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거 르쿨트르,  

제 24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 예술 지원 강화 

 
 

상하이 국제 영화제와 11년 연속 파트너십을 맺어온 예거 르쿨트르가 이번 주말, 2021 글로리 투 더 

필름메이커 어워드(Glory to the Filmmaker award)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메종은 다시 한번 

영화 복원 프로그램(Film Restoration Programme)을 통한 지속적인 영화 예술 지원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영화제의 레드 카펫 개막식에 이은 금요일, 예거 르쿨트르는 1930년대의 영화 

세트장에서 영감을 받아 특별히 디자인된 화려한 아르데코 분위기의 이브닝 파티에서 게스트를 

맞이했습니다. 라이브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그랑 메종의 두 홍보대사, 니니(Ni Ni)와 

정백연(Jing Boran)은 중국 영화 제작에 대한 감사와 문화유산 보호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화 제작자에 대한 찬사 

예술적,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통해 영화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예거 르쿨트르는 

오랫동안 영화 예술의 후원자로 활동해왔습니다. 메종의 글로리 투 더 필름 메이커 어워드는 2007년 

창설된 어워드로, 지난 2018년에는 상하이 국제 영화제에서 상이 수여되며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중국의 영화 제작자를 기념했습니다.  

 

올해의 상은 중국 6세대 영화 감독의 대표주자인 지아장커(Jia Zhangke)에게 수여되었습니다. 1997년 

발표한 첫 장편 영화 소무(Xiao Wu)로 수많은 국제 평론가의 관심을 끈 지아장커는 이후 2006년 스틸 

라이프(Still Life)로 2006년 베니스 국제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후보로 5번이나 올랐으며, 2013년에는 천주정(A Touch of Sin)으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유산의 보존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중국 영화 유산을 보호하는 상하이 국제 영화제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영화 복원 프로그램(Film Restoration programme)의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년간 수십 개 장르에 걸쳐 보존된 영화는 총 14편으로, 이 중에는 지난 80년 동안 중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복원된 것 중에는 송존수(Sung Tsun-shou) 

감독의 창외(Outside the Window, 1973년), 황촉근(Huang Shuqin) 감독의 화혼(A Soul Haunted by 

Painting, 1994 년), 허우샤오셴(Hou Hsiao-hsien) 감독의 해상화(Flowers of Shanghai, 1998 년), 후 

상(Hu Sang) 감독의 1956년 걸작 축복(New Year's Sacrifice)이 있습니다.  

 

다음 복원작으로 선정된 조춘이월(Early Spring, 1963년)은 위대한 3세대 감독인 사철려(Xie Tieli)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1920 년대의 유명한 좌익 작가 루쉬(Roushi)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손도림(Sun Daolin), 사방(Xie Fang), 상관윈주(Shangghuan Yunzhu), 가오보(Gao Bo), 

한얀(Han Yan)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1995 년 차이나 필름 센추리 어워즈(China Film Century 

Awards)에서 10대 영화상 및 10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제 24 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 개막 주말 동안 예거 르쿨트르는 새로 오픈한 아르데코 카페(Art Deco 

Café)와 상하이에 위치한 K11 에서 다양한 프라이빗 행사를 통해 게스트를 맞이했습니다. 리베르소 

워치의 90주년 또한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팝업 카페는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리베르소 워치의 기원을 기념합니다. 카페에는 프라이빗한 영화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메종과 많은 가치를 공유하는 창의성의 세계, 영화 제작 문화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게 

되어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젬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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