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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이

아몬드의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거대 산업의 구심점이자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물인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

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상징성, 산업적 활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다이아몬드는 뛰어난 경도와 독특한 광학적 성질을

지닌 물질이다. 과거의 다이아몬드는 신비로운 마술적 힘으로 가치를 인

정받았으며 신분과 권위, 부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매스컴과 광고

를 통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다. 반면, 매우 높

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과 허영을 드러내는 사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재료로 한 상업 장신구는 다이아

몬드의 광채효과를 강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Ⅲ장에서는 표현을 위한 재료의 개념으로 다이아몬드를 인식한 현대예

술장신구 작품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다른 재료들과 동등

하게 인식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다이아몬드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은

저렴한 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가치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즉흥적이고 거

친 방식으로 다루기도 했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여

색다른 조형감각과 재미를 찾고 있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현

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과장하여 표

현하는 경우와 실체를 축소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사라지게

하거나 비물질적인 수단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Ⅳ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식한 다이아몬드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와 제작기법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장

신구를 제작하였다. 작품에 활용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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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이아몬드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또 다른 조형수

단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

였는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옻칠의 개념적 이해를 통한 영

원성의 표현이다.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기법인 옻칠

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사

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

하였다. 원죄의 상징인 사과는 매혹적이지만 고통과 죽음을 암시한다. 치

명적인 매력의 빨간 사과를 건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제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어있는 난집

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현대인의 욕망은 타자에 의

한 것이며1)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호 가치에 집착한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하는

장치인데, 이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허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과 구조가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제작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소비주의에 가려진

다이아몬드의 본질적 가치를 예술적 표현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욕

망과 허영의 심리를 공예적 가치 추구를 위한 소재로 승화시켰다는데 의

미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다이아몬드, 현대예술장신구, 상징적 표현, 옻칠, 사과,

보석난집

학 번 : 2011-30362

1)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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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장신구 산업에서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신구의 상당량이 다이아몬드와 그 모조석2)

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징성과 기호적 의미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의 유색석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뚜렷하

게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우선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양의 다

이아몬드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과거에

인도에서 생산되어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유통되었던 다이아몬드는 왕족

과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큰 사물이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남아프리카 광산의 대량산출이 이에 맞

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다. 하얗고 투명한 광채를 지닌 다이아

몬드는 현대적인 미감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어떤 디자인의 장신구에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확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니콜라 불가리Nicola

Bulgari3)의 표현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장신구의 공통분모가 되었다.

The diamond is the common denominator of jewelry’4)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성공적인 마케팅도 한 몫을 하였

다.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물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오

래전부터 강력한 힘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보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

이아몬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영원한 사랑의

2) 다이아몬드의 시각적 효과를 모방하기 위한 대체 재료. 유리, 큐빅 지르코니

아, 투명 사파이어, 합성 스피넬, 모이사나이트 등.

3) 이탈리아의 보석회사 불가리 창업주의 손자.

4)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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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즉 결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행복

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이를 건네는 것은 청혼의 뜻이 담긴 무

언의 메시지로 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결혼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매스컴을 통한 광고와 마케팅의 힘이 크게 작용

하였다.

다이아몬드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재화이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높이는 이유이다. 다이아몬드는

금과 함께 자산 증식이나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믿을 만한 투자처로 인

식되고 있으며, 초고가 다이아몬드라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붙지 않아 손

쉬운 상속 및 증여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구매이유가 되고 있

다.5) 이는 막대한 자본에 의한 유통경로의 통제와 정확한 감정 시스템으

로 다이아몬드의 거래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어 왔기 때문이며 자수

정이나 사파이어와 같은 다른 천연보석의 경우와 비교되는 상황이다.6)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는

거대한 산업시스템의 구심점이며 현대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속성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사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자산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다이아

몬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상업 장신구의 디자인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다.

반면 현대예술장신구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술성을 지향하는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비판

과 풍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가 의도적으로 훼손

되기도 한다. 또한 자연에서 형성되고 발견된 특별한 물질로서의 가치와

수 천 년 전부터 장신구의 재료로 활용되어온 문화적, 역사적 사물로서

의 가치가 부각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 포함된 다

이아몬드의 실질적인 화폐가치는 크지 않으며 아예 실체가 없이 형태 묘

사와 개념만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대예술장신구에서

5) 박은선,「주얼리에 대한 사회적 정서와 주얼리 소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

교 박사논문, 2011, p.54

6)「합성 멜리 다이아몬드 경계령」, 귀금속경제신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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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는 풍부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

며, 나아가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관에 대한 재고와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2. 연구의 동기와 목적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의 문제는 예술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에 해

당한다. 이에 대해 정답은 있을 수 없으나 예술가들은 이상적인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조형작업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한

다. 반면, 장신구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비교적 명료하게 인식되어왔

다. 일반적으로 장신구의 가치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경제적 가

치와 제작자의 장인적 솜씨, 조화로운 디자인 등의 요소로 평가되며, 좋

고 나쁨에 대한 평가기준은 관습과 대중적인 미감에 의해 좌우된다. 따

라서 전통적으로 장신구는 예술의 영역이라기보다 상품의 영역에 속하는

사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장신구에 있어서 예술성의 추구가 본격화되었다.

현대미술에서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는 장신구의 조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장신구만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찾고자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서 장신구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와 관습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과 조

형적 표현을 위해 고심하였다. 이들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장신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과시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를 ‘교양 없는 사람들의 표식badge of the philistine’7)으로 인식하였고, 예술

성을 추구하는 장신구의 재료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다이아몬드의 의미와 가치를 독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이상적인 가치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는 장신구에 내제되어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관습적인

7) Jeannine Falino,「Diamonds were the Badge of the philistine: Art Jewelry

at Mid century」,『Metalsmith』vol. 31 no.5, 201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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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맞서면서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전통

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함께 드러난다.

연구자는 장신구를 현대의 물질과 가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술형식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다이

아몬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본 작품연구는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장신구를 제작하되

물질적 가치와 관습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이아몬드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감성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

통을 가진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이아몬드의 긍정적

인 의미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대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공예와 예술적 표현의 가

치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다이아

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다.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고대에서 현대에 이

르기까지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와 의미에 대

해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장신구 작가들의 작품들을 조사하여 다이아몬

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관들을 분석하고, 작가들의 독특한 은유와

표현 의지를 토대로 하여 작품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으로, 앞에서 연구한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특질과 가치, 그리고 이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표현의도가

반영된 다양한 소재와 구조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각 장에

서 다루고 있는 연구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다룬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

과 상징성, 산업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이아몬드의 물성에 대해서

는 결정의 구조와 형태 및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이아몬드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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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마술적 힘에 관한 전설에서부터 왕실과 귀족, 자본가들의 힘과 권

위, 부와 신분에 관련된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게 된 경위와 물질적 욕망과 허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

고 있는 사례 및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다이아몬드의 산

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

펴보고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의미에 대해 조사하였다.

