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플리케이션 기술 

 

Baume & Mercier Clifton Baumatic 컬렉션이 시간을 담는 고성능 정밀 시계 3 종을 

선보입니다. 새로운 모듈이 장착된 Baumatic 메종의 캘리버인 BM14 에는 모든 노하우와 

Baume & Mercier 메종을 살아 숨쉬게 하는 열정이 담겨있습니다.  

펄 마무리의 브릿지와 나선형으로 샌딩 처리한 플래티늄이 돋보입니다. 전통적인 

제네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세공되고 장식된 양방향으로 태엽이 감기는 로터를 

사파이어 바탕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본 컬렉션의 우아하고 영원한 특성을 강조해 줍니다. 

 
 
 

Clifton Baumatic : 요일-날짜, 문 페이즈 

로즈골드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견고한 블록으로 제작된 새로운 미적 요소. 

 

Baume & Mercier Clifton Baumatic 컬렉션이 시간을 담는 고성능 정밀 시계를 

선보입니다. 개성있는 얼굴의 새로운 작은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요일-월과 문 

페이즈가 표시됩니다. 오토매틱의 무브먼트로 5 일 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어떤 부분에서든 기능에 대한 성찰 외에도 재료와 색상의 선택에 대한 비율과 

조화의 균형에 대한 탐구가 엿보입니다.  

18K 로즈 골드의 42 mm 라운드 케이스의 베젤은 새틴 폴리싱으로 이중 가장자리 

처리되어 옅은 그레이 랙커 다이얼을 강조합니다. 별로 장식된 하늘 바탕의 문 페이즈가 

그레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통해 돋보입니다. 사다리꼴 모형의 고정된 인덱스가 금빛 

알파형 바늘과 함께 부각됩니다. 돔형 사파이어 글래스는 반사 방지 처리되어 훌륭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Clifton Baumatic : 문 페이즈, 날짜 

문 사이클이 돋보이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새틴 폴리싱 처리된 스테인레스 스틸의 42 mm 케이스는 사다리꼴 모형의 고정된 

인덱스와 정교한 알파 타입 바늘을 채택한 포슬린 마무리의 화이트 다이얼을  

 



 
 
 

강조합니다. 또한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 혹은 새틴 폴리싱 처리된 5 연줄의 스틸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5 일 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메종의 오토매틱 

캘리버인 Baumatic BM14 가 장착되어 중앙에 시간을 넘어 분과 초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별로 장식된 하늘 바탕의 문 페이즈와 바늘로 가리키는 날짜 표시가 모두 6 시 

방향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Clifton Baumatic : 날짜, COSC 인증 무브먼트 

시간을 초월하는 클래식 라인으로 스틸, 바이 컬러(스틸 및 골드 장식 스틸), 18K 핑크 

골드의 3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9 mm 또는 40 mm 케이스는 사다리꼴 모형의 고정된 인덱스의 다이얼과 정교한 알파 

타입 바늘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엘리게이터 스트랩 혹은 스틸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옅은 그레이 랙커 혹은 웜 화이트 포슬린 마무리와 함께, 시,분 그리고 초를 

3 시 방향에서 좀 더 커진 창에 표시되는 날짜와 함께 표시합니다.  정교함의 상징인 

중앙의 패턴 역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COSC(스위스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5 일 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메종의 오토매틱 캘리버인 Baumatic 

BM13 이 장착되었습니다. 

 

Clifton Baumatic 은 우아함과 노하우를 담은 아름다운 시계인 Baume & Mercier 메종의 

컬렉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