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세 가지 RENDEZ-VOUS SONATINA를 공개한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세 가지 Rendez-Vous Sonatina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우아한 자태를 지닌 타임피스는 세련되면서도 섬세한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장인들의 진귀한 재능으로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코드와 메티에 라르™를 통해 기술적 

역량과 미학적 표현이 공존하는 정밀성의 예술을 표현합니다. 

 

오키드는 중국에서 3,0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우아함의 상징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나비는 지극히 가벼운 날갯짓에 밝고 경쾌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변형과 희망, 삶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섬세하고,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오키드와 나비는 새롭게 선보이는 Rendez-Vous 

Sonatina의 다이얼을 통해 매혹적인 여성미를 드러냅니다. 

 

예거 르쿨트르 장인들의 숙련된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타임피스는 기요셰, 마이크로 페인팅 

마더오브펄과 젬 세팅이라는 예거 르쿨트르의 세 가지 메티에 라르™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이얼에는 물결 패턴의 기요셰 모티프를 인그레이빙하여 마더오브펄의 색감을 높이고 섬세한 핑크와 

그린 또는 퍼플 컬러를 가미하였습니다. 이 매혹적인 배경 위로 한 번에 한 획씩 그어진 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탄생한 붓 자국이 오키드와 나비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장인들의 개성과 열정으로 가득한 

미니어처 작품은 미묘하게 다른 생동감 넘치는 디테일로 시각적 깊이가 돋보입니다. 타원형의 

다이아몬드 링은 다이얼 페인팅으로 시선을 이끌며, 자유롭게 피어난 꽃 사이에 위치한 플라워 모양의 

표시창과 나잇 & 데이 인디케이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내려앉은 우아한 금빛 별은 두 번째 크라운을 움직이면 위치가 변경되며 특별한 

랑데부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간이 되면, 멜로디 차임이 한 번 울리며 약속 시간이 되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여성미를 서정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한 Rendez-Vous Sonatina 를 위해 특별 개발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의 매뉴팩쳐 칼리버 735가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 아래에서 탁월한 기술적 

정교함을 드러냅니다. 

 

타임피스는 다이얼 컬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같은 컬러의 반짝이는 악어 가죽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되며, 핑크 골드 버클을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품격이 흘러 넘치는 Rendez-Vous Sonatina 스페셜 에디션은 각각 8피스 한정 출시되며,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endez-Vous Sonatina 

크기: 38.2mm 

두께: 5.57mm 

칼리버: 735 - 오토매틱 

케이스: 핑크 골드 

방수: 5바(bar) 

기능: 시, 분, 초, 낮/밤 인디케이터, 랑데부 인디케이터, 앞면에 초, 앞면에 알람 

파워 리저브: 40시간 

다이얼: 마더오브펄, 마이크로 페인팅, 기요셰 작업 

다이아몬드: 160개의 다이아몬드 - 1.86캐럿 

케이스백: 오픈 

제품 번호:  

Q35924A1: Rendez-Vous Sonatina purple orchid 

Q35924B1: Rendez-Vous Sonatina nude orchid 

Q35924D1: Rendez-Vous Sonatina green orchid 

각 8피스 한정 제작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 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쳐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트모스와 같이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