Ⅲ장은 현대예술장신구의 다이아몬드에 관한 연구이다. 다이아몬드를

표현재료로 활용한 작품사례들과 다양한 재료와 기법 활용하여 다이아몬

드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 작품들

은 주제 및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다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재료들

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표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작품들

이다. 셋째,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하

여 비판과 풍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이아몬드의 특질과 작품 사례 연구를 바

탕으로 한 작품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작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으며 다이아몬드에 내제하는 정신과 감

성의 가치를 또 다른 상징적 표현 수단을 통해 제시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

기법인 옻칠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

다. 둘째, 원죄의 상징인 사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

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

어있는 난집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욕망과 허영을 나타내는데

이를 공간과 구조가 결합된 심미적 구조물로 표현하였다.

작품 제작에는 옻칠, 나무, 금속, 합성수지 등의 다양한 재료가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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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칠, 조각, 판금 등의 수작업 외에도 3D 프린팅과 전해주조와 같은

현대적인 제작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은 그 의미를 개

념적으로 해석하여 가치의 상징적 표현을 위한 조형어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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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이아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다이아몬드의 물성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투명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물질로 인식

되었던 다이아몬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 베일을 벗게 되었다. 그

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특이한 물성은 다이아몬드를 더

욱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는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모이

사나이트, 합성 루틸 등 다이아몬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모조석들은

물론 투명 사파이어, 수정 등 투명성을 지닌 다른 보석들과 확연히 구별

되는 물성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천연의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물성을

가진 합성 다이아몬드와도 구별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이아몬드

를 특별한 보석으로 만드는 고유한 물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1 결정의 구조와 형태

다이아몬드는 단일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똑같다. 그러나 탄소가 결합되는 방

식 즉 결정구조에 의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다이아몬드의 탄소원자는 네 개의 원자와 연결되어 사면체tetrahedron구

조를 형성한다. 이들은 1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강한 공유결합 방식으로

묶여있으며 어떤 천연물질의 원자들보다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 반면 흑

연의 탄소원자는 세 개의 원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층 구조를 형성하는데

각 층의 결합이 매우 약해서 쉽게 미끄러진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매우 높은 반면 흑연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연필심이나 윤활물

질로 사용된다.1)[그림 2-1]

1) http://sustainable-nano.com/2014/02/18/the-atomic-difference-between-dia

monds-and-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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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원자 구조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는 등축정계cubic, isometric system에 속한다. 전

후, 좌우, 상하 3개의 결정축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며 길이가 같다. 등축

정계의 광물에는 다이아몬드와 가넷, 스피넬, 파이라이트 등이 있다.[그림

2-2]

[그림 2-2] 등축정계의 형태

이와 같은 결정구조와 형태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

다.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팔면체, 육면체, 십이 면체, 삼각의 쌍

정trian gular twin(매클macle)2) 형태이며 네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

면체나 혹은 두 개의 육면체가 관통하는 형태로 발견되기도 한다.3) 그러

2) 결정 성장광정 중 방향이 60도나 180도로 회전되어 만들어진 납작한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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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 성장과정의 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인해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발견된다.[그림 2-3]

[그림 2-3] J R Sutton의 다이아몬드 결정 스케치, 1928

1.2. 물리적 특성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아몬드

는 모스 경도계Mohs' scale of mineral hardness의 10에 해당하며 경도 9의

커런덤과의 경도 차이는 매우 크다.[그림 2-4] 그러나 깨어짐을 견디는 힘,

즉 인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7.5에 해당하며 수정, 베릴과 같고 인성수치

8에 해당하는 제이드, 커런덤보다 깨지기 쉽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비

중은 3.52이고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비중은 인클루젼과 불순물로 인해

3.43까지 내려갈 수 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다이아몬드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감별기준으로 활용된다.

3) A. Yacoot & M. Moore,「X-ray topography of natural tetrahedral

diamonds」,『Mineralogical Magazine』June 1993, v.57 no.387,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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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모스 경도계

보석은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데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다.

다이아몬드의 열전도율은 900-1200W/m.k이며 은(429W/m.k)이나 구리

(400W/m.k)등의 금속보다 두 배 이상 높다.4)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빠르게 방출되므로 다이아몬드를 만지면 차가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온도 감지기는 1/500°C 이내의 온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5) 다이아몬드는 기름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물과는 친하지 않

다. 다이아몬드 채광 시 다른 광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친유성이 활용된다.

1.3. 화학적 특성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 690-875°C에서 연소되며 1,200-1,900°C에서 흑

연화 한다.6) 다이아몬드가 완전히 연소될 때 생성되는 기체는 99% 이상

이 이산화탄소이며 나머지 1%는 다이아몬드에 내포된 불순물에 의한 것

이다. 1694년 이탈리아의 아베라니G Averani와 타르지오니C A Targioni에

의해 다이아몬드를 가열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이들은 넓은 구경의 렌즈

로 햇빛을 모아서 다이아몬드에 쪼였고 다이아몬드는 증발하였다.7) 1772

4) http://www.seehint.com/r.asp?no=12067

5) 오원택,「귀금속 디자이너를 위한 보석실무」, 쥬얼테크, 2007, p.75

6) 위의 책, p.75

7)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Bristol, 198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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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소과정에 대해 연구하던 프랑스의 화학자 라브와지에

Antoine-Laurent Lavoisier에 의해서도 같은 실험이 행해졌다. 그는 밀폐된

유리병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햇빛으로 가열한 다음 반응의 결과물을

분석하였고 다이아몬드를 태웠을 때 만들어진 기체가 숯을 태울 때 만들

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8) 다이아몬드의 성

분에 관한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다이

아몬드가 흑연과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졌다.9)

다이아몬드의 화학적 구성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미량원

소와 결합될 수 있다. 가장 흔한 미량원소인 질소와 붕소는 광학적 흡수

특성을 생성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다이아몬드의 타입Type을 분류하는 체

계가 형성된다. 질소가 존재하면 타입Ⅰ으로 분류하고 질소의 양이 아주

적거나 없으면 타입Ⅱ로 분류한다.

