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
70주년을 기념하는 블랑팡

향후 12개월 동안 핵심 숫자인 70, 20, 10을 중심으로
주요 모델들과 독점적인 경험이 펼쳐질 것입니다.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 70주년을 기념하는 70, 현대적인 피프티 패덤즈와
블랑팡의 오션 커미트먼트(Ocean Commitment) 20주년을
기념하는 20, 곰베싸 원정(Gombessa Expeditions) 10주년을 기념하는 10.

FULL FATHOM FIVE THY FATHER LIES;
OF HIS BONES ARE CORAL MADE;
THOSE ARE PEARLS THAT WERE HIS EYES:
NOTHING OF HIM THAT DOTH FADE,
BUT DOTH SUFFER A SEA-CHANGE
INTO SOMETHING RICH AND STRANGE.
SEA-NYMPHS HOURLY RING HIS KNELL: DING-DONG.
HARK! NOW I HEAR THEM—DING-DONG, BELL.
1950 년부터 1980 년까지 블랑팡의 CEO 를 역임한 장 자크
피슈테르( Jean - Jacques Fiechter )는 “열정은 우리를 시간

그의 창의적인 연구에서 세계 최초의 현대식 다이빙 워치이자

자처럼 믿음직한 시계를 꿈꿨습니다. 충분히 견고하고, 신뢰할 수

«템페스트»에 나오는 <아리엘의 노래>는 블랑팡 워크샵에서

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정과 함께 할 동반
있고, 방수가 되며, 읽기 쉬운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다이빙 시계의 특징을 정의한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장

자크 피슈테르의 또 다른 열정은 문학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제작된 새로운 시계의 이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WILLIAM SHAKESPEARE

메시지
스피로테크닉사의 사장님께
제목: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방수 시계
참조: 귀하의 1955년 3월 2일자 편지
이로써 본인은 ‘블랑팡’ 166 프랑스 해군 시계를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이빙 연습에 사용해 온 이 유형의 시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수심 100미터까지 테스트한 결과 방수 기능은 완벽하고, 작동 상태는 우수하며, 야광
은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다이빙 중에 시계 하나가 53미터 깊이에서 분실되었습니다. 24시간 후에 찾은
시계는 완벽한 상태로 여전히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 모바일 크라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이빙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런 유형의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
습니다. 공식 가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포 중위
위베르 특공대장

195 0 년대 초 , ‘ 밥 ( B o b )’이라고 불리던 로베르 말루비에
( Robert Maloubier) 대위와 클로드 리포( Claude Riffaud)

중위, 두 명의 프랑스 해군 장교는 프랑스 전투 잠수부대의 창설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이버들에게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는

시계였습니다. 그들이 파리에서 구매한 시계들의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계들이 너무 작아서 물속에서 읽기 어려웠고,
가장 끔찍했던 점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 장교들은 스위스에서 장 자크 피슈테르를 만난 후 테스

트를 위해 피프티 패덤즈 샘플 시계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한 피프티 패덤즈를 다이빙 워치로
채택했습니다. 첫 공식 납품 1년 후, 클로드 리포는 블랑팡의 프

랑스 피프티 패덤즈 총판인 스피로테크닉(Spirotechnique)사에

편지를 보내 전투 잠수부의 만족을 알렸습니다.

장 자크 피슈테르의 1953년 사진은 그가 알프스 잠수 클럽(Club

alpin sous - marin )과 함께 프랑스 남부에서 다이빙 휴가를
보내는 동안 피프티 패덤즈를 착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수중에 있다>. «Gazette Littéraire»(1955
년 7월 30~31일)에 실린 장 자크 피슈테르의 기사입니다.
그의 메시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마지막 남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장소를 방문하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곳 저곳을 누비고 다녔으니 이제 바다를
탐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곳은 앨리스처럼
거울을 통과하는 방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이빙에 대한 장 자크 피슈테르의 열정은 그가 다이빙에 적합

한 시계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다이버

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다이버 워치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처럼, 당시에는 제품이

상용화되면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첫 특허 출원은

195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잠금 회전 베젤, 이중 케이스백, 이중
‘O’ 링 크라운 시스템. 이 세 가지의 기술적인 혁신은 여러 국가
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방수 기능, 견고한 이중 밀폐 크라운,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야광
시각 표식과 대비되는 다크 다이얼, 안전한 회전 베젤 및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다이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뉴욕 45 번가의 보석상 앨런 토넥( Allen Tornek )은 미 해군
에 피프티 패덤즈 를 납품할 기회를 보았 습니다. 블 랑팡은

미국 기업이 아니어서 직접 납품할 수 없었지만 토넥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미국에 작은

시험 연구소를 만들어 미국 땅에서 시계를 테스트하고 인증

탁월한 기능으로 곧 널리 인정을 받은 피프티 패덤즈는 미국의

유명한 ‘ Milspec 1’ 피프티 패덤즈는 미 해군의 다이버 워치로

해군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해저 탐사의 세계적 리더인 프랑스

했습니다. 토넥과 블랑팡은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탄생했습니다.

