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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손가락을 장식하는 새로운 형식의 장신구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지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 또 다른 형식의

손을 위한 장신구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청나라 시대

의 호갑護甲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중국 청나라 시대 귀족 여성들 사이에는 손톱을 자르지 않고 계

속 기르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호갑은 이들의 긴 손톱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장신구였다. 호

갑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손가락 장신구는 전형적인 반지보

다 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티브로

손가락 장신구를 제작했다.

호갑을 모티브로 한 장신구는 손가락 전체를 장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금속을 재료로

하여 호갑의 기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묘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둘째, 장식적 패턴

을 다양하게 실험해보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적 조형요소

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해 손가락 장신구를 제작해 보았다.

반지가 일정한 치수를 지닌 것과는 달리, 이 세상에 똑같은 손

가락이 없고, 손가락의 굵기가 같더라도 손가락마다 그것만의 독

특한 곡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손가락 장신구 또한 없

다. 손의 본래 기능을 다소 저해할지라도, 손가락을 길어 보이게

하여 손의 우아한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장신구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주요어 : 손가락, 보호, 호갑, 손가락 장신구

학 번 : 201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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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손은 여자의 두 번째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있어

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인간의 노

력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중요한 신

체 부위를 치장해온 장신구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손

은 옷으로 덮이는 다른 신체 부분과 달리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고 의

사소통에도 큰 역할을 맡고 있기에 신체를 꾸미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손에 착용하는 대표적인 장신구는 반지이다. 반지는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권에서 가장 보편적인 장신구로 통용되는 형식이며, 강한 상징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지는 장식품인 동시에 신분의 상징이었으며, 인

장, 계약, 부의 과시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반지는 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전형적인 형식을 지녀왔다.

연구의 동기는 반지라는 장신구 유형에서 벗어나 손가락을 장식하는

새로운 형식의 손가락 장신구를 탐색하는 것이었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청나라 시대의 호갑護甲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호갑은 기원전 3500년경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손톱 장식과 손가락을 보호하는 기

능을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갑이 등장한

시기는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인 청나라 때이다. 청나라 만족의 복식

은 흥경興京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어느

시대보다 몸에 걸치는 장신구가 화려해졌으며, 장식의 일환으로써 손톱

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이 유행하였고, 그렇게 길어진 손톱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호갑이다.

호갑과 같이 손가락 끝을 장식하는 장신구는 손가락을 길게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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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장신구의 착용은 명백히 손의 기능을 방해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길어 보이게 만들어 손의 우아한 움직

임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이러한 호갑을 모티브로 삼아 손가락 끝에

새롭고 다양한 형식을 지닌 손가락 장신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연

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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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인 새로운 형식의 손가락 장신구를 탐색하기 위해, 먼

저 호갑 출현의 배경인 손톱을 기르는 풍습과 손가락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 장신구를 살펴고자 한다. 그리고 만족의 복식에 따른 호갑의 기능

성을 살펴보았고, 호갑의 형태와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

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장신구 작가들이 만든 손가락 장신구에 대해서

도 살펴볼 것이다.

손의 심미성을 강조하고 손톱을 기르는 풍습, 손가락을 보호하는 기능

을 지닌 장신구의 역사, 호갑과 관련된 풍습에 대해서는 중국 학술지, 학

위논문, 단행본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호갑의 형태와 재료에 관한 연

구는 북경 고궁박물관과 중국 국가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현대 공예가의 손가락 장신구 작품에 관한 자료는 국외 학술지와 작

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호갑을 모티브로 한 손가락 장신구 작품 제작은, 다음에 세 단계로 진

행된다. 첫째, 금속을 재료로 하여 호갑의 기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법

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묘한 형태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이다. 둘째,

기본형에 장식적 패턴을 다양하게 실험해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기적

인 혹은 움직이는 형태 등 현대적인 조형요소와의 결합을 시도한 손가락

장신구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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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손가락 장신구 (Finger Ornament)

1. 호갑护甲1) 출현의 배경

1.1 손의 심미성을 강조하고 손톱을 기르는 풍습

당대唐代 시인 한악韓偓은 《영수咏手》라는 제목의 칠언 율시七言律

诗를 썼다. 이 시는 여성의 양손을 묘사한 것으로, 완백기홍옥순아腕白肌

红玉笋芽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옥순아玉笋芽가 바로 여성의 손가락

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얀 팔뚝에 혈기 도는 피부를 지니는 손 그리고

죽순 싹처럼 백옥같이 희고 보드라운 손가락을 노래하고 있다. 흙에서

새롭게 솟아난 죽순의 싹처럼 가늘며 희고 보드랍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시경诗经》에도 있다. 섬섬옥수(纖纖玉手, 가냘

프고 여린 미인의 손), 유제(柔荑, 부드러운 삘기. ‘삘기’는 띠의 어린 새

순.) 등이 그러하다.2)

가냘프고 여려 보이는 손가락은 타고나야 하지만 후천적으로 장식적

인 요소를 통해 손가락을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해주는 또 하나 방법이 바

로 손톱을 기르는 것이다. 여성들이 손톱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풍습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이는《효경孝經》에 실린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

父母라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

라는 유교 사상 때문이었다. 한편 고증에 따르면, 주군이 신하들의 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신하들의 긴 손톱을 잘라내 자기에게 바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손톱을 다듬더라도 시간을 가려야 하며 그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금기가 있었다고 한다. 잘라낸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상

1) 护甲호갑은 호지투护指套 또는 호갑투护甲套, 호지, 지갑이라고도 불린다.

2) Zhou, X and C, Gao, 中國歷代婦女粧飾, 香港;[上海] : 三聯書店(香港)有限公

司;上海學林出版社, 198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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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보관하거나 땅을 파서 묻었다고도 한다.3)

당나라의 시를 보면, 손톱을 기르는 풍습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여성

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나라나 청나

라에 이르러 손톱을 기르는 풍습이 여성들 사이에 매우 유행했으며, 대

부분 여성들이 손톱 기르는 것을 극도로 좋아했다고 한다. 이는 귀족 여

성은 물론 하류계급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모하는 사람에게 기념으

로 머리카락을 전하는 듯이 자신이 오랫동안 기른 손톱을 물어뜯어 주기

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깎지 않고 기른 손톱 길이가 1인치가량 되려면 반년 이상

이 필요했고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쪼개지고 갈라지고 부러졌기 때문에,

가늘고 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의 긴 관으로 된 덮개를 손가락

에 끼웠다.4) 이것이 바로 호갑이었다. 그러므로 호갑은 고대부터 사람들

이 손톱을 기르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것의 출현과 유행은 가늘

고 백옥 같은 손가락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갑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은 내몽고内蒙古 준격이기准格尔旗 전국묘

战国墓에서 발굴된 것으로[도판 1] 추정되며,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이

호갑은 불규칙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끼우는 부분의 직경은 2.2cm이

고 끝 부분의 직경은 1.5cm이며, 총 길이는 6.5cm이다. 착용했을 때 손

톱이 여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손톱을 보호하는 데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활의 시위를 당길 때 쓰였던 '섭'의 전신前

身으로 추측된다.

[도판 2]는 길림성 박물관에 있는 호갑 한 쌍으로, 역시 금으로 만든

것이다. 옥수대파로하심한묘玉树大坡老河深汉墓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호갑은, 먼저 얇은 금 판재를 손톱 길이와 모양을 따라 맞게 자르고, 끝

3) 董倩倩, “流淌于指尖的绚丽——清宫旧藏指甲套的前世今生[J]”, 文物鉴定与鉴

赏 [ IDENTIFICATION AND APPRECIATION TO CULTURAL

RELICS] , 2013, 3, 77-83.
4) Zhou, X and C, Gao, 中國歷代婦女粧飾, 香港;[上海] : 三聯書店(香港)有限公

司;上海學林出版社, 198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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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한 길이의 좁은 판을 남겨두어 나선형으로 둥글게 말아 만든 것

이다. 착용 시 손가락의 굵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니, 만들기도 쉽고 실

용적인 호갑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 1] 호지투护指套

내몽고内蒙古 준격이기准格尔旗

전국묘战国墓에서 발굴됨.