타입Ⅰ 다이아몬드는 질소의 집합상태에 따라 다시 타입Ⅰa와 타입Ⅰ

b로 분류한다. 한 개 이상의 질소가 집합체로 존재하면 타입Ⅰa, 질소가

단독으로 탄소를 치환하여 존재하는 경우 타입Ⅰb이다. TypeⅠa 다이아

몬드의 질소는 질소 집합체의 양상에 따라 질소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

는 A집합체와 하나의 공공vacancy 둘레에 4개의 질소가 둘러싸고 있는

B집합체로 세분되어 각각 타입ⅠaA, 타입ⅠaB로 지칭된다.10)

질소는 옐로우 칼라를 만드는 일반적인 원인이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98%이상을 차지하는 타입Ⅰa다이아몬드는 질소의 양에 따라 무색에서

옐로우, 브라운 등의 색으로 나타나다. 타입Ⅰb의 경우는 대부분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에 해당되지만 천연다이아몬드에서는 전체 산출량의

0.1%정도로 매우 희귀하며 옐로우 칼라를 띈다. 질소가 거의 없는 타입

Ⅱ다이아몬드는 전체 산출량의 1-2%이다. 이는 붕소의 유무에 따라 타

입Ⅱa와 타입Ⅱb로 분류된다. 붕소가 없는 타입Ⅱa는 대부분 무색을 띄

8) Davies의 앞의 책, p.14

9) 위의 책, p.22

10) 손수학 외,「보석용 다이아몬드의 타입별 광학적 특성 연구」,『한국광물학

회지』 vol.20, no.2, 2007,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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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브라운이나 핑크, 드물게 레드나 그린이 되기도 한다. 컬리넌 다이

아몬드Cullinan diamond11)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색 다이아몬드가

이에 해당한다. 붕소에 의한 광학적 흡수가 관찰되는 타입Ⅱb는 블루 칼

라 혹은 회색을 띈다. 호프 다이아몬드Hope diamond12)가 이에 해당한다.[그

림 2-5]

[그림 2-5] 다이아몬드의 타입 분류

1.4. 광학적 특성

탄소원자가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의 결정을 통과하는 빛

은 속도가 극적으로 감소한다. 공기 중 빛의 속도는 초당 188,000마일,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초당 140,000마일, 유리에서는 123,000마일인데

반해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는 빛은 초당 77,000마일로 느려진다.       

광선이 수직이 아닌 각도로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부딪치면 속도가 느

려지면서 방향이 바뀐다. 이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11) 지금까지 발견된 최대의 다이아몬드(3,106ct).

12) 45.52캐럿의 진청색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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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률은 2.417이며 투명한 보석 중 가장 높다. 투명물질의 굴절률은 빛

의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굴절률을 측정할 때는 가시 스펙트럼의

옐로우 부분의 나트륨 광선을 이용한다. 그 외 가시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바이올렛과 레드의 굴절률은 각각 2.415와 2.407이며 분산도는

0.044이다.

광선이 매질을 빠져나가게 되는 최후의 굴절각을 임계각critical angle

cone이라고 한다. 임계각 내로 진입한 광선만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데 굴절률이 높으면 임계각은 작아진다. 다이아몬드의 임계각은 24.5°으

로 27.8°인 큐빅 지르코니아와 41°인 수정 등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이상적인 비율로 연마할 경우 보석 중 가장 높은 내부 전반사율을 나타

낸다.[그림 2-6] 다이아몬드의 표면반사율은 입사각 0°에서 17%이고 입사

각 70°에서 27%이다.13) 따라서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표면은 최고의 광

택효과인 금강광택을 낼 수 있다.

[그림 2-6] 빛의 굴절과 전반사

다이아몬드는 굴절에 의한 전반사와 광택으로 최고의 빛의 효과를 보

여줄 수 있다. 휘광brilliance이라고 표현하는 다이아몬드의 빛의 효과는

브라이트니스brightness와 파이어fire, 씬틸레이션scintillation으로 나타난다.

브라이트니스는 빛의 반사에 의해 환하게 보이는 효과이다. 브라이트니

13) 김상기,「천연보석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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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정도는 다이아몬드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크라운을 통해 들어

가서 퍼빌리언 패싯에 반사하여 되돌아 나오는 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다이아몬드의 비례 및 연마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그림 2-7] 파이어는 백

광의 분산에 의한 무지개 색의 빛을 말한다. 다이아몬드 안으로 들어간

백광은 스펙트럼 칼라로 분산된다.[그림 2-8] 분산은 빛이 반사하고 굴절

할 때마다 증가하므로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씬틸레이션은 다이아몬드, 관찰자, 광원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빛의 반짝

거림과 빛의 반사와 누출에 의해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와 배열, 대조의 패턴에 의해 나타난다.[그림 2-9]

[그림 2-7] 브라이트니스의 정도

(출처: http://www.gia.edu/diamond-quality-factor)

[그림 2-8] 다이아몬드의 파이어

(출처: http://jewelryactivist.com)

[그림 2-9] 패턴에 의한 신틸레이션

(출처: http://www.goodoldgo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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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축정계에 속하는 다이아몬드는 모든 결정방향에서 빛이 단일 광선으

로 움직이는 단굴절single refractive의 성격을 지니며 CZ, 합성루틸, 모이사

나이트, 칼라리스 사파이어 등 복굴절double refractive의 유사석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모스 경도 9.5이며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모

이사나이트는 가장 성공적인 다이아몬드의 모조석인데 이를 구분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굴절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그림 2-10][그림 2-11]

[그림 2-10] 단굴절의 다이아몬드

(출처: http://www.professional jeweler.com)

[그림 2-11] 복굴절의 모이사나이트

(출처: http://www.gemgate.com)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 및 뛰어난 경도와 광채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

어 왔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그 고유한 물성에서 비롯

되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연구와 분석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한 정확한 감별 및 감정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

2. 다이아몬드의 상징성

다이아몬드는 오래전부터 높은 가치를 지닌 사물로 알려져 있었다. AD

1세기 초 로마시대의 마닐리우스Manilius는 그의 책 <아스트로노미카

Astronomica>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해 ‘점 하나보다 크지 않은 돌이지만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기록하였고, 역시 AD 1세기 로마의 문필가 플

리니Pliny the Elder는 AD 1세기 저서 <자연사Natural History>에서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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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는 오래전부터 극소수의 왕들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보석을 포함하

여 인간이 가진 어떤 소유물보다 값진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14) 이러

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였으나 그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았던 이유는 미적 가치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 부적으로서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다이아몬드의 뛰어난

경도는 오랜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강한 마술적 힘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이아몬드의 강력한 마법의 힘에 관한

인식은 중세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나, 15세기 이후부터 전해지는 지식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다

이아몬드에 관한 전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희귀한 보물이었고 높은 신분과 권위, 부를 상징하는 사물이었다.

