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석과  하이  워치메이킹의  만남: 

 

전통적인  수공예  기술과  진귀한  운석  상감세공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버전의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3 를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  
 

 

 
그랑  메종의  핵심  가치를  집약한  예거  르쿨트르는  다축  투르비옹의  탁월한  기술력과  예술적  장인 

정신의  정수를  결합한  새로운  버전의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3를  선보입니다 . 

 

2013 년 ,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180 주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3 를  제작했습니다 . 3 세대를  거친  자이로투르비옹  기술과  매우  흥미롭고 

즉각적인  디스플레이의 크로노그래프를  결합하여  최고  수준의  기계적  정교함을  보여준 

모델이었습니다 .   

 

그러나  예거  르쿨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 새롭게  선보이는  자이로투르비옹  3는 

매뉴팩쳐의  진귀한  수공예  기법인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활용하여, 

진귀하고  화려한  타임피스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수공  기요셰와  인그레이빙 , 그랑 

퓨  에나멜과  같은 메티에  라르™의  전통을 보여주는, 다이얼의  다양한 요소가 특징인  이  새로운 

모델은  운석  상감세공이라는  보기  드문  기술을  선보입니다 . 

 

다이얼에  장식된  실버-그레이  운석의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무늬는  딥  블루 어벤추린과  순수한 

화이트  그랑  퓨  에나멜의  은은한  광채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합니다 . 핑크  골드  케이스와 

다이얼  디테일의  따뜻하면서도  풍성한  실루엣이  소재와  컬러 , 패턴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 

 

이  시계에  사용된  기베온(Gibeon) 운석은  나미비아(Namibia)에서  발견되었으며  옥타헤드라이트 

계열의  철-니켈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  운석은  선사  시대에  지구와  충돌하기  전 , 수십억 

년에  걸쳐  소행성  파편이 우주에서  냉각되어  형성되었습니다 . 교차  결정  구조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은  소재가  빛을  받으면  우아하게  반짝이며 , 소재의  불규칙한  배열로  인해  각각의 

운석  조각은  다른  조각들과  미묘하게  다른  매력을  지닙니다 . 

 

독일  실버  브릿지의  운석  상감세공  외에도 , 아플리케  인덱스와  함께  어벤추린  링으로  테두리가 

장식된  운석  디스크가  시간을  알려주는  다이얼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경과된  초가 

표시되는  크로노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어벤추린  디스크가  화이트  그랑  퓨  에나멜  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 낮 /밤  인디케이터는  2개의  골드  반원으로  이루어져  각각  낮과  밤을  표시하는 



 
24시간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화이트  컬러의  낮  부분은  수공  기요셰  및  수공  인그레이빙 

태양  광선 , 폴리싱 처리한  핑크  골드 태양이  장식되었고 , 밤  부분은  진한  블루  배경에 폴리싱 

처리된  핑크  골드  초승달과  별이  세팅되었습니다 . 

 

비대칭이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3 개의  중첩된  다이얼이  시계  다이얼에  시각적  깊이를 

더해주며 , 아무런  브릿지  없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투르비옹의  매혹적인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운석이  핵심적으로  자리한  곳은  바로  무브먼트의 뒷면입니다 . 블루  스크류와  루비의  인상적인 

컬러와  수작업으로  챔퍼링  및  폴리싱  처리한  보석  카운터싱크와  브릿지 , 그리고  플레이트의 

반짝이는  실루엣 , 브러싱  처리된  독일  실버  플레이트  테두리의  무광  마감이  함께  어우러져  컬러와 

텍스처가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선사하며  플레이트와  브릿지에  장식된  운석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장인만이  연마한  운석  상감세공  기술은  보기  드문  정밀함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먼저 , 장인은  운석  조각의  두께와  정확히  일치하는  깊이로  독일  실버  플레이트  또는 

브릿지의  표면을  파내고 , 독일  실버의  작은  조각만  경계선에  남겨둡니다 . 새롭게  파낸  표면을 

폴리싱한  후 , 운석의  가장자리가  잘  맞도록  끼워  넣습니다 . 곡선을  이루는  테두리와  표면이 

전체적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완전히  평평하고  통일된  평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 이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되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 

 

이렇듯  정확한 작업을  통해  자이로투르비옹  메커니즘의  탁월한 정밀도를  보완합니다 . 매우 

희귀하고  복잡한  이 다축 투르비옹은  2가지  다른  각도로  세팅된  2개의  케이지가  반대  방향을 

향해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며 , 이들의  중심에서는  블루  컬러의  구체형  밸런스  스프링이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 투르비옹  브릿지  대신  자리한  자이로투르비옹  3 의  알루미늄  케이지는 

캔틸레버  구조로  제작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76 에는  완전히  통합된  크로노그래프가  내장되어  있어 

전통적인  원형  다이얼에  초를  표시하고 , 순간적으로  점프하는  디지털  카운터에  경과된  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예술과  기계  기술의  진정한  애호가들을 위해  고안  및  제작된  새로운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3 ‘메테오라이트’는  예거  르쿨트르의  정수를  담아낸  탁월한  모델입니다 . 

 

 

 

 

 



 

 

 

 

 

 
 

상세  정보: 

크기 : 43.5mm 

두께 : 15.8mm 

칼리버 : 기계식  매뉴얼  무브먼트 ,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6 

기능 : 하나의  푸시  버튼으로  작동하는  인스턴트  디지털  크로노그래프 , 시 /분 , 낮 /밤  인디케이터 , 

자이로투르비옹 

파워  리저브 : 45시간  

케이스 : 핑크  골드 

다이얼 : 어벤추린 , 화이트  에나멜 , 운석 , 수공  기요셰 낮 /밤  인디케이터 

케이스백 : 오픈 

방수 : 50 m 

제품  번호 : Q5032441 

8피스  한정  제작  

 

 
 

 

 

예거  르쿨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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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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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