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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한스 빌스도르프의 선견지명
손목시계 제조사로서 롤렉스(Rolex)의 명성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05년 롤렉스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
르프(Hans Wilsdorf, 1881~1960)는 1926년 튜더(Tudor)의 상표를 등록했다.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사업가로 평가받는 한스 빌
스도르프가 16세기 영국 절대주의 왕조의 이름에서 착안한 튜더를 탄생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롤렉스를 통해 자사
의 기술력을 집결한 손목시계의 한 정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튜더를 통해서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합리적인 가격대에 우수
한 품질의 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1952년 론칭한 오이스터 프린스(Oyster 
Prince) 컬렉션에 그 전까지 오직 롤렉스 제품에만 허용한 독자적인 방수방진 케이스(오이스터)와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
(퍼페츄얼)를 적용한 것도 설립자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1946년 마침내 ‘몽트르 튜더 주식회사(Montres Tudor SA)’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브랜드를 키워가는 시점에서 오이스
터(수동), 오이스터 프린스(자동)로 이어지는 손목시계 컬렉션의 연이은 성공은 브랜드의 성장에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더불
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싹트는 희망적인 분위기 역시 새로운 시도와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
었다. 
특히 튜더의 초창기 대표작 중 하나인 오이스터 프린스 시리즈는 1952년 영국 해군이 조직한 그린란드 과학 탐험대가 선택
한 시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튜더 시계의 견고함과 안정성이 입증되었고, 광부, 모터바이크 레이서 등을 
앞세운 테스티모니 콘셉트의 광고 캠페인까지 등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브랜드 최초의 알람시계인 어드바이저
(Advisor, 1957년)와 방수 케이스를 갖춘 초슬림 시계 오이스터씬(Oysterthin, 1957년), 야광 도료를 도포한 아라비아 숫자 인덱
스가 특징적인 오이스터 프린스 레인저(Oyster Prince Ranger, 1967) 등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제품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튜
더의 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후대에까지 전설처럼 회자되며 현행 컬렉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계들은 따로 있었으니, 바
로 일련의 다이버 워치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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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베이 크로노

Black Bay Chrono



Sample Sample

Black Bay Collection 블랙 베이 컬렉션 
1954년부터 시작된 튜더 다이버 워치의 전통을 잇는 브랜드의 대표 컬렉션으로, 야광 도료를 채운 도트형의 인덱스와 개성적인 스노우플레이크 핸즈, 60분 눈금이 새겨진 
한방향 회전 베젤, 장미 로고를 새긴 커다란 직경의 크라운, 리벳 장식을 더한 스틸 브레이슬릿과 같은 디테일이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튜더 다이버 워치 고유의 양식을 강화한
다. 클래식 디자인을 앞세운 기본 블랙 베이부터 블랙 베이 다크, 블랙 베이 스틸, 블랙 베이 브론즈, 블랙 베이 S&G, 블랙 베이 피트피-에잇, 블랙 베이 GMT, 블랙 베이 크로노 
등 제법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사이즈도 대표적인 41mm부터, 39mm, 36mm, 32mm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Black Bay Chrono
블랙 베이 크로노 

Black Bay 
블랙 베이 

Black Bay 
블랙 베이

스틸,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1mm, 200m 방수, 자동, 7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M79350-0004
Cal. MT5813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6백 34만 원 

ref. M79230r-0009
Cal. MT5602
시, 분, 초 
4백 22만 원

ref. M79230B-0008
Cal. MT5602
시, 분, 초
4백 62만 원  

Black Bay Bronze 
블랙 베이 브론즈 

Black Bay Steel 
블랙 베이 스틸

Black Bay Fifty-Eight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 43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39mm, 200m 방수, 자동, 7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M79250BM-0003
Cal. MT5601
시, 분, 초 
5백 2만 원 

