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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밀포드 헤이블과 함께 까사 파글리아노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예거 르쿨트르  

 

 

2018년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헨티나의 유명 부츠 제작사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의미로 리베르소 트리뷰트와 리베르소 클래식 라인에 코도반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새로운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탁월한 가죽 제작 전통을 보여줄 이 특별한 협업을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폴로 선수이자 브랜드 홍보대사인 클레어 밀포드 헤이븐을 초청하여 그녀의 개성이 반영된 

까사 파글리아노 스트랩과 리베르소 클래식 미디엄 듀에토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클레어 밀포드 헤이븐이 구상하고 맞춤 제작한 유니크한 타임피스 

 

2016년 아이코닉 리베르소 85주년을 맞아, 예거 르쿨트르는 지난 2004년부터 메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클레어 밀포드 헤이븐을 초청하여 그녀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핑크 골드 버전의 리베르소 클래식 듀에토 미디엄이 탄생했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과 두 세트의 핸즈를 

무브먼트 하나로 구동하는 리베르소 클래식 듀에토 미디엄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오묘한 블루 톤의 컬러가 시계 전반에 장식되어 있으며, 승리와 자선,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와 루비 세팅 크라운과 같은 섬세한 맞춤 디테일은 다이얼을 회전하기 전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클레어 밀포드 헤이븐은 자신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이 모델을 위해 유니크한 

코도반 가죽 스트랩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리베르소 클래식 듀에토 미디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죽 

스트랩에는 까사 파글리아노의 탁월한 가죽 제작 전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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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르소 클래식 스몰 세컨즈를 빛내는 고급스러운 파글리아노 스트랩 

 

이 특별한 협업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은 리베르소 클래식 스몰 세컨즈입니다. 이 모델은 

검 모양의 핸즈와 블랙 아라비아 숫자,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다이얼을 탑재한 디자인으로 뛰어난 

가독성이 돋보입니다. 리베르소 시계의 리버서블 컨셉은 원래 폴로 경기 도중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베르소 시계는 스포츠 세계를 넘어, 스틸 

케이스백에 인그레이빙이나 래커 처리로 특별한 문구를 새겨 넣어 삶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하이엔드 시계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시계에는 까사 파글리아노가 디자인한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최고급 초콜릿 브라운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습니다. 톤온톤 컬러 장식으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더한 브레이슬릿이 리베르소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합니다. 

 

리베르소 클래식 듀오페이스, 두 개의 다이얼과 까사 파글리아노 스트랩의 완벽한 조화  

 

리베르소 클래식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는 시대를 초월한 절제되고 우아한 디자인에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기술과 전문성을 담아냅니다. 두 개의 다이얼이 하나의 기계식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이 모델은, 

우아한 스틸 케이스에 여행자를 위한 두 개의 타임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다이얼의 중앙 부분에는 

섬세한 기요셰 패턴이 장식되었고 리베르소 특유의 스틸 블루 핸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우아한 스몰 세컨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이스 뒷면은 블랙 다이얼을 배경으로 여행자를 위한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며 6시 방향의 낮/밤 인디케이터는 현재 시간대가 낮인지 밤인지를 표시합니다. 

두 가지 다이얼 모두 파글리아노 컬렉션의 매끈한 초콜릿 브라운 가죽 스트랩과 어우러져 리베르소 

특유의 순수한 미학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3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아르데코 스타일의 섬세한 아름다움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는 아르데코 스타일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을 

조화시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의 다이얼은 1931년 출시된 최초의 리베르소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이얼 테두리의 "철길" 모양 스케일은 새틴 베이스 위에 반투명 래커 코팅으로 

마감되어 오묘한 블루 톤의 색감을 연출합니다. 순수한 매력이 인상적인 다이얼 위로 스몰 세컨드가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폴리싱 처리 및 로듐 도금 처리된 아플리케 인덱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역시 감탄을 자아낼 만큼 우아하고 간결한 파글리아노 

컬렉션 스트랩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블루 컬러의 천연 가죽 소재로 제작된 편안하고 유연한 

까사 파글리아노 스트랩은 아르헨티나 부츠 제작사의 고유한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까사 파글리아노,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가죽 장인 회사 

 

까사 파글리아노는 폴로 경기와 농업용 부츠를 전문 제작하는 가죽 신발 제작사입니다. 아르헨티나 

헐링엄(Hurlingham)에 위치한 까사 파글리아노 공방은 백 년 이상 사용해 온 전통 제작 도구와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은 오늘날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작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특히 높은 퀄리티와 섬세한 디테일로 이름 높습니다. 창립 초기 까사 

파글리아노를 찾는 고객들은 서민과 농장 일꾼들이었으나 지난 수십 년간 폴로 선수에서 유명 배우, 

귀족과 왕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고객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오늘날 파글리아노 

가문의 4대와 5대 후손들은 선대가 사용했던 도구와 제작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수공 제작 

공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제작 공정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진정성과 장인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까사 파글리아노와의 협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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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 밀포드 헤이븐, 영국 

 

클레어 밀포드 헤이븐(Clare Mountbatten, Marchioness of Milford Haven)은 15년 이상 다양한 리그의 

폴로 경기에서 선수로 참여해 왔으며, 여러 차례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언론은 여성이 남성과 

경기를 펼친다는 자체로 주목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레어가 보여준 것과 같은 뛰어난 

기술입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클레어는 20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자선활동으로 제임스 웬트워스 스탠리 추모 기금을 설립하여,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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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