반면 다이아몬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영원

한 사랑의 약속, 즉 결혼이다. 지구상의 광물 가운데 가장 단단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자연스

럽게 연결되었고, 두 사람의 결합과 서로에 대한 구속의 의미를 지닌 반

지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한 의미를 표출하게 되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행복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이를 건네는 것은 청혼의 뜻이 담긴

무언의 메시지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의 휘황찬란한 광채는 과거

의 신성한 빛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는 1967년 발표된 그의 에세이에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차

가운 불에 비유하였고, 허영의 세계를 상징하며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유혹의 상징이자 성실성이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였다.15) 중세시대의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신성을 상징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광채는 세속적

인 물질의 세계와 그 무상함을 의미하는 빛으로 변질되었다.

14)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1984, p.3-4

15) Roland Barthes,「From Gemstones and Jewelry」,『the Language of

Fashion』. Berg,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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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성과 마술적 힘

다이아몬드에 관한 신화와 전설은 인도에서 시작된다. 고대 산스크리트

어에서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 단어는 ‘번개’를 뜻하는 바즈라vajra와 ‘인

드라16)의 무기’라는 뜻의 인드라유다indrayudha로 번역된다.17) 번쩍이는

광채와 색, 형태, 단단함 등 다이아몬드의 두드러진 특징이 번개와 유사

하게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외에도 매우 특별하게 단단한 돌에 관

한 이야기는 고대의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600년경에

쓰여진 예레미아서Book of Jeremiah에는 ‘유다Judah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로 기록되되..’18)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금강석은 매우 단단한 돌이

나 가시를 뜻하는 샤미르shamir를 번역한 것이다. 에스겔서Ezekiel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19)라는 구절에서의 금강석

adamant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

지만 특별하게 단단한 물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

다마스adamas는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다마스는

단단한 물질을 아우르는 용어였으며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반면, AD 1세기 로마의 문필가 플리니Pliny

the Elder는 그의 저서 <자연사Natural History>에서 아다마스adamas에 대해

묘사하였고 이를 여섯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날의 다이

아몬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리니는 다이아몬드의 외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쇠망치로 때렸을 때 망치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

들 정도의 놀라운 경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단단한 성질로 인하여

보석을 조각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과 강력한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록하였다.21) 플리니Pliny the Elder의 저서에는 모든 보석들

16) 베다Veda교의 무신

17) George E. Harlow,『The Nature of Diamond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17

18) 예레미아서 17장 1절

19) 에스겔서 3장 9절

20)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1984, p.2

21) 위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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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아다마스

adamas는 모든 독극물보다 강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고 마음속의 근거 없

는 두려움과 혼란을 없애며, 자석과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철이

자석의 힘에 끌려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22)

버트홀드 로퍼Berthold Laufer는 그의 저서에서 다이아몬드 대해 기술한

고대의 중국 문헌들을 소개하였는데 ‘외국인들이 이것을 반지에 세팅하

여 착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악마와 독을 피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다.23)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고대에는 미적인 가치보다는

마술적인 힘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의 발견된 최초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2세기 후반 로마 근교에

있는 한 소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연마되지 않은 원석 그대로 세팅

되어있는 작은 금반지이다.24)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 로마의 다이아몬

드 반지는 7개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고 6개 정도를 개인이 소장

하고 있다.25)[그림 2-12][그림 2-13] [그림 2-14]의 반지는 프랑스의 유물수집

가인 루이 드 클라크 Louis de Clercq (1836–1901)의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

던 것으로 시리아의 타르투스Tartus, Syria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약 1.65캐럿의 연마되지 않은 팔면체 다이아몬드 결정이 높은 베즐

위에 세팅되어 있다. 결정의 크기는 작지만 투명도가 매우 좋고 이를 세

팅하고 있는 베즐의 사면이 모두 뚫려있어서 결정이 더 밝게 보이는 효

과가 있다.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 반지들 가운

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벤자민 주커 콜렉션

Benjamin Zucker Family Collection에 포함되어 있다.

22) Davies의 앞의 책, p.5

23) Berthold Laufer,『The Diamond: A Study in Chinese and Hellenistic

Folklor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Chicago, 1915, p.33-34

24) Jack Ogden, 「Terms of Engagement: A History of Betrothal and

Wedding Rings」,『Metalsmith』vol.34, no.3, 2014, p.41

25) http://www.lesenluminu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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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대영박물관)

[그림 2-13]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대영박물관)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소유자를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신성한 결정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만 제대로 힘을 발휘하

는 것으로 믿어졌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연마가 어렵기도 했지만 금기

시 되는 일이기도 했다.26) 따라서 원석 그대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

다.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투명하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

투명도가 떨어지는 결정이 많고 완전히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또한 내

부가 투명한 결정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강가에서 굴러다닌 경우에는 뿌

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27) 플리니Pliny the Elder는 그의 저서에서 아다

마스adamas의 투명성과 팔면체의 결정의 형태에 관하여 묘사하였지만 그

외관에 대해 아름답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28) 3세기경에 기술된 중국

26)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27) Max Bauer,『precious Stones』, Dover Publication, 1968, p.130

28) Davies의 앞의 책, p.6

[그림 2-14] 3-4세기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 반지 (벤자민 주커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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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헌에는 다이아몬드의 외관에 대해 ‘겉보기에 진주와 같으나 단단하

고 날카로우며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묘사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진주

와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은 금속성의 표면을 가진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

몬드 원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9) 당시에 광채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A.D. 4세기경 성 에피파니우스St. Epiphanius의 기록에는 제사장의 가슴

을 장식하는 신기한 아다마스adamas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이

것을 통해 신이 정한 사람들의 운명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고

Declaration라는 이름으로 칭해졌다고 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색이 탁해지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 돌에서 눈처럼 밝은 빛이 난다면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들 뜻

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했다.30)

널리 퍼져있는 믿음에 의하면 상업적인 거래로 얻은 다이아몬드는 부

적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며 오로지 선물로 받았을 때에만 힘을 발휘한다

고 하였다.31) 다이아몬드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천

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 1360년 맨드빌Sir John Mandeville경의 저서

<맨드빌의 여행Mandeville's Travels>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다이아

몬드가 남성성을 부여하고 사지를 멀쩡하게 하여 적에게 승리하게 하며

마법의 힘을 물리친다고 기록하였고, 다른 보석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단단한 성질에 관해서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29) Davies의 앞의 책,

30) George Frederick Kunz, 『The Curious Lore of Precious Stones』, Dover

Edition, 1971, p.278. - originally published in 1913 by J.B.Lippincott.