ref. M79730-0006
Cal. MT5612
시, 분, 초, 날짜 
4백 76만 원 

ref. M79030N-0002
Cal. MT5402
시, 분, 초 
4백 9만 원 

Black Bay S&G
블랙 베이 S&G

Black Bay S&G
블랙 베이 S&G

Black Bay 41 
블랙 베이 41 

스틸 & 옐로우 골드,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 옐로우 골드,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1mm, 150m 방수, 자동, 38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M79733N-0006
Cal. MT5612
시, 분, 초, 날짜 
4백 75만 원 

ref. M79733N-0007
Cal. MT5612
시, 분, 초, 날짜 
4백 75만 원 

ref. M79540-0006
Cal. 2824 
시, 분, 초 
3백 70만 원 

Black Bay dark 
블랙 베이 다크

Black Bay 36 
블랙 베이 36 

Black Bay 32 
블랙 베이 32

스틸(블랙 PVd), 41mm, 200m 방수, 자동, 70H 스틸, 36mm, 150m 방수, 자동, 38H 스틸, 32mm, 150m 방수, 자동, 38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M79230dK-0008
Cal. MT5602
시, 분, 초 
5백 61만 원 

ref. M79500-0008
Cal. 2824 
시, 분, 초 
3백 17만 원 

ref. M79580-0003
Cal. 2824 
시, 분, 초 
3백 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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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itling 브라이틀링   
홈페이지 
수입원
문의 

www.breitling.com
명보 INC. Tel.02-3279-9060
브라이틀링 청담 부티크 Tel.02-3448-1230 

navitimer 8 B01 Chronograph 43
내비타이머 8 B01 크로노그래프 43

navitimer 8 Chronograph 43 
내비타이머 8 크로노그래프 43

navitimer 8 Automatic 41
내비타이머 8 오토매틱 41

navitimer 8 day & date 41
내비타이머 8 데이 & 데이트 41

스틸, 43mm, 1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3mm, 100m 방수, 자동, 48H 
스틸(블랙 dLC), 41mm, 100m 방수, 자동, 
40H

스틸, 41mm, 100m 방수, 자동, 4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AB0117131C1P1
Cal. Breitling 01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9백 40만 원

ref. A13314101B1A1
Cal. Breitling 13
시, 분, 초, 날짜, 요일, 크로노그래프 
6백 96만 원 

ref. M17314101B1X1
Cal. Breitling 17
시, 분, 초, 날짜 
6백 14만 원

ref. A45330101C1A1
Cal. Breitling 45
시, 분, 초, 날짜, 요일 
5백 31만 원

navitimer 1 Automatic 38 
내비타이머 1 오토매틱 38

Premier B01 Chronograph 42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Premier Chronograph 42 
프리미에르 크로노그래프 42

Premier Automatic 40
프리미에르 오토매틱 40

스틸 & 레드 골드, 38mm, 30m 방수, 자동, 
40H 

스틸, 42mm, 100m 방수, 자동, 70H 스틸, 42mm, 100m 방수, 자동, 48H 스틸, 40mm, 100m 방수, 자동, 4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U17325211G1P1
Cal. Breitling 17
시, 분, 초, 날짜 
6백 83만 원

ref. AB0118221G1P1
Cal. Breitling 01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9백 99만 원

ref. A13315351C1P1
Cal. Breitling 13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7백 46만 원

ref. A37340351C1P2
Cal. Breitling 37
시, 분, 초 
4백 93만 원

Navitimer 8 B01 Chronograph 43
내비타이머 8 B01 크로노그래프 43

1938년 브라이틀링은 창립자 레옹 브라이틀링의 손자이자 당시 회사 경영을 

맡은 윌리 브라이틀링(Willy Breitling)의 제안으로 스위스 라쇼드퐁 몽블리앙 

워크숍 내에 군사 목적의 정통 파일럿 시계만 제작하는 휴이트 항공 부서(Huit 

Aviation Department)를 신설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일련의 시계들에 프

랑스어로 �8�을 뜻하는 단어 혹은 숫자를 병기해 출시했는데, 숫자 8은 항공용 대

시보드 클락에 탑재한 무브먼트가 8일간 지속되었기에 여기서 착안한 것이었다. 

