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모복스의 역사 

 

 

1950 년 세상에 첫선을 보인 예거 르쿨트르의 아이코닉 모델은 다음 세대의 수많은 기계식 알람 시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랑 메종의 디자이너들은 1968 년 메모복스 폴라리스 모델을 발전시켜 외관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메모복스는 기억하고, 알려주고, 깨워줍니다." 이 문구는 1950 년 예거 르쿨트르가 막 상용화되던 당시 메모복스의 

장점을 소개한 광고문입니다. 2 차 세계 대전 후 경제 회복기에 출시된 메모복스 - 기억의 목소리 - 는 사업가들이 

회의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차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간결하고 클래식한 라인의 이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시계는 별도의 크라운으로 알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가 위치한 스위스 보(Vaud) 주의 정부 당국은 바로 이 시계를 

1953 년 찰리 채플린의 공식 기념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메모복스 오토매틱 

 

1956 년 예거 르쿨트르는 알람 기능을 탑재한 컬렉션 최초의 오토매틱 워치를 개발하여 메모복스 라인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했습니다. 이 모델은 다양한 후속 모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3 년 후 예거 르쿨트르는 더 많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이 알람 시계를 홍보했습니다. 그랑 메종은 사업가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오토매틱 메모복스에서 모험가와 모든 스포츠맨의 이상적인 시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듯, 1970 년대의 메모복스 광고문은 당시 새롭게 개발된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를 배경으로 "메모복스, 역동적인 리더를 위한 시계"로 소개되었습니다.  

 

 

메모복스 월드타임과 메모복스 파킹 

 

그랑 메종은 125 주년을 기념하여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메모복스 월드타임은 전 세계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고, 메모복스 파킹은 주차 시간을 모니터하여 만료 시간을 알리는 알람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인이 필요로 한 점을 앞서 생각한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메모복스 딥 씨 

 

1959 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모복스 딥 씨를 발표했습니다. 오토매틱 칼리버 815 로 구동되는 이 모델은 알람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의 알람 기능은 아침 기상 시간이나 중요한 회의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넘어 다이버의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메모복스 폴라리스 

 

6 년 후,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5 를 탑재한 메모복스 폴라리스가 등장했습니다. 메모복스 폴라리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1962 년 심해 탐사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당시 세계는 우주와 심해, 북극과 남극 등 모든 

종류의 탐험에 도전했습니다.  

 

1963 년에는 50 피스의 프리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케이스는 직경 42mm 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형 사이즈로 시계의 가독성을 한층 더 개선시켰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혁신 기능은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메모복스 폴라리스의 개발자들은 수중에서도 알람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계가 다이버의 잠수복에 접촉하여 

차임 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중 케이스백을 개발했습니다. 브론즈 소재로 제작된 첫 번째 

케이스백은 영롱한 알람 소리를 구현했고, 방수 기능을 갖춘 두 번째 케이스백은 메커니즘이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백은 16 개의 구멍을 통해 수중에서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알람 음향을 

구현했습니다.  

 

200m 방수 기능을 탑재한 이 메모복스는 충격 흡수 및 항 자기성 기능을 제공했으며, 외부가 아닌 내부에 회전 

베젤을 탑재하여 세 번째 크라운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1968 년 예거 르쿨트르는 이 시계를 위해 보다 스포티한 감각의 새로운 다이얼을 디자인했습니다. 위치를 옮긴 

숫자 인덱스와 새로운 사다리꼴 모양의 아워 마커, 그리고 알람 시간을 표시하는 작은 삼각형 인덱스를 트리튬® 

소재로 코팅하고 바통형 핸즈 역시 형광 물질로 코팅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로부터 50 년이 지난 2018 년에 그랑 메종의 장인들은 이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메모복스 폴라리스 II 

 

1971 년에 이르러 보다 진보적인 버전의 새로운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메모복스 폴라리스 II 로 명명된 이 모델은 

당시 가장 혁신적인 첨단 기능을 집약한 강력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칼리버 916 은 1970 년부터 예거 르쿨트르가 

개발한 높은 진동수의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당 28,800 회 진동하는 밸런스 휠을 탑재한 

이 시계는 정밀성의 기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와인딩 시스템 역시 혁신적인 방식으로, 로터가 축 

주위를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배럴을 와인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능의 칼리버 916 을 바탕으로 

오늘날 마스터 컴프레서 메모복스를 구동하는 칼리버 956 이 개발되었습니다.  