전국战国시대

[도판 2] 금호지金护指

위수대파로하심한묘

榆树大坡老河深汉墓에서 발굴됨

한汉나라

책에 따르면, 산시성陕西省 시안西安 옥상문玉祥门 부근에 위치한 수

묘隋墓에서 발굴된 호갑은 또 다른 유형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은을 재

료로 주물로 떠서 만든 것이다. 기본 형식은 배가 부른 반지와 유사하지

만, ‘반지’의 가운데 은제銀製 손톱이 하나 껴 있는 것 보인다고 한다. 한

꺼번에 총 10개가 발굴되었는데, 다 같이 동제銅製의 발钵에 담겨 있었

다고 한다.5)

1.2 손가락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장신구

최초의 손가락 장식(finger ornament)은 기원전 5000년 무렵 이집트에

서 시작된 매니큐어(manicure)6)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손톱을 손질하

5) Zhou, X and C, Gao, 中國歷代婦女粧飾, 香港;[上海] : 三聯書店(香港)有限公

司;上海學林出版社, 1988, 179.

6) 매니큐어(manicure)는 집이나 네일 살롱(salon)에서 손톱이나 손을 장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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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색을 칠하거나, 마사지를 통해 손의 피부와 모양을 관리하는 등 인체

에 직접 변형을 가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각종 장신구를 착용하는 방법

도 있다. 크게 반지를 이용한 장식과 반지가 아닌 장신구를 이용한 방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반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기타 장

신구는 손에 착용하여 작업을 돕거나 손을 보호하는 도구가 장신구로 발

전한 경우이다.

반지(ring, 斑指)는 손가락에 끼우는 고리 모양의 장신구이다. 지환指

環이라고도 한다. 흔히 한 짝만 끼는 것은 반지, 쌍으로 끼는 것은 가락

지라 부른다. 오래전부터 반지는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었고, 부적, 인장,

무기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반지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

은 약혼과 결혼을 증명하는 징표이다.7) 고대 중국 궁궐에서 황궁의 여성

은 황제와 하룻밤 보내고 나서 내관이 그 날짜를 기록하고 그녀의 오른

손에 은반지 하나 끼워준다. 임신하게 되면 금반지로 바꿔 낀다. 여기서

반지는 경계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8)

인간의 손은 매우 중요하다. 옷으로 감싸는 다른 부분과 달리 외부로

드러나기에 신체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섬세한 움직임으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손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신체기관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손의 기능을 도

우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발달하였고, 이것에 점차

미용의 한 방법을 가리킨다. 매니큐어의 본래 의미는 손을 치료하는 것이었지

만, 시간이 지나며 손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었다. 즉

손톱의 모양정리, 큐티클(cuticle) 정리, 손 마사지, 컬러링(coloring) 등을 포함하

며 손톱 손질이나 손 관리라고도 한다. 매니큐어라는 낱말은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manus와 '돌보다'라는 뜻의 cura에서 비롯한 것이다. 발톱과 발을 관리

하는 기술과 그 화장품은 페디큐어(pedicure)라 부른다.

(위키백과, s.v. “매니큐어”, last modified December 23, 2014,

http://ko.wikipedia.org/wiki/매니큐어. ; 김영경·김재경, “Total Fashion의 요소

로서 네일 관리에 관한 연구”, 『釜山女子專門大學 論文集 21』, 1999, 105.)

7) Hamamoto, T, 『반지의 문화사』, 김지은(역), 서울: 에디터, 2002.

8) Zhou, X and C, Gao, 中國歷代婦女粧飾, 香港;[上海] : 三聯書店(香港)有限公

司;上海學林出版社, 1988, 174.



- 8 -

장식적인 요소가 부가되어 장신구로 발전되었다. 중국의 경우에 범주에

속하는 장신구로 남성용 중국의 섭韘이 있으며 여성용 의갑義甲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능적 목적에서 고안된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거

기에 점차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기능이 사라진 순수한 장신구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섭은 활의 시위를 잡아당기는 엄지손가락 아래 마디에 끼우는 물건이

며, 보통 상아, 뼈, 가죽으로 만들었다. 섭을 낀다는 것은 고대 남성에게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남자아이가 활시위를 당길 수 있을 만큼 힘

을 가지게 되었을 때 섭을 낄 수 있었으니, 이는 곧 성인이 되었다는 의

미였다.9)

섭은 중국 상(商)나라 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며, 원통 형태가 일반적이

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원통형에서 [도판 3]과 같이 옆판이 생겨, 이전

까지의 단순히 실용적인 것에서 장식적인 것으로의 변화가 최초로 드러

나게 된다. 옥섭玉韘은 서한西漢10)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장식적인 옥석

식패玉韘式佩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송宋나라 사람들이 [도판 4]와 같은

한나라에 등장한 섭식패韘式佩는 장신구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청나라 때 섭은 남성을 위한 장식물의 역할을 했으며, 건륭제乾隆帝의

애용물이 되어 반지扳指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건륭제의 섭

에는 자신의 군주이념을 글로 새기기도 했다[도판 5]. 청대에는 섭을 작

은 케이스[도판 6]에 담아 허리띠에 걸어 지녔고 여러 개의 반지를 담는

합도 제작되었다고 한다.11)

9) 许晓东, “韘、韘式佩与扳指[J]”, 故宫博物院院刊(Palace Museum Journal),

2012, 1, 49.

10) 또한 전한前漢이라고도 한다. 중국 왕조王朝의 하나 고조高祖 유방劉邦이

진秦이 붕괴崩壞된 뒤, 항우項羽를 쓰러뜨리고 장안長安에서 제위帝位에 오르고

부터 왕망王莽에게 찬탈簒奪되기까지의 한漢나라의 칭호稱號이다. (네이버 한자

사전, s.v. “西漢”, http://hanja.naver.com/.)

11) 许晓东, “韘、韘式佩与扳指[J]”, 故宫博物院院刊(Palace Museum Journal),

2012, 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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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옥섭玉韘

강소성江苏省 무석시无锡市

홍산전국월왕묘鸿山战国越王墓에서

발굴됨.

전국시대 초기

타원 4.0 ˟ 2.7cm
높이 1.4cm

옆판 길이 1.1cm

[도판 4] 옥이문섭식패玉螭纹韘形

佩

(옥으로 만든 뿔 없는 용 모양이

조각된 섭식패)

한나라

6cm ˟ 5.2cm ˟ 0.5cm
북경고궁박물관北京故宫博物院

소장

[도판 5] 벽옥각지반지碧玉刻诗扳指

(벽옥으로 겉면에 시문이 새겨진 반

지)

청나라 건륭제 시기

직경 2.90cm, 높이 2.20cm

북경고궁박물관北京故宫博物院 소장

[도판 6] 적금송석양감투각반지합赤

金嵌松石镂空扳指盒 (적동으로 만든

표면이 투각된 반지합)

청나라

직경 3cm, 높이 2.6cm

북경고궁박물관北京故宫博物院 소장

의갑義甲은 가야금, 만돌린, 치터 등과 같은 현악기를 다루는 데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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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가락 도구로 줄을 뜯을 때 손가락 끝에 끼는 물건이었다.

[도판 7]

진시황릉은의갑

秦始皇陵银义甲

진秦나라

2001년 8월에 서안西安 진시황릉秦始皇陵에서 도용陶俑 두 구가 발굴

되었는데 이때 엄지손톱 크기의 아주 작고 섬세한 은제의갑과 함께 출토

되었다. [도판 7]에서 보듯 모서리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 이것

은 지금까지 발굴된 의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12)

쟁箏을 연주할 때 쓰이는 의갑은 주로 대모갑(玳瑁甲, 거북이 등껍

질)[도판 8], 우각牛角[도판 9], 녹각(鹿角, 사슴의 뿔), 대나무, 금속(주로

은) 등의 재료로 만든다.

