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컬렉션, 

호팅키 샵을 통해 온라인에서 첫 선을 보이다. 

 

2017년 11월 13일 뉴욕, 17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시계 제조사 바쉐론 콘스탄틴과 권위 있는 

온라인 시계 커뮤니티 호딩키HODINKE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빈티지 타임피스에서 영감을 받은 

히스토릭Historiques 컬렉션을 온라인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20년 전 탄생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컬렉션은 전설적인 타임피스들을 재해석한 모델들을 

선보여왔다. 희귀한 빈티지 타임피스를 수집하는 컬렉터들을 위해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 

컬렉션이야말로 호딩키의 온라인 스토어, 호딩키 샵HODINKEE SHOP에 가장 적합한 컬렉션이다. 

호딩키는 2012년부터 유니크한 빈티지 타임피스와 시계 액세서리를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호딩키 샵에서 선보이는 여덟 개 매뉴팩처의 타임피스들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선정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호딩키의 미션은 호딩키 샵을 통해 하이엔드 워치의 

구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호딩키 샵의 모든 제품들은 완전한 배송 보험이 

적용되며 무료로 다음날까지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파트너십은 2017년 2월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콘 드 바슈 1955 호딩키 리미티드 에디션의 

성공적인 출시로 시작되었다. $45,000에 판매된 36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은 호딩키 웹사이트의 사전 

예약을 통해 한 시간 만에 품절되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히스토릭 컬렉션은 호딩키 샵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쉐론 콘스탄틴 파트너 

스토어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파트너 스토어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웹사이트 

www.vacheron-constantin.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 소개  

1755년 제네바에서 시작된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제조사로써 262년간 

끊임없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파인 워치메이킹 정신의 토대를 세운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든 

사람들은 타임피스의 설계와 개발, 제작에 있어 완벽하게 숙련된 기술, 탁월하고 조화로운 미학, 최고 

수준의 정교한 마감 장식이라는 브랜드의 세 가지 근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 

 

호딩키에 대하여 

HODINKEE는 단 8년 만에 빈티지 타임피스 애호가들을 위한 최고의 정보 제공처로 자리 잡았다.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벤자민 클라이머 Benjamin Clymer 와 그의 팀은 시계 역사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그에 대한 정보를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창의적인 콘텐츠를 중요시하는 호딩키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웹사이트 50개에 

선정되었으며 Bloomberg, Departures, Esquire, GQ, New York Times 등의 전 세계적인 출판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