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UME & MERCIER 에서  선보이는  CLASSIMA LADY 컬렉션의  새로운  

여성용  모델  
 
 
 

Baume & Mercier 는  2019 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에서  스틸  버전의  여덟  가지  새로운  Classima Lady 시계를  선보입니다 . 새로운  

다이얼 ,과사이즈  , 쿼츠  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성된  컬렉션은  모든  여성의  손목에 

우아하게  어울리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 또한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케이스로  

이루어진  두  가지  특별한  모델이  추가되어  컬렉션을  더욱  빛내  줍니다 . 

 

 

섬세한  여성미 

간결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Classima Lady 컬렉션 . 기존의  31mm 모델과  더불어  올해에는  

27mm 와 34mm 버전을  추가로  선보입니다 . 기본적인  시  및  분  기능이  포함된  모든  모델에는  

3 시  방향에  날짜창이  추가되며  푸쉬버튼의  삼중  폴딩  버클이  장착된  5 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  연결됩니다 . 

 

 

CLASSIMA LADY 오토매틱  

디테일에  대한  집념으로  완성되는  모든  모델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지닙니다 .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탑재된  시계는  3 시 , 6시 , 9 시 , 12 시의  로마  숫자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시계에는  또한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이  장착되어  있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여성스러운  매력이  흠뻑  묻어나는  실버  다이얼  모델은  서큘러  그레인  

마감의  세련된  미닛  트랙이  특징이며 , 자개  다이얼  모델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시간을  알려  줍니다 .  

 

 

CLASSIMA LADY 다이아몬드  세팅 

여성미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모델은  화이트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눈부신  매력을  자아냅니다 . 31mm 케이스를  갖춘  Classima 

Lady 다이아몬드  세팅  시계는  쿼츠  또는  오토매틱  버전으로  선보이며 ,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는  모델의  다이얼에는  미닛  트랙이  놓입니다 .    

 

 

BAUME ET MERCIER 와  여성  

Baume & Mercier 메종은  여성들과  언제나  특별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 모든  것은 

1869 년 , 루이-빅토르  봄(Louis-Victor Baume)이  그의  딸 , 멜리나(Mélina)에게  플로럴  

모티프가  장식된  골드  포켓  워치를  선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이는  당시  매우 



 

획기적이었던  선물이었는데 , 그때만  해도  여성용  시계는  드물었으며  남성용  시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20 세기  초 , 브레이슬릿  워치가  포켓  워치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여러  주얼러들도  여성용  

시계를  하나의  진정한  장신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늘  함께했던 

Baume & Mercier 메종  역시  “베뉴아르  형태”의  상징적인  모델을  비롯하여  세련되고  개성 

있는  브레이슬릿  워치를  선보였습니다 . 

 

1940 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층  더  자유로운  디자인의  여성용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 특히 

Baume & Mercier 는  정교한  직사각형  다이얼과  뱅글  타입의  브레이슬릿  장착된  Marquise 

시계를  선보였는데  이  Marquise 시계는  1960 년대  초반까지  메종의  베스트  셀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Baume & Mercier 아카이브에서  찾은  1965 년  모델에  착안하여  탄생한  Classima 컬렉션에는  

189 년간 이어오고  있는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전통과  여성용  시계에  대한  메종의  특별한  

유산이  깃들어  있습니다 . Baume & Mercier 는 Classima Lady 컬렉션을  통해  모든  여성이  자신의 

개성을  시계에  투영해  표현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    

 

 
참조번호: 

Classima 27mm 쿼츠  화이트 : 10489 

Classima 27mm 쿼츠  다이아몬드  세팅  자개: 10490 

Classima 27mm 오토매틱  실버: 10492 

Classima 27mm 오토매틱  다이아몬드  세팅  자개: 10493 

Classima 31mm 쿼츠  자개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10478 

Classima 31mm 오토매틱  자개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 10479 

Classima 34mm 오토매틱  실버: 10495 

Classima 34mm 오토매틱  다이아몬드  세팅  자개: 10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