31) Konrad von Megenberg,『Buch der Natur』, ed. by Dr. Franz Pfeiffer,

Stuttgart, 1861, p.433 의 내용을 George Frederick Kunz의 위의 책, p.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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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분, 권위, 부의 상징

라트나파리스카Ratnapariska32)에 기록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의 기원에 관

한 신화에 따르면 강력한 왕이었던 발라Bala가 신의 제물이 되면서 다이

아몬드로 변했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왕은 다이아몬드를 모으고 몸

에 지녀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색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브라만(성직자)의 다이아몬드는

소라껍데기, 연꽃과 같은 흰색이나 수정같이 투명해야하고 크샤트리아

(귀족)의 다이아몬드는 토끼의 눈과 같은 갈색(붉은색)이며 바이샤(평민)

의 것은 파초의 꽃잎과 같은 노란색, 수드라(천민)의 것은 칼날의 광택과

같은 검은색, 회색이다.’ 그러나 오직 왕만은 모든 색의 다이아몬드를 소

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중세 시대 유럽에서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한 보물이었으며 왕을 상

징하는 것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신의를 약속하는 왕실 간의 권위

있는 외교적 선물로 사용되었다.34)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지배자들

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왕의 고귀한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물로 인식하였

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자코포 티포시우스Jacopo Typotius의 저서 <인간적

상징Symbola Divina et Humana>에 기록되어 있다. 윗줄의 왼쪽 매가 반지

를 움켜쥐고 있는 그림의 중심에는 ‘언제나Always’라는 모토가 적혀있고,

윗줄의 오른쪽에 별과 함께 그려진 반지에는 ‘오랫동안 빛나는Enduring

and Shining’, 아랫줄 왼쪽 세 개의 반지는 각각 의연함fortitude과 인내

endurance, 용기valour를 뜻하며 ‘나는 이길 것이다I shall overcome’라는 문구

가 적혀있다. 아랫줄의 오른쪽에는 ‘변함없이 진실함constant and sincere’이

라는 문구와 함께 마주잡은 손이 표현되어 있다.35)[그림 2-15]

32) 6세기 인도의 기록물. 보석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gems이라는 의미.

33) George E. Harlow,『The Nature of Diamond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19-120

34) Diana Scarisbrick, 『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11

35) 위의 책,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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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자코포 티포시우스의 저서 <인간적 상징>의 삽화

유럽에서 다이아몬드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당시 다이아몬드 커팅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제작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의 파리에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브릴리언트

컷이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 광채를 더욱 살리기 위해 뒷면에 박을 대었

고 크기가 커 보이고 무색투명함이 강조되도록 금보다는 은에 세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6) 번쩍거리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뒤덮인 장신구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루이 14세는 100점이 넘는

세트로 제작된 다이아몬드 버튼으로 비단 코트 전체를 뒤덮었으며 거들

이나 구두에 다는 다이아몬드 버클에도 애정을 쏟았다.37)[그림 2-16] 이후

36)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04

37) 위의 책,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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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왕실은 극도로 화려하고 우아한 다이

아몬드 장신구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루이14세

시대에 확립된 베르사유의 관습과 모티브인 나비매듭과 리본, 화환, 꽃

등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유일한 디자인 레퍼토리가 되었고 이 스타일

은 19세기까지 매우 느리고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남아있

었다.38)

[그림 2-16] 루이14세의 초상화

[그림 2-17] 엘리자베스 여왕과 컬리넌

다이아몬드

영국 왕실의 왕관과 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컬리넌Cullinan이다.[그림 2-17] 컬리넌은 남아프리카의 프

리미어 광산에서 발견되었는데 원석의 무게가 3106.75캐럿에 달하였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식민정부였던 트랜스발 정부에 팔렸고, 1907년 에드

워드 7세의 생일선물로 영국으로 보내졌다. 에드워드 7세는 암스테르담

의 아셔 다이아몬드에 가공을 의뢰하였고 아셔 형제는 다이아몬드의 벽

개를 따라 9개의 큰 조각과 96개의 작은 조각, 그리고 9.50캐럿의 연마되

38)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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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조각으로 분리하였다. 이 중 가장 큰 조각인 컬리넌Ⅰ은 아프리

카의 별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데 530.20캐럿의 페어 컷으로 세공되었

으며 왕의 홀을 장식하고 있다. 317.40캐럿의 컬리넌Ⅱ는 쿠션 컷으로 연

마되어 왕관에 사용되었다. 현재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모두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과거 대영제국의

부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그림 2-18]

[그림 2-18] 분리된 컬리넌 조각과 왕실 장신구들 [그림 2-19] 벤더빌트 부인, 1909년 경

19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상업

과 제조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출현하였다. 자신들만

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들은 과거 왕실과 귀

족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려 하려 하였고, 화려한 로코코 복고 스

타일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과거의 위대한 왕실과 자신을 상징적으로

연관시키려 했던 신흥자본가들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수단이 되

었다.39)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9은 이

들이 새롭게 얻은 부를 드러내려는 방식에 대해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라고 묘사하였다.40) 그는 또한 이들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

와 더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부유층 여성의

39) 캐롤라인 콕스, 마은지 역,『빈티지 주얼리』, 투플러스, 2012, p. 47

40) 로버트 보콕, 양건열 역,『소비: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공사,

200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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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과 소비생활은 가장의 부를 과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41)

[그림 2-19]은 1909년 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부호인 코넬리

우스 벤더빌트Cornelius Vanderbilt III의 부인이다. 사진 속의 부인은 카르티

에에서 제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티아라, 브로치 등을 하고 있는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유행하던 다이아몬드 장신구 못지않게 화려함을 자

랑하고 있다.

