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위한 101 페이유 워치의  

새로운 재해석 

 
 
 

다이아몬드 세팅 케이스가 돋보이는 새로운 여성용 101 페이유 워치의 화이트 골드 모델은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과 완벽한 주얼리 기술, 유구한 전통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2018 

베니스 국제 영화제를 맞이하여 101 렌느와 101 페이유를 핑크 골드 버전으로 선보였던 예거 르쿨트르는 

그랑 메종의 특별한 유산으로부터 다시 한번 영감을 얻어, 1959 년에 첫선을 보인 아이코닉 모델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미니어처 무브먼트  

시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새로운 주얼리 워치에는 우아하고 세련된 돔형 잎사귀 모티프 아래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 이 숨겨져 있습니다. 1929 년 매뉴팩쳐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초소형 칼리버 제작 기술을 통해 매뉴팩쳐에서 98 개의 부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이 모델은 0.2cm3의 부피와 3.4mm 의 두께로 1g 이 채 되지 않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새로운 장식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선사하는 새로운 모델은 화이트 골드로 제작된 

점이 특징입니다. 진귀한 메탈을 완전히 감싸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세팅한 각기 다른 크기의 

다이아몬드 171 개(10.13 캐럿) 아래로, 지극히 섬세한 디테일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거나 감춥니다. 

잎사귀의 관능적인 곡선을 섬세하게 재현한 시크릿 워치의 커버는 간단한 터치만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101 페이유 화이트 골드 워치는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실버 오팔린 다이얼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수공 인그레이빙 및 세팅 기법의 뛰어난 노하우를 보여주는 101 페이유 화이트 골드 주얼리 워치는 예거 

르쿨트르의 시그니처인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의 탁월함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선사합니다. 더욱 발전된 기술과 화려해진 실루엣을 통해, 워치메이킹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모델입니다.   

 

 

 

 

 

 

 

상세 정보 

크기: 18.35mm x 6.80mm 

두께: 5.47mm(잎사귀 제외) 

칼리버: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01/4  

기능: 시/분 

케이스: 화이트 골드 

다이얼: 실버 오팔린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 세팅 화이트 골드 

캐럿: 171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10.13 캐럿) 

제품 번호: Q2863303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 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쳐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리베르소, 마스터, 랑데부, 애트모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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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jaeger-lecoul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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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