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tlesportmen" Clifton Club 
Baume & Mercier   

 

THE “GENTLESPORTMEN” 

 

페어 플레이, 동지애, 존중, 공동체 정신, 우정, 나눔, 자기 극복 등과 같이, 스포츠는 새로운 

남성적 감성의 고귀함을 멋지게 보여줍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단지 땀과 경쟁만 뜻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스포츠가 건강에 주는 유익함, 사회적 목적, 보편성 등을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와 우아함만큼이나 즐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운동장이나 코트에서 보내는 시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승리를 축하하거나, 

진이 빠지는 패배를 겪는 것 조차도 그 팀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그것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스포츠와 ‘gentlesportmen’의 새로운 정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Baume & Mercier 는 Clifton Club 이라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Clifton 

Club 은 벽에 걸린 시계 한번 보지 않고서도 스스로 생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gentlesportmen"만큼이나 다재 다능합니다. 어떠한 모험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현대적이며, 세련되면서도 다부진 Clifton Club 은 전통적인 watchmaking 의 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Clifton Club 은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한편, 정확하고, 고성능이며, 견고합니다. 

 

#CliftonClub  #gentlesportsmen 

 

 

THE FILM 

Clifton Club 의 광고영상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는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등장하면서 

‘club’으로서의 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지애, 단정함, 진실된 우아함은 Baume & Mercier 의 

핵심가치이며, 그 제품을 차고 있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선수들은 실제로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 이것은 Clifton Club 정신을 담아내는 

진정성을 더해주었습니다. 육체의 움직임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쟁의 세계를 초월하여 기꺼이 



 

 

고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운동선수들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Club”을 만들기 위해 Baume & Mercier 는 진정한 스포츠맨을 선정하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선단체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었고, 모든 남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Clifton Club 은 도회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이러한 남성사회에 

속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teamspirit 

 
 
THE “CLUB” 
 

이런 의미에서 Baume & Mercier 는 "gentlesportmen" 커뮤니티를 선보입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정신과 가치들을 소유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스포츠 시계 

컬렉션 그 이상입니다. Clifton Club 과 함께 Baume & Mercier 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인류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는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믿는 커뮤니티에 함께하는 상징인 Clifton Club 에 선정된 열정적인 스포츠맨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모건 헬렌(Morgan Hellen) 

 

지난 9 월에 개최된 제 14 회 세계대학 조정대회 남성 무타포어 종목에서 올리버 나이트(Oliver 

Knight), 윌리엄 워(William Warr), 토마스 포드(Thomas Ford), 모건 헬렌(Morgan Hellen)으로 

구성된 영국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정을 해왔던 25 세의 모건 헬렌은, 원래 

전공인 건축학을 병행하며 도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lifton Club 의 멤버가 된다는 건 조정 팀의 일원이 되거나 같은 배를 탄다는 의미와도 비슷하죠. 같은 

팀에 속한 우리 모두는 공통된 윤리관, 도덕, 목표를 공유합니다. 조정 키트를 준비할 때나 Clifton 시계를 

착용할 때나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레이스 임보덴(Race Imboden)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레이스 임보덴(Race Imboden)은 현재 브루클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3 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최정상 펜싱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2012 년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작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이 강점인 레이스 임보덴은 패션모델로서도 활동 중입니다. 

 

“Clifton Club 은 펜싱이 갖고 있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매력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조 킨더(Joe Kinder) 

 

조 킨더(Joe Kinder)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활동하는 암벽등반가이자 사진작가입니다. 킨더는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하는 매 과정을 즐깁니다. 성공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업적을 

이루었다는 기쁨에 더하여 새로운 장소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매우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조 킨더는 예술, 사진, 회화에도 매우 조예가 깊은 운동선수 입니다. 

 

 “Clifton Club 은 스타일과 클래스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나의 본 모습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Clifton 

시계는 제 삶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안드레아 마추카(Andrea Mazzuca)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라는 좌우명을 가진 안드레아 마추카(Andrea Mazzuca)는 

불과 23 세의 나이에 마케팅 에이전시를 설립했습니다. 클래식 스포츠카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탈리아 감성이 짙게 묻어나는 넥타이와 레이싱 글러브 등 다양한 남성용 

아이템을 포함한 " gentleman driver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신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야망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구해야죠! Shelby 에서 영감을 받은 섬세한 디테일이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는 이 시계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로망 모랭(Romain Maurin) 

 



 

 

프랑스 타르노에서 태어난 로망 모랭(Romain Maurin)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핑을 접했고 5 살에 처음으로 서핑 보드 위에 섰습니다. 그는 2007 년 롱보드 세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작년 롱보드 마스터 프랑스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가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 그리고 나눔, 유대감, 

소박함이라는 서퍼 커뮤니티의 가치입니다. 