의갑은 무척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나, 착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뿐

이다. 하나는 손톱에 착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착용하는 의갑을 투갑套

甲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손가락 안쪽 부분에 끼는 편갑片甲이 있

다.13)

의갑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적 도구지만, 장식적인 도구로 쓰이기

도 했다. 이것은 재료가 지닌 그 자체의 장식성 때문인데, 특히 [도판 8]

과 같은 대모갑으로 만든 의갑은 재료 자체의 무늬가 장식의 역할을 해

12) 陈四海, “秦始皇陵出土银质义甲考 [An Investigation of Silver Plectrums

Found in Qin Shi Huang's Tomb]”, 中國音樂學 [MUSICOLOGY IN

CHINA] , 2005, 2, 61.
13) 蔡毅, ‘选用古筝义甲要因曲而异, [The Choice of False Fingernails for the

Guzheng Should Be Various in Accordance With Music Styles]“, 星海音乐学

院学报, 2005, 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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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리고 중국국가박물관에 소장된 당나라의 은지갑银指甲[도판

10]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다음에 언급할 호갑도 의갑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호갑은 앞서 설명한 투갑套甲의 착용 방식을 빌린 것으로

형태적인 면에서는 의갑을 더 과장하고 더 장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 8] 대모갑玳瑁甲으로 만든 의갑 [도판 9] 우각牛角으로 만든 의

갑

[도판 10]

은지갑银指甲

당나라

2.4cm ˟ 2.4cm,
두께 2cm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2. 중국 청나라 시대의 호갑

호갑이 청나라 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청나라 만족滿族의 복식



- 12 -

은 흥경興京14)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에 따라 손가락과 손톱을 장식하려는 욕구가 극대화되어 손톱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이 유행하였다. 호갑은 만족 복식의 형태적 특징과

손톱 장식의 풍습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손가락을 길게 연장함으로써 뛰어난 장식 효과를 만들어냈다.

청나라의 황후와 비빈들은 손톱을 깎지 않고 기르는 것을 극도로 좋

아했다. 특히 청 말에 가장 높은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던 서태후가 손

톱을 기르는 데 무척 신경 썼고 호갑을 애용하였다. 서태후를 모신 청

황실의 궁녀인 榮兒룽럴15)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14) 흥경(興京, 중국어 발음: 싱징)은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 성 푸순 시의 신빈

만주족 자치현 서부西部에 있는 지명이다. 혁도아납赫圖阿拉, 허투알라(Hetuala)

로도 알려진 곳으로, 옛 성터인 흥경노성興京老城이 있다.

1616년에 누르하치가 명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도읍하여 후금을 건국

한 곳이다. 1622년에 랴오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6년 동안 후금의 수도였

다. 1636년에 국호가 청나라로 개칭되면서 옛 도읍지인 헤투알라는 싱징으로 개

칭되었다. 청나라의 발원지이자 누르하치 선조의 묘소가 있는 만주족의 성지이

며,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다. (위키백과, s.v. “흥경”, last modified January 17,

2014, http://ko.wikipedia.org/흥경.)

15) 1880년생. 자금성 저수궁儲秀宮에서 서태후를 모신 청 황실의 궁녀이다. 만

주 기하인旗下人으로 열세 살에 궁에 들어가 8년간 서태후에게 담배 올리는 일

을 했다. 서태후가 매우 아낀 몇 안 되는 궁녀 중 하나였으며 8국 연합국 군대

가 자금성을 함락시키고 서태후가 광서제와 함께 급히 시안으로 피난할 때도

동행하여 모실 정도로 측근이었다. 즉, 룽얼은 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이자 서태

후의 권세가 최고조로 올랐다 추락한 노년기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산증인이다.

(Jin, Y., Y, Shen and E, Rong, 『(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가 직접 들려주는) 서

태후와 궁녀들』, 주수련(역), 파주: 글항아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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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慈禧太后便服像》(서태후편

복상)

163.5cm ˟ 97cm
북경고궁박물관北京故宮博物館

소장

“태후마마는 머릿결에 신경을 쓰시는 것만큼이나 손톱도 각별히 가꾸셨

답니다. 태후마마가 남기신 초상16)[도판 11]을 본적이 있지요? 손톱이 얼

마나 길던가요. 특히 엄지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정말 길지

요. 이렇게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씻고 담그고 어떤 때는 교정도 해야 하니까요. 겨울에는

손톱이 푸석푸석해져서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해요.”17) (원문 그대로)

“태후마마의 얼굴을 씻겨드리고 손과 팔을 담가드리고 나면 두 궁녀는

손톱을 솔질하고 담갔어요. 찻잔보다 좀 큰 둥근 옥그릇에 온수를 넣은 뒤

순서에 따라 먼저 손톱을 부드럽게 담그고 곧게 매만져준 다음(긴 손톱은

16) 미국 여류화가 칼이 그린 초상화를 가리킨다. (Jin, Y., Y, Shen and E,

Rong, 『(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가 직접 들려주는) 서태후와 궁녀들』, 주수련

(역), 파주: 글항아리, 2012.)

17) Jin, Y., Y, Shen and E, Rong,『(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가 직접 들려주는)

서태후와 궁녀들』, 주수련(역), 파주: 글항아리, 2012,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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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러지기 쉽거든요) 가지런하지 못한 부분은 작은 줄칼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작은 솔로 손톱 안팎을 한 번 닦아낸 뒤 깃털 관으로 손톱에 바르

는 기름을 빨아들여 골고루 발라주었지요. 마지막에는 능으로 만든 노

란 손톱 보호용 덮개를 씌웠답니다. 이 손톱 덮개는 각각의 손가락 굵

기와 손톱 길이에 맞춰 세심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하나하나가 거의 예

술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태후마마에게는 손톱 관리 도구를 보관하는 작

은 상자가 있었어요. 작은 칼, 가위, 줄칼, 솔 그리고 긴 갈고리바늘, 깃털

관, 우렁이 모양 상자에 든 손톱 기름병, 모두가 새하얀 은색이었지요. 또

전부 외국에서 진상한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손톱 모양은 편 손톱과 통 손

톱으로 나뉘어요. 엄지손가락은 편 손톱에 속해서 엄지손가락을 손질할 때

는 말벌의 배 무늬처럼 가로로 손질해야 돼요. 편이 클수록 예쁘지요. 넷

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통 손톱에 속해요. 손질할 때 반원의 통 모양을

이루어야 해요. 손톱은 두께, 단단함, 밝기, 질긴 정도를 따지는데 이것은

모두 신체의 건강을 나타낸답니다. 손톱이 변질되면 노란 반점이 생기는데

만약 그럴 기미가 보이면 빨리 약으로 치료해야 하지요. 태후마마는 잘라

낸 손톱도 아주 귀중히 여기셨어요. 손톱을 담는 상자까지 있었으니까요

.”18) (원문 그대로)

위와 같이 궁녀 룽럴이 구술한 것을 따르면, 서태후의 일상생활 속에

매일 같이 손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통해 그녀가 손톱을 기

르는 데 집착이 있었던 것 같다. 늘 착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호갑을 제

작하는 데도 엄청난 요구가 보인다.

2.1 청나라 호갑의 심미성

청나라는 중국의 소수민족인 만족에 의해 세워진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이다. 만족은 청을 세워 중국 전체를 지배하였으나 장기간 한족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상실한 채 풍속이나 습

관이 거의 한족과 흡사해졌다.

18) Jin, Y., Y, Shen and E,. Rong, 『(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가 직접 들려주

는) 서태후와 궁녀들』, 주수련(역), 파주: 글항아리, 2012,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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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장포長袍 (천도遷都 전)

기장: 138cm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도판 13]

장포長袍 (천도遷都 후)

기장: 176.5cm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만족은 수도를 흥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고 중원으로 진입하면서 한

漢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생산 활동도 수렵경제에서 농업경제로 전

환되어 승마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복식도 [도판 12]에서 [도판 13] 한화

漢化하였고, 만족 여성들은 한족 여성이 즐겨 입던 치마를 받아들여 청

나라 복식으로 전환했다. 청나라 시대에 긴 상의 밑으로 조금 드러나게

치마를 입는 것이 여자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었고 치마의 길이는 발등에

까지 이를 정도였다.19)

귀부인들이 손톱을 기르고 호갑을 낀 것 또한 화려한 옷차림과 관련

이 있었다. 그녀들의 옷차림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면, 기계旗髻(두 갈

래 머리)를 빗질해서 높게 틀어 올려 길게 뻗은 머리 형식을 취했다. 발

에는 고저혜(高底鞋20), 5촌의 높은 바닥의 신발)를 신었고, 상의의 소매

는 드리워서, 손등을 덮고 있었다. 두 손에는 가늘고 긴 호갑을 착용하여

19) 박춘순·조우현, 『中國少數民族服飾』, 서울: 민속원, 2002. ; Zhou, X, 『中

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戱劇出版社, 1984.

