 및 다이아몬드 인덱
스와 바늘, 소형 초침 주위에 링 적용

케이스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316L)

지름 41 mm

두께 14.5 mm

마감 하이글로스 폴리시 새틴 표면, 챔퍼 처리된 에지

크리스털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털, 양면 반사 방지 처리,  
스크래치 방지 코팅, 스크류 고정

후면 글래스 케이스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 양면 반사 방지 처리,  
스크래치 방지 코팅, 스크류 고정

방수 50 m | 5기압 (ISO 2281 압력 시험)

크라운
특허 받은 크라운, 수동 와인드와 시간 설정을 위한 레드  
컬러의 세라믹 도트, 빠른 설정이 가능한 날짜 버튼 포함

GMT 크라운

스트랩 어울리는 컬러의 솔기, 레드 안감의 블랙 송아지 가죽 어울리는 컬러의 솔기, 레드 안감의 매트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버클
가공, 폴리싱, 새틴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버클,  
라이카 레터링 각인 포함

특수 기능
푸시형 크라운을 사용한 시곗바늘 및 소형 초침 리셋,  
균일하게 닫히는 파워 리저브의 블레이드

두 번째 시간대의 낮/밤 표시

기술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