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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과 금속 공예의 만남, 샤쿠도 (Shakudō)

상감 기법을 사용한 타임피스 뿐 아니라 인그레이빙, 에나멜 페인팅 기술로도 유명한 
블랑팡의 워크샵에서 샤쿠도(shakudō)가 사용된 새로운 타임피스를 선보인다. 일본에 
기원을 둔 샤쿠도는 구리와 금의 합금을 뜻하는 것으로 구성이나 텍스처에 따라 블루와 
블랙 컬러 사이의 짙은 녹청색을 띠는 소재이다.

검은 빛의 녹은 ‘부동태화(passivation)’라고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며, 이는 
특정 용액을 표면에 발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액은 회녹색의 구리 아세테이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로쿠쇼(rokushō)라고 알려져 있다. 로쿠쇼 용액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검은 빛깔은 점차 
더 깊고 강해진다.

샤쿠도(shakudō)는 역사적으로 검, 장식품, 장신구 등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던 것으로, 
이를 주로 사용하는 장인들은 보통은 인그레이빙이나 장식을 더했던 것이 특징적이다.
블랑팡은 워치메이킹의 세계에서는 드물게, 유니크 피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샤쿠도
(shakudō)를 사용한 기법을 현대로 가져오며 금속공예(Métiers d’Art) 기술에 대한 
매뉴팩처의 전문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블랑팡은 샤쿠도, 인그레이빙, 상감기법을 
결합한 서로 다른 네 개의 타임피스를 선보이게 된다. 각각의 타임피스는 장인에 의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만큼 그만의 인그레이빙 스타일과 각기 다른 로쿠쇼(rokushō) 
녹청을 지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워치가 된다. 각 피스들이 지니는 그들만의 미묘한 
차이는 이들 하나하나를 진정으로 유니크하게 만든다.

다이얼의 중앙에 자리한 코끼리 머리의 형상은 힌두교에서 가네시(Ganesh)라 불리는 
신이다. 힌두교인들에게 가네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이다. 그는 또한 지혜, 지성, 
그리고 현명함을 상징하는 신이고, 학교와 학문 분야에 있어서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신이기도 하다. 이는 힌두교 모티프의 중앙에 놓인 골드 소재의 왕좌를 손으로 
인그레이빙 하는 방식으로 형상화 하였다. 섬세하게 디테일을 살려 이 타임피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장식적 요소들은 상감기법을 통해 정교하게 완성되었다. 이 
테크닉은 소프트한 메탈 소재를 망치로 두드려 장식하고자 하는 자리에 장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타임피스의 경우에는 다이얼 표면에 핸드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홈을 
만든 후 그 자리에 골드 소재를 망치로 두드려 장식해서 완성하였다. 

빌레레(Villeret) 컬렉션의 미관을 그대로 가져온 이 모델들은 레드 골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빌레레 특유의 더블 스텝 베젤이 특징적이다. 45mm의 직경은 블랑팡 
장인들이 그들만의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 사파이어 글라스 소재의 
케이스백을 통해 꼬뜨 드 쥬네브(Côtes de Genève) 장식의 핸드와인딩 칼리버 15B를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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