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FTON BAUMATIC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다섯 개의 새로운 모델
Baumatic 칼리버 BM13 버전이 탑재되었으며 성능, 기술,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다섯 개의
Clifton Baumatic 시계는 189 년간 Baume & Mercier 메종을 지탱해 온 탁월한 워치메이킹
전문성과 모던한 디자인의 완벽한 조합을 선보입니다.
올해 Clifton Baumatic 컬렉션은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블루 그라데이션 다이얼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Clifton Baumatic 은 언제나 최고의 성능과 혁신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을 지닌 탐미주의자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CLIFTON BAUMATIC COSC 핑크 골드
도자기 표면처럼 매끈하게 마감되었으며 “따스한 느낌”이 감도는 화이트 컬러의 다이얼에는
각면 처리한 골드 도금 리벳 인덱스가 놓여 있으며, COSC(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인증을 받은 시계임을 상징하는 앤트러사이트 컬러의 십자선이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이얼 위에 보일 듯 말 듯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앤트러사이트
컬러의 세컨즈 핸드는 골드 도금된 시침 및 분침과 조화로운 대비를 이룹니다. 39mm 무광
핑크 골드 케이스를 갖춘 이 시계는 뛰어난 성능과 클래식한 우아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남성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레퍼런스 : 10469

CLIFTON BAUMATIC 블루 다이얼
Baume & Mercier 는 블루 컬러(중앙)에서 블랙으로 점점 퍼져 나가는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갖춘 모델을 선보이며, 다이얼 위에는 화이트 미닛 트랙과 로듐 처리된 핸즈가 자리합니다.
직경 40mm 의 스틸 케이스는 조화로운 비율을 자랑합니다. 다이얼을 가로지르는 보일 듯 말 듯
한 화이트 컬러의 십자선이 COSC(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인증을 받은 시계임을
알려 줍니다.
Clifton Baumatic 블루 다이얼 모델은 핀 버클이 포함된 블랙 악어가죽 스트랩과 푸쉬버튼의
삼중 폴딩 버클이 장착된 5열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이 오토매틱 시계는 스타일에 독특한 개성을 더해 줍니다.

레퍼런스: 10510(가죽 버전) 및 10511(스틸 버전). COSC 모델: 10467(가죽 버전) 및
10468(스틸 버전).

디자인 및 디테일
모든 Clifton Baumatic 모델의 다이얼에는 3시 방향의 커다란 날짜창과 반사 방지 처리한 돔형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장착되어 탁월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서큘러 그레인 마감한 브릿지와 샌드 블래스트 및
스네일 마감된 플레이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 컬러의 스틸 또는 골드 도금한 오픈
워크 로터는 코트 드 쥬네브(Côtes de Genève)와 스네일 패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무브먼트 한가운데에는 Baumer & Mercier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파이(Φ) 기호가 볼록하게 나와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종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Clifton Baumatic 컬렉션의 가죽 스트랩은 교체 가능하여 취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BAUMATIC 칼리버
Baumatic BM13-1975A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탁월한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120시간(5일)의
파워 리저브를 지닌 Clifton Baumatic 시계는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며(COSC 인증 모델의
하루 오차 범위: -4/+6초),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자기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계의 경우, 3~5년 주기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하는 것에 비해
이 모델은 7년에 한 번씩만 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능은 고급 시계
애호가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BAUME & MERCIER
1830 년 스위스 쥐라에서 창립된 Baume & Mercier 는 기술 및 디자인 혁신을 담아낸 시계를
선보여 오고 있습니다. “오직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최상의 기술력으로 가장 뛰어난 품질의
시계만을 제조한다”는 신조에 따라 189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메종은 스위스 워치메이킹
업계에서 선구자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탁월한 성능과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Baume & Mercier 의 시계는 일상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기술 혁신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Baume & Mercier는 1840년, 스위스 워치메이킹 업계에 최초로
Lépine 칼리버를 도입하여 시계의 신뢰도와 내구성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작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 칼리버의 사용으로 메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세기 후반, Baume & Mercier는 국제 사회에서 인지도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당시
메종이 선보였던 크로노그래프와 미닛 리피터, 캘린더, 투르비옹과 같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은 높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뛰어난 시간 측정 장치로 인정을 받은 Baume &
Mercier는 1880년 멜버른 및 1885년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골드 메달을 획득하고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상을 받는 등 여러 어워드와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1892년에는 영국 큐

천문대에서 열린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겨루는 크로노미터 경진 대회에서 키 없이 와인딩할 수
있는 투르비옹 칼리버가 장착된 크로노미터 포켓 워치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Baume & Mercier가 세운 대기록은 1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1920~1930 년대에 Baume & Mercier 는 당시 가장 얇은 두께를 자랑했던 시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여러 울트라-씬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965 년에는
오프 센터 로터가 장착된 울트라-씬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Roto Planétaire"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계는 당시 가장 얇은, 캘린더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시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Baume & Mercier 는 “Tronosonic” 음차 시계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안목을
입증했으며 1970 년대 말 쿼츠 시계와 디지털 액정 디스플레이 시계의 범람으로 인한
쿼츠 위기도 흔들림 없이 헤쳐나갔습니다.
1986 년에 “Avant-Garde” 모델을 출시한 Baume & Mercier 는 가공하기 매우 까다로운 텅스텐
카바이드 소재를 케이스와 스트랩에 접목하는 기술을 보유한 극소수 워치메이커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18K 골드를 활용하여 스트랩을 제작하는 당시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를
했던 유일한 메종이기도 했습니다.
2018 년, Baume & Mercier 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Baumatic BM12-1975A 오토매틱 칼리버를
탑재하고 기술 혁신과 워치메이킹의 전통이 어우러진 Clifton Baumatic 컬렉션을 선보이며
스타일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메종의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또한 2019 년에는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타협 없는 품질을 구현하는 새로운 버전의
인하우스 Baumatic 칼리버, BM13-1975A 를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