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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의 제조사 :

• 회사명 : Electric Time (일렉트릭타임)

• 주 제 : Designing Time.

• 사업개시일 : 1912년

모기업 : 최초의 전기시계 제조사 Telechron

• 사업등록일 : 1928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
97 West Street, Medfield, MA, USA 02052



Electric Time(일렉트릭타임)은
개발자 Heanry Warren의
세계최초의 전기시계 특허로
1912년 설립된 Telechron이
그 효시이며, 이 회사가 세계최초의
전기 시계 제조사이다.
* Techron : GE (General Electric)의 계열사

1918년에 최초의 전기-대형-거리 시계를
생산하였으며, 1928년에는 대형거리시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현재 전세계에 8000개
( 남 국 대 륙 포 함 ) 의 대 형 거 리 시 계 를
세계전역에 설치 하고 있는 기술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반(기술) :



일렉트릭타임의 자산이자
지방정부의 유물로도
등록된 100년 전통의
문양디자인의 주물틀은
현재까지도 시계제작시의
주물틀의 기본이 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100여년의 역사를
표현하는 디자인고
질감으로 승화되는
디자인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

역사적 기반 (제작) :



역사적 기반 (디자인) :
Seth Thomas모델의
경우 디자인의 유래 :

약 250여년전에 Seth 
Thomas에 의해서 고안된
대형시계용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특징은
시계헤드부분이 동그란
판테온 건축양식과, 상단에
특유디자인의 첨탑
(Cupola)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렉트릭타임은 기성제품 및 사용자주문제품 모두를 한 회사, 한곳의 장소 내에서 디자인, 제조, 써어비스

지원을 진행. 

• 시계의 핵심부품인 Movement를 직접 제조 생산
• 엄격한 생산관리 : 페인트 도막의 두께-무게..심지어 페인트작업시의 온도까지도 반영하는

생산관리시스템
• FEA분석을 통한 디자인 : 날씨, 바람등 환경적 요인에 입각한 디자인 방식
• 도장은 친환경적인 챔버내에서 실시되며 국가시험기관에서, 자외선 안정성, 마모, 부식등의 시험을 거침
• 전기 안정성 : UL, CUL (Canadian UL) , ETL 인증
• 전세계적인 써어비스 지원 시스템
• 일체의 플라스틱이나 fiberglass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상 알루미늄주물만을 사용
• 매우 단시간에도 노랗게 변색되는 폴리카보네이트등의 플라스틱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강화유리만의

사용 (단, 반달리즘 위험지역의 경우는 의논하여 재질선택 가능)

10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제품의 기술적 특징 :



Trump Tower, 
Trump National Golf Club

(50대 이상 설치)

역사속의 고객 1



로렉스 대형시계 OEM

역사속의 고객 2



Tiffany 건물 외벽시계 독점 제작
(영화 : 티파니에서 아침을, 1962)

역사속의 고객 3



디즈니랜드 독점공급계약

역사속의 고객 4



모델안내 (Post Clock)



모델안내 (Tower Clock)



모델안내 (Custom Clock)



국내 설치 사례



왕십리 민자역사 광장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트리니티CC 



서울사이버대 동상광장



신일고 정문



예술의 전당 음악당 광장



예술의 전당 음악당 광장



김해 아이스퀘어



수원CC (구코스)



AK플라자 (분당 서현역 광장)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시흥



아트몰링 부산점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아트몰링 서울



연세의료원 (알렌 괘종시계 디자인)



수원CC (정문)



해운대비치 골프 앤 리조트



수원CC (신코스)



김해 복합문화센터



디자인, 기술적 차별성



시계다이얼 디자인



시계색상



순금 (23K) 도금장식



동판 기록



움직이는 동상 적용



모든 시계의 바늘은 아래 그림과

같이 쪼개어진 사이에 바늘을

고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비바람과

불안정한 기후에 시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수명의 Movement



1마이크로초 오차의 GPS탑재



자동 점등/점멸 다이얼 조명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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