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기 스튜디오와 마브사의 영화, 매튜 본 감독의 ‘킹스맨’을 기념하며 마스터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 워치를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와 미스터 포터 

 

 

예거 르쿨트르와 미스터 포터(MR PORTER)가 마스터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 워치를 

10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이 모델은 곧 개봉될 매튜 본(Matthew Vaughn) 

감독의 영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The King’s Man)를 위해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 워치는 7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미스터 

포터에서 킹스맨 ‘컬렉션 의상(Costume to Collection)’ 중 메인 제품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예거 르쿨트르 온라인 웹사이트 및 일부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킹스맨 시리즈의 최신작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킹스맨 

에이전시가 탄생했던 10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거 르쿨트르 또한 1907 년의 

‘쿠토(couteau: 칼을 뜻하는 프랑스어)’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타임피스를 

개발하기 위해 역사적인 울트라 씬 칼리버 제작 노하우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스터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 워치는 킹스맨의 클래식한 분위기는 물론 모던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구현한 세련된 드레스 워치입니다.  

  

시계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예거 르쿨트르 포켓 워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넓은 폭의 베젤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에서부터 케이스의 가장자리까지 부드럽게 기울어져 칼날처럼 날렵한 

측면을 완성하며, 삼각형 활로 보호되는 와인딩 크라운은 12시 방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클래식하고도 전통적인 요소는 섬세하게 가미된 모던한 디테일과 만나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합니다. 다이얼은 심플한 인덱스 아워 마커로 간결하게 완성되었으며, 정교한 

디자인의 원형 링이 베젤을 장식합니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40mm 사이즈의 핑크 골드 케이스는 4.25mm의 두께를 자랑하며, 울트라 

씬 케이스에는 저명한 핸드 와인딩 칼리버 849가 장착되었습니다. 매우 얇은 1.85mm의 

무브먼트는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부품이 충분한 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얇은 두께와 

견고함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100년의 역사를 지닌 그랑 메종의 수준 높은 파인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증명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는 영화의 서사를 기념하기 위해 케이스백에 킹스맨 

로고와 “One of 100” 각인을 선보이며, 특별히 디자인된 킹스맨 슬리브 박스에 담겨 

제공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는 킹스맨의 유명한 명언처럼, 마스터 울트라 

씬 나이프는 기능은 물론 품격까지 갖춘 완벽한 남성을 위한 타임피스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는 1833년부터 독창적인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이끌어온 풍부한 

헤리티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매튜 본 감독 및 미스터 포터와의 협업을 통해 우아한 

개척자 정신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계를 탄생시켰습니다. 1907년에 선보였던 칼 모양의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얻은 이 모델은 그 얇은 두께로 통합형 매뉴팩쳐의 기술과 창의성을 

구현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타임피스를 통해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 예거 르쿨트르 CEO 

 

“미스터 포터가 올 하반기에 예정된 킹스맨의 전 세계 개봉에 앞서, 매튜 본 감독 및 예거 

르쿨트르 팀과 함께 예거 르쿨트르 울트라 씬 킹스맨 나이프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헤리티지 스타일을 갖춘 이 100피스의 한정 모델은 성장 중인 글로벌 

워치 커뮤니티의 열렬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 샘 커쇼(Sam Kershaw), 미스터 포터 바잉 

디렉터 

 

  

킹스맨 소개 / 20세기 스튜디오(20th CENTURY STUDIOS) 

 

역사상 최악의 폭군과 범죄자가 모여 수백만 명을 학살하기 위한 전쟁을 모의하는 극악한 

상황 속, 그들을 막아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에 싸인 독립 정보기관 ‘킹스맨’의 

탄생을 확인해보세요. 

 

매튜 본이 감독을 맡은 ‘킹스맨’에는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 젬마 아터튼(Gemma 

Arterton), 리스 이판(Rhys Ifans), 매튜 구드(Matthew Goode), 톰 홀랜더(Tom Hollander), 

해리스 딕킨스(Harris Dickinson), 다니엘 브륄(Daniel Brühl), 디몬 하운수(Djimon Hounsou), 

찰스 댄스(Charles Dance) 등의 스타 배우가 출연합니다. 

 

매튜 본, 데이빗 레이드(David Reid), 애덤 보링(Adam Bohling)이 영화의 제작을 맡았으며 

마크 밀러(Mark Millar), 데이브 기븐스(Dave Gibbons), 스티븐 막스(Stephen Marks), 

클라우디아 본(Claudia Vaughn), 랄프 파인즈(Ralph Fiennes)가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킹스맨’은 마크 밀러(Mark Millar)와 데이브 기븐스(Dave Gibbons)의 만화 “시크릿 



  

서비스(The Secret Service)를 원작으로 하며, 각본은 매튜 본, 대본은 매튜 본과 칼 

가이두섹(Karl Gajdusek)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새로운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는 2020년 

9월 18일 미국에서 개봉합니다. 

