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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일 – 바쉐론 콘스탄틴은 최초의 중국인 아티스트로 찬 전 웨이 CHAN Chun Wai가One of not many 
캠페인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발레계의 젊은 영재인 찬 전 웨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 메종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Patrimony와 Traditionnelle 컬렉션의 
정수를 보여주며, 클래식한 라인과 곡선의 순수한 스타일을 모던한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One of not many 캠페인

2018년 선보인 One of not many 광고 캠페인은 자신의 개성과 작품을 통해 탁월함의 추구,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특유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재능 있는 인재들을 담아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별한 능력은 물론, 미래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메종의 특별한 전문성을 잘 
보여줍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중국의 광고 캠페인에서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찬 전 웨이와의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https://twitter.com/Vacheron1755
https://www.facebook.com/vacheronconstantin/
https://www.youtube.com/user/vacheronconstantin
https://www.instagram.com/vacheronconsta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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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난 찬 전 웨이는 전 세계 수많은 주요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무용을 접하게 된 그는 이후 발레를 배우기 위해 지역 기관에 입학했습니다. 학창 시절 초기에 선생님이 그의 놀라운 
끈기와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10년 이상 발레 예술 분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 그는 견고하고 우아한 연기와 완벽을 상징하는 기술로 유명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발레 공연을 펼치는 것이라 믿으며, 현대 세계에서 자신만의 반짝이는 
매력을 담은 춤을 선보입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뉴욕 시티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발레의 왕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 발레 무용수로 “4대” 발레 공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에서 주연을 
맡은 찬 전 웨이는 고전 무용이라는 특별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찬 전 웨이와 메종의 워치메이커 및 장인들은 디테일에 대한 헌신과 탁월함을 향한 
열정을 공유합니다. “완벽한 움직임은 절대적인 헌신만큼이나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무용과 
워치메이킹의 유사점이 쉽게 그려집니다. 헌신, 인내심,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정확한 실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공연과 기술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토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를 구현합니다. 

찬 전 웨이는 발레의 유산에 완벽하게 전념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대적인 요소를 통해 고전 무용에 
새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그는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품격 있는 정교한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Patrimony와 Traditionnelle 컬렉션을 대표하며 혁신과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합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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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 시티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찬 전 웨이는 이전에는 홍콩 발레단의 주요 게스트 아티스트, 
휴스턴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06년 호주 국제 청소년 무용 대회의 16세 미만 클래식 발레 
오픈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2009년 제9회 해외 타오리 컵 무용 경연대회 발레 주니어 그룹 A(남성)
에서 그는 백조의 호수 Swan Lake의 왕자 변주곡과 발레 룩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타이틀로 손꼽히는 댄스 매거진에서 미국에서 가장 재능 있고 잠재적인 무용수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모던 럭셔리 매거진은 그에게 휴스턴의 올해의 패셔너블 맨 상을 수여했습니다. 2020년 
10월, 뉴욕 시티 발레단은 뉴욕 타임즈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그를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맞이했습니다.

2012년, 찬 전 웨이는 정식으로 휴스턴 발레단에 합류하여 그룹에서 단 3명의 중국 무용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한 끝에 그는 유명한 스탠턴 웰치 Stanton Welch가 안무를 맡은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의 새 버전에 출연했습니다. 중국의 발레 무용수가 주연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처음이었으며, 이 역할로 그는 2017년 최고의 솔로 무용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호두까기 인형 외에도, 찬 전 웨이의 대표작으로는 백조의 호수, 댄싱 걸, 신데렐라, 말괄량이 길들이기, 지젤 
등이 있습니다. 최근 찬 전 웨이는 짧은 영상과 여러 수단을 통해 발레를 홍보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는 집에서 계속 무료 온라인 무용 수업을 제공하여 더 많은 관객들이 발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ttp://www.vacheron-constantin.com/en/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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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65년이 넘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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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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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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