2.3. 결혼의 상징

다이아몬드의 뛰어난 경도와 변하지 않는 물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

랑이라는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계약과 구속의 의미를 지닌 반

지에 활용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이아몬드

반지가 약혼과 결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높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혼반지를 건네는 풍습은 고대 로마 시대의 매매혼의 습관에 따른 것

으로, 약혼이 성립되었을 때 그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서 반지가 신

부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

집안과 집안간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금전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약혼반지는 계약의 성사와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었다.42)

약혼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최초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버건디의 메리Mary of Burgundy43)가 소유하고 있던 반지로서 이니셜 M 형

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이다. 1477년에 있었던 막시밀리언 1세

MaximilianⅠ44)와의 결혼식이 있기 전에 메리는 그녀 아버지의 지시에 따

라 막시밀리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그 징표

로서 “상당한 가치of considerable value”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다고 적

41) 로버트 보콕의 앞의 책, p. 37-39

42) 다카시 하마모토, 김지은 역,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2002, p.58-59

43) 부르고뉴 공작부인 메리Marie de Bourgogne 또는 부귀공 메리Mary the Rich,

1457-1482, 용담공 샤를과 이사벨 드 부르봉의 외동딸.

44)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신성로마황제1459-1519, 재위 149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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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5) 즉, 이 반지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기보다 정략적인 결

혼에 수반되는 금전적 거래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20] 1527년 앙굴렘의 마르가리트Marguerite of Angoulême46)와 나바르의 헨리

Ⅱ세Henry Ⅱ of Navarre47)의 결혼식에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용되었다. 풍

요의 뿔cornucopia 가운데에 놓인 다이아몬드와 ‘언제나 한결같이Always

the same’라는 모토는 변치 않는 사랑보다는 왕가의 결합으로 인한 집안

의 영원한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8)[그림 2-21]

[그림 2-20] 메리 버건디의 결혼반지, 1477 [그림 2-21] 나바르의 헨리Ⅱ세의

결혼반지 삽화

기독교 문화의 결혼반지 교환관습은 고대 로마의 약혼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립 시기는 분명치 않다. 가장 오래된 구전은 9세

기 경 이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11세기부터이며 13세기 무렵에는

유럽에서 일반화되었다.49) 결혼반지는 약혼반지에 비해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봉건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상징적 사물을 주

45) Jack Ogden, 「Terms of Engagement: A History of Betrothal and

Wedding Rings」, 『Metalsmith』, vol.34, no.3, 2014, p.41

46) 프랑스의 공주, 나바르의 여왕,1492-1549.
47) 나바르의 왕,1503-1555.
48) Diana Scarisbrick, 『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61

49) 다카시 하마모토의 책, 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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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 결혼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반

지교환의 풍습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혼반지의 풍습은 중세 사람들의 상

징에 대한 애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사용되는 반지의 양식에 관한 엄격한 관례는 없었다. 다양한 보석이 활

용되었으며 보석반지의 금 밴드에는 ‘SAVNZ DEPARTIR'(내 모든 사랑

은 당신의 것입니다)나 ‘AUTRE NE　VUEIL'(당신 외에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와 같이 안쪽에 메시지를 새긴

반지를 포지링posy ring이라고 한다.50)

바티칸 도서관의 기록에 의하면 1475년 아라곤의 카밀라Camilla of

Aragon와 콘스탄초 스포르자Constanzo Sforza51)의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의 특별한 단단함이 영원히 변

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2) 다이아몬드의

단단한 물성에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문학작품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그

의 희곡 “강요된 결혼The Forced Marriage, 1664”에서 자신의 약혼자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자하는 남자에 대해 언급하였다.53) 이 시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약혼반지 혹은 결혼반지가 상류층 사이에 보편화되

었다.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solitaire ring뿐만 아니라 작은 다이아몬드를

그룹으로 세팅한 형태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유색보석 혹은

칠보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았고, 두 개의 반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지

멜링gimmel ring이 유행하였다. [그림 2-22]는 16세기부터 만들어지던 전

통적인 형태의 지멜 링인데 하트와 손이 묘사되어 있고, 두 개의 반지

사이의 내부 공간에 들어있는 태아와 해골은 삶의 시작과 끝을 상징한

50)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70

51) 파사로Pesaro의 영주,1447~1483.
52) Diana Scarisbrick,『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18

53) Jack Ogden의 앞의 글,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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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18세기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나란히 세팅하거나 하트나 꽃 등의

모티브를 표현한 약혼반지가 많았고 로마시대부터 만들어지던 악수하는

손을 모티브로 한 페데 링fede ring은 [그림 2-23]와 같이 두 손이 하트를

잡고 있는 형태로 진화되었는데, 이 하트에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다.55)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 다이아몬드가 장신구의 주재료가 되면서 결혼

반지에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유색보석들도 함께 사용된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다이아몬드가 결혼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트, 마주잡은 손 등 결합을 상징하는

형상이나 ‘하나님이 합쳐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는 없다’와 같은 성서

의 문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와 같은 상징 요소를 동원하여 결혼의

영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다. 이것이 당시의 유행에 따른 것

이었다고 해도 재료의 물질적 가치보다 상징성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었

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림 2-22] 지멜 링_ 루비, 다이아몬드,

금, 에나멜, 1631

[그림 2-23] 페데 링_ 금, 에나멜, 로즈-컷

다이아몬드,1706,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시장으로

54) Diana Scarisbrick의 앞의 책, p.

55) Jack Ogden의 글,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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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산업은 더 이상 부유층만을 상대로는 유

지될 수 없었고 대중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여자들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886년 티

파니Tiffany에서 획기적인 다이아몬드 세팅방식이 개발되었다. 주로 베즐

bezel56)에 세팅되었던 이전과 달리 프롱prong57)으로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

려서 보석의 아래 부분까지 빛이 들어가게 하였고 광채가 더욱 향상 되

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고 티

파니를 미국에서 가장 큰 보석상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영원한 사랑과 다이아몬드 반지의 연관성은 19세기 말 급격하게 늘어난

다이아몬드의 산출량과 이를 대중적으로 유통시키려는 기업들의 홍보 전

략에 의해 형성되었다. 특히 드비어스DE BEERS사의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았다. 드비어스는 1947년에 프란시스 게레티Frances Gerety라는 여성 카

피라이터가 만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혼과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아이템으

로 만들었다.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유명 인사들의 다이아몬드 이야기

와 영화 속 이미지들도 신화를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 헐리우드의 배우

리처드 버튼Richard Burton이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에게 선물한

크룹 다이아몬드 반지와 테일러-버튼 목걸이,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

이스 켈리Grace Kelly의 약혼반지는 다이아몬드를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

었다. [그림 2-24][그림 2-25]

‘2개월의 월급,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그만큼 쓸 거라고 기대하겠지요?’

‘Two Month's Salary, If she really loved you, would she expect

you to spend that much on her?'