20) 나무로 만드는 굽의 모양은 마제형馬蹄形 • 화분형花盆形이 있으며, 신발

의 운두는 주단綢緞으로 감싸고 각종 화문도안의 자수와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

한 신발이다. (박춘순·조우현, 『中國少數民族服飾』, 서울: 민속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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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조화를 이루는 장식을 하였다. 높이 틀어 올린 머리에 낮은 신발을

신고 넓고 풍성한 소매 아래에 짧고 뭉툭한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해 보

면 탐미주의적 관점에서 썩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도판 14]21)

호갑은 원활하게 움직여야 할 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에는 모

두 끼울 수 있었는데 대칭을 이루도록 한 세트를 끼거나 한 손만 또는

한 손가락만 끼기도 했다.

[도판 14] 서태후 (1903)

귀부인의 화려한 옷차림은 호갑을 착용하는 것과 매우 잘 어울린다.

그래서 청대에 호갑이 매우 유행했고, 또 동시에 손톱을 보호한다는 실

용적인 토대 위에서 점점 정밀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발전되었다. 청

나라 여성들이 호갑을 착용하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자 일종의 문화였다.

21) 서태후와 외교관 부인들과의 면회를 기록된 사진이다. 사진에 서태후와 손

을 잡고 있는 사람은 미국 외교부 장관의 부인 Sarah Pike Conger이다. (위키

백과, s.v. “Empress Dowager Cixi”, last modified January 12, 2015,

http://en.wikipedia.org/wiki/Empress_Dowager_C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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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나라 호갑의 기능성

호갑의 재질로는 금, 은, 옥, 바다거북이 등껍질, 동, 법랑 등 무척 다

양하다. 손가락을 길게 뽑아내는 기본 형태에 막힘이 없이 공기가 통하

도록 하여 여름에 답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아래 유물들을 통하여 호갑의 형태와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판 15]

금찬고전문호갑金

錾古钱纹指甲套

5.2cm × 1.5cm ×

1.5cm

금

청나라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도판 16]

금참고전문호갑 세부

[도판 15]는 금에 동전문양을 상감한 호갑이다. 얇은 금판을 타출捶揲

로 쳐 둥글게 만다. 몸체가 가늘고, 하단에 통 모양을 이루는 파이프부터

호갑 끝부분까지 점차 가늘어진다. 하단 파이프 밑은 부와覆瓦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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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 반쪽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통의 표면에는 옛날 동전 두 개를

나란히 연결 한 고전古钱 문양이 금철사로 장식되어 있다. 금철사는 중

국 전통 세금 기법인 화사花絲22)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힘을 주어 말아

가면서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의 문양은 타출로 조각하여 가득 새

긴 것이다. [도판 16]에서는 안 보이지만 호갑에 좁은 뒤판이 있으며, 등

허리에는 땜질한 흔적이 보인다.

[도판 17] 은유금루구석양감호갑

(금도금 된 구슬과 보석

박혀 있는 호갑)

길이: 9cm,

하단 부분 외경: 1.40cm,

내경: 1.10cm,

끝 부분 직경: 0.50cm

금, 진주, 홍보석

청나라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도판 18] 은유금루구석양감호갑 세부

22) 화사, 또한 화양사花樣絲라고도 불린다. 금, 은, 동소사素絲(하나도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은 철사)를 일정하게 말아 꼰 철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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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으로 성형한 것이고 속이 비어 있는 탓에 가볍다. 그리고 손가락

을 움직일 수 있도록 수직 원통이 아닌 약간 기운 형태를 택하고, 뒤판

이 뚫린 구조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은에 금도금된 호갑으로 진주와 홍보석 박힌 호갑이다. 통

째로 화사기법을 거듭하여 만든 것이며, 점취点翠기법으로 파란 물총새

의 깃을 넣어 장수의 수壽자와 박쥐 문양을 내 장식했다[도판 17, 18].

이런 형식의 호갑을 청대 황후와 비빈들이 애용했다.

[도판 19] 금상감석주호갑金镶石

珠指甲套

(금에 보석과 진주를 상감으로

제작한 호갑)

길이: 10cm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도판 20] 대모양감주화호갑

玳瑁嵌珠宝花卉指甲套

길이: 7cm

대모, 진주, 금 등

청조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도판 19]도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길이 10cm의 호갑이다. 화사

의 여러 가지 무늬 중에 한 가지를 반복하고 호갑의 형태를 만들어 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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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윗면은 위에 갈수록 구부러진 곡선을 가졌으며, 난초 다섯 송이로 장

식하였다. 난초는 진주를 꼬치로 꿴 후 가운데는 루비(ruby)와 에메랄드

(emerald)로 꾸미었다. 잎은 점취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도판 20]은 금속은 아닌 반투명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것으로, 거

북이 등껍질은 누런 바탕에 암갈색 구름무늬가 있다. 표면에 달린 꽃가

지는 점취기법으로 만들었으며, 잎과 꽃에는 원석을 사용했다. 또한, 원

통형의 호갑의 하단 부분을 금을 이용해 둘러 장식했다.

이상 박물관에 소장된 호갑을 통해 청나라의 호갑 형태와 재료에 대

해 조사하였다. 그럼으로써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첫째, 호갑의 밑판은 귀금속 혹은 거북이 등껍질 등 희귀한 재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둘째, 호갑의 형태는 손의 안쪽으로 완만하게 구부러진

곡선이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리고 착용할 손가락의 길이와 굵기

에 따라 맞춤 제작한다. 셋째, 호갑의 표면 장식에는 타출과 화사, 점취

기법과 원석 등을 활용한 화려한 장식기법이 쓰였다.

호갑은 청나라 시대에 오로지 귀족 여성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었으며, 신분에 따른 청나라의 엄격한 의관제도衣冠制度에 맞춰 제작되

었다. 세상에 똑같은 손가락이 없듯이, 각자 손가락에 맞게 만들어진 호

갑은 유일성과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항상 궁궐에 갇혀 있는 황후와 비

빈들은 몸에 걸치는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적극적

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려한 세금기법으로 온통 장식된 호갑은 자신

의 손톱을 보호하면서, 손가락의 일부를 감추는 반면에 신체를 확장시킴

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봉건 왕조인 청나라 당시에는 금속공예 세공기

법도 정성을 이를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호갑이 가장 높은 질을 지니고

있는 장신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현대의 손가락 장신구(finger ornament)

이제 현대의 손가락 장신구 작품과 작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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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은 네덜란드(Netherlands) 작가 하이스 바커(Gijs Bakker)의

초기 작품이다. 작품의 중앙부가 일자로 절개된 평평한 판에서 시작되었

다. 3차원적인 형태는 실린더(cylinder)를 밀어냄으로써 만들어졌고, 여기

서 손가락은 가운데를 통과한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든 1963~1973년간 전통적인 공예에 한계를 느꼈다

고 한다. 1950년대에 시작된, 장신구를 순수예술로 간주하는 흐름 속에서

그는 다른 동료 디자이너들과 달리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형태, 조화로운 형태, 관찰자에 의해 이해되는 형태, 즉 신체와 연관 있

는 형태를 추구했으며, 순수하게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유동

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그는 장신구가 착용자에게 ‘부가’되

거나 착용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신체나 의상과 함께 하

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단순하고 추상적인 장신구들을 제작하였다고 한

다. 그의 장신구는 기존의 장신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며 신체

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착용자의 개성을 극도로 드러내 보여주거나, 아

니면 턱받이 형태의 장신구로 장식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의 장신구에 대

한 아이로니컬한 유희를 시도했다고 한다.23)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손가락에 착용하는 장신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도 손가락과 장신구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바커의 작품[도판 21]이 지니고 있는 유기적 형태와 그가 보는

장신구의 본질적인 면은 손가락 장신구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 청나라 호갑의 손가락과 유사한 형태에서 벗어나 더욱 생동감을 보

여준다.