2018년 브라이틀링은 자사의 1930~40년대 초창기 칵핏 대시보드 크로노그래

프 및 파일럿 손목시계에서 직접적인 디자인 영감을 얻은 새로운 컬렉션 내비타

이머 8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내비타이머 8 컬렉션은 내비타이머 8 B01 크로

노그래프 43, 내비타이머 8 크로노그래프 43, 내비타이머 8 B35 오토매틱 유니

타임 43, 내비타이머 8 오토매틱 데이 & 데이트 41, 내비타이머 8 오토매틱 41, 내

비타이머 슈퍼 8 B20 오토매틱 46 등 총 6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통

적으로 내비타이머의 아이코닉한 특징인 슬라이드 룰을 제거한 훨씬 단순한 형

태를 띠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다이얼의 아라비아 숫자 타이포그래피

와 핸즈 디자인도 오리지널 브라이틀링 8 Ref. 768 모델에서 착안해 거의 그대로 

재현했으며, 기존의 날개 로고 대신 브랜드 이니셜을 형상화한 옛 빈티지 로고를 

부활시켜 전체적으로 한층 고전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하반기에는 1940~50년대 크게 히트한 프리미에르를 현대적

으로 재해석한 동명의 컬렉션을 론칭, 레트로 콘셉트에 충실한 컬렉션의 비중을 

늘리는 데 더욱 힘을 보탰다. 새롭게 리-이슈된 프리미에르 컬렉션은 프리미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프리미에르 크로노그래프 42, 프리미에르 오토매틱 40, 

프리미에르 오토매틱 데이 & 데이트 40 크게 4가지 기본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으

며, 덧붙여 벤틀리 모터스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 프리미

에르 B01 크로노그래프 42 벤틀리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을 추가로 선보였다. 브

라이틀링은 그간 별도의 컬렉션으로 구성한 브라이틀링 포 벤틀리를 2018년을 

기점으로 없애고, 코어 컬렉션마다 벤틀리를 서브 라인업처럼 추가하겠다고 밝

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레드 골드, 43mm, 100m 방수, 자동, 70H

품번 

Ref. RB0117131Q1P1

무브먼트

Cal. Breitling 01 

기능

시, 분, 초, 날짜, 크로노그래프

가격

2천 46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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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nes Avigation BigEye
론진 애비게이션 빅아이 

Legend diver 
레전드 다이버 

HydroConquest
하이드로콘퀘스트 

Master
마스터

스틸, 41mm, 30m 방수, 자동, 54H 스틸, 42mm, 300m 방수, 자동, 64H 스틸, 41mm, 300m 방수, 자동, 64H 스틸, 40mm, 30m 방수, 자동, 64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L28164532 
Cal. L688.2
시, 분, 초, 크로노그래프 
3백 46만 원 

ref. L37744506 
Cal. L619/888
시, 분, 초, 날짜 
3백 10만 원 

ref. L37814566
Cal. L619/888
시, 분, 초, 날짜
2백 10만 원 

ref. L27934920 
Cal. L619/888
시, 분, 초, 날짜
2백 54만 원 

고정밀을 뜻하는 영문 �Very High Precision�의 이니셜을 병기한 론진의 콘퀘스

트 V.H.P. 컬렉션은 1950년대 론진의 전설적인 타임키핑 장비인 크로노시네진스

(Chronocinégines)에 탑재된 브랜드의 첫 쿼츠 시계를 비롯해(당시 스위스 뇌샤

텔 천문대에서 최고 수준의 기록을 연달아 수립), 1969년 출시한 브랜드 첫 쿼츠 

손목시계 울트라-쿼츠(Ultra-Quartz), 그리고 1984년 론칭한 최초의 콘퀘스트 

V.H.P. 시계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론진의 고정밀 

쿼츠 시계 제조 노하우와 기술력을 한데 응축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콘

퀘스트 V.H.P. 컬렉션은 쓰리 핸즈 데이트와 크로노그래프 버전이 먼저 출시되었

고, 2018년 하반기에 GMT 기능을 갖춘 콘퀘스트 V.H.P. GMT 플래시 세팅이 새

롭게 추가되었다.

