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삶의 모든 순간들과 함께 하는 보메 메르시에



클래시마 레이디 10224

케이프랜드 쉘비Ⓡ

코브라 1963 한정판 10281

쁘띠 프로메스 10289

클래시마 쿼츠 10218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지름 36.5mm의 스틸 케
이스에 가장 기본적인 시, 분, 날짜 기능을 갖춘 깔
끔한 디자인의 여성 시계로, 함께 어우러진 보라색 
앨리게이터 스트랩이 매력적입니다.

1963년 미국 세브링 12시간 경주에 출전한 경
주용 로드스터 CSX2128에 영감을 받은 시계입
니다. 코브라 모양의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눈길을 
끄는 시계는 러버 스트랩으로 앨리게이터 스트랩
(10282) 버전과 함께 각각 1,963개만 생산한 특
별한 한정판입니다. 

지름 40mm의 스틸 케이스에 쿼츠 무브먼트를 탑
재한 시계로 12시 방향에 보기 쉽게 큰 날짜 창을 
뒀습니다. 6시 방향에는 다른 지역의 시간을 알 수 
있는 듀얼 타임 창을 두어 실용적입니다. 

지름 22mm의 작은 케이스에 이보다 더 작은 자
개 다이얼,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름다운 
여성 시계입니다. 특히 손목에 두 번 감을 수 있는 
브레이슬릿은 마름모꼴 링크를 엮어 마치 보석처
럼 반짝입니다. 

그럴수록 시간 관리가 더 필요한 법이지. 이 
시계는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해 매일 태엽을 
감아줄 필요 없이 2~3년에 한 번 전지만 교
환해 주면 돼. 무척 정확한 편이라 약속 시간
에 절대 늦을 일은 없을 거야. 이 시계를 고른 
이유는 바로 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야. 가운데 반달형 창으로 별과 달이 
보이지? 언제나 바쁘다고 아래만 쳐다보는 
너, 가끔은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지길 바래.

클래시마 쿼츠 10219  지름 40mm 스틸 - 쿼츠 
무브먼트 - 시, 분, 날짜, 문페이즈

클래시마 레이디 10226  지름 36.5mm 스틸 - 
쿼츠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문페이즈 - 
자개, 다이아몬드 인덱스

네가 꼭 해낼 줄 알았어. 
밤잠도 아껴가며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그 보답을 받았군.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세상이 펼쳐질 거야.

축하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대,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기대된다고. 

그 모든 시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제 같이 서 있어요.

그대를 위해서 고른 시계는 실용적이고 견고
한, 그러나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고
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계 뒷
면을 한번 보세요. 안이 보이죠? 기계 장치
가 쉼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
도록 만든 시계를 일부러 골랐어요. 서로에
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를 생각하면
서 말이죠.

클립튼 오토매틱 10140  지름 41mm 스틸과 
로즈 골드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클립튼 레이디 오토매틱 10151  지름 30mm 
스틸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 
자개, 다이아몬드 인덱스

클립튼 레이디 오토매틱 10152

클립튼 10055

프로메스 쿼츠 10166

클립튼 오토매틱 10104

30mm의 작은 케이스 지름에도 기계식 자동 무브
먼트를 탑재한 여성 시계입니다. 베젤과 브레이슬
릿에는 스틸과 함께 18K 로즈 골드 소재를 사용했
고 삼중 안전 잠금 장치로 편리하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선보인 시계에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시계입니다. 43mm 케이스에 날짜, 요일, 월, 문페
이즈 기능을 가진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했습니다.

지름 39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 햇살 무늬
가 들어간 은색 다이얼,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
한 인덱스로 클래식한 시계입니다. 기계식 자동 무
브먼트를 탑재했으며 이를 시계 뒷면에서 볼 수 있
습니다.

지름 34mm의 스틸 케이스로 베젤에는 블랙 자개
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다이얼은 드레이프 기
요셰 방법으로 장식했습니다. 인덱스는 로마 숫자
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흑백이 대비되어 더욱 세
련된 모습입니다.