23) 이광선, “하이스 바커의 장신구관과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2011, 12(5), 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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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Lus Ring (27)

yellow gold

Gijs Bakker

1965

[도판 22]는 본 연구자와 출발점을 공유하고 있는 호코(HOKO) 의 작

품이다.

호코(HOKO)는 2002년에 작가 Alvin Ho와 Clara Koh가 같이 설립한

싱가포르(Singapore)에 위치한 회사이다. 호코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

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작업을 한

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디자인(design)의 역할과 실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에 대한 응답을 하고자 한다.24)

작품<Index ring>은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요즘 들어 검지는 디지털 기계 사용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

할을 맡고 있다. 바로 전자기계의 화면을 터치(touch)하거나 클릭(click)

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도판 22]의 <Index ring>은 중국 청나라의 호

갑의 영향을 받아, 전자기계를 사용하는 데 많이 쓰이는 손가락을 아름

답게 보호해주는 역할로 [도판 23]과 같이 검지에 착용한다.25)

호코(HOKO)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세상을 관찰하여 손가락의 새

로운 쓰임에 주목하는 것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손가락 장신구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각시켜야 할 것을 보여준다.

24) http://www.hokostudio.com

25) http://www.chpjewel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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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Index Ring

stainless steel, gold plated

L.21 × W.69 × H.21 mm

HOKO

[도판 23]

Index Ring weared

stainless steel, gold plated

L.21 × W.69 × H.21 mm

HOKO

영국 작가 노라 포크(Nora Fok)[도판 25]는 [도판 24]을 통해 금속이

아닌 착용하기 편한 가벼운 소재로 만든 손가락 장신구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도판 24]처럼 주로 나일론(Nylon)을 염색, 뜨개질, 직조, 매듭 등

의 기법으로 작업한다. 복잡한 구조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이면서

도 매우 가벼운 형태를 띤다. 작품의 끝에 달린 각양각색의 공들은 장신

구의 형태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든다.

포크의 모든 작품은 기계 없이, 오직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손

으로 제작된다. 그녀는 주변 세계에 관심 많으며,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

을 찾으려고 한다.26)

26) http://www.norafok.com/n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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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Cloud Nylon

knitted woven dyed nylon

Nora Fok

2012

[도판 25] Nora Fok weared

Bubble Bath Finished Piece

[도판 26]

Eating

Impediment:

Eats Like a Bird

Sterling silver

approx. 2 1/4 x

3/4 x 3/4” each

Rose Sellery

2004

마지막으로 미국 작가 로즈 셀러리(Rose Sellery)의 작품을 살펴보겠

다. ‘식이 장애: 새 모이 먹듯 먹어라(Eating Impediments : Eats Like a

Bird)’라는 이 작품은 이름 그대로 마치 새의 발톱 같은 형태를 띠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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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모이 먹듯 먹으라’는 표현은 인간이 ‘우아하고 기품 있게’ 가까스

로 자신의 몸매를 유지할 정도의 양만 섭취하는 행동을 이르는 관용구

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적 표현과는 모순되게도 막상 새들은 그들의 생

태계 속에서 그 ‘가느다란 발’을 이용해 때로는 육식을 탐하는 사나운 존

재이다. 따라서 은으로 제작된 이 ‘가느다란 발’은 정작 새들에게는 푸짐

한 식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 의미를 현대인에게 적용한다. 현대 미국인들은 하루 대부분

의 시간을 꿈쩍없이 앉아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격

렬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매를 유지하는 ‘모순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작업은 현대인의 ‘먹는 행위’와 또 ‘먹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탐식’과 ‘거식’이라는 행위에 ‘탐욕’과 ‘(자포자

기에 가까운)절망’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27)

작가 셀러리는 손가락을 보호하는 반면, 명백히 손가락의 쓰임을 방해

하도록 의도했다. 다양다색의 시각에 초점을 둔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27) METALSMITH, “ROSE SELLERY”, METALSMITH MAGAZINE ,

exhibition in print 2005, vol.25, NO.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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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작품 설명

본 연구는 손가락을 장식하는 새로운 형식의 장신구를 연구하는 것이

다. 따라서 반지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나 또 다른 형식의 손을 위한

장신구를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기초연구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나라 시대의 호갑이 등장하기 전

에 대체로 손의 기능을 돕거나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고안된

도구인 섭과 의갑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능적인 도구에 점차 장식이

더해지면서 장신구로 발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나라 시대에 이르러

여성들의 손을 장식했던 호갑은 손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

만 뛰어난 장식 효과를 보여주면서 장신구로 발전한 사례이다. 이는 당

시 귀족 여성들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호갑의 형태를 작품의 모티브로 하였으며, 이에 현대

적인 조형감각과 유기적인 요소를 더하여 새로운 손가락 장신구를 제작

하고자 한다.

손가락 장신구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청나라 시대의 호갑이 귀족

여성들의 과시욕을 제시한 바와 같이, 손가락 장신구가 현시대에 어떤

의미와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은 의사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착용자가 상대에게 전달하거나 보여 주려 하는 것

들을 손가락 장신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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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과 변형

성형하는 데 사용한 도구: 반지 봉, 데핑블럭 공이세트, 단조해 만든

모루들[도판 27,28]

[도판 27] 단조해 만든 모루들

[도판 28] 단조해 만든 모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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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시대의 호갑을 원형으로 삼아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갑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북경에 위치한 고

궁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인 [도판 29]의 형태를 재현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호갑을 관찰하며, 호갑의 윤곽선을 따라서 입체물을 평면화시켰고,

이를 여러 도면으로 그려 보았다. 하단 부분은 원통이며, 꼭대기 부분은

손가락을 굽히고 펴는 움직임과 손톱이 계속 길어질 것을 고려하여 뻗어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호갑의 형태는 단순한 수직 원통

이 아닌 윗부분이 갈수록 구부러진, 좌우대칭의 형태이다. 또한, 판금 성

형에서는 판의 두께가 매우 중요하므로 1T, 0.8T, 0.7T, 0.6T와 0.5T의

각각 두께가 다른 판재로 호갑을 만들어 보았다. 두께가 다른 호갑을 직

접 착용해본 결과,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그중 0.7T와

0.6T 두께의 판으로 만든 것의 착용감이 가장 부드럽고 편하였다.

호갑의 형태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일종의 기본형으로서 [작품 Ⅰ

-1, 2]를 제작하였는데, 우선 도면을 금속판에 옮겨 그리고 오려 낸 후

[도면 1, 2] ([도판 30, 31]) 하단 부분을 원통으로 말아 땜하였다.

열처리된 원통 부분을 반지 봉에 대고 둥글게 돌리면서 균일하게 망

치로 형태를 다듬었다. 하단 원통 부분이 단단해지면 그 외에 다른 부분

에 힘을 가하더라도 원통형이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좌우대

칭을 유지하면서, 데핑블럭 공이에 대고 중간부터 꼭대기 부분까지 조금

씩 레이징(raising) 망치로 쳐 구부러진 곡선을 만들어 낸다. 마지막으로

[도판 27]의 모루를 이용해 형태를 다듬어 줄로 테두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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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금상감석주호갑金镶石珠指甲套

(금에 보석과 진주를 상감으로 제작한 호갑)

길이: 10cm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도판 30] 도면 1
[도판 31] 도면 2

[도판 32]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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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1]

90 × 15mm

원통 직경: 15mm

적동

2013

[작품 Ⅰ-2]

70 × 16mm

원통 부분 직경: 20mm

황동에 금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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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3]은 손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손

가락의 첫 번째 관절 둘레에 맞춰 작게 만든 손가락 장신구이다. [작품

Ⅰ-1, 2]와 유사하게 [도판 32]의 좌우대칭인 [도면 3]을 그렸다. [작품

Ⅰ-1, 2]와 같이 말고, 땜하고, 휘어지게 만든 후, 마지막에 표면을 플래

니싱(planishing) 하여 테두리를 다듬었다.

[작품 Ⅰ-3]

43 × 18mm

원통 부분 직경: 20mm

정은

2013

[작품 Ⅰ-1~3]은 청나라의 호갑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기본형이었다.

