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를 선보인 예거 르쿨트르

2019 년, 예거 르쿨트르는 권위 있는 영화 행사인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의 파트너십 15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 여 년간 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 중인 예거 르쿨트르는 현대 영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화제작자에게 글로리 투 더 필름 메이커 어워드(Jaeger-LeCoultre Glory to the Filmmaker
Award)를 수여합니다.

올해 그랑 메종은 영화제의 레드 카펫에 오른 기라성 같은 스타들처럼 눈부신 별이 반짝이는 신비로운
밤하늘을 펼쳐 보입니다.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의 새로운 에디션은 2019 년 8 월
28 일부터 9 월 7 일까지 진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의 76 번째 행사에서 공개됩니다.

최고의 영화는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켜 일상적인 경험을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는 23 시간 56 분 4 초마다 다이얼을 한 바퀴 도는
오비탈 플라잉 투르비옹을 통해 시간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시간 단위는
태양보다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 간격입니다.

북반구의 밤하늘이 펼쳐진 다이얼에는 관련 심볼이 장식된 외부 링 안에 자리한 조디악 캘린더의
별자리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플라잉 투르비옹 궤도의 바로 옆에 장식된 작은 골드 마커는 매년
다이얼 주위를 회전하며 고대 조디악 캘린더 기준으로 현재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줍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는 이전 버전들과 차별화된 현대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이얼의 텍스처와 인디케이터가 간소화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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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디테일이 더해졌습니다. 수퍼-루미노바™를
채운 인덱스와 별자리들은 맑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천체의 눈부신 광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올해 1 월에 출시된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웨스트민스터 퍼페추얼의 우아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차세대 케이스를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에서도 선보이며, 334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칼리버 946 을 탑재하였습니다. 새틴 마감부터 마이크로 블라스팅, 미러 폴리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처를 혼합한 43mm 화이트 골드 케이스는 딥 블루 다이얼과 끊임없이 박동하는
골드 밸런스 휠의 장밋빛 컬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기계적 측면은 물론 미학적 측면에서도 탁월함을 선보이는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는
일상을 벗어나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주의 움직임과 함께 일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경이로운 걸작을 탄생시키는 뛰어난 기술력

예거 르쿨트르는 1833 년 르 상티에에 설립된 이래로 광범위한 시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여왔습니다. 오늘날,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쳐는 발레 드 주에 마련된 시설에서 180 개에 달하는
시계 제작 기술 및 시계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연마되어 왔습니다.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에 장착된 오비탈 플라잉 투르비옹은 2010 년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그랑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분야를 한층
넓혀준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노하우를 증명한 걸작과도 같은 타임피스입니다.
플라잉 투르비옹은 그랑 메종의 남성 및 여성 컬렉션에 등장하는 항성시 인디케이터를 통해 예거
르쿨트르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또 다른 영역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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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크기: 43mm
칼리버: 기계식 매뉴얼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46
기능: 시/분, 조디악 캘린더, 24 시간 상용시, 월, 오비탈 투르비옹, 천체도, 24 시간 디스플레이
파워 리저브: 45 시간
케이스: 화이트 골드
다이얼: 수퍼-루미노바™로 처리한 딥 블루, 밤하늘의 별자리
방수: 50m
케이스백: 오픈
제품 번호: Q5273480
28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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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트모스와 같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www.jaeger-lecoult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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