 

"서핑 중에서도 특히 롱보드는 스포츠라기보단 예술에 가깝죠! 서퍼의 스타일과 우아한 몸동작은 시계의 

디자인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경쟁하거나 그 외 사적인 순간에서 서퍼들이 공유하는 나눔과 

유대 정신은 Clifton Club 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폴 베르노(Paul Vergnaud) 

 

사이클 폴로 2015 년 유럽 챔피언, 2016 년 세계 2 위 및 2016 프랑스 챔피언인 사이클 폴로계의 

전설, 폴 베르노(Paul Vergnaud)는 그칠 줄 모르는 끈기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을 넘어 뛰어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갖춘 한 팀의 리더로서 Baume & 

Mercier 가 전하고자 하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며 민첩성, 

우아한 동작, 전략, 지구력을 모두 겸비한 뛰어난 기량과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스포츠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클 폴로는 도회적인 면과 집단활동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 공존하는 스포츠입니다. 바로 

그 조화가 사이클 폴로에 대한 이러한 제 관점과 Clifton Club 의 정신을 서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고티에 파이올(Gautier Fayolle)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 챔피언십을 6 번이나 석권한 고티에 파이올(Gautier Fayolle)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프랑스 선수입니다. 프리스타일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그는 삶의 선택에 영향을 준 가치들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며 멘토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티에 파이올은 프랑스 유소년 리그와 협업하며 경기 및 모임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울 크라비아토(Saul Craviatto) 

 



 

 

네 개의 올림픽 메달을 거머쥔 스페인 출신의 사울 크라비아토(Saul Craviotto)는 동세대에서 

활약하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 더 많은 올림픽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6 년 GQ 가 

"올해의 남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 20 명의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최근 결혼한 그는 우아함과 성공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울 크라비아토는 또한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도록 돕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나 특별한 이벤트에 참석할 때나 Clifton Club 은 제 모든 일상과 잘 어우러집니다. 시계를 받았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착용하고 있어요.”  

 

 

막심 메다르(Maxime Médart) 

 

막심 메다르(Maxime Médart)는 프랑스 럭비 선수입니다. 이제 30 세인 그는 Stade Toulousain 

팀 및 프랑스 대표팀의 후위 공격수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Premiers De Cordée 자선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섬세하며, 세련된 스포티함을 자아내는 Clifton Club 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착용감도 

좋고 컬러도 세련됐죠." 

 

 

요한 위제(Yoann Huget)  

 

막심 메다르(Maxime Médart)와 함께 Stade Toulousain 팀에서 뛰고 있는 럭비 선수, 요안 

위제(Yoann Huget)는 윙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요안 위제는 공동체 정신, 존경, 자기 극복, 

나눔이라는 Baume & Mercier 의 가치를 함께 하는 젊고 열정적인 선수입니다. 

 

"럭비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유 정신입니다. 경기장에서나 경기장 밖에서나 말이죠. 

제 팀은 제게 있어 두 번째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스포츠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추구하는 Clifton 

Club 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톰 분(Tom Boon)  

톰 분(Tom Boon)은 벨기에 출신의 필드 하키 선수입니다. 2008 년 벨기에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그는 팀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톰 분은 국제하키연맹(International Hockey Federatio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탑 10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Clifton Club 의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추구하는 젠틀스포츠맨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하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팀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페드로 실바(Pedro Silva) 

 

24 세의 페드로 실바(Pedro Silva)는 브라질 출신의 카누 슬라럼 선수로 최근 2016 리우 올림픽에서 

결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페페(Pepe)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는 3 년 연속 브라질 최고의 카누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10 회의 국내 대회 우승 및 4 회의 범미주 대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물리치료 공부를 병행하며 도쿄에서 열리는 다음 올림픽 출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카누에서 제가 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Clifton 

Club 과 카누는 바로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죠. 손목에 편안하게 감기는 Clifton Club 은 훈련이나 경기 

도중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계가 갖고 있는 이 정확성이라는 가치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카누의 특성과도 일치해요.”   

 

#gentlemenstyle 

 

 

CLIFTON CLUB 

최고급의 피니싱, 스포티한 본성 

 

Clifton 시계는 모든 버전에서 챔피언으로서의 영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마감은 제네바 

시계 제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스틸 모델에서 케이스 

밴드를 따라 모서리 경사면은 폴리싱 처리되었으며, 상부 표면은 새틴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새틴 피니싱과 폴리싱 마감은 케이스를 두르고 있는 우아한 경사면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샌드 블래스트 ADLC 블랙 버전은 매트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선보입니다.  

 

홈을 판 스틸 베젤은 반대로 돌아 잘못 읽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단방향 회전으로 

제작되었고, 착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살짝 돌출되어 있습니다. 120 개 클릭의 회전 

베젤은 1 초당 2 개 클릭으로 움직여 궁극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Baume & 

Mercier 에서 우연인 것은 없습니다. 가장자리 폴리싱과 가운데의 샌드 블래스트 마감의 이중 

마감을 통해 Clifton 의 베젤이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베젤 위 숫자들은 수작업을 통해 



 

 

오렌지 색 또는 전체 스틸 및 가죽 버전에서는 블랙으로 래커칠되었습니다. 블랙 버전에서는 

ADLC 스틸 링이, 블루 버전에서는 스틸-알루미늄 링이 삽입되었습니다. 

 

#CliftonClub #baumeetmerci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