 

 

마스터 컨트롤 메모복스와 마스터 그랑 메모복스 

 



1998 년 마스터 컨트롤 메모복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칼리버 914 로 구동되는 이 모델은 "1,000 시간 컨트롤" 

테스트로 입증된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을 자랑했습니다.  

2 년 뒤 출시된 마스터 그랑 메모복스 칼리버 909-440/2 는 퍼페추얼 캘린더와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클래식 메모복스 모델에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명 방식의 케이스백을 대체하여 매달린 공으로 소리를 내는 

새로운 음향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마스터 컴프레서 메모복스  

 

2002 년은 성공적인 역사를 써 온 메모복스 무브먼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마스터 컴프레서 메모복스가 탄생한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메모복스 트리뷰트 투 폴라리스 

 

예거 르쿨트르는 2008 년에 메모복스 폴라리스의 눈부신 역사를 기념하여 두 개의 메모복스 트리뷰트 투 폴라리스 

리미티드 시리즈인 "1965" 모델과 "1968"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메모복스 트리뷰트 투 폴라리스 시리즈의 두 시계 모두 이전 모델에 담긴 정신과 미학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정밀함과 견고함, 신뢰성 측면에서 현대적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의 가장 진보된 혁신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56 은 케이스백에 공이 매달린 방식의 최신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윤활유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세라믹 볼 베어링 방식의 로터를 선보였습니다.  

 

음향을 공명하는 역할을 하는 방수 케이스백과 16 개의 동그란 구멍을 낸 가장 바깥쪽 케이스백은 이전 모델들에 

대한 찬사를 담아 컬렉션 특유의 오리지널 미학을 유지했습니다.  

 

 

마스터 메모복스 트리뷰트 투 딥 씨 

 

1959 년 예거 르쿨트르는 알람 기능을 갖춘 최초의 다이버 시계인 메모복스 딥 씨를 개발했으며, 유럽 다이버와과 

미국 다이버를 위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2011 년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는 이 역사적인 모델에 대한 

경의를 담아 리미티드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오리지널 모델과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 두 가지 버전을 

유지했습니다. 직경 40.5mm 스틸 케이스와 오토매틱 메모복스 칼리버 956 을 장착한 유럽 모델(959 피스 리미티드 

시리즈)은 블랙 다이얼 버전으로, 미국 모델(359 피스 리미티드 시리즈)은 "LeCoultre" 시그니처가 장식된 

블랙/그레이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마스터 메모복스 부티크 에디션 

 

2016 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모복스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계 60 주년을 기념하여 오직 부티크에서만 판매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일명 "스노우드롭(Snowdrop)"이라고 불린 1970 년대 메모복스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블루 컬러와 빈티지 스타일로 디자인한 이 시계는 모던한 케이스와 마감 기법을 선보였으며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56 을 탑재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메모복스 

 

2018 년, 그랑 메종은 1968 년 메모복스 폴라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디자인의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컬렉션을 발표합니다. 

이 컬렉션에서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메모복스는 오리지널 모델을 연상시키는 빈티지한 외관과 알람 기능은 

유지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케이스를 선보입니다. 1968 년 모델 50 주년을 기념하여 1,000 피스 리미티드 

시리즈로 출시되는 새로운 컬렉션은 진귀한 오브제를 사랑하는 시계 애호가들에게 시대를 뛰어넘는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950 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풍부하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계 무브먼트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오리지널 모델의 신뢰성과 후속 모델의 진보된 기술력이 있기에 이룰 수 있었던 눈부신 성취입니다. 2018 년, 

최초의 메모복스가 등장한지 60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예거 르쿨트르는 1833 년 스위스 산맥의 발레 드 주 계곡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창립 이후부터 모든 시계를 시계 명장들이 무브먼트에서 케이스까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어 조립합니다. 

여기에는 독창성과 의지, 성실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갈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www.jaeger-lecoultre.com 

 

http://www.jaeger-lecoult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