콘퀘스트 V.H.P. GMT 플래시 세팅은 수동으로도 물론 타임존 변경이 가능하지

만, 스마트폰 플래시의 번쩍임을 이용해서도 간편하게 원하는 타임존으로 변경

할 수가 있다. 제품명에 �플래시 세팅�을 강조한 것을 보면 해당 테크놀로지에 갖

는 론진의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외부 접속이 

필요 없이, 스마트폰 플래시가 명멸하는 순간 다이얼 12시 방향 인덱스에 숨겨진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이 전송되고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센서가 반응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함으로써 시간을 자동 변경할 수 있는 원리다. 세계 

어디에서나 한 번의 크라운 푸시로 홈 타임과 로컬 타임을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

는 편의성 측면에서 혁신성이 돋보인다. 

한편 론진은 1919년 국제항공협회(International Aeronautical Federation)의 

공식 납품 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비행사들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정확하

고 신뢰할 만한 항공 측정 장비 및 항공용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선보인 역사를 

자랑한다. 1927년 단독 비행으로 무착륙 북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비행사 찰스 린

드버그(Charles A. Lindbergh)와의 협업으로 전설적인 린드버그 아워 앵글 워

치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덕분이었다. 이렇듯 20세기 초반 항공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론진은 1930년대 선보인 자사의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

에서 영감을 얻은 리-이슈 파일럿 모델을 헤리티지 컬렉션을 통해 출시했다. 론진 

에비게이션 빅아이(Longines Avigation BigEye)가 그 주인공으로, 상대적으로 

커다란 직경의 카운터에서 이름을 착안했다. 

Longines 론진   
홈페이지 
한국지사
문의

www.longines.co.kr
론진 코리아 Tel.02-3149-953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Tel.02-6905-3519

Conquest V.H.P. 
콘퀘스트 V.H.P. 

dolceVita 
돌체비타 

PrimaLuna
프리마루나 

Record
레코드 

스틸, 41mm, 50m 방수, 쿼츠 스틸, 27.7 x 43.8mm, 30m 방수, 자동, 40H 스틸, 30.5mm, 30m 방수, 쿼츠 스틸, 26mm, 30m 방수, 자동, 40H 

품번 
무브먼트 
기능 
가격 

ref. L37164666
Cal. L288
시, 분, 초, 날짜(퍼페추얼 캘린더), E.o.L. & E.o.E. 

1백 26만 원 

ref. L57574710
Cal. L595/592 
시, 분, 초, 날짜 
2백 16만 원 

ref. L81154716
Cal. L296 
시, 분, 초, 날짜, 문페이즈 
1백 65만 원 

ref. L23204876
Cal. L592.4
시, 분, 초, 날짜 
2백 90만 원 

Conquest V.H.P. GMT Flash Setting
콘퀘스트 V.H.P. GMT 플래시 세팅

스틸, 43mm, 50m 방수, 쿼츠 

품번 

Ref. L37284969

무브먼트

Cal. L287

기능

시, 분, 초, 날짜(퍼페추얼 캘린더), GMT, 
플래시 세팅 시스템, E.O.L. & E.O.E. 

가격

1백 7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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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바젤월드 2018
세계 최대의 시계 & 주얼리 박람회인 바젤월드

(Baselworld)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메세 바젤에서 열렸다. 평년에 비해 이틀 정도 줄

어든 6일 동안 개최된 지난 바젤월드는 참가 브랜

드가 2017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650개 브

랜드에 그쳐 박람회장 내 부스 배치도에까지 영

향을 미쳤다. 이로써 기존의 홀(Hall) 1.2를 비롯

해 홀 4, 홀 5가 문을 닫았으며, 홀 2에 있던 다수

의 브랜드가 홀 1.1로 옮겨져 재배치되고, 독립 시

계 제작자들의 전시 공간으로 특화된 기존의 팰

리스(Palace)를 대신해 2017년 처음으로 홀 1.2에 

오픈한 레자뜰리에(Les Ateliers)가 홀 1.1로 확장 

이전했다. 

