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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        2020년 신제품 
Ref. 5005-0153-NABA          

 

바티스카프 모카란 리미티드 에디션:  

큰귀상어 보호를 위해 탄생한 스페셜 워치 
 

블랑팡은 1950 년대 초 상징적인 피프티 패덤즈 다이버 워치를 제작함으로써, 장엄한 수중 

세계의 탐험과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메종은 해양 탐사 및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에 처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큰귀상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블랑팡은 이 위풍당당한 

포식자에게 헌정하는 한정판 다이버 워치인 바티스카프 모카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단 50피스만이 출시되는 이 모델은 미국 뉴욕 및 라스베이거스 블랑팡 부티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워치를 구매함으로써, 고객은 블랑팡과 뜻을 같이하여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Mokarran Protection Society) 협회에 1,000달러 상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혹적인 해양 세계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지원에 총 50,000달러가 추가로 후원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랑기로아(Rangiroa)를 방문한 블랑팡의 사장 겸 CEO인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는 수중 비디오 작가로 자원하여, 큰귀상어(Sphyrna 

Mokarran)를 연구하는 심해 과학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 환경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 첫 번째 임무는 이 거대한 포식자의 행동을 야생에서 

관찰함으로써 폴리네시아 해역에서의 개체군을 식별 및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큰귀상어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보호종이지만, 국제 및 외국 해역에서는 포획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개체의  근원지와 이동 경로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큰귀상어의 

멸종을 막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는 막이 오릅니다. 랑기로아 산호섬에서의 임무는 마크 A. 

하이에크와 블랑팡의 지원 하에, 다이버 겸 과학자인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가 

2014년부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실시했던 여러 탐사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블랑팡은 모카란 프로텍션 소사이어티 협회를 향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큰귀상어의 

보호에 앞장서는 스페셜 다이버 워치를 출시합니다. 3 핸즈 버전의 바티스카프 모카란 리미티드 

에디션(Bathyscaphe Mokarran Limited Edition)을 선보이며 블랑팡은 피프티 패덤즈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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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에 새로운 컬러를 도입했습니다. 트로피컬 그린 컬러로 물든 익스클루시브 피스의 

다이얼이 빛을 포착하여, 선레이 마감을 통해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더없이 

산뜻한 컬러는 배턴형 핸즈 및 형광 물질을 코팅한 기하학적 인덱스와 같은, 바티스카프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단방향 회전 베젤에는 다이얼 컬러와 

어울리는 그린 세라믹 인서트가 결합되었습니다. 새틴 브러시드 블랙 세라믹으로 제작된 

43.6mm 직경의 케이스는 30bar(약 300m)까지 방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유서 깊은 1315 칼리버의 변형 모델인 1318 칼리버의 정확성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아름다운 원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워치를 위해 블랑팡이 특별히 개발하여 제작한 

오토매틱 무브먼트에는 실리콘 스프링이 장착된 밸런스와 3개의 배럴이 포함되어 5일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솔리드 골드 로터에는 큰귀상어(Sphyrna Mokarran)의 모습을 각인한 후, 

NAC 처리로 코팅했습니다.  

개별 번호가 부여된 50 피스의 스페셜 시리즈는 미국 뉴욕 및 라스베이거스 블랑팡 

부티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워치 구매 시, 기부 증명서와 1월 임무 중 촬영된 심해 사진 

액자,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서클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코드를 제품과 함께 증정합니다. BOC 

웹사이트 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는 브랜드 파트너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이들과의 만남, 

블랑팡이 지원하는 과학 탐험 다큐멘터리 시사회 초대와 같은 특별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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