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 왈렌다, 새 JEANRICHARD 시계 착용하고 시카고 스카이라인 횡단 
 
-- “줄타기 곡예의 대왕” 닉 왈렌다, 새로 나온 JEANRICHARD for Wallenda 
Terrascope 착용하고 까마득한 높이에서 두 개의 세계 신기록 경신 
-- 또 다른 환상적인 줄타기 곡예 선보여 
 
(스위스 라쇼드퐁 및 시카고 2014 년 11 월 5 일 PRNewswire=연합뉴스) 지난 2 일, 
‘줄타기 곡예의 대왕’ 닉 왈렌다가 디스커버리 채널의 ‘Skyscraper Live with Nik 
Wallenda’ 방송에서 바람의 도시 시카고 스카이라인으로 줄타기 곡예를 선보였다. 그는 
세계 신기록을 9 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JEANRICHARD 대사이기도 하다. 이날 시카고 
강변에는 전 세계에서 6 만 5 천 명이 넘는 흥분한 관중들과 언론인들이 운집해 줄 위를 
내딛는 왈렌다의 걸음을 주시했다. 8 분 9 초 동안 이어진 이 모험에서 그와 함께 한 것은 
새로 나온 JEANRICHARD Terrascope 특별판 시계였다. 이 시계에는 그가 타는 줄의 
횡단면에서 영감을 받은 베젤이 장착됐다.  
 
멀티미디어 배표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2762590-Nik-Wallenda-new-
JEANRICHARD/ 
 
닉 왈렌다는 폭 1 인치(약 2.5cm, 미국 25 센트 동전 크기)인 쇠줄을 타고 시카고 강을 
횡단했다. 마리나시티 웨스트타워 588 피트(약 180 미터) 높이에서 출발해 19 도 각도로 
상승하는 쇠줄을 타고 83 피트(약 25 미터)를 올라가 리오 버넷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최대 25mph(약 40km/h)의 강풍 속에서 6 분 52 초만에 가장 가파른 줄을 탄 것으로 첫 
세계 신기록을 인정받았다.  
 
이날 줄타기 곡예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리나시티 웨스트타워에서 출발해 높이 
543 피트(약 165 미터)의 이스트 타워에 도착했다. 놀라운 사실은 두 타워를 횡단하는 
동안 그가 눈을 가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눈을 가린 채 최고 높이 줄타기를 한 두 
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94 피트(약 29 미터)를 횡단하는데 1 분 17 초가 걸렸다.  
 
이날 ‘줄타기 곡예의 대왕’ 닉 왈렌다는 안전망이나 안전벨트 없이 무려 8 분 9 초 만에 
줄타기 곡예를 완료했다. 그가 작년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줄타기를 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듯이, 이번 줄타기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 확실하다. 그가 손목에 JEANRICHARD 
Terrascope 시계를 차고 줄타기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시카고 줄타기 곡예를 하면서 JEANRICHARD 와 다시 한 번 손을 잡게 돼 
기쁘다”라며 “JEANRICHARD 와 나는 ‘인생 철학’이 같다. 즉, 둘 다 위대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JEANRICHARD 는 
줄타기든 아니면 시계 제작 벤치든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집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공유한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고급 시계 제조업체 JEANRICHARD 는 열심히 살아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다. JEANRICHARD 의 파트너들과 닉 왈렌다를 포함한 
브랜드 대사들은 이와 같은 고유한 비전을 대변함으로써 JEANRICHARD 의 여정에 함께 
한다. 유명한 왈렌다 가문은 7 세대에 걸쳐 줄타기 곡예를 해왔으며, 개척 정신을 
대물림해왔다. Daniel Jeanrichard 가 17세기 이후 도제 제도를 통해 스위스 시계 
제조업을 혁신시키고, 스위스 시계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말이다.  
 
이와 같은 JEANRICHARD 의 여정은 닉 왈렌다를 위한 특별판 시계에서 잘 드러난다. 이 
특별판 시계의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왈렌다의 줄타기 곡예에서 영감을 받았다. 수직형으로 
사틴 마감된 스틸 케이스에는 중심 문양이 왈렌다가 타는 줄의 횡단면을 반영하는 베젤이 
장착됐다. 또한 닉 왈렌다 로고는 회색 브러시트 다이얼 위를 걷는 왈렌다를 상징한다.  



 
닉 왈렌다의 진정한 힘과 의지에서 영감을 받은 이 Terrascope 시계는 “닉 왈렌다 
특별판”이 새겨진 케이스 뒷면을 특징으로 하며, 스틸 케이스와 어울리고, 손목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드는 검정 고무 스트랩이 장착됐다.  
 
JEANRICHARD 상무이사 Bruno Grande 는 “자사에게 있어 닉은 자사의 강한 가치와 
진정한 모험 정신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을 
지원하고, 그의 성공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가 
이번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줄타기 곡예를 성공적으로 마쳐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줄타기 곡예 전에 자사는 줄타기 곡예의 대왕을 위해 그와 함께 만든 특별한 시계를 그는 
물론 시계 애호가들을 위해 출시한 것”이고 설명했다.  
 
추가 정보 문의처: 
Lucy Tallo, lucy@pr-ticular.com, 0041-79-393-4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