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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을 향한 열정은 바쉐론 콘스탄틴과 FIFTYSIX피프티식스© 컬렉션의 글로벌 런칭을 기념하는 장소로
선정된 유서 깊은 애비 로드 스튜디오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ONE OF NOT MANY 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음악적 교류와 창의적 노력은
바로 이 파트너십의 핵심이다.
1755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계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매뉴팩처로서, 정확한 타임키핑이야말로 메종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레코딩 스튜디오인 애비 로드 스튜디오의 정확한 소리와 혁신에 대한 미션 역시 1931년부터
이어져 왔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애비 로드 스튜디오와 함께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그들의 뛰어난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콘텐츠와 전문 지식의 교류를 통해 더욱 활발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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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콜라보레이션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 ONE OF NOT MANY 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두 메종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도 특별함을
자랑한다. 또한, 탐구와 혁신,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통해 전문성과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틀즈BEATLES, 핑크 플로이드PINK FLOYD, 라디오헤드RADIOHEAD,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 나일
로저스NILE RODGERS 등이 이곳에서 음악을 작업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스RAIDERS OF THE LOST
ARK, 반지의 제왕 시리즈THE LORD OF THE RINGS TRILOGY, 해리포터HARRY POTTER, 블랙 팬서
BLACK PANTHER와 셰이프 오브 워터THE SHAPE OF WATER에 이르는 유명 영화의 음악이 바로 이곳에서
완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도시적이며 모던한 품격의 레트로 컨템포러리 스타일이 돋보이는 FIFTYSIX
피프티식스© 컬렉션의 전 세계 출시를 기념하는 장소로 런던의 애비 로드 스튜디오가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고급 워치메이킹과 전설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ONE OF NOT
MANY 캠페인의 모델인 영국 출신의 작곡가 겸 음악가 벤자민 클레멘타인BENJAMIN CLEMENTINE
이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쇼케이스를 선보인다. 벤자민 클레멘타인 역시 바쉐론 콘스탄틴과 애비 로드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한 새로운 트랙을 이곳에서 녹음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처럼 음악 역시 우리 안의 감정을 끌어낸다. 바쉐론 콘스탄틴과 애비 로드
스튜디오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며 이를 통해 두 메종이 기술적 탁월함과
지속적인 혁신, 노하우의 전승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열정을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CEO 루이 펠라LOUIS FERLA는 설명한다. "음악의 세계 안에서
메종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메종은 애비 로드 스튜디오보다 더 적합하고 어울리는 파트너를 생각할 수
없었다. 두 메종의 파트너십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창의성과 콜라보레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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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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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