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zapek & Cie, 매력적인 19세기 스위스 시계 업체의 부활 

 

(제네바PRNewswire=연합뉴스) 한 신망있는 시계 브랜드가 스위스 시계 산업에 합류한다. 

19세기 큰 성공을 거둔 시계 브랜드 Czapek[http://czapek.com/ ]이 부활해 시계 애호가들을 

매료시킬 독특한 시계와 혁신적인 공유 전략을 선보이는 것이다.  

 

Czapek & Cie는 고급 시계와 우수한 기계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세 명의 기업가들에 의해 

부활했다. 초대 설립자 François Czapek은 체코에서 태어난 폴란드 시계제조공이었으며, 1832년 

스위스 제네바로 진출했다. 1839년 그는 동료 Antoni Patek과 Patek, Czapek & Cie를 설립했다. 그 

후 이들은 6년 동안 멋진 시계를 만들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이 끝날 무렵인 1845년, 그는 Czapek & Cie를 설립하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에 시계를 공급하는 조달업자가 됐다. Czapek & Cie는 전성기에 제네바, 바르샤바 및 파리 

방돔 광장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대변인 Xavier de Roquemaurel은 “Czapek은 부활한 만한 가치가 충분한 인물”이라며 “그는 

19세기의 위대한 시계제조공 중 한 명이었으며, 정밀 기계학에 고도로 세련된 미학을 멋지게 

접목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경매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Czapek 시계는 시간을 

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미를 추구한다.  

 

첫 출시 모델은 독자적인 수동 감기식 무브먼트 및 신비로운 이중 바늘이 설치된 7일 파워 

리저브로 작동되는 컴플리케이션 시계다. 첫 해에는 단 250개만 제작될 예정이다.  

 

Czapek & Cie는 특색 있는 수집가들과 시계 애호가들을 위해 고전적으로 현대적인 시계를 

만드는 동시에, 시계 애호가들이 창작 과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전략도 

구축했다.  

 

Czapek & Cie는 올 10월 첫 시계를 공급하고자 2015년 봄에 CHF 500,000의 자금을 조성했으며, 

현재는 국제적인 다중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통해 최대 CHF 100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오뜨 올로제리 브랜드 역사상 최초에 해당한다.  

 



Xavier de Roquemaurel은 “모든 시계 애호가는 브랜드를 소유하는 기쁨을 꿈꾼다”며 “자사는 

전통적인 예약 시스템에 현대적인 크라우드 펀딩 가능성을 접목시켰고, 덕분에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3년 기업가 Harry Guhl은 Xavier de Roquemaurel 및 당분간 익명으로 남기를 원하는 

시계제조공 한 명과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Czapek & Cie를 재설립했다. Czapek & Cie 시계는 

예약으로 또는 선별된 소매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Czapek & Cie의 본사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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