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쉐론 콘스탄틴이 런던의 전설적인 애비 로드 
스튜디오에서 FIFTYSIX© 컬렉션을 소개한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fr/home.html






4

바쉐론 콘스탄틴이 런던의 전설적인 애비 로드 
스튜디오에서 FIFTYSIX© 컬렉션을 소개한다.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애비 로드 스튜디오는 Fiftysix© 컬렉션의 런칭을 기념하여 바쉐론 
콘스탄틴의 게스트들을 초대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벤자민 클레멘타인 Benjamin Clementine의 
단독 공연은 메종과 전설적인 레코딩 스튜디오 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음악적 서사뿐만 아니라 울트라-
씬 오토매틱 투르비용 모델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첫 번째 Fiftysix©를 발표하는 
아름다운 연주를 제공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주인공인 벤자민 클레멘타인 Benjamin Clementine은 150
명의 특별한 게스트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어쿠스틱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피아노에 앉아 다섯 개의 
현악기를 뒤로 둔 그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애비 로드 스튜디오가 최초로 독점 작곡한 곡인 Eternity 의 
첫 번째 공연을 선보였다.

특별히 초대한 해외 프레스들에게 갈라 디너와 콘서트를 통해 메종의 새로운 상징인 “One of not 
many”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3일 동안 게스트들은 바티츠 마스터클래스, 소호에서 바이닐 찾기, 
핑크 플로이드 Pink Floyd 또는 데이비드 보위 David Bowie의 가장 유명한 앨범 커버의 포토 스팟 
탐험 등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Fiftysix©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경험들은 매우 고급스러운 런던의 메이페어 Mayfair에 위치한 프라이빗 클럽 Loulou’s에서 
열린 편안하고 완벽하게 런던 스타일인 수아레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Fiftysix© 컬렉션은 9월 1일 전세계적으로 출시되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의 부티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http://www.vacheron-constantin.com/fr/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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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통해 축적된 시계 제조 기술 및 예술적 가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Fifty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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