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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의 정신을 담아낸 예거 르쿨트르 

 

김우빈 주연의 새로운 영상  

‘IN PERPETUAL MOTION’ 공개 

 

 

• 자연의 끊임없는 진화와 시간과의 관계에서 영감을 얻은 매혹적인 단편 영상인 In Perpetual 

Motion 에는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 출시를 기념하여 메종의 프렌즈, 김우빈이 

출연합니다. 

• 폴라리스 컬렉션은 그라데이션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된 정교한 다이얼, 새로운 오토매틱 

무브먼트 칼리버 868AA가 탑재된 핑크 골드 또는 스틸 버전의 퍼페추얼 캘린더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 새로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는 흥미로운 일상에 스포티한 품격을 선사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새로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 출시를 맞이하여, 예거 르쿨트르는 시각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단편 

영상, In Perpetual Motion을 제작했습니다. 메종의 프렌즈인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이 영상은 시간의 

개념과 호수 및 하늘과 같은 두 가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상 속 김우빈은 새로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를 착용한 채, 자연환경에 깊이 몰입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행동의 개념 즉, 자연 세계가 표현하는 영원한 순환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 감각을 

담아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곳곳에 얽혀 있는 다양한 천체의 모습은 인간의 시간 감각을 비롯하여, 캘린더와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이 

우주의 리듬 및 천문학적 현상의 규칙적인 주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와도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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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은 “자연에 몰입하여 그 리듬을 진정으로 알아차리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착용하는 모든 시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천체의 리듬을 

일, 월, 년으로 변환하는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는 더욱 그렇죠.” 

 

 

 

영원한 시간 측정의 꿈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퍼페추얼 캘린더로 스포티하고 시크한 폴라리스 라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시각적 매력이 돋보이는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의 다이얼은 

짙은 그라데이션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되었으며, 선명한 아워 인덱스, 스켈레톤 핸즈, 캘린더 

디스플레이를 위해 살짝 오목하게 제작된 서브 다이얼이 특징인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의 디자인 

코드를 차용했습니다.  

균형과 가독성에 중점을 둔 날짜, 요일 및 월 인디케이터는 6시 방향의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로 균형을 

이룹니다. 이는 캘린더의 기원이 천문학적 현상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우빈에게 있어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는 이상적인 시계입니다. “현대 

사회의 삶은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자신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는 제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68AA가 장착된 모델로, 고전적인 북반구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남반구 문페이즈의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와 조화를 이룹니다.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의 실용성을 향상시킨 새로운 무브먼트는 길어진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우아한 다이얼을 완성하기 위해, 42mm 케이스는 스틸 또는 핑크 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교체 가능한 스트랩에는 ‘래피드-체인지(rapid-change)’ 장치가 부착되었습니다. 각 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두 가지 스트랩 외에도(핑크 골드 모델은 러버 및 악어 가죽 스트랩, 스틸 모델은 러버 및 

스틸 브레이슬릿), 다양한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활용하여 흥미로운 일상을 빛내줄 유니크한 스타일을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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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R ODYSSEY 소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즈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균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 소개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폴라리스 라인 최초로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을 선보입니다. 흥미로운 일상을 위해 고안된 

폴라리스 라인은 2018 년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해졌으며, 그랑 메종의 역사적인 다이버 시계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합니다. 강력한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을 결합한 폴라리스는 스포티한 품격을 선사하는 현대적인 

시계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정교하면서 유용한 시계 컴플리케이션인 퍼페추얼 캘린더는 항상 정확한 날짜를 

표시하는 초소형 기계식 컴퓨터와 같은 기능으로, 일수가 다른 달과 윤년까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210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0 년 동안 수동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퍼페추얼 캘린더는 

7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셀프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68AA 로 구동됩니다. 퍼페추얼 캘린더 

인디케이터와 문페이즈는 균형과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깊은 그라데이션 블루 컬러로 래커 처리된 다이얼에 

표시됩니다. 스틸 또는 핑크 골드로 출시되는 42mm 케이스에는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위한 ‘래피드-체인지(rapid-

change)’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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