최정예 엘리트 잠수 특전대인 미국 네이비 씰과 독일 및 이스라엘
해저탐사대(GERS)가 시계를 선정함에 따라 평화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크 이브 쿠스토( Jacques-Yves Cousteau)의

전설적인 다이버 팀은 수상 경력이 빛나는 영화 «침묵의 세계»를
촬영할 때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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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0 년대 부 터 20 0 0 년대 까지 피프티 패덤즈 의 진 화 는
마크 A . 하이에크( Marc A . Hayek )가 블랑팡의 수장이 될

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피슈테르가 그랬던 것처럼

하이에크도 열정적인 다이버였습니다. 블랑팡의 아카이브에서

빈티지 피프티 패덤즈 시계를 발견한 하이에크는 즉시 피슈

테르가 만든 작품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델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와 연속성을 모두 상징하는 2003년의 50주년 기념 피프티

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지만 2003년 버전에 사용된 스테인리스

패덤즈는 1953 년 오리지널 디자인과 동일한 다이얼, 넉넉한

스틸 케이스는 스크류 케이스, 스크류 잠금 크라운 및 두꺼운 사파

모험 정신을 반영한 디자인입니다. 시계 케이스에 여전히 스테

가능합니다.

크기의 야광 숫자 및 시각 표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이어 크리스탈 덕분에 최대 300 미터(약 165 패덤)까지 방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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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팡은 현대적인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이면서 피프티 패덤즈가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다이빙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전

피프티 패덤즈는 해양 보존에 대한 블랑팡의 헌신을 위한 기폭

중에는 프랑스 다이버이자 수중 사진작가 겸 생물학자인 로랑

보존 이니셔티브인 고래상어 프로젝트( Whale Shark Project)

보호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데이터

세계의 발견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블랑팡은

블랑팡은 2013년에 처음 시작된 그의 곰베싸 원정(Gombessa

해양 세계를 발견하는 데 수행한 역할을 반영한 최초의 해양

를 발표했습니다. 블랑팡, 샤크 트러스트( Shark Trust ), PADI

프로젝트 어웨어(PADI Project AWAR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의 다이버들이 고래상어의 식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여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였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지난 70년 동안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발레스타(Laurent Ballesta)와 브랜드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Expeditions)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 Laurent Ballesta

© Laurent Ballesta

© Laurent Ballesta

GOMBESSA

로랑 발레스타의 곰베싸 프로젝트는 가장 희귀하고 포착하기

심해에서 유일무이한 과학 데이터, 사진 및 비디오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블랑팡은 여섯 차례의 주요 곰베싸 원정과 기타 많은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폐쇄 회로 혼합 가스 호흡기는 극한의

항상 시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선사시대의 물고기 실러캔스를 찾기

어려운 해양 생물과 현상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깊이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레스타와 그의 팀은

그들의 활동은 기술적, 과학적, 예술적 성격의 세 가지 도전을

수중 미션을 지원해 왔습니다. 첫 번째 원정은 7 천만 년 전에

위해 2013 년 인도양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엽상형 지느러

미와 ‘원시적 형태의 폐’를 가진 실러캔스는 3억 7천만 년 전에

발생한 육상 동물의 군체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네발
달린 육지 동물의 공통된 기원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로랑 발레스타는 특별히 훈련된 다이버와 연구원을 데리고 남아
프리카로 가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실러캔스와 접촉했습니다.

광범위한 일련의 관찰과 과학 실험을 수행하기 전까지 해수면

120미터 아래에 사는 이 매우 희귀한 생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러캔스는 현지에서 ‘곰베싸’라고 불립니다.
발레스타의 프로젝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 소개
1953년에 출시된 피프티 패덤즈는 최초의 현대적인 다이버 워치입니다. 한

정착했습니다. 과거를 증언하는 동시에 미래를 확고히 바라보는 현대적인 피프티

다이버가 수중 탐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이 시계는 다이빙

패덤즈 모델들은 견고함과 신뢰성으로 유명한 현대적인 무브먼트를 갖추고

선구자들과 최정예 해병대가 애호하는 전문 시간 계측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있으며, 다이빙 분야에 대한 블랑팡의 오랜 경험과 위험성, 긴급한 필요성에서

방수 기능, 견고한 이중 밀폐 크라운,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야광 시각 표식과

비롯된 수많은 기술 혁신을 자랑합니다.

대비되는 다크 다이얼, 한 방향 회전 베젤 및 항자성 보호 기능을 갖춘 피프티
패덤즈는 수중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다이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를 전형적인 다이버 워치로 만든 이러한 주요 시그니처 요소들
은 여전히 시계 산업에서 다이버 시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기본 사항으로

피프티 패덤즈는 스쿠버 다이빙의 발전과 해양 세계의 발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블랑팡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 70년 동안 해양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프티 패덤즈는 해양
보존에 대한 블랑팡의 헌신을 위한 기폭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