즉 손가락의 굵기에 따라 꼭대기로 갈수록 길어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

다. 그리고 하단 원통의 절단면이 수직으로 잘라낸 듯이 수직이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호갑의 형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금속 재료를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거기서 표출되는 망치로 성형해 가는 감각을 표출

하고자 한다. 그 감각을 통하여 미적인 형태를 추구하려고 하여 기본형

을 기반에 두고 작업을 해왔다.

[작품 Ⅰ-4~6]은 [작품 Ⅰ-1]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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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1]은 손가락 끝에 갈수록 길어지면서 손가락의 굵기와 맞거나

좁아지기만 하는 형태이고 [작품 Ⅰ-4~6]은 그 형태들과 다르게 더욱 과

감하게 시도하고자 한다. [작품 Ⅰ-4]는 착용할 때 새끼손가락의 끝 부

분을 어디에 미칠지 될지 염두에 두고, 그 부분부터 최대한 좁게 좁혀

만들었다. 그러다 위로 갈수록 다시 조금씩 넓혔다. [작품 Ⅰ-5]는 [작품

Ⅰ-4]와 같이 착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손가락의 끝 부분에 미치

는 위치부터 꼭대기까지 일정한 너비를 유지하면서 좁혀 만들었다. [작

품 Ⅰ-6]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끝 부분부터 로마자 알파벳 "A"자처럼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작품 Ⅰ-4]

95 × 17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에 금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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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5]

[작품 Ⅰ-5]

80 × 15mm

원통 부분 직경:

20mm

황동에 흑진주

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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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6]

70 × 2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에 금도금

2014

청나라 시대의 호갑은 하단의 원통 테두리 부분이 수직으로 잘라낸

듯이 일자였다. 그렇게 뚝 잘라낸 듯한 직선이 아닌 볼륨감 있는 다양한

곡선으로 구성하면, 원통 부분에도 동적인 느낌이 생겨 손가락의 움직임

과 우아함이 더욱 돋보일 것으로 생각했다.

[작품 Ⅰ-7, 8, 9, 10]은 모두 길이 50mm 미만인 것들이며, [작품 Ⅰ

-3]과 같이 첫 번째 관절 둘레에 맞춰 작게 만든 것들이다. 하단 원통의

형태와 테두리에 뿐만 아니라 윗부분의 형태에도 같이 다양한 변화를 넣

어 제작하였다.

[작품 Ⅰ-7]의 옆모습을 보면 하단 테두리 부분을 임의적 곡선에 따라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Ⅰ-8]과 [작품 Ⅰ-9]의 하단 부을 원통이

아닌 각진 형태로 성형하였다. [작품 Ⅰ-9]의 윗부분은 [작품 Ⅰ-4]와 같

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지도록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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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10]은 구부러진 곡면으로 동적인 볼륨감을 유도했으며, 하단

원통의 테두리 부분은 더욱 율동감 있게 과감한 변형을 가하였다.

[작품 Ⅰ-7]

40 × 22mm

원통 직경: 18mm

정은, Fire Skill

2014

[작품 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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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Ⅰ-8]

33 × 13mm

원통 직경: 13mm

은에 금도금

2014

[작품 Ⅰ-9]



- 37 -

[작품 Ⅰ-9]

44 × 16mm

원통 부분 직경: 15mm

정은

2014

[작품 Ⅰ-10]

30 × 15mm

원통 직경:

15mm

황동에 금도금

2013

[작품 Ⅰ-1~10] 10개의 손가락 장신구 기본형과 변형은 앞으로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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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기초가 되며, 이후 연구 작품 모두의 기반이 되었다. 단순한 원통

에다가 손가락의 굵기에 따라 꼭대기로 갈수록 길어지면서 좁아지는 형

태를 지니고 있는 청나라 시대 호갑과 달리, 손가락에 끼는 부분의 절단

면과 형태부터, 위로 갈수록 구부러지는 곡면 부분, 그리고 테두리 부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아무 장식적인 요소도 들어가

지 않았다. 장식적 요소가 없이 단지 손가락 장신구들의 형태 자체, 그

하나로만으로 형태의 명쾌함과 깔끔함이 돋보이도록 했다. 금속 판재로

만든 곡선과 볼륨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잔잔한 느낌을 자아내었다.

2. 장식적 패턴

또다시 청나라의 호갑을 살펴본다. 표면에 각종 세금기법으로 가득 장

식돼 있다. 장식[裝飾, ornament]이란 사물의 외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다.28) 물론 호갑의 형태 자체만으로도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

으로 보이며, 거기서 장식적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 즉 금상첨화錦上

添花이지 않을까 한다.

장식의 요소는 대단히 많다. 표면에 일정한 질감을 내거나 무늬를 내

는 것은 물론, 손가락 장신구의 하단 부의 테두리와 나머지 외곽선에도

장식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손가락 장신구 표면에 장식을 하려면 모두

성형과 플래니싱을 마친 후 진행해야만 한다. 또한, 온통 망치로 성형한

것이어서 그것만의 손맛이 있다. 그 손맛과 맞게 인그레이빙(engraving,

파 새김 조각 정을 이용하여 금속판에 표면을 파서 사용하는 기법)기법

으로 장식을 넣었다. 그리고 투각기법과 착색도 활용하였다. [작품 Ⅱ

-1~7]을 만들 때 표면 무늬로 꾸미는 데 사용한 기법은 인그레이빙, 롤

프린팅(roll printing), 투각기법과 황화칼륨 착색이 있다. 인그레이빙과

착색 등 여러 가지 장식적 기법을 통하여 지루한 느낌을 극복하고자 하

였다.

28) 월간미술, 편, 『세계미술용어사전』(서울: 월간미술, 1999), s.v.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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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작품 Ⅰ-1, 2]는 0.7T나 0.6T의 다소 얇은 금속 판재를 말아

성형한 것이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이 얇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작품

Ⅱ-1]은 장신구의 본체 부분을 적동으로 만들었다. 하단 테두리 윤곽을

따라 너비가 3mm인 외곽선을 제작해 본체와 결합했다. [작품 Ⅱ-2]도

마찬가지로 위, 중간, 아래 기본형 본체의 절단면 3개에 너비가 1mm인

외곽선 개체를 결합했다. 착용에도 방해하지 않으며, 옆면에서 보면 테두

리 부분이 일정한 두께를 가져 일종의 장식 역할을 해 주었다.

[작품 Ⅱ-3, 4]는 [작품 Ⅰ-3]을 기본형에다가 인그레이빙 기법을 이용

하여, 상단의 끝 부분에 정으로 표면을 조각하는 듯이 정교하게 무늬를

새겼다.

[작품 Ⅱ-1]

73 × 18mm

원통 직경: 17mm

황동, 적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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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Ⅱ-2]

73 × 18mm

원통 직경:

17mm

황동, 적동

2014

[작품 Ⅱ-3]

25 × 13mm

원통 직경: 13mm

황동에 흑진주도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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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Ⅱ-4]

25 × 13mm

원통 직경: 13mm

황동에 백금도금

2014

인간은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그 물건이 가진 색을 가장 먼저 지각

하게 된다. 은, 황동, 적동의 원색도 금속의 특유한 색감을 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 속에 있는 수분이나 다른 원소와 결합해 점점

색이 변해 가는 특징이 있다. 도금과 착색기법을 사용하여 금속의 표면

의 색을 바꿀 수도 있다. [작품 Ⅱ-5]는 [작품 Ⅱ-3, 4]와 같은 인그레이

빙 기법으로 길게 가로지르는 일자로 파낸 다음, 황화칼륨 액으로 착색

하였다. 마지막에 중간을 파낸 부분만 적동 원색이 드러날 깊이까지 다

시 정으로 표면을 파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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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Ⅱ-5]

90 × 15mm

원통 부분 직경: 15mm

적동, 유화가리 착색, engraved

2014

[작품 Ⅱ-6]은 성형한 후 플래니싱을 하여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았다.

