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Urban Jurgensen, 덴마크와 스위스의 전통 연계된 독특한 브랜드 
 
-- 바젤월드 2016 서 새로운 컬렉션 공개 
 
(빌, 스위스 2016 년 3월 16 일 PRNewswire=연합뉴스) 오늘 바젤월드 
2016[http://www.urbanjurgensen.com/baselworld2016 ]에서 Urban Jurgensen 이 
Jurgensen Dynasty 가 거둔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모델 
3 개를 출시했다. 각 모델은 시계제조 산업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칭찬받아온 기법들을 
선보인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777151-urban-jurgensen-watches-
baselworld/ 
 
현 Urban Jurgensen[http://www.urbanjurgensen.com/ ] 컬렉션은 절제된 우수성의 
분위기와 전 세계 수집가들 및 감정가들이 인정하는 차분한 자신감을 특징으로 한 우아한 
수제 시계제조 부문에서 영원한 전통을 기리고자 하는 Urban Jurgensen 의 집념을 반영한 
것이다. 
 
Jurgensen 1745 컬렉션에서 Urban Jurgensen 은 새로운 모델 Reference 
1741[http://www.urbanjurgensen.com/collection/perpetuals/reference-1741 
]을 출시했다. 백금으로 만든 이 모델은 만세력, 윤년 표시 및 문 페이즈 등을 선보인다. 
Grenage 다이얼 기법으로 만든 수제 다이얼에는 Urban Jurgensen 백금 아라비아 숫자 
아플리케가 적용됐고, 문 디스크를 만드는 데는 20 가지가 넘는 작업이 동원됐다. 그 결과 
요즘 시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고전적인 솜씨가 발현된 작고 독특한 걸작 시계가 
탄생했다.  
 
Urban Jurgensen 은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인 Reference 
2240[http://www.urbanjurgensen.com/collection/reference-2240/reference-
2240-RG ]과 2340[http://www.urbanjurgensen.com/collection/reference-
2340/reference-2340-WG ]이 추가된 새로운 Jules 컬렉션도 선보였다. 두 모델 모두 
지름 40mm 의 볼록하고 오목한 곡선 케이스 위에 고전적인 디자인의 현대적이며 새롭고 
점점 가늘어지는 돌출부가 특징이다. 두 모델의 다이얼에는 1741 과 동일한 다이얼 마무리 
기술, 즉 수작업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교한 
Grenage[http://www.urbanjurgensen.com/legacy/craftsmanship/grenage-dials 
]가 적용됐다.  Reference 2240 은 검은색으로 새긴 아라비아 숫자, 중앙 초침 및 
날짜에 기반을 둔 로즈 골드 버전이고, Reference 2340 은 소형 초침, 파워 리저브, 
날짜 및 문 페이즈 표시기에 기반을 둔 화이트 골드 버전이다.  
 
Urban Jurgensen 소개 
1745 년 코펜하겐에서 Jurgen Jurgensen 이 탄생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들어간 
시계제조 명문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Jurgen 의 아들 Urban Jurgensen (1776 - 
1830)은 바로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다. 그는 파리의 Breguet, 잉글랜드의 Arnold 같은 
훌륭한 시계제조업체에서 도제를 마친 후, Jurgensen 브랜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두 아들 Jules-Frederik 과 Louis Urban 은 그를 이어 가문의 전통을 
살려나갔다. Jules 는 스위스에서 공부를 마친 후 Le Locle 로 갔고, Louis 는 가문의 
코펜하겐의 공장을 맡았다. 그 이후 Jurgensen 브랜드는 덴마크와 스위스 두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Jurgensen 제품의 혁신과 우수성은 세계 최신 
기법으로 발현되며 Le Locle 의 시계제조업은 물론 전체 Canton of Neuchatel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 모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 수 세기에 걸친 
시계제조술에 대한 집념과 헌신의 결과물이다.  
 



바젤월드 Urban Jurgensen 부스: 0.F / Palace 4B 
[http://www.baselworld.com/~/media/baselworld/documents/hallplans/2016/0F
.pdf ] 
 
http://www.urbanjurgensen.com 
http://www.facebook.com/UrbanJurgensen 
http://www.linkedin.com/company/2785991 
 
영상 보기: http://www.youtube.com/channel/UCbdIF-r9rxCKv6yFKQBop4g 
 
http://www.urbanjurgensen.com/baselworld2016 
 
출처: Urban Jurgen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