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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이칭 인에 대하여

2020년 5월 26일 - 바쉐론 콘스탄틴의 "One of not many" 광고 캠페인에 합류한 새로운
아티스트를 공개합니다. 오뜨 꾸뛰르의 젊은 천재 이칭 인 Yiqing Yin이 메종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할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칭 인은 2020년 2월 메종이 출시한 여성용
Egerie 컬렉션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예정입니다.

1985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이칭 인은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를 여행해왔으며, 4살에 중국을
떠나 호주와 프랑스에서 거주했습니다. 파리 국립 고등 장식 예술학교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Decoratifs de Paris를 졸업하며 꾸뛰르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갖춘
이칭 인은 의상을 제2의 피부이자 유연하고 가벼운 포장이라 생각합니다. 플리츠의 역동적인
잠재력에 대해 탐구하는 그녀는 생동감 넘치는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의한
볼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며,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을 추구하고 옷감이 떨어지는 방법을
실험합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놀라운 구조의 루즈 셰이프를 디자인합니다. 이칭 인은 “직관적인
창작 방식, 자유로운 감각, 자발적인 우연의 추구”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오뜨 꾸뛰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그녀의 세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높은 명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칭 인은 메종의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이
추구하는 완벽한 디테일과 발견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뜨
꾸뛰르와 파인 워치메이킹의 세계는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끊임 없는
도전과 재해석의 소명으로 장인 정신과 전문성, 희소성에 의미를 더합니다. Egerie 컬렉션은
플리츠 다이얼과 오프-센터 디자인을 통해 이 두 세계의 조화로운 만남을 상징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018년부터 선보인 “One of not many” 캠페인으로 자신의 개성과 작품을
통해 탁월함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 그리고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소개해왔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열정적이며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메종의 전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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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 인에 대하여
ENSAD (파리 국립 고등 장식 예술학교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Decoratifs de
Paris)를 졸업한 이칭 인은 2009년 그랑프리 드 라 크레아씨옹 드 라 빌 드 파리 Grand Prix
de la Creation de la Ville de Paris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이에르 인터내셔널
패션 페스티벌 Hyeres International Fashion Festival에서 선보인 꿈꾸는 듯 몽환적인 이칭
인의 작품은 프랑스 문화관광부 건물과 샤이요 궁전 극장Chaillot National Theatre에 이어
명망 높은 조이스 갤러리Joyce Gallery 에도 전시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이칭 인은 안담
ANDAM(Association Nationale pour le Developpement des Arts de la Mode/ANDAM
Fashion Award Paris)을 수상하며 파리 패션 위크에서 첫 번째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같은
해, 보그 프랑스는 이칭 인을 “주목할 만한 젊은 디자이너” 8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프랑스 메종 레오나드 Maison Leonard는 이칭 인을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이끌
젊은 디자이너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칭 인은 까르띠에, 겔랑, 에르메스, 스와로브스키, 랑콤
등과 같은 명망 높은 브랜드들과 작업해왔습니다.
2012년 이래로 메종 이칭 인 Maison Yqing Yin은 프랑스 의상 연합 Federation Francaise
de la Couture 의 게스트 멤버로 공식 등록되었고, 2015년 12월, 프랑스 패션 연합 Federation
Francaise de la Mode 은 이칭 인의 작품에 오뜨 꾸뛰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갖춰진 아티스트인 이칭 인은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탐구와 창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3
년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의 초청을 받은 그녀는 “In-Between” 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블루밍 애쉬Blooming Ashes 컬렉션에서는, 조각가 바스티앙 까레
Bastien Carre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스텔라 Stellar 드레스를 통해 패브릭과 빛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조르조 만치니 Giorgio Mancini가 연출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Tristan and Iseult를 위해 스타 발레 무용수인 도로시 길버트 Dorothee Gilbert와 마티유
가니오 Mathieu Ganio의 무대 의상을 디자인하여 무용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칭 인은 몇 년 동안 전세계의 예술 전시에 정기적으로 초대되어 왔습니다. 스톡홀름의
민속 박물관에서 열린 "깃털의 세계 A world of Feathers"라는 제목의 전시, 칼레의 레이스
박물관에서 열린 "오뜨 덴텔Haute Dentelle" 전시뿐만 아니라 플로렌스의 팔라쪼 피티에서
열린 "애니멀리아 패션 Animalia Fashion" 전시 등은 그녀가 소장하고 있는 오뜨 꾸뛰르
컬렉션의 주요 작품들을 선보인 많은 행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녀는 2019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미술관에서 열린 패션 재단 심포지엄 The Arts of Fashion Foundation
Symposium의 주빈이자 전시 출품자, 강연자, 그리고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2020년에 개봉하는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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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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