상단의 가장 윗부분 끝에서 2cm 정도만 열풀림을 하며, 팽팽하게 펴서

철망을 맞춰 얹은 채 기계로 롤 프린팅을 하였다. 그다음, 나무망치로 조

심스럽게 치면서 다시 전에 성형한 형태로 복구하였다. 그리고 먼저 전

체적으로 황화칼륨 착색한 뒤, 적동 원색이 들어낼 때까지 표면 연마를

하였다. 그러면 철망으로 낸 틈들의 안쪽까지 스며들어 가 있던 부분만

황화칼륨 착색이 남아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온 장식들은 손가락을 덮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막혀 있

었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투각기법을 한

번 응용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성형하기 전에 미리 투각기법으로 문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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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성형하면서 힘이 가해져 문양이 불가피하게 변형이 될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모든 성형과정을 마친 후에 투각기법을 사용하여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 [작품 Ⅱ-7]은 이전 작품들과 달리 성형하기 전에 판금 상

태에서 투각기법으로 장식을 시도했다. 물론 마감 과정에 다듬기 쉬운

무늬를 택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

[작품 Ⅱ-6]

80 × 18mm

원통 부분 직경:

16mm

적동, roll printed, 유화가리 착색

2014



- 44 -

[작품 Ⅱ-7]

100 × 22mm

원통 부분 직경:

15m

황동

2014

[작품 Ⅲ-1~4]는 기본형 [작품 Ⅰ-1]을 응용한 것이다. 한 개체가 아닌

두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손가락 장신구이다. 두 개체를 각각 착용할 수

도 있으며 둘을 결합해 같이 착용할 수도 있는 색다른 재미를 유도한 것

이다. 그리고 손가락 둘레가 달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손가락에 끼는 부

분을 열린 상태로 시도하였다. 그 위에 끼는 다른 개체인 반지는 잠금장

치이자 장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장식으로 기능한다.) [작품 Ⅲ

-1~4]의 4가지 반지는 각각 다른 형태로 갑옷의 부분적 형태와 대나무

형태의 변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체가 서로 다르게 표현

되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도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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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Ⅲ-1]

98 × 2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적동에 백금도금

끼어진 작은

piece:

13 × 14mm

직경: 14mm

황동에 금도금

2014

[작품 Ⅲ-2]

85 × 20mm

원통 부분:

15 × 20mm

적동에 은도금

끼어진 작은

piece:

13 × 15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에 흑진주

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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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Ⅲ-3]

90 × 20mm

원통 부분 직경:

17mm

적동에 백금도금

끼어진 작은

piece:

12 × 18mm

직경: 15mm

황동에 금도금

2014

[작품 Ⅲ-4]

100 × 18mm

직경: 15mm

적동에 은도금

끼어진 작은

piece:

12 × 18mm

직경: 15mm

황동에 흑진주

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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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임과 유기적 볼륨(volume)

금속을 직접 만지면서 즉흥적으로 성형하여 유기적 구조를 통하여 생

생함과 신선한 느낌이 전달하려고 한다. 게다가 손가락의 관절 부분은

필연적으로 움직임과 유기적 구조에 대한 연상을 만들어 낸다. 그럼으로

써 착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인간 신체의 관절 부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 몸으

로 된 손가락 장신구를 위, 아랫부분으로 나눠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두

부분은 리벳 구조로 연결했다. [작품 Ⅳ-1, 2] 같은 경우에 착용자는 직

접 손가락을 구부려 구부러진 각도를 조정하면서 자신의 손가락 곡선을

맞게 착용할 수 있다. 호갑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작품 Ⅳ-1]보다 [작품

Ⅳ-2]가 더 단순한 윤곽을 가졌으며, 막힌 형태가 아닌 뚫려 있는 형태

로 구성되었다. 손톱을 덮는 부분도 통일성 있게 단순화시켜 만들었다.

[작품 Ⅳ-2]에는 아무 장식적인 요소도 응용하지 않는 반면, 착용 시 손

가락의 첫 번째 관절 부분이 미칠 위치까지 고려하여 관절이 보이는 듯

이 [작품 Ⅳ-1]의 하단 부분에 인그레이빙 기법으로 무늬를 새겼다. [작

품 Ⅳ-1]과 [작품Ⅳ-2]가 같은 리벳 구조로 연결시켰지만, 형태와 장식적

요소가 달라 전혀 다른 효과를 준다.



- 48 -

[작품 Ⅳ-1]

75 × 2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적동에 흑진주 도금

2014

 

[작품 Ⅳ-2]

38 × 15mm

원통 부분 직경: 17mm

황동에 금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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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1]

75 × 2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적동에 흑진주 도금

2014

[작품 Ⅳ-2]

38 × 15mm

원통 부분 직경: 17mm

황동에 금도금

2014

[작품 Ⅳ-3] 역시 [작품Ⅰ-1]을 기본형으로 삼았다. 곡면에 구멍 4개를

뚫어 [도판 33]과 같이 개체 A를 구멍에 통과시킨 후 위에 상판 B를 때

워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구멍들을 통과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시도하

였다. 착용하면서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a, b 면과 개체 C가 금속끼리

부딪치는 소리까지 착용자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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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3]

높이: 30mm

직경: 13mm

황동에 흑진주 도금

2014

[작품 Ⅳ-3]

[도판 33]

[작품Ⅳ-3]

움직임 부분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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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4]는 기존의 호갑과 유사한 형태에서 벗어나 단순한 원통형

으로 구성돼 있다. [도판 34]의 두 개체를 조립하여 [도판 35]와 같은 구

조를 시도하여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손가락 장신구를 만들고자 하였

다.

[작품 Ⅳ-4]

100 × 16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 적동, 흑진주

도금

2014

[도판 34]

[작품 Ⅳ-4]

front view

[도판 35]

[작품 –Ⅳ-4] 구조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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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4]는 손가락 장신구의 막힌 면들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도 있어서 모든 면을 최소화시킨 후 착용하기 위한 윤곽선만 남겼다.

[도판 36]에서 보이는 것처럼 2.5mm 파이프 안에 1.5mm 봉을 끼워 봉

이 빠지지 않도록 파이프와 봉 각기 한 쪽 끝에 개체 a와 b를 때워 움

직임의 구조를 만들었다. [작품 Ⅳ-5]는 [작품 Ⅳ-4]와 같이 길이가 조정

가능한 구조이며, 새끼손가락의 곡선에 딱 들어맞게 제작하였다.

[작품 Ⅳ-5]

[작품 Ⅳ-5]

직경(위): 13mm

직경(아래): 15mm

높이min: 20mm

높이max: 30mm

정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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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6]

[작품 Ⅳ-5]

움직임의 구조

개체A: 2.5mm pipe;

개체B: 1.5mm 봉;

개체a: 외경 2.5mm, 내경 1.5mm;

개체b: 지름 1.7mm, 두께 0,5mm.

[작품 Ⅳ-6]은 [작품 Ⅳ-5]와 같이 피부와의 접촉면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스프링 형태를 빌린 작품이다. 스프링도 역

시 손가락의 곡선에 딱 들어맞게 제작하였다. 아래 고리 부분과 조립하

여 형성된 공간을 통하여 일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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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Ⅳ-6]

63 × 18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 Stainless,

백금도금

2014

손톱은 유기적인 생명체이며,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표현하고자 [작품

Ⅴ-1~5]에서는 길게 쭉쭉 뻗어 나가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공간 속에서 확대되는 여운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명력을 상징할 수 있었

다. [작품 Ⅴ-1]은 안티-클라스틱 기법으로 구부러진 윗부분을 더욱 휘

어지게 하였다. [작품 Ⅴ-2]는 윗부분 끝을 귀여운 하트 모양으로 다듬

었고, 다는 테두리도 그것에 맞췄다. [작품 Ⅴ-3]처럼 똑같은 형태가 반

복된다면 공간적인 효과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작품 Ⅴ-4]는 [도판

29]의 모루를 이용하여 망치로 조금씩 다듬어진 유기적인 형태이다. [작

품 Ⅴ-3, 4]에서는 성장의 과정으로서 반복되는 리듬을 통하여 무한한

공간으로 확산하는 울림을 형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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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Ⅴ-1]

48 × 3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에 금도금

2014

[작품 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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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Ⅴ-2]

64 × 20mm

원통 부분 직경:

13mm

황동에 백금도금

2014

[작품 Ⅴ-3]

64 × 20mm

원통 직경: 13mm

황동에 백금도금

2014

[작품 Ⅴ-4]

85 × 33mm

원통 직경: 18mm

적동에 은도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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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Ⅴ-5]는 [작품 Ⅲ-1~4]와 같이 두 개체를 끼우는 형식으로 각각

을 서로 다른 색으로 도금하였다. 원통형의 모든 면을 최소화하여 윤곽

만 남긴 개체와 각진 원형 파이프 형태의 개체가 만난다.