1980년대 드비어스 광고에 등장한 이 카피는 청혼을 위한 다이아몬드

의 가격 기준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26] 사랑의 마음을 전하

56) 보석을 감싸서 고정시키는 난집

57) 보석을 고정시키기 위한 금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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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돈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가

격은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 1캐럿과 0.9캐럿은 육안으로 보기

에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보석상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1캐럿 다

이아몬드는 결혼반지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되었다.

[그림 2-24] 그레이스 켈리의 약혼 반지

[그림 2-25] 크룹 다이아몬드 반지와

테일러-버튼 목걸이

[그림 2-26] 1980년대 드비어스 지면광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인 박정호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결혼은 여성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

고 불합리한 파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58)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도구화하고

58) 박정호,「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는?」, 네이버캐스트,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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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2,800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당시 사회적

약자인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

고 일반적인 사회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다이아몬드 반

지는 오늘날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혼반지로서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결혼한 신부의 84%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9)

2.4. 물질적 욕망과 허영의 상징

다이아몬드는 상류층 귀족들의 신분과 부, 권위를 상징하는 보석이었

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고귀한 신분과 위상을 차별적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8세기 귀족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탐

욕과 실속 없는 허영은 이들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

었다.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는 빚더미 위에서도 계속되었고 궁핍한 시민

들의 불만은 증폭되었다. 1770년대에

2,800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를 둘러싼 희대의 사기극인 이른바 ‘다

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으로 인해 마리

앙트와네트Josèphe-Jeanne-Marie-Antoinette

왕비의 사치와 낭비 성향이 세간에 알

려졌고 이는 프랑스 경제를 파탄 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 목걸이는 해체되

어 남아있지 않지만 워낙 악명이 높아

몇몇 인그레이빙 도판으로 기록되어

있다.60)[그림 2-27]

1953년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59) 남진우,「다이아몬드 산업, 미국과 중국서 명암 엇갈려」, 이투데이, 2015,

12, 28

60)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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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의

마릴린 몬로, 1953

Gentlemen Prefer Blondes>에서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가 노래하여 유명해

진 곡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

은 친구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의

가사에는 사물의 가치를 사람보다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담

겨져 있다.[그림 2-28] ‘키스가 좋다고

한들 당신의 허름한 아파트의 집세를

내주거나 음식 값을 내주지는 않아

요.A kiss may be grand but it won't pay

the rental on your humble flat or help you

at the automat’ 라는 가사의 내용에서

는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도구화

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속물적인 태도와 함께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

로 유지하지 못하고 남자의 돈과 권력에 의지해야 하는 여자의 절박함이

드러난다.61) ‘여자가 늙을수록 남자는 차가워지고 결국 우리는 매력을 잃

어버려요. 하지만 사각 컷이나 페어형태의 이 돌들은 형태를 잃지 않아

요.Men grow cold as girl grow old and we all lose our charms in the end, but

squar-cut or pear-shaped these rocks don't lose their shape’ 세월이 흘러 여자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남자가 떠나가도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여자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다이아몬드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신

뢰가 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래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철저하게 돈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랑의 상징물로서의 가

치나 미적 가치에 대한 찬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가 가

장 친한 친구와 같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금전적

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

랑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상을 보

여주고 있다.

61) Wilhelm Lindemann(ed.),『Thinkingjewellery』, Arnoldsche, 2011,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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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

다이아몬드, 머리뼈, 2007

죽음의 작가로 잘 알려진 현대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

는 17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살다 죽은 30대 남자의 해골에 백금과

8,160개의 다이아몬드로 치장하여 당대 최고가의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에서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메

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서양미술의 전통이며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죽음의 거울에 삶을 비추면 그 덧

없음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진정하게 사는 법을 생각하게 된다. 죽음을

삶의 거울로 만듦으로써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도 보는 이들의 눈길

을 삶으로 돌려놓는 것이다.62) 허스트는 사람의 해골과 다이아몬드를 통

해 죽음과 삶의 의미를 즉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9]

그는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다. 그는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원가를 들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

다. 비용은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백금 구입에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해체

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작품은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200억 원의 현금 가치를 가지며, 허

스트를 당대 최고가 작품의 작가의 반열

에 올라서도록 기획되었다. 그는 실질적

으로 본인의 작품을 재구입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후에 그는 작품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복제품의 제작과 판매로 원

본가격을 상회하는 복제물 시장을 조성

하였다.63) 그는 이 작품에서 물질적 욕망

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활

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경

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본의 논리가 예술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에 확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62) 정수경,「데미안 허스트를 통해 본 우리 시대의 메멘토 모리」,『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17권 1호, 2013, P.141

63) 이승현,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의 두 가지 가능성」,『현대미술사연구』제

37집, 2015, 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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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아몬드의 산업적 활용

3.1. 다이아몬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언제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대 유럽의 기록 중에서 다이아몬드Diamond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에는

헤브루어의 야할람yahalam과 그리스어의 아다마스adamas가 있는데, 이것

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64) 다

이아몬드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인도에서 시작된다. AD 6세기 경 인도

의 문헌에는 약 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이아몬드의 가치평가기

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BC 4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다이아몬드

의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65) 고

대의 인도에서는 제한된 시장에 맞춰 제한된 양만이 생산되었다. AD

3-4세기 경 로마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다이

아몬드는 오로지 인도에서만 생산되었으며 교역을 통해 어렵게 로마에

도달한 것들은 매우 작은 것들뿐이었다.66) 인도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의 유일한 공급처였고,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인도와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장신구에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67)

반면, 인도와 이슬람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이

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있다. 6세기 인도의 문서인 라트나파리

스카Ratnapariska에 눈에 띄는 결함을 가진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 사용하

지 않고 보석을 연마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10세기 페르

시아의 학자 알-비루니Al-Biruni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보석이지만

깨뜨릴 수 있으며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연마에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68) 고대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비취를 조각하기 위한 도구의

64)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65)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Bristol, 1984, p.1

66) http://www.lesenluminures.com/inventory

67)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68)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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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69)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의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만 거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함이

있거나 투명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른 보석을 연마하기 위한 유용한 도

구로도 가치가 높았다.