영원히 함께



기억나오? 그때 당신에게 했던 다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지만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소. 
30년 되는 해 멋진 시계를 채워주고 싶다던 약속 말이요.

프로메스 쿼츠 10159

클립튼 크로노그래프 컴플리트 
캘린더 10278

프로메스 쿼츠 10158

클립튼 오토매틱 10059

원과 타원형의 베젤로 감싼 다이얼에는 물결치듯 
퍼지는 드레이프 기요셰 장식이 돋보입니다.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로 지름 30mm의 케이스
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로즈 골드와 스틸 소재를 함
께 사용해 더욱 우아합니다.

크로노그래프와 더불어 8시 방향에 24시간 표시, 
12시 방향에 요일, 월, 6시 방향에 문페이즈를 둔 
캘린더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시계입니다. 지름 
43mm의 스틸 케이스에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클
래식합니다. 

지름 39mm의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자동 기
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입니다. 햇빛이 퍼지
는 듯한 선레이 패턴을 넣은 짙은 회색 다이얼, 갈
색 앨리게이터 스트랩까지 섬세합니다.

쿼츠 무브먼트를 지름 30mm의 스틸 케이스에 탑
재한 시계입니다. 은은한 자개 다이얼에는 마치 물
결이 일렁이는 듯한 주름 장식을 넣어 반짝반짝 빛
납니다. 브레이슬릿은 삼중으로 접히는 편안한 버
클을 장착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오. 당신이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그 날을. 이 시계를 보았을 
때 그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네. 다이얼의 주
름 장식,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자
개 그리고 유연한 스트랩까지··· 순백의 모
습이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소. 그나저
나 당신이 내게 준 기념 선물도 마음에 꼭 
들었어요. 중후하고 멋진 나를 떠올리며 고
른 거요?

프로메스 쿼츠 10165  지름 34mm 스틸 - 쿼츠 
무브먼트 - 시, 분

클립튼 오토매틱 10058  지름 39mm 18K 
로즈 골드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약속합니다



어떤 말로도 이 벅찬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저만치 뒤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셨죠. 
오늘은 제가 이 선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리네아 10015

클래시마 레이디 오토매틱 10270

클래시마 오토매틱 10271

클립튼 1830 매뉴얼 10060

6시 방향에 날짜창을 넣은 여성 시계입니다. 지름 
27mm의 케이스로 아라비아 숫자를 각인한 베젤
과 브렛이슬릿 중앙 부분은 18K 레드 골드 소재
로, 나머지는 스틸 소재로 제작해 견고하고 동시에 
여성스럽습니다.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한 여성 시계로 지름 
31mm의 18K 레드 골드 소재의 케이스로 만들었
습니다. 시, 분, 초, 날짜 기능을 표시하는 깔끔한 스
타일입니다.

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라 주-페레 
7181 수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럴
이 2개로 90시간 동력 축적이 가능하며 제네바 스
트라이프, 파란 나사 등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시계 
뒷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름 39mm, 18K 레드 골드 케이스로 베젤 부분
을 얇게 만들어 은백색 다이얼을 시원하게 드러냅
니다. 3시 방향에 날짜창을 둔 기계식 자동 시계로 
단순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지 드린 것이 거의 없네요. 
희생과 사랑으로 베푸신 값진 시간들에 보
답하고자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했어요. 
어머님께는 자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우
아한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기계 장치를 좋
아하시는 아버님의 시계는 태엽을 감는 기
계식으로 선택했어요. 한번 제대로 감아주
면 8일 이상 쉬지 않는 시계랍니다. 두 분 모
두 건강하셔야 해요.

클립튼 오토매틱 10195  지름 45.5mm 18K 
레드 골드 - 기계식 수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클래시마 레이디 오토매틱 10077  지름 33mm 
18K 레드 골드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 자개, 다이아몬드 인덱스 

고맙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사람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며 

가르치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셨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리네아 10011

클립튼 크로노그래프 10129

리네아 10036

클래시마 오토매틱 10216

돔 형태의 사파이어 글래스를 얹은 지름 27mm의 
스틸 케이스로 베젤 위에 아라비아 숫자를 각인했
습니다. 자개 다이얼 위 시각 표시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스틸 브레이슬릿부터 싱글과 더블 가
죽 스트랩으로 쉽게 교환 가능합니다.  

