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움직이는 시간 

 

2020 Watches & Wonders, BAUME & MERCIER는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새로운 지평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영감을 조합한 시계를 공개합니다. Baume & Mercier 메종은 혁신과 소재, 색상, 스타일에 대한 토론에 

기반하여 당사가 그리는 워치메이킹 방식에 활력을 더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2020 Watches & 

Wonders에서 선보일 에디션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성, 우아함과 개성, 본질과 지각이 

메종의 변화를 일 년 내내 주도하며 메종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지휘하게 됩니다. 

“2020 Watches & Wonders는 물리적으로 취소되었지만 메종이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메종과 백여 년에 걸친 헤리티지 및 노하우, 혁신 정신, 고객과 파트너에 대한 접근성을 

둘러싼 진정성을 동력으로, 당사는 새로운 내일이자 진실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메종의 모든 측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기를 되살려 사회와 고객의 새로운 기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우리의 

자원을 집중합니다.” – BAUME & MERCIER의 CEO 데이비드 쇼메(David Chaumet) 

 

 

2020 B&M Watches & Wonders 부스 

 

 

 



CLIFTON BAUMATIC 컬렉션 

새로운 Clifton Baumatic은 전문가의 손길로 우아함과 노하우를 담아 특별히 디자인한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Clifton Baumatic 요일-날짜, 문 페이즈에는 기능에 대한 성찰과 재료와 색상의 선택에 

대한 비율 및 조화의 균형에 대한 탐구가 공존합니다.  

« Clifton BAUMATIC은 출시 이래로 메종의 기둥이자, 메종이 혁신을 향해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당사의 컬렉션을 한 차원 끌어올릴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새로운 이들 컴플리케이션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Baumatic 무브먼트의 

완벽한 조화가 결합된 산물입니다.” – BAUME & MERCIER의 CEO 데이비드 쇼메(David Chaumet) 

HAMPTON 컬렉션 

Baume & Mercier의 상징적인 컬렉션인 Hampton은 현대적인 새 모델과 함께하는 아르데코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Hampton 컬렉션에서 남성 시계와 여성 시계의 새로운 실루엣을 공개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1920년대 건축계의 움직임에 오마주를 바치는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 당사 Hampton 컬렉션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창의성과 아르데코는 메종의 

진정한 아이콘인 이 컬렉션의 중심에 여전히 존재하며, 2020 Watches & Wonders에서 선보인 새로운 

에디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사는 이 컬렉션의 재탄생에 전념하면서, 기원과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한편, 콘텐츠 하나하나, 특히 시계의 페이스와 케이스에 집중하여 모든 디테일을 

재해석했습니다.” – BAUME & MERCIER의 CEO 데이비드 쇼메(David Chaumet) 

- 

Baume & Mercier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baume-et-mercier.com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aume-et-mercier.pressp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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