한편 스와치 그룹(Swatch Group)이 오는 2019년

부터 바젤월드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메인 홀 1.0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와치 그룹 산하 

브랜드들(브레게, 해리 윈스턴, 블랑팡, 글라슈테

오리지날, 자케 드로, 오메가, 론진, 티쏘, 라도, 미

도, 해밀턴, 캘빈클라인 등)의 무더기 이탈이 불가

피해졌다. 이러한 불참 현상과 관련해 혹자는 바

젤월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SNS 채널

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

해 공개적인 �페어(Fair)�가 갖는 매력이 예전만 못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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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RCHIIVE

워치메이커로서의 출발을 알린 컬렉션 
주얼러이자 워치메이커로서 활약하는 브랜드는 많지만 양 분야 모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
한 성취를 거둔 브랜드는 많지 않다. 까르띠에(Cartier)는 파인 주얼러이면서 파인 워치메이커
라고 할 수 있는 극소수의 메종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단연 첫머리에 언급할 만하다.   
까르띠에가 시계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사뭇 독특하다. 이들은 정통 시계제조사로 출발
한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주년을 넘긴 걸출한 아이코닉 워치 컬렉션을 다수 보유
하고 있는 유일한 메종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스위스 라쇼드퐁에 통합형 매뉴팩처를 완
공하고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무브먼트에 이르기까지 시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을 자
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지만, 그 훨씬 이전인 20세기 초부터 까르띠에의 시계는 주
얼러가 만든 시계임에도 일반 대중은 물론 시계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졌
고 나아가 열렬한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초의 현대식 손목시계인 산
토스(Santos)와 아르데코 사조를 반영한 사각 손목시계의 클래식 탱크(Tank)다. 
2017년 탱크 100주년을 다양한 신제품과 함께 풍성하게 기념한 까르띠에는 2018년 메종의 
첫 번째 손목시계 컬렉션인 산토스에 다시금 주목했다. 여러 산토스 라인업 중에서 메탈 브
레이슬릿 디자인이 특징인 기존의 산토스 갈베(Santos Galbée)를 대체하는 새로운 브레이슬릿
과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갖춘 산토스 드 까르띠에(Santos de Cartier) 워치를 선보인 것이다. 

글  |  장세훈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Eric Sauvage © Cartier

Santos de Car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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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S

TAG Heuer 
Monaco Gulf 50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2018년을 빛낸 
특별한 시계들

글  |  이재섭

2018년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스페셜 에디션이 쏟아졌다. 
브랜드 또는 특정 컬렉션의 론칭을 기념하는 모델부터, 러시아 
월드컵을 기념하는 모델, 그리고 최초로 선보인 코리아 에디션
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 남성들의 우상으로 군림한 스티
브 맥퀸(Steve McQueen)은 생전에 모터스포츠광으로 유명
했다. 카레이싱을 향한 그의 맹목적인 사랑은 영화 <르망(Le 
mans)>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열연과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질주 장면 덕분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르망을 레이싱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는
다. 영화 속에서 스티브 매퀸은 모나코를 착용한 채 포르쉐 
917K를 몰았다. 포르쉐 917K는 압도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매력적인 외관으로 레이싱 마니아들을 흥분시켰다. 미국의 
정유회사 걸프(Gulf) 오일의 로고에서 따온 걸프 리버리가 
바로 그것이다. 태그호이어는 이미 몇 차례나 모나코와 포
뮬러 1 컬렉션을 통해 걸프 에디션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이
번 제품은 좀 더 특별하다. 1968년 걸프 오일이 후원한 자동
차(포드 GT40)가 르망 24시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을 기념
하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모나코 걸프 에디션
은 걸프 리버리와 로고 등 기존 공식을 그대로 답습한다. 대
신 파란색을 좀 더 밝게 처리했으며, 주황색 스티칭을 넣은 
펀칭 스트랩을 검은색으로 바꿨다. 크라운은 전통대로 케이
스 왼쪽에 위치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백에는 우승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로고를 프린트했다. 제작 수량도 
50개로 제한하며 의미를 되새겼다. 

