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  

보매틱 무브먼트와 결합한 퍼페추얼 데이트 

 

 

2018 국제고급시계 박람회(SIHH)에서 선보인 클립튼 보매틱 컬렉션이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로 한층 풍성해집니다. Baume & Mercier 가 워치메이킹을 새롭게 

해석한 보매틱 무브먼트 BM13 버전을 퍼페추얼 캘린더와 결합한 모델을 공개합니다. 

Baume & Mercier 의 역사적인 노하우를 완벽히 표현한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애호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신뢰성과 효율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Baume & Mercier 의 혁신 정신과 188 년 넘게 

이어지는 시계 제조의 전문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메종은 보매틱 무브먼트 BM13-

1975AC-1 에 퍼페추얼 캘린더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이 최신작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보매틱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최적의 신뢰성을 구현합니다.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5 일의 파워 리저브를 지니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자기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계의 경우, 3~5 년 

주기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 것에 비해 이 모델은 7 년에 한 번씩만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날짜, 요일, 달 및 문페이즈를 표시하고 달의 가변 길이와 윤년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가장 복잡한 데이트 시계 라인에 속합니다.  

윤년이 아닌 2100 년 3 월 1 일까지 날짜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디자인과 우아함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현대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웜화이트” 포슬린 마감 다이얼은 리벳 인덱스로 부각되어 있으며 세 개의 골드 핸즈로 

시간, 분, 초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카운터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위한 것입니다. 

9시 위치의 첫 번째 카운터는 요일, 12시 위치 두 번째 카운터는 월 및 윤년 주기, 3시 

위치 세 번째 카운터는 날짜를 가리킵니다. 블루 핸즈는 캘린더 기능을 강조하고 

문페이즈는 6시 방향에 있습니다. 최적의 시인성을 위해 다이얼은 무반사 처리 볼록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무광 18K 핑크 골드 42mm 케이스로 두께는 단 

12.1mm입니다. 백 케이스는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있어 써큘러 그레인 브릿지와 샌드 

블라스트, 스네일드 베이스 플레이트 등 칼리버의 세련된 마감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도금된 오픈워크 진동추에는 코트 드 쥬네브(Côtes de Genève)와 스네일드 마감을 



 

결합한 장식이 있습니다. 무브먼트 한가운데에는 Baume & Mercier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파이(Φ) 기호가 볼록하게 나와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Baume & Mercier 는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를 굴곡진 

러그 모양으로, 블랙 악어가죽과 18K 핑크 골드 핀버클을 적용했습니다. 스트랩은 교체 

가능하여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Baume & Mercier 는 최근 상징적인 시계 컴플리케이션을 재해석한 모델을 여럿 

선보였습니다. 그중 클립턴 1830 마뉘엘(2013 년), 클립튼 1892 투르비옹 볼랑(2014 년), 

클립튼 레제르브 드 마르슈 8 쥬르 “185 년”(2014 년), 그리고 클립튼 포켓 워치 

레페티시옹 5 미닛 “185 년”(2015 년)이 있습니다. 혁신과 시계 전통을 결합한 클립튼 

보매틱 퍼페추얼 캘린더는 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브랜드가 지닌 전문 기술을 새롭게 

표현합니다. 메종은 아름다운 시계 애호가들께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 

퍼페추얼 캘린더의 고성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시계를 선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