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거 르쿨트르, 안야 테일러 조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새 캠페인, WALK INTO THE DAWN 공개 

  

 

 

우아함에 경의를 표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캠페인, 'Walk into the Dawn'은 안야 테일러 조이와 

함께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의 환상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Walk into the Dawn 은 별똥별을 바라보며 

소원으로 빌었던 우리의 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영상과 사진에서 안야는 별똥별의 비행 경로를 연상하는 가볍고 우아한 원무로 시계 다이얼을 

가로지르며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린 시절 발레를 배웠던 안야는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춤을 춥니다. 그녀는 라스트 나잇 인 소호(Last 

Night in Soho), 퀸스 갬빗(Queen’s Gambit)과 같은 다양한 작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춤은 전문적인 기술 이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안야는 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춤을 춰요. 침실이나 부엌에서 특히 몰입해서 추죠. 춤은 제게 활력을 더해주어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춤을 출 때 삶의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음을 느껴요.” 

 

'Walk into the Dawn'은 이러한 가능성을 환기시킵니다. 유연하고 강렬한 안야의 움직임에는 그녀만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련미와 섬세함, 유니크함과 다채로운 매력은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워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는 손목을 빛나게 하는 미니어처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라고 안야는 

말합니다. “다이얼의 슈팅 스타는 눈부시게 로맨틱한 블루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원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리듬에 따라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워치라 생각해요.” 

 



 
 

2022 년 워치 & 원더스에서 소개된 랑데부 데즐링 슈팅 스타는 밤하늘의 경이로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별똥별의 덧없는 아름다움에 흥미를 느낀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는 이 진귀한 천체 

현상을 시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워치메이커는 배우로서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안야와  

‘독창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마치 실제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무작위로 별똥별을 등장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명했습니다.  반짝이는 블루 어벤추린 

다이얼은 랑데부 데즐링 라인의 시그니처인 클로 세팅 다이아몬드 링으로 둘러싸여 있어 더욱 찬란한 

광경을 그려냅니다. 

 

안야 테일러 조이 소개 

1996 년 마이애미에 거주하던 영국계 아르헨티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안야 테일러 조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런던에서 자랐으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15 세까지 발레를 배운 그녀는 배우로 전향하여 2015 년 

로버트 에거스(Robert Eggers)의 더 위치(The Witch)에서 놀라운 연기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에드가 라이트(Edgar 

Wright)의 라스트 나잇 인 소호에서 매혹적인 노래 실력을 드러냈으며 그 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0 년 넷플릭스 흥행작 퀸스 갬빗(The Queen’s Gambit)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베스 하먼(Beth 

Harmon)이라는 체스 천재 역할을 매력적으로 연기한 그녀는 골든 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로버트 에거스의 노스맨(The Northman)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2022 년 안야는 

크리스찬 베일(Christian Bale), 마고 로비(Margot Robbie)와 함께 데이비드 O. 러셀(David O. Russell)의 

암스테르담(Amsterdam)뿐만 아니라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와 함께 마크 

미로드(Mark Mylod)의 코미디 호러 영화 더 메뉴(The Menu)에 출연하여 이후 골든 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안야는 최근 2024 년 5 월 개봉 예정인 매드 맥스(Mad Max)의 프리퀄 퓨리오사(Furiosa) 촬영을 마쳤습니다. 

  



 
 

 

 

랑데부 슈팅 스타 소개 

2022 년에 출시된 랑데부 슈팅 스타는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작위로 나타나는 우주 현상을 담아내는 

전례 없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별똥별의 희소성과 찰나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은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는 

새로운 메커니즘인 칼리버 734 를 통해, 시계 다이얼을 가로지르는 슈팅 스타를 매 시간 여러 번 무작위로 

등장시켰습니다. 다이얼은 세 개 층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층의 타원형 어벤추린은 슈팅 스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컷아웃 디테일의 별똥별과 함께 원형 디스크가 자리하고 있어 손목 움직임에 의해 기능이 활성화되면 

슈팅 스타가 다이얼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별이 지나가면서, 컷아웃 디테일이 눈부신 골드 메탈 디스크를 드러내며 

감각적인 움직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다양한 디자인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컴플리케이션은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장식 공예를 위한 이상적인 캔버스가 되어줍니다. 

 

jaeger-lecoul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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