3시 방향 날짜와 요일, 6시와 12시 방향에 각각 크
로노그래프 12시간과 30분 카운터, 9시 방향에 
작은 초 카운터를 둔 모델입니다. 43mm 스틸 케
이스에 갈색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이 품위를 더
해줍니다.

지름 40mm, 18K 레드 골드와 스틸 투톤 소재의 
케이스 안에 세로줄 무늬의 기요셰 패턴을 넣은 오
팔린 실버 다이얼로 정갈한 신사를 떠올리게 만드
는 기계식 자동 시계입니다.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지름 27mm 스틸 케이스
는 쉽게 스트랩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 감아 맬 수 있는 갈색 소가죽 스트랩 외에 흰
색, 빨간색 등 다른 색의 스트랩이 있습니다.

사소한 약속에도 지각 한 번 없이 철저하셨던 
은사님을 떠올리며 이 시계들을 골라 보았습
니다. 남성용 시계의 3시 방향에는 요일과 날
짜, 9시 방향에는 작은 초침을 볼 수 있어요. 
6시와 12시 방향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하니 
언젠가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성
용 시계는 개성 넘치는 것으로 골라봤어요. 
곡선이 넓게 퍼지는 드레이프 기요셰 장식에 
무엇보다 빨간 스트랩이 강렬하지요. 때론 변
화를 주세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클립튼 크로노그래프 10123  지름 43mm 
스틸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요일, 크로노그래프

프로메스 쿼츠 10177  지름 34mm 스틸 - 쿼츠 
무브먼트 - 시, 분 - 다이아몬드 인덱스



쉬운 일보다 힘든 일들에 치이며
흥겨운 날보다 찡그린 날들이 많았지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내 스스로 나직이 다독여 본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바른 길로 간다고 믿었
어. 그러나 어느 순간 나를 망각하고 말았
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
다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렸어. 그래서 너
와 나를 위해 아껴둔 바램을 하나 꺼냈지. 
바로 이 시계들야. 날짜, 요일 등 내게 꼭 필
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네가 고른 것도 
마음에 들어. 특히 고운 선이 넘실대는 자개 
다이얼과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넣은 베
젤 부분이 말야.

클립튼 크로노그래프 10212  지름 43mm 
스틸 -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 - 시, 분, 초, 날짜, 
요일, 크로노그래프

프로메스 쿼츠 10160  지름 30mm 스틸 - 쿼츠 
무브먼트 - 시, 분 - 자개, 다이아몬드 인덱스

프로메스 쿼츠 10185

클래시마 오토매틱 10214

쁘띠 프로메스 10288

클래시마 오픈 밸런스 08688

드레이프 기요셰 장식을 넣은 실버 다이얼과 블랙 
베젤이 대비가 되는 고상한 시계는 지름 30mm 
케이스에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로줄 무늬를 넣은 오팔린 실버 다이얼 위에 파란 
핸즈가 더욱 눈에 띄는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지름 
40mm의 스틸 케이스로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
고 있습니다.

지름 43mm의 스틸 케이스로 다이얼 12시 방향 
밸런스 휠 시스템이 보이도록 열어 놓아 기계식 시
계의 묘미를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름 22mm 미니 사이즈로 베젤에 크고 작은 다
이아몬드를 장식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 외에 
글로시 블루와 비비드 오렌지 색으로 두 번 감을 수 
있는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



클래시마 Classima

1965년 기계식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한 화이트 
골드 시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 선보인 
슬림한 시계들의 뒤를 잇는 컬렉션입니다. 지름 
33~42mm 크기의 군더더기 없는 매끄럽고 얇은 
케이스에 로마 숫자 인덱스를 얹은 간결한 다이얼, 
기본 시간에 날짜와 문페이즈 등 일상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기능을 담았습니다. 

