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나잇 블루 컬러로 장식한 새로운 랑데부 모델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새로운 랑데부 여성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모델들은 모두 블루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비로운 매력과 품격있는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깊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는 여성의 

손목을 더없이 우아하고 독특한 매력으로 감싸 줍니다. 블루 컬러의 다이얼, 스트랩, 핸즈 또는 낮/밤 

인디케이터가 위엄 있는 자태로 랑데부 컬렉션의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랑데부 나잇 & 데이 스몰과 랑데부 나잇 & 데이 미디엄  

 

우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드러내는 랑데부 나잇 & 데이는 직경 29mm 또는 34mm의 스틸 케이스를 

장착하여 더없이 정교한 낮/밤 인디케이터를 돋보이게 합니다.  

 

대조적인 여성스러움 

랑데부 나잇 & 데이는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의 화려한 광채를 통해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무브먼트의 일부를 감상할 수 있는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세련된 

매력을 더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 

랑데부 나잇 & 데이는 선레이 브러시드 피니싱으로 장식된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 위에 섬세하게 장식된 

실버 파우더 숫자를 통해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클래식한 우아함 

랑데부 나잇 & 데이의 톤온톤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악어 가죽 스트랩은 다이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어떠한 도구 없이도 취향에 따라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67A (스몰 모델) 

이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20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98A/1 (미디엄 모델) 

이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20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제품 번호 Q3468480 (스몰 모델) & Q3448480 (미디엄 모델) 

 

랑데부 나잇 & 데이 

 

설명 

악어 가죽 스트랩까지도 미드나잇 블루 색상으로 우아한 매력을 지닌 랑데부 나잇 & 데이 스틸 모델은 

언제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여성미를 발산합니다. 클래식한 룩으로 섬세한 디테일을 선보입니다. 

 

정교한 다이얼. 

랑데부 나잇 & 데이의 정교한 피니싱 장식 다이얼은 환상적인 꿈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 합니다. 기요셰 

패턴으로 장식된 다이얼은 마치 와일드 실크를 연상케 하며, 다이얼은 다이아몬드로 강조된 플라워 



모티프 숫자가 아름다운 원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블루 스틸 플로럴 핸즈와 세컨드 핸즈는 흘러가는 

시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디자인에 우아함을 더해 줍니다. 

 

해와 달 

6시 방향에 위치한 표시창을 통해 해와 달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내어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표시해주며 

흘러가는 시간에 서정적인 감성을 더해 줍니다. 

 

조화로운 스트랩 

톤온톤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미드나잇 블루 악어 가죽 스트랩은 낮/밤 인디케이터 및 핸즈 컬러와 

세련된 조화를 이루며 손목을 우아하게 빛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98/1 

이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20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제품 번호 Q3448410 

 

랑데부 투르비옹 

 

랑데부 투르비옹 화이트 골드 모델은 예거 르쿨트르가 보유한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주얼리 제작 

노하우가 완벽하게 결합한 시계입니다. 감탄을 자아내는 섬세한 피니싱과 놀라운 메커니즘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이 모델은 진귀한 광경을 연출하며 손목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진귀한 투르비옹 

랑데부 투르비옹 모델의 매혹적인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 6시 방향에는 가장 정교한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투르비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 시계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브먼트에 

가해지는 중력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여 최상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완벽한 비율 

랑데부 투르비옹 다이얼의 중앙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한 줄이 원을 그리며 장식되어 있고, 이 

원형 장식은 투르비옹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진귀한 다른 원형 장식과 겹쳐져 있습니다. 이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과 함께 완벽한 비율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눈부신 광채 

그랑 메종의 주얼리 장인들은 랑데부 투르비옹 화이트 골드 모델을 특별한 주얼리로 제작하였습니다. 

베젤만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측면과 러그, 크라운에 인버트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장식하여 손목에 눈부신 광채를 더하고 미드나잇 블루 악어 가죽 스트랩과 대비를 이룹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78 

이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는 30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제품 번호 Q3413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