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UME & MERCIER의 상징적인 컬렉션인 Hampton은 현대적인 새 모델과 

함께하는 아르데코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Hampton은 개성있는 아르데코의 상징적인 스타일과 첫 눈에 구분되는 사각형의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인 시계입니다.  

 

Hampton 컬렉션이 오늘 그 새로운 실루엣을 공개합니다. 20년대에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계의 움직임에 대한 오마주의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그 시대의 큰 움직임이었던 

아르데코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Hampton 시계의 곡선이 딱딱한 앵글에서 벗어나 

매끄러운 표면에 미끄러지는 빛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폴리싱 처리된 스틸 케이스의 새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35 x 22.2 mm (스몰)  

 43 x 27.5 mm (미디움)  

 48 x 31 mm (라지)  

 

네 개의 나사로 고정된 사파이어 바탕의 오토매틱 모델과 닫힌 바탕 케이스의 쿼츠 

모델이 있습니다.  

 

돔형 사파이어 글래스로 보호된 다이얼은 고정된 현대 아랍 숫자 인덱스로 장식되어 

스워드 바늘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완벽히 균형잡힌 시계의 순수한 디자인이 시계에 

유연함과 섬세한 부드러움을 더해 편안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유명한 건축적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인 방식이 기능성과 럭셔리함을 조화롭게 합니다. 

 

세공된 다이얼은 실버, 선 새틴 블루 또는 화이트 자개로 섬세한 타이머 경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며 7년 간의 최적 수명을 제공합니다.  

 

남성 시계는 3개의 바늘 또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제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장식된 

로터가 있는 작은 시침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모델에 따라 38~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멀티 오팔 텍스처의 실버 그레인 다이얼 위로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이얼의 색조에 대비되는 현대적 스타일의 블랙 루테늄 스워드형 바늘이 

시계의 특징을 부각시켜 줍니다. 블랙과 그레이 두 색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다이얼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룹니다.  



 
 

입체감, 색조 형상 혹은 재질이 본 컬렉션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아르데코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신제품의 모든 디테일은 이 예술적인 움직임의 정신을 여성과 남성 두 

모델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Hampton은 또한 두 가지의 시간대와 낮/밤 표시로 장식된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는 본 

컬렉션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42일 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시계의 섬세함이 표현됩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Soprod TT651에 

«제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멋이 가미됐습니다.  

 

색상과 스타일의 재미... 스트랩까지 이어집니다! 

 

Hampton은 원할 때 마다 바꿀 수 있는 메탈 스트랩과 함께 합니다.   

 

여성 시계는 다양한 색상으로 모던한 터치와 신선함이 엿보입니다. 리커리시나 매우 

우아한 라이트 브라운과 같은 팬톤 컬러로 시간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이번 년도의 새 

소식은 다음과 같은 눈부신 색상의 열 한 가지의 추가 송아지 가죽 스트랩 컬렉션을 

포함합니다. 

오션, 리프, 터키, 라임, 그린, 블랙, 오키드, 모브, 패션, 포피, 망고 그리고 브랑 클레어 

쉬르피케 크렘 더블 투어 스트랩도 있습니다.  

Baume & Mercier가 독점 개발한 파스텔 색상 스트랩이 더해진 모델이 매혹적인 하늘색과 

함께하는 여름을 빛내줄 것입니다.  

Hampton과 새틴 폴리싱 처리된 3연줄의 메탈 스트랩은 좀 더 포멀한 룩을 위한 효과를 

줄 것입니다. 

 

남성 모델은 안전 장치가 달린 삼단 잠금장치의 스트랩이 함께합니다. 그레이 색상 

박음질로 돋보이는 정사각형 비늘 장식의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입니다. 남성 모델 

역시 시간의 분위기에 브라운, 그레이 혹은 블루 마린 등의 추가 색상을 제공하여 색상과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