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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버그도프 스위스, 2019년 8월 9일  

 

스위스/한국 디자이너의 뜻깊은 콜라보레이션 (여성복, 주얼리 부문) 

NINA YUUN x hana kim – 2020 춘계 컬렉션 "Heimat" (고향)이 오는 8월 31일 스위스 취리히, Mode Suisse 

Edition 16 패션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020 S/S 시즌 스위스/한국 디자이너 라벨 NINA YUUN(여성복, 베른 주 버그도프)과 hana kim(주얼리, 

취리히)이 만나 "Heimat" (고향)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현대적 의미로부터 영감을 받아 의미 깊은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선보인다.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이민와 같은 명백한 현상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 정보 시대를 맞아 우리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생긴 변화 

등에 대해 탐구한다. 

 

"Heimat" 컬렉션은 정치적 진술이라기보다는 "고향" 이 모든 이에게 내재된 개념이나 서로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현상을 포착하려 하였다.  이전 컬렉션과 같이, 지난 4년 간 스위스에서 

이민자로서 생활해 온 디자이너 본인의 감정과 경험을 영감으로 삼은 작업들을 선보인다.  컬렉션을 위한 

리서치 과정에서 재봉사 선생님들, 모델, 사진작가 등 많은 이들이 인터뷰에 참가해주었고 그들의 

"Heimat", 즉 고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해 보았다.  모든 이들의 이야기에는 한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고향은 특정 장소를 의미하기 보다는 "편안함" 이라는 느낌에 더욱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갖고 NINA YUUN 브랜드 특유의 페미닌 아방가르드, 절제된 시크함과 디자이너 본인의 

"고향"에 대한 코드를 섞어 이번 디자인들을 완성하였다. 

 

“나에게 있어 ‘고향’이란 어떤 장소에 얽메이지 않는,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요. ”  

두 아이의 어머니인 치네이(33세), 나이지리아계 스위스인.  지난 NINA 

YUUN 19 F/W 컬렉션 “Swirl: The Myth of Authority” 착용. 

인터뷰 전문 링크: https://www.ninayuun.com/blog 

 

20 S/S ‘Heimat’ 컬렉션을 위해 NINA YUUN은 한국계 스위스 주얼리 

디자이너인 hana kim(취리히)와 힘을 합쳤다. 하나 김의 작업은 본래 

그녀 자신의 한국적 뿌리에 대해 탐구하는 여정이며,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제작된 주얼리 제품들은 NINA YUUN의 

캘리그라피 프린트와 부유하는 유기적인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나 김의 주얼리들은 LBMA인증을 받아 재활용된 은, 금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자재들로 제작되었다. 

 

https://www.modesuisse.com/
https://www.modesuisse.com/
https://www.ninayuun.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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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윤 2020 S/S ‘Heimat’ 컬렉션은 오는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취리히(Allgemeine Berufsschule Zürich, 

Sihlquai 87)에서 열리는 16th edition of Mode Suisse 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Mode Suisse 측 초대를 받지 

않았으나 라이브 쇼 참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press@modesuisse.com (참조. info@ninayuun.com)으로 

연락하시길 바란다. 

 

또한 NINA YUUN은 오는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다시 한번 파리의 DACH Showroom (18, rue Perrée)에 참가할 

예정이다.  방문 예약 및 문의는 showroom@modesuisse.com (참조. info@ninayuun.com)으로.  

캠페인을 포함한 미디어 문의 및 사진 자료 문의:  

 

책임자 Raphael Kunz, 이메일 raphael@ninayuun.com, 전화(스위스) +41 79 1 81 81 66 

 

 NINA YUUN hana kim 
Website www.ninayuun.com www.hanakim.ch  
Instagram @ninayuun @hanakim.ch 
Facebook @ninayuunofficial @hanakim.ch 
Email info@ninayuun.com  info@hanaki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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