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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앤로스의 다이빙 워치는 위험한 환경에 맞게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하이드로맥스
(HYDROMAX®) 모델은 1997년 최대 11,100 미터 
수심에서 방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브랜드 최초의 사각형 다이빙 워치는 그 
자체로 컬렉션이 되었고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벨앤로스는 그 기원부터 수중 탐사 분야에서 역사를 
쌓아 왔으며 이제 브랜드의 핵심 DNA를 반영하고 
브랜드의 기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다이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필수적인 요소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브랜드 원칙에 따라 벨앤로스의 엔지니어는 
전문가들에게 완벽하게 적합하면서도 실용적인 
다이빙 워치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정밀한 타임피스는 전문적인 다이빙 미션을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벨앤로스는 극한의 조건에 필요한 조건들을 전적으로 맞춘 타임피스로 프로페셔널한 
사용자들에게 이름과 명성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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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기술 사양의 신뢰성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의 차분한 올리브 색상은 
미션에 앞서 신중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군인들의 
유니폼을 반영함과 동시에  멋진 위장 시계로 만들어 
줍니다. 

군사 기술 사양에 충실한 올리브 다이얼은 시간을 즉시 
읽을 수 있도록 축광 코팅되었고 덕분에 밤낮 상관없이 
완벽하게 시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스크래치에 강하고 무브먼트는 매우 정밀하지만 차분한 
디자인에 블랙 무광 세라믹 케이스가 장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라믹으로 제작 된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나며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항공기 계기판에 사용 된 반사 방지 피니시를 
연상 시키는 이 새로운 모델은 벨앤로스의 철학에 매우 
중요한 항공 코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전문 수중 타임피스에 하이-테크 소재를 적용함으로서 
벨앤로스는 새롭고 중요한 타임피스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BR 01의 오리지날 가치를 재 해석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는 가독성과 기능성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 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이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전문가들의 미션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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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안정 

내수성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타임피스는 수중 탐험의 
혹독함을 견딜 수 있도록 내부는 스틸로, 외부는 세라믹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케이스는 매우 두꺼운 백 케이스로 보강되어 다시 한 번 
극도의 방수 기능을 보장합니다. 무결점 방수 기능을 더욱 
보장하는 반사 방지 코팅 처리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기존 BR03-92의 1.50mm 글라스 두께에 비해 2.85mm
로 두꺼워졌습니다. 

깊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스크류 다운 타입이 적용 된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의 크라운은 충격에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방수 효과를 보장하는 가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세심하게 디자인 된 이 크라운에는 인체 
공학적 개선을 위해 고무 인서트가 장착되었습니다. 

합법성

정교한 디자인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능을 갖춘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는 표준 기준에 따라 측광 마커를 사용하여 

어둠 속 25CM거리에서도 시간을 읽을 수 있는 표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올리스색 다이얼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 
수퍼루미노바 C3가 가미된 스켈레톤 메탈 인덱스가 
장착되었습니다. 시침과 분침에도 역시 수퍼루미노바 C3가 
가미되어 한 눈에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침은 다이빙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침에도 
녹색 수퍼루미노바 C3가 가미되었는데 시계가 수중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시간 표시기가 옅은 아몬드 색을 띠며 깊고 어두운 
수중속에서는 완전한 형광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 가장 
강하고 혁신적인 변화로 인덱스와 바늘의 검은색 윤곽선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며 최적의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는 견고함과 정확성이 입증 된 
스위스 셀프-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전문 
다이빙 워치입니다.

수 중 에 서 의  사 용 을  위 해  완 벽 하 게  설 계  되 었 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벨앤로스의 사각형 케이스에는 
60분 스케일의 단 방향 회전 베젤이 탑재되어 한 방향으로만 
회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고정 베젤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시간이 잘 못 설정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다이버 
전문가 용으로 제작 된 이 베젤은 다이빙 중 정확한 시간 
표시와 주요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다이버들에게 자장 
중요 정보는 수중에서 수면으로 올라 올 때 감압을 위핸 
시간 계산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움직인다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다이빙 시간이 단축됩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뢰성이 중요한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 케이스에는 자기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철로 만든 케이지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다이버들이 흥미 진진한 수중 개척지를 더 
깊숙이 도달하고 탐험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다이빙 워치의 기술적 및 기능적 특징들은 밀리터리 사양을 반영하며 국제 표준 ISO 
6425에 정의 된 요구 사항들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필수 특징으로 간주되는 BR 03-92 다이버 밀리터리는 내수성, 가독성,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보여 줍니다. 

Standard NIHS 92611 / ISO 6425 Diver watches

WATER-RESISTANT

ANTIMAGNETIC
ISO 764

TIME PRE-SELECTION

SHOCK RESISTANT
ISO 1413

IMPROVED VISIBILITY

TEST &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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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03-92 다이버 밀리터리는 방수 펠리칸  워치 박스와 두 개의 스트랩이 제공 됩니다. 
첫 번째 스트랩은 PVD 코팅처리 된 스테인리스 스틸 핀 버클이 장착 된 우븐 블랙 러버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트랩은 탄성이 높은 올리브 색상의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고 
벨크로 클로저 시스템이 장착되어 수트 위에서도 타임피스를 빠르면서도 인체공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스트랩 모두 수중에서 전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바다를 
바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스타일입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999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되며 기술적인 특징 덕분에 심해 다이빙 전문가와 
스포티한 디자인 매니아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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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BR0392-D-KA-CE/SRB

무브먼트：캘리버  BR-CAL.302.动자동 기계식. 크리스털：반사 방지 코팅 사파이어. 

기능：시침, 분침, 초침 및 날짜 표시창. 방수：300미터.

케이스：폭 42 mm. 무광 블랙 세라믹. 60분 눈금이 있는 
단방향 회전 세라믹 베젤. 나사식 용두. 용두 가드. 

팔찌：우븐 블랙 러버 및 고탄력 카키 합성섬유.

다이얼：카키. 아플리케 인덱스 및 아플리케 스켈레톤 
Super-LumiNova® 시침, 분침 및 초침.

버클：插핀. 블랙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스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