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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특별한 감성으로 만난 
FM어쿠스틱스

서울신라호텔의 특별 연례행사‘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선보인 스위스 하이엔드 오디오 
FM어쿠스틱스의 최고급 시스템 XS-I

1년에 전세계적으로 단 2조만 제작되는 14억원의 최고가 오디오 시스템

(14년 1월 3일) 지난 12월 10일 서울신라

호텔 크리스마스 마켓에 FM어쿠스틱스

(FM ACOUSTICS)가 하이엔드 오디오 브

랜드로서는 최초로 참여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서울신라호텔이 프랑

스‘Marche de Noel’, 독일‘Weinacht 

Markt’등 유럽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크리

스마스 마켓 컨셉을 차용한, 사랑하는 사람

들에게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려

는 고객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에르메

스, 그라프, 리차드밀 등 명품 중에서도 희

소한 브랜드가 모여있는 상위 0.01% 소수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쇼핑공간인 신라

호텔 아케이드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연

중 단 하루동안만 열리는 신라호텔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이다. 

 

◀ FM어쿠스틱스 XS-1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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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철저한 수작업의 오더-메이드 방

식으로 유명한 스위스 명품 FM어쿠스틱스가 참여하여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단 2조만 생산하는 14억원의 최고가 오디오 시스템 

XS-I을 국내 최초로 공식 소개하며 그야말로 행사의 희소가치가 

빛을 발하였다. 특히‘심장을 뛰게하는 오디오, FM어쿠스틱스’라

는 감성적인 컨셉으로 FM어쿠스틱스 브랜드 위상에 걸맞는 드라

마틱한 공간을 연출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FM어쿠스틱스는 깊이있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로 사람의 감성을 

따뜻하게 울리며‘명품’을 넘어‘예술품’으로까지 일컬어 지고 있

는데, 이미 비틀즈, 스팅, 요요마, 셀린디온을 비롯한 유명 음악가는 

물론 업계 최고 엔지니어, 프로듀서 등 전세계 셀러브리티들의 애장

품으로서 사랑받고 있는‘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오디오’이다.

▲

지난 12월 10일 신라호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국내 최초로 발표된 

FM 어쿠스틱스 최고급 시스템 X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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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어쿠스틱스는 철저한 수작업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명품'을 넘어 하나의 '명작'으로

비틀즈, 퀸, 요요마, 스팅, 롤링스톤즈, 셀린디온을 비롯한 유명 음악가는 물론 업계의 최고 엔지니어, 프로듀서 등

전세계 셀러브리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세상에서 가장 갖고싶은 오디오'입니다.

FM어쿠스틱스는 기존의 오디오와는 차원이 다른 감성을 울리는 리얼 사운드를 통해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하며 진정한 하이엔드 라이프를 제시합니다.

FM어쿠스틱스 한국공식수입사 오디오갤러리

오디오갤러리는 국내외로 손꼽히는 완벽한 시설의 리스닝 공간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기업으로,

FM어쿠스틱스를 비롯해 골드문트, 포칼 등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명품오디오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취재 및 촬영문의

오디오갤러리

홍보부

02-516-9055

손지성 과장

sjs@audiogalle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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