클립튼 Clifton

제조,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황금기로 여겨진 
1950년대 출시한 남성 시계에 영감을 받은 컬렉
션으로 보메 메르시에의 186년 역사를 잘 보여줍
니다. 타종 기능부터 뚜르비용, 크로노그래프, 캘
린더 등 다채로운 기능을 보여 주는 시계들을 선택
할 수 있으며 43~39mm 크기의 남성 시계 외에 
30mm의 여성 시계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이프랜드 Capeland

디자인은 1948년 선보인 크로노그래프 시계, 이
름은 ‘탈출escape’이란 단어에서 가져온 스포츠-
시크 컬렉션입니다. 주로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월
드타이머 기능을 탑재했으며 아라비아 숫자, 브레
게 핸즈, 눈금 등 복고풍에 정밀한 스포츠 스타일이 
돋보입니다. 최근 쉘비 코브라 자동차와 협업한 한
정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
새로운 클래시마 컬렉션 출시, 

클립튼 1830 회중시계 한정판 출시.

1851 - 1852
런던과 호주에 지점 오픈. 

1869
루이-빅토르가 딸 멜리나를 위해 회중 시계 제작.

1830
스위스 주라 지역, 레 보와에서 루이-빅토르와 셀레스틴 보메 형제가 

‘보메 형제 Frères Baume’란 이름으로 시계 사업 시작.

1880 - 1885
1880년 멜번 국제박람회, 1885년 런던 국제박람회에서 

각각 금메달 획득.

1918
윌리엄 보메가 이끌던 회사에 폴 메르시에가 합류, 
보메 메르시에라는 이름으로 제네바에 자리 잡음.

1919 - 1921
제네바 홀마크 인증 받음.

1948
케이프랜드 모델에 영감을 준 크로노그래프 모델 생산.

1950
리네아의 모태가 된 모델로 이후 대담한 여성 시계를 소개.1964

그리스 심볼 ‘파이 Φ’를 회사 엠블럼으로 등록.

2002
스위스 주라 레 브레넷에 공방 오픈. 

2014
프로메스 레이디 컬렉션 출시. 

보메 메르시에의 역사 보메 메르시에의 컬렉션

표지 시계 이야기

클립튼 1830 회중시계 10253
클립튼 1830 회중시계는 2015년 브랜드 창립 185주년을 기념하며 전세계 30개 한정 생산한 모델로 국
내 소량 입고되어 있습니다. 5분 마다 종을 울리는 5 미닛 리피터 기능을 탑재했으며 소리를 확대하는 특
별한 공명판을 함께 제공합니다. 시계 제조의 위대한 유산을 담고 있는 동시에 간결한 디자인과 50m 방수 
성능까지 갖춘 매우 현대적인 회중시계입니다.

햄튼 Hampton

아르데코 스타일로 1940년대 소개한 직사각형 
시계를 재현한 컬렉션입니다. 기계식 자동 무브먼
트부터 쿼츠 무브먼트까지, 기본 시간 기능에 스
몰 세컨드, 날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한, 다
양한 크기의 남녀 시계를 소개합니다. 특히 여성 
시계는 자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세련된 
모습입니다.

프로메스 Promesse

동그란 원형 안에 타원형이 들어간, 곡선미가 넘
치는 1970년대 시계의 형태에서 착안한 여성 시
계입니다. 케이스는 원형, 다이얼은 타원형으로, 
그 사이 베젤에는 자개, 래커, 다이아몬드를 장식
해서 우아한 멋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
얼에 넣은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드레이프 기요셰 
장식이 일품입니다.

리네아 Linea

볼록한 돔형 크리스털, 아라비아 숫자를 각인한 
베젤, 다이아몬드 인덱스, 카보숑 컷 크라운 등 
1950년대 골드 여성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1987년 첫 선을 보인 컬렉션입니다. 특히 금속 
브레이슬릿과 가죽 스트랩을 사용자가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돋보입니다. 매년 새로운 색
의 스트랩을 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