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UME 브랜드가 BAUME & MERCIER 메종에 통합됩니다 

  

2020 년 6 유월 9 일, 제네바 – 2018 년에 시작된 워치 메이킹 프로젝트인 BAUME 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환경 존중, 시계의 완벽한 커스터마이즈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워치 메이킹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를 소망합니다. BAUME 는 현재 BAUME & 

MERCIER 메종에 합류하여 개발의 두 번째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BAUME 는 창립 이래, 특히 Waste Free Oceans, Digital For The Planet, WREN 및 기타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뤄진 파트너십 덕분에 디자인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으로 

번창했습니다. BAUME 는 고객에게 시계의 완전한 개인화, 주된 온라인 유통 및 순환 

경제의 혁신적인 재료 사용과 같은 새로운 시계 제작 경험을 제공합니다.  

  

2 년간의 개발 끝에 BAUME 가 BAUME & MERCIER 메종에 합류합니다. 이번 합류를 

통해 BAUME 프로젝트가 BAUME & MERCIER 메종의 힘에 의존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BAUME & MERCIER 는 미래 발전에 대한 관점에서 이 젊은 브랜드의 

혁신 및 친환경 책임이 주를 이루는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BAUME 시계는 미적 독창성과 친환경 책임 철학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BAUME 

& MERCIER 의 컬렉션이 될 것입니다. BAUME 컬렉션에는 이제 "Swiss Made” 라벨이 

부착되며 스위스 쥐라(Jura)의 브르네(Brenêts)에 위치한 BAUME & MERCIER 

워크숍에서 제작됩니다. 그들은 1830 년에 창립된 이래로 시계 제작 전통을 존중하면서 

혁신과 디자인을 옹호해온 메종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속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BAUME & MERCIER 메종은 정책에 따라 지난 2 년 동안의 BAUME 시계 구매자에게 

지속해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BAUME & MERCIER 의 CEO 인 데이비드 쇼메(David Chaume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BAUME 는 BAUME & MERCIER 에 합류하여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이 변화는  BAUME & MERCIER 의 인정받은 노하우와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디지털 혁신 및 시계 제작 전문 지식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BAUME 접근 



 
 

 

방식과 가치 회복 및 재사용과 같은 순환 경제 원칙 통합을 통해 메종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ZAG 스키 및 HRS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와의 협업과 함께 선보이는 첫 번째 BAUME 

시계는 현재 BAUME & MERCIER 의 파트너로서 바다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하여 새로운 재료로 변환하는 비정부기구 Waste Free Oceans 와 협업을 통해 

업사이클 개념을 표현합니다. 첫 BAUME 시계는 내년에 출시됩니다.   

  

BAUME & MERCIER 의 CEO 데이비드 쇼메(David Chaumet)는 "미래를 바라볼 때, 일 

년 내내 BAUME & MERCIER 메종에서 조직된 자주적인 행동이 전통과 현대, 우아함과 

독창성 사이의 균형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의 인식 증가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