[작품 Ⅴ-5]

54 × 17mm

원통 부분 직경:

17mm

황동에 은도금

끼어진 piece:

39 × 14mm

직경: 15mm

황동에 흑진주

도금

2014

일반적인 호갑의 형태에서 벗어나 더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작

품 Ⅴ-6]에서는 신발의 요소를 차용하였다. 신발은 발가락을 보호한다

는 측면에서 손가락과 손톱을 보호해주는 손가락 장신구와 기능적인 면

이 유사하다. 운동화 끈을 매는 부분처럼 구멍을 뚫고 구멍의 테두리 부

분에 둥글게 말린 튜브를 땜하여 두께를 주었다. 손가락을 끼는 부분도

재미있는 무늬로 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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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Ⅴ-6]

65 × 18mm

(리본까지

너비: 35mm)

원통 직경: 15mm

황동, 적동, 백금도금, 검정 금속 와이어

2014

[작품 Ⅴ-6]

65 × 18mm

(리본까지

너비: 35mm)

원통 직경: 15mm

황동, 적동, 백금도

금, 검정 금속 와

이어

2014

[작품 Ⅵ-1~6]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작품과 달리 조형적으로 더욱 과

감한 시도를 해 보았다. 또한, 각기 다양한 형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

려고 했다.

[작품 Ⅵ-1, 2]는 판을 말아 만든 것이 아니라 유압 프레스기법으로

만들었다. 유압 프레스 기법은 부드러운 볼륨감을 주거나 대칭 형태를

만드는 데에 유용하다.

[작품 Ⅵ-1]는 ‘새처럼’은 영화 버디<Birdy>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다. 주인공 버디는 새에 미쳐 날고자 하는 열망으로 스스로를 소외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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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친구 알(Al)의 뒤를 이어 월남전에 갔다가 전쟁터에서 일어났

던 일들에 충격을 입어 이성을 잃게 되었다. 버디는 매일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새처럼 서 있고, 새처럼 먹는다. 드디어 그의 친구 알의 덕분에

입을 연다. 날고자 하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버디에게 무척 큰 감

동을 받았다. 작품 ‘새처럼’을 통해 버디의 의지, 즉 무엇을 해내고나 한

다면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Ⅵ-1]

새처럼

105 × 50 × 20mm

적동, 황동, 은도금

2014

[작품 Ⅵ-2]의 윗부분은 말풍선이다. 그러나 막혀 있는 말풍선이다. 사

람마다 자신만의 말풍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간의 소통에서 상대방

을 배려하려고 하여 참고 말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품 Ⅵ-2]는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쌓여 점점 부풀어

오르는 말풍선처럼 보인다. [작품 Ⅵ-2]를 착용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이 많아 지금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려고 한다.



- 60 -

[작품 Ⅵ-2]

말할 수 없는...

90 × 60mm

원통 부분 직경:

15mm

황동, 적동, 금도금

2014

[작품 Ⅵ-3, 4]는 옆으로 커지는 형태를 시도한 것으로 기본형을 조금

변형시킨 다음에 볼륨감 있게 성형한 개체와 결합했다.

중국에 장아이링(張愛玲)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녀가 사랑하는 사

람에게 준 사진 뒷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있다. “그를 만나 그녀는

한없이 작아져 먼지처럼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먼지에서 꽃

을 피웠다네.” [작품 Ⅵ-3]은 바로 이 문장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기

본형 부분을 극도로 좁혀 말로 하지 못하지만,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못

하고 마음속에서 피워 나왔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Ⅵ-4]에서

는 무언가를 담아 상대방에게 바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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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Ⅵ-3]

내 마음속에서 꽃이 핀다.

120 × 64 × 60mm

정은, 황동, 은도금

2014

[작품 Ⅵ-4]

담긴다.

75 × 70 × 40mm

황동, 금도금

2014

[작품 Ⅵ-5]는 뻗어 나가는 방향이 이전 작품과 다르다. 지금까지 해

온 작업은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길게 뻗어 나가는 것이었지만 [작품 Ⅵ

-5]는 반대 방향인 손등 쪽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이다. 그리고 [작품 Ⅵ

-5]는 보다 입체적으로 형태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첫 시도였다. 끝 부

분이 가늘게 위로 구부러진다. 고리 끝에 작은 2.25mm짜리 큐빅 지르코

니아(cubic zirconia)를 세팅했다. 전체적으로 광을 내서 일종의 과시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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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Ⅵ-5]

52 × 18 × 45mm

황동, 큐빅 지르코니아

(cubic zirconia)

2014

[작품 Ⅵ-5]

마지막 [작품 Ⅵ-6]은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작고 약해 보이는

숟가락과 끝에 극토록 좁힌 기본형, 그리고 받침 부분이다. 한술이란, 숟

가락으로 한 번 뜬 음식이라는 뜻으로, 적은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즉

한술밖에 못 뜨는 숟가락이라는 말을 뜻한다. 속담 중에 ‘한술 밥에 배부

르랴?’ 는 말이 있다. [작품 Ⅵ-6]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

지 해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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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6]

한술

75 × 37 × 70mm

적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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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반지의 전형적인 형식과 달리 손가락을 장식하는 새로운

형식의 손가락 장신구를 연구하는 것이다. 호갑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손가락 장신구는 일반적인 반지의 형태보다 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

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모티브로 손가락 장신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호갑의 착용은 명백히 손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가

락을 길어 보이게 하여 손의 우아한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호갑을 모티브로 한 손가락 장신구 작품들은 손가락 전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금속을

재료로 하여 호갑의 기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

를 기반으로 미묘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손맛이 나는 장식

적 패턴을 부가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구조 혹은 유기적인 형태 등 현대적인 조형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세상에 똑같은 손가락이 없듯이, 손가락의 굵기가 같았더라도 손가락

마다 그것만의 독특한 곡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손가락 장신구

또한 없다. 손가락 장신구는 그러한 유일성이 있으며, 예전의 호갑 형태

에서 벗어나 손가락 끝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손가락 장신구를 통

해 탐색하였다.

그러나 반지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못 한 점과 단지 본인의 손을 모

델로 삼아 작업했고 손의 해부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못 한 점, 또한 마

지막으로 손가락 장신구와 반지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부족함이 느껴진다. 손가락 장신구란 것이 반지보다 더 큰

범위에 걸쳐 있기에, 작업하면서 반지에 대한 고정 관념을 일부러 외면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연구자가 만들고자 한 손가

락 장신구와 반지의 경계선이 점차 흐려지는 추세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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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업과정에서 본 작품 연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한하였던 기

법과 재료가 있었고, 그 점 들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기법과 재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유기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로 작품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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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aking Finger

Ornament Used Finger Jewelry

Motif

PAN YUYING

Major in Metalsmiths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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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bout new forms of jewelry for the finger.

Therefore the research breaks away from the typical ring form and

starts exploring different forms of jewelry for the hand, then centrally

examines finger jewelry of Qing dynasty.

In China’s Qing dynasty, finger jewelry was popular for

noblewomen to grow their fingernails without cutting. Finger jewelry

was started by protecting and decorating their fingernails without

breaking them. Armor-like form of finger ornaments have more

various new forms than the standard ring, therefore used this motif

for my works. 

Finger jewelry motif is based to decorate the whole finger and this

research is structured by the following. First examine metal

techniques that make the basic structure for finger jewelry and sub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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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the form. Second experiment various decorative patterns,

and lastly combine contemporary shapes and organic form for finger

ornaments.

Unlike fixed measurements like a ring, there is no same finger and

although the thickness of a finger might be the same, each finger

has its own unique curves; therefore there is no same finger

ornament. Although finger ornaments might deter the finger’s original

function, they make the fingers look longer and make the hand move

more elegantly, which makes opens finger ornament research

possibilities.

keywords : finger, protecting, finger jewelry, finger o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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