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거 르쿨트르는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 출시를 기념하여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콜라보레이션한 영상을 선보인다  

 

예거 르쿨트르는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 다이버 시계의 출시를 기념하여 오랜 기간 

메종의 홍보대사로 활약해온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콜라보레이션한 단편 영상 호흡(In A Breath)을 

공개했습니다. 베네딕트는 영상 속에서 그가 오랫동안 수행해온 명상과 다이빙의 유사점과 그 두 활동이 

시간을 느끼는 우리의 감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영상은 환상적인 뉴질랜드 라키노섬의 광야를 배경으로 하며 호흡과 시간의 관계, 명상과 다이빙이 

이끌어내는 초월적 상태, 그리고 두 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성을 그려냅니다. 

 

다이빙은 명상과 마찬가지로 시계 무브먼트 박동처럼 지속적이며 일정하고 리드미컬한 호흡에 

집중합니다. 호흡과 연결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은 점점 

고요함을 찾게 되고 최상의 경이로움과 감탄, 그리고 바다와의 일체감에 이르게 됩니다. 대다수의 

다이버들은 다이빙 중 매우 심오한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무중력, 고요함, 화이트 

노이즈의 부재와 같으며 가장 차분한 색인 블루에 완전히 몰입하는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명상은 ‘평온함, 연결성, 그리고 살아있음’과 같은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며 

“우리는 내면과 연결될 때 그리고 고요함 속 즉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거리를 둘 때, 현재의 삶 

속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 혹은 연기 또는 창조적이거나 예술적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집중 속에서 머물지만 원한다면 그 흐름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바닷속 세상에서는 외부의 방해 요소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다이버들은 공간 속에 멈춰 있다고 느끼며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시간의 척도는 오직 자신의 호흡과 손목의 시계입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는 예거 르쿨트르가 최초로 선보인 다이버 시계의 

강력한 성능과 고유한 미학적 전통을 따릅니다. 더욱 향상된 기능은 물론 ISO 6425 다이빙 사양을 

준수하며 300m(30 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된 블루 다이얼이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링은 스포티하면서 현대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956 은 예거 

르쿨트르 최초의 오토매틱 알람 시계 칼리버를 계승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는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퍼리퍼럴 공을 장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 알람 시계의 매력적인 시그니처인 ‘스쿨 벨’ 사운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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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www.jaeger-lecoult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