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공예의 정점에서 맺어진 파트너십. 

까사 파글리아노 공방의 스트랩을 장착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는 2018년에도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부츠 제조사인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와의 파트너십을 굳건히 

이어갑니다. 이 특별한 협업을 기념하기 위해, 뛰어난 노하우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투톤 코도반 가죽 스트랩을 장착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모델이 100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컬렉션 오브제의 애호가들에게 기쁨을 

안겨 줄 이 특별한 모델은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노하우가 섬세하게 깃든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는 핑크 골드 케이스 안에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간결한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듀오 콘셉트에 따라 각각의 타임존이 장착된 두 개의 섬세한 다이얼은 서로 대비되는 

독특한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선레이 새틴 브러시 처리된 앞면의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에는 수공 아플리케 인덱스가 

장식되어 도피네 핸즈와 유려한 조화를 이룹니다. 완벽한 원형을 자랑하는 스몰 세컨즈는 리베르소의 “1931” 정신을 반영한 

간결한 라인의 아르데코 스타일에 부드러운 터치를 더해 줍니다.  

 

현지 시각이 표시되는 다이얼 뒷면의 외곽은 클루 드 파리(clous de Paris) 기요셰 패턴으로, 중앙 부분은 오팔린 피니싱으로 

처리되어 실버 다이얼이 우아한 빛으로 반짝입니다. 둥근 라인이 특징인 낮/밤 인디케이터는 이 시계가 지닌 독특한 개성에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핑크 골드 케이스는 이번 모델을 위해 저명한 아르헨티나 메종의 장인들이 수공으로 특별 제작한, 

까사 파글리아노 에디션의 투톤 코도반 가죽 스트랩과 세련된 조화를 이룹니다. 탁월한 아르헨티나 부츠 제조사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결과물은 수공예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892년부터 가업을 이어온 까사 

파글리아노는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에 따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작업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를 위해 제작된 투톤 스트랩은 플랩에 라이트 브라운과 더욱 짙은 브라운 컬러를 함께 

사용했으며, 톤온톤 스티칭과 가장자리 장식이 다이얼의 가드룬 장식 양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각각의 

스트랩은 빈티지한 매력과 섬세한 피니싱을 통해 유니크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시계 뒷면에 인그레이빙된 “Limited Edition – One of 100” 문구는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판매될 

시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시계가 뽐내는 품격 있는 실루엣은 독창적인 수공예를 추구하는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랑 메종은 이 유명한 부츠 제조사와 수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장인 정신과 디테일 감각, 제품에 

대한 열정,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뜻을 함께합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Reverso Tribute Duo) 
 

TECHNICAL CHARACTERISTICS  

 

MOVEMENT 

 Manually wound mechanical movement, Jaeger-LeCoultre Calibre 854/2 

 21,600 vibrations per hour 

 42-hour power reserve 

 167 parts 

 19 jewels 

 5 mm in height 

 

FUNCTION 

 Front: Hours, minutes, small seconds 

 Reverse: Second time zone, 24-hour day/night indicator 

 

CASE 

 18-carat pink gold 

 49.4 x 29.9 mm 

 Height: 10.9 mm   

 Water resistance: 3 atm 

 

DIAL 

 Hand-applied hour-markers 

 Front: slate grey satin-brushed sunray dial, gold-plated hour-markers 

 Reverse: silvered Clous de Paris guilloché and opaline, gold-plated hour-markers  

 

HANDS 

 Dauphine 

 Front: gold-plated, hours, minutes, small seconds 

 Reverse: gold-plated, second time-zone, day/night indicator 

 

STRAP 

 in Casa Fagliano Edition two-tone cordovan leather, specially designed and hand-crafted by the artisans of this 

Argentinian Maison  

 Folding clasp in 18-carat pink gold 

 

REFERENCE 

 Q396245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