  

 

마브 스튜디오(MARV Studios)와 매튜 본 소개 

 

마브 스튜디오는 장르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의 선두 영화 제작자, 매튜 본의 

제작사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 박스 오피스에서 2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매튜 

본은 비평가들의 호평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독립 영화 제작자 중 한 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매튜 본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얻은 가이 리치(Guy Ritchie) 감독 및 브래드 피트(Bradd Pitt) 

주연의 영화, ‘록 스탁 앤 투 스모킹 베럴즈(Lock, Stock and Two Smoking Barrels)’의 

프로듀서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마브 제작사와 함께 다니엘 크레이그(Daniel 

Craig)가 출연한 범죄 스릴러 영화 ‘레이어 케이크(Layer Cake)’를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해 

관객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그 후 매튜 본은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 미셸 파이퍼(Michelle Pfeiffer)가 주연을 

맡은 ‘스타더스트(Stardust)’에서 제인 골드만(Jane Goldman)과 함께 각본을 집필하고 감독 

및 제작을 맡았으며 2009 년에는 마이클 케인(Michael Caine) 주연의 액션 스릴러, ‘해리 

브라운(Harry Brown)’을 제작했습니다. 2010 년에는 헬렌 미렌(Helen Mirren)과 샘 

워싱턴(Sam Worthington)이 주연을 맡은 ‘언피니시드(The Debt)’에서 제작 및 공동 집필을 

담당했고, 클로이 그레이스 모레츠(Chloë Grace Moretz)의 대담한 연기가 돋보였던 첫 

프렌차이즈 영화 ‘킥애스(Kick-Ass)’에서 감독 및 제작, 공동 집필을 맡았습니다. 2011년에는 

20 세기 폭스사의 ‘엑스맨(X-Men)’ 프리퀄을 공동 집필 및 감독했습니다. 관객과 비평가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이 영화은 엑스맨 시리즈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매튜 본은 2014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X-Men: Days of 

Future Past)’의 공동 집필을 맡는 등 시리즈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2014년, 글로벌 블록버스터 킹스맨 시리즈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매튜 본이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은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Kingsman: The Secret Service)’를 시작으로 2017년 

9월에 개봉한 후속작 ‘킹스맨: 골든 서클(Kingsman: The Golden Circle)에 이어, 유명 배우를 

총망라한 프리퀄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The King's Man)’가 2020 년 9 월 개봉될 

예정입니다.   

 



  

2019년, 마브사와 로켓 픽처스(Rocket Pictures)는 엘튼 존의 삶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판타지 

영화 ‘로켓맨(Rocketman)’을 선보이며 비평가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덱스터 플레처(Dexter 

Fletcher)가 영화의 감독을 맡았으며, 주연이었던 태런 에저튼(Taron Egerton)은 골든 

글로브(Golden Globe®)의 남우 주연상 수상은 물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BAFTA)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1833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미스터 포터(MR PORTER)에 대하여 

  

미스터 포터(MR PORTER)는 2011 년 2 월 런칭 이래 자사 브랜드인 미스터 피(MR P.)와 

킹스맨(Kingsman)을 비롯한 최고의 남성복과 럭셔리 브랜드들 외 명품시계와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는 다양하고 뛰어난 제품들을 선보이며, 각종 수상 경력에 빛나는 남성 

스타일의 글로벌 쇼핑 사이트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미스터 포터(MR PORTER)는 위클리 쇼퍼블 디지털 매거진인 더 저널(The Journal), 격월간 

신문인 미스터 포터 포스트(The MR PORTER Post)와 같은 자체 미디어를 통해 신선하고 

유용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미스터 포터는 남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선사업으로 자선 파트너인 모벰버 재단(Movember)과 함께 모금 프로젝트 및 

콘텐츠인 미스터 포터 헬스 인 마인드(MR PORTER Health In Mind)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뉴욕, 런던, 밀라노로의 당일 배송을 포함하여 180개국 이상의 국가에 익스프레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손쉬운 반품, 다국어 고객 서비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퍼스널 

쇼퍼 서비스와 함께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톱 등 모든 플랫폼에서 간편하고 멋진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포터(MR PORTER)는 세계적인 온라인 럭셔리 및 패션 분야의 리더인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 (YOOX NET-A-PORTE GROUP)의 일원입니다. 이 그룹은 자사의 온라인 명품 편집샵 

네타포르테 (NET-A-PORTE), 미스터 포터 (MR PORTER), 육스 (YOOX),더 아웃넷 (THE 

OUTNET)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래그쉽 스토어 사업 

부문은 여러 유명 명품 브랜드들과 제휴하여 온라인 판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430만 명 이상의 높은 지출의 액티브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 (YOOX NET-A-PORTE GROUP)은 기술과 럭셔리의 영역을 통합한 

개척자로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큐레이트된 최고의 명품 브랜드와 제품, 

맞춤형 엔드-투-엔드 서비스, 최신 기술 및 영감을 주는 컨텐츠로 가장 안목 있는 고객층을 

만족시킵니다. 

  

미스터 포터 (MR PORTER)와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 (YOOX NET-A-PORTE GRO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rporter.com과 www.yna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mrporterlive / 페이스북: mrporterlive / 트위터: @MRPORTERLIVE / 유튜브: 

MRPORTER 

http://www.mrporter.com/
http://www.yna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