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이 때 : 엄마로 살기, 코로나, 또 하나의 컬렉션

컬렉션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니나 윤의 네번째 에디션 “Bada, Sea, Meer” 는 지속가능 쿠튀르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디자이너

로서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컬렉션은 “바다” 라는 이

름의 아기를 낳아 키우며 엄마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개인적인 경

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름 «바다»와 같이 유연하고 자상하면

서도 때로는 무엇보다 강한, 독립적인 여성을 위한 타임리스 피스를 디

자인을 선보인다. 

바다의 이미지는 다양한 푸른 색조로 나타는데. Azur 부터 aquama-

rine, petrol blue 부터 periwinkle blue, Brest grey 까지 어떤 스킨 

톤에도 잘 어울리는 색감으로 다양한 소비자를 위한 디자인을 선보인

다. 니나 윤 만의 전위적이고도 우아한 패턴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에디션에서는 한국의 ‘누비’ 기법을 사용한 업사이클(Upcycle) 디자인

들을 선보인다. 어지러운 이 때 에야 말로 오히려 “삶을 파티처럼”, 여

유롭게 즐기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유연한 실버 컬러 원단으로 컬렉션

에 악센트를 준 것을 볼 수 있다.  니나 윤 에디션 4 컬렉션은 다시금 

차별화된 미학, 뭔가 다른 우아함과 삶에 대한 여유로운 자세,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색조의 상징성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새로운 시즌 (노-시즌) 컨셉이다. 

이번 에디션은 하계, 동계 디자인을 모두 볼 수 있다. 이는 지속 가능

한 패션 브랜드로의 한 걸음으로써 니나 윤 만의 가치 있는 디자인을 

어필하며 더욱 신중한 구매를 독려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가능한 한 친환경적 생산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번 에디션에는 제로-웨이스트 접근을 시도하였다. 패턴은 원단의 거의 

모든 부분을 소진하도록 디자인되었고, 그 노력의 예시로 “기리가미” 

기법 (접은 종이 등을 잘라 3차원의 모양을 만드는 예술) 으로 제작된 

벨트, 포켓 디테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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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컬렉션

또한 이 에디션에서는 새로운 “니나윤 스튜디오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이 디자인 피스들은 오직 주문 제작만 가능하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구

한 세컨핸드 남성복 셔츠와 스위스 셔츠 제작 회사 KAUF에서 건네 받

은 재고 원단을 모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활용했다. 이 디자인 피스

들은 한국 누비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구매 2년 후 30% 의 추가요금으로 또 다른 디자인으로 수선을 하거나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니나 윤은 한 디자인 피스의 생명을 

연장하며, 제작 과정 탄소 소비량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룩을 

선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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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 YUUN 소개

브랜드 NINA YUUN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영감, 지속 가능한 컬렉션의 추구, 여유로운 우아함이다.   스위스 베

이스의 한국 디자이너 라벨 니나 윤은 세련된 실루엣과 색상의 매력적

인 조합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여성상을 구현한다. 디자이너 윤니나

는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으며 최근 스위스로 그 창조

적 본거지를 옮겼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디자이너는 형태

와 색에 대한 오랜 열정을 그녀만의 캐릭터와 버무려 글로벌 소비자에

게 어필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니나 윤의 컬렉션은 빈틈 없는 장인

정신, 이성적 해체주의로 시작해 여유롭고 강한 여성을 위한 타임리스 

디자인으로 완성된다.

2018년 9월, 니나 윤은 Mode Suisse 에디션 14 패션쇼에서 데뷔하

여 2019년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Mode Suisse 쇼 외에도 NINA 

YUUN은 파리, 상하이, 베이징, 더니든(뉴질랜드), 샌프란시스코, 서울 

등지에서 컬렉션을 선보여 왔다. 

그녀의 작품은 스위스 예술 위원회 Pro Helvetia 와 베른 디자인 재단

(Berner Design Stiftung)의 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스타트업 패션 

브랜드로서 2019/20 스위스 디자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연락처

NINA YUUN 브랜드 거래를 위한 연락은 이곳으로 부탁합니다. 

도/소매 거래, 협업 문의:  info@ninayuun.com 

언론 보도 관련: raphael@ninayu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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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윤은 오는 9월 7일 취리히에서 열리는 Mode Suisse 패션쇼장에서 네번째 에디션을 발표한다. 

또한 두 달 후 인 11월 19-21일에는 처음으로 제네바 쇼룸에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