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ETERNITY” 공개
벤자민 클레멘타인과 바쉐론 콘스탄틴, 애비 

로드 스튜디오의 독창적인 모험으로 탄생한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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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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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클레멘타인의 
“ETERNITY” 공개

개요
–
ORIGINAL POEM
–
LYRICS

바쉐론 콘스탄틴과 애비 로드 스튜디오와의 독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아티스트이자 시인인 벤자민 클레멘타인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녹음한 
"Eternity"가 오늘 공개됩니다.

"Eternity"는 벤자민 클레멘타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아일랜드 시인 
겸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에게서 영감을 얻은 곡으로, “The True Knowledge” 
라는 유명한 시를 재해석한 곡입니다.

우아하면서 감성적인 이 작품은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보컬과 피아노를 비롯하여 
그의 오랜 공동 작업자인 바바라 르 리에프브르Barbara Le Liepvre가 지휘하는 
현악 12중주 오케스트라로 이루어졌습니다. 

"Eternity"는 애비 로드 스튜디오의 제2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으며, 벤자민 
클레멘타인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One of 
Not Many’를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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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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클레멘타인의 
“ETERNITY” 공개

개요
–
ORIGINAL POEM
–
LYRICS

원작: 
오스카 와일드, "The True Knowledge"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심어도 덤불과 잡초가 무성합니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에 대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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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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클레멘타인의 
“ETERNITY” 공개

개요
–
ORIGINAL POEM
–
LYRICS

벤자민 클레멘타인, "Eternity"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덤불과 잡초가 무성합니다.
눈물이 빗물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에 대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까지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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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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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 클레멘타인의 "Eternity"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어 보세요.
Link to Vacheron Constantin + Abbey Road Studios (video/track and history)
Link to VEVO/YouTube
Link to Spotify
 
More about the Vacheron Constantin & the “One of Not Many” communications campaign: 
presslounge.vacheron-constantin.com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Fiftysix 

http://www.vacheron-constantin.com/fr/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https://presslounge.vacheron-constantin.com/one-of-not-many-vacheron-constantin-unveils-its-new-communications-campaign/
https://open.spotify.com/album/71ccJn1j3V117KAhgtyr38
http://www.youtube.com/watch?v=dTPYIbE9GHc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manufacture/AbbeyRoadStudio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