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ma, 워치메이킹 클래식
Classima 컬렉션에서는 Baume & Mercier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의 신뢰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조합하여 클래식하면서 절제된 우아함을 연출하는 남성용 및
여성용 워치를 선보입니다. Baume & Mercier 는 이번 해에 Classima 컬렉션을 세 가지
새로운 남성용 모델로 확장합니다. 이들 모델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의 고급
워치메이킹 캐릭터를 강화해주는 컴플리트 캘린더, 듀얼 타임 디스플레이 및 스몰
세컨즈를 채택하여 더욱 특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의 3 가지
해석
새로운 Classima 모델은 액티브하면서 세련된 스타일의 어반 글로브 트로터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남성에게 어울리는 3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치메이킹 세계에서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사용이 쉬우며 모든
환경에 적합한 워치를 ‘스몰 컴플리케이션’이라 일컫습니다.
각 모델은 워치 디자이너 사이에서 사랑받는 광택 있는 딥블루 색조의 다이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다이얼은 ‘그랑 도즈(grain d'orge)’ 데코로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42mm 스틸 케이스 뒷면의 사파이어 케이스를 통해 셀프 와인딩 기계식 칼리버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추는 코트 드 제네브(Côtes de Genève), 스네일 데코
및 Baume & Mercier 특유의 파이 로고로 장식되었습니다. 각 모델의 스트랩은
와이드 스퀘어 스케일이 돋보이는 악어 가죽 스트랩 또는 더욱 독특하고 스포티한
감성의 캐릭터를 표현해줄 스틸 브레이슬릿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Classima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캘린더
Baume & Mercier 는 이 모델에서 두 가지 유용한 기능인 크로노그래프와 컴플리트
캘린더를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듀얼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대적인 댄디함을 갖춘 브랜드에서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의 경이로운 세계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워치는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싱글 다이얼 위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비롯해 시간, 분, 9 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로 시각을 표시하며 캘린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주야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줍니다.
전통적인 디자인 그대로, 요일과 월은 12 시 방향의 창에 표시됩니다. 날짜는 중앙의
추가 핸드로 다이얼 둘레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6 시 방향에 다이얼을
완성해주는 문페이즈(29.5 일)가 있습니다.
Classima 듀얼 타임
다이얼에 표시되는 정보 형식 덕분에 이 워치는 관측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제품으로, 전 세계 글로브 트로터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이번 Classima 에서는 전통에 따라 3 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에 날짜를
표시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간 듀얼 타임 컴플리케이션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중앙의 추가 핸드가 우아하면서도 읽기 쉬운 방식으로 두 번째 시간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지의 시간, 분 및 초는 중앙의 클래식한 3 개의 핸드로 확인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24 시간 눈금이 있는 투 톤의 라운드 스케일을 도는 레드 핸드를 통해 두
번째 시간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은 낮시간을, 블루 색상은 밤시간을
나타냅니다.
Classima 스몰 세컨즈
워치메이커 세계에서 다이얼에 초를 나타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스윕 세컨즈로, 중앙의 핸드가 분당 한 번씩 다이얼을 도는
방식입니다. 인기로 봤을 때 버금가는 방식은 스몰 세컨즈입니다.
이 모델에는 예술적인 워치 애호가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세련된 스몰 세컨즈가
적용되어, 6 시 방향에 위치 보조 다이얼이 초를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완성하는 유용한 특징은 날짜를 나타내는 창으로,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감성의
Classima 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악어 가죽 스트랩 또는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선택 가능한 세 가지의 최신 Classima
모델을 놓치지 마세요. 예술적인 워치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자 하는 현대 남성이
추구하는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담긴 Baume & Mercier 시그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