형만 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로열 오크 오프
쇼어는 로열 오크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뒀다. 로열 오크 오
프쇼어를 기획할 당시 로열 오크의 인기는 조금씩 사그라
들고 있었다. 이에 오데마 피게는 로열 오크의 성공을 기념
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로열 오크를 기획했
다. 1989년에 발족한 프로젝트 팀은 로열 오크 발매 20주년
인 1992년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나 그보다 1년 뒤인 
1993년에서야 빛을 보게 됐다. 혈기 넘치는 젊은 디자이너 
에마누엘 귀트(Emmanuel Gueit)는 로열 오크를 기반으로 로
열 오크 오프쇼어를 창조했다. 거대하고 거친 그의 피조물
은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다.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푸
시 버튼을 고무로 만든 것도 출시를 늦춘 원인이었다. 우여
곡절 끝에 탄생한 로열 오크 오프쇼어는 로열 오크와 마찬
가지로 처음에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젊고 부유
한 고객을 중심으로 서서히 인기를 얻어갔고, 결국 야수(The 
Beast)라는 별명을 얻으며 자타공인 최고의 스포츠 워치로 
등극했다. 로열 오크 오프쇼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계는 무브먼트를 칼리버 3126/3840으로 바꾸고, 케이스백
에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 외에는 1993년의 원작
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파란색 다이얼, 메가 타피스리가 아
닌 프티 타피스리(Petite Tapisserie) 기요셰 패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그 증거다. 고무를 입힌 크라
운과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Audemars Piguet Royal Oak Offshore 
Selfwinding Chronograph 25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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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orum 
WaTch aWard 2018

WATCH SURVEY

2018년 한해 동안 선보인 신모델을 타임포럼 회원들이 직접 선택했다. 
타임포럼의 각 브랜드 포럼 및 장르별로 신제품을 구분했고, 신제품이 많은 브랜드나 장르는 복수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했다. 

브랜드 포럼에서는 전통을 지닌 롤렉스의 GMT-마스터 II 시리즈나 브라이틀링의 내비타이머 8 같은 컬렉션이 높은 선호도를 드러내 회원들의 마니아 성향을 드러냈다.
IWC는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구성한 주빌리 컬렉션으로 주목을 받았고, 일본 브랜드에서는 그랜드 세이코를 위시한 세이코가 모든 순위를 독차지했다. 

태그호이어의 모나코 걸프 에디션이나 스위스 브랜드 포럼의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처럼 전통적인 디자인을 잘 재현한 모델의 강세도 눈에 띈다. 
장르에서는 랑에 운트 죄네가 컴플리케이션에서, 하이 주얼리 부문에서는 리차드 밀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메티에 다르 부문에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수년째 순위에 올랐다. 

3개 모델 선택, 
참가자 수 313명

IWC   

IWC 폴베버 �150주년� 헌정 에디션 Ref. IW505002

1위
50% 

2개 모델 선택, 
참가자 수 284명

태그호이어  

모나코 뱀포드 리미티드 에디션 
2위, 27%

링크 칼리버 17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3위, 26% 

모나코 걸프 2018 스페셜 에디션 

1위
35%

2개 모델 선택, 
참가자 수 463명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츄얼 GMT-마스터 II 
Ref. 126711CHnR
2위, 36%

오이스터 퍼페츄얼 롤렉스 딥씨 
Ref. 126660
3위, 28% 

오이스터 퍼페츄얼 GMT-마스터 II Ref. 126710BLRO

1위
61%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150주년� 에디션 Ref. IW503405
2위, 37%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150주년� 에디션 Ref. IW371602
3위,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