중세 이전의 문헌에는 다이아몬드의 연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

다. 13세기 직후의 인도 문헌인 아가스티마타Agastimata에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장신구 역사가

인 잭 오그던Jack Ogden은 단순한 테이블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13세기

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장신구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 14세기 초,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다이아몬드는 다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베니스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의 연마가 시작되었

다.70)

유럽의 보석 세공사들이 인도와 페르시아의 보석커팅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8면체의 원석 형태 그대로 사용되던 다이아몬드

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8면체를 단순히 수평면으로 잘라

반지에 세팅하였으나 점차 위쪽 꼭지점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수평면으로

잘라 윗면을 평평한 사각형으로 만든 테이블 컷table cut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 1465년경에는 브뤼헤Brugge가 그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다.71) 테이블 컷의 모서리를 없애면서 만들어지는 싱글 컷의

초기 형태old single cut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2-30]

69) Berthold Laufer,『The Diamond: A Study in Chinese and Hellenistic

Folklor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Chicago, 1915, p.33

70)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71)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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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15세기 이전의 다이아몬드 연마 형태

149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희망봉을 돌

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다. 상인들은 수 세기에 걸쳐 이용하던 육

로 대신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새로운 항로로 눈을 돌렸고 인도산 보석

은 해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6세기의 대부분 동안 유럽

의 다이아몬드 커팅과 연마의 중심지는 안트베르펜Antwerpen과 파리Paris

였다. 그러나 1585년 안트베르펜이 침공을 당해 장인들이 대거 암스테르

담Amsterdam으로 피난하면서 암스테르담이 다이아몬드 커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72) 16세기 말에는 기단이 평평하고 윗면에 작은 삼각형

의 면들이 돔 형태를 이루는 로즈컷rose cut이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6개

의 각면을 가진 단순한 형태였으나 점차 각면의 개수가 12개, 18개로 증

가하였고 16세기 말에는 24개의 각면을 가진 형태로 완성되었다. 테이블

컷보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한층 더 살릴 수 있는 로즈컷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그림 2-31]

[그림 2-31] 16-19세기에 유행한 로즈 컷 다이아몬드

72)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78



- 31 -

서유럽에 다이아몬드가 원활하게 공급된 것은 17세기 여행가이자 상인

이었던 타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 1605-1689가 루이 14세의 후원을

받고 파리와 인도의 골콘다Golconda를 오가게 되면서부터이다.73) 이때부

터 다이아몬드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장

신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실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스타일을

주도하였고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다이아몬드의 연마 형태도 다양하

게 시도되었다. 현대 브릴리언트 컷brilliant cut의 기초가 되는 싱글 컷

single cut과 마자랭 추기경Cardinal Juls Mazarin의 요청으로 새롭게 디자인

된 더블 컷(마자랭 컷)double cut이 나타났으며 로즈 컷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브릴리언트 컷이 처음 선을 보였다. 당시에는 암스테르담

이 다이아몬드 커팅산업의 중심지였으나 브릴리언트 컷의 발생지는 파리

인 것으로 보인다.74)[그림 2-32] 더블 컷의 크라운 형태를 발전시킨 패루지

컷peruzzi cut은 1700년경에 나타났다. 팔면체의 테이블 형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브릴리언트 컷의 원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75)

[그림 2-32] 17세기 이후 발달한 다이아몬드 연마 형태

초기의 브릴리언트 컷은 현재와 같은 58면을 가진 올드 마인 컷old mine

cut으로 높은 크라운과 깊은 퍼빌리언, 큰 큘릿을 가지고 있으며 쿠션형

73)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7-8.

74)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104

75) http://www.yatesjewelers.com/history-of-diamond-cu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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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거들로 연마되었다76). 깊은 퍼빌리언으로 인해 광채 효과는 떨어지

지만 현대의 브릴리언트 컷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올드 유러피언 컷old

european cut은 원형의 거들을 가진 초기 브릴리언트 컷이다. 사각에 가까

운 원석의 단면을 원형으로 연마하기 위해서는 중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당시에는 흔치 않은 형태였다. 1919년 마르셀 톨코우스키Marcel

Tolkowsky가 최적의 각도와 비례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

늘날 이상적인 커팅의 바탕이 되었다.[그림 2-33]

[그림 2-33] 브릴리언트 컷의 발달과정

18세기 초 인도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바닥이 났으며 공급량이 줄게 되

었다. 대신 1720년대 브라질에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었고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유럽으로 공급되었다. 이로써 그 어

느 때보다 다이아몬드가 풍성하게 세팅된 장신구가 등장하게 되었다.77)

18세기 말 다이아몬드의 최대 소비자였던 귀족층이 몰락하고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업과 제조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은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치품 수요를 증가시켰다. 때마침 발견된 남아프리

카의 거대한 킴벌라이트 파이프kimberlite pipe78)는 수요가 팽창하던 시기

76) 본문 p.50 참조

77)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112

78) 다이아몬드를 함유한 감람암의 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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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다이아몬드의 대량산출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초기 다이

아몬드 사업가들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생산량의 조절과 단일 경로 마케팅을 시도하

였다. 1888년 쎄실 로즈Cecil Rhodes에 의해 건립된 드비어스는 보츠나와,

나미비아, 탄자니아 및 개나다 등지에서의 다이아몬드 광산 매집을 통해

1900년대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었다.79)

드비어스는 CSO Central Selling Organization로 성장하였고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 광산에서 산출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해왔

다. 광산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DTC

Diamond Trading Company를 통해 제한된 숫자의 회원사에 독점적으로 공

급하였다. 이 거래를 위한 모임을 사이트Sight라고 하며 참가 자격을 지

닌 회사를 사이트홀더Sight holder라고 한다. 사이트는 1년에 10회 개최되

며 사이트홀더는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과거 200여 개 가까이 되었

던 사이트 홀더는 점차 줄어 100개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편 러시아, 호

주, 캐나다 등지에서 대규모 광산이 개발되면서 드비어스의 시장점유율

은 2006년 45%까지 하락하였다.80)

오늘날 다이아몬드 시장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공급되고 있다. 다이아몬드 생산국들

은 자신들이 생산한 자원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 하고, 증가하

는 원석의 양을 드비어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현대의 다이

아몬드 업계는 다중 경로를 가진 시장이 되었다. 다이아몬드의 주요 연

마 센터는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인도 뭄바이, 이

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뉴욕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79) 김정구,「다이아몬드 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다이아몬드 딜러 교

육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6

80) 위의 논문,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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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

상업적인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에 집중되어 있다. 따

라서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강조

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다이

아몬드의 광채가 돋보일 수 있도록 백색의 금속에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이 백색주얼리white jewelry81)라고 하는 상업적인 다이아몬드 장신

구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1)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거의 대부분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으로 만들

어져 왔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준보석과 칠보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

늘날에는 이와 같은 경우는 보기 어렵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의

보석과 매치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백금platinum 혹은 백색금white gold과 다이

아몬드로 이루어져서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무색투명함과 광채를 강조한

다.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장신구는 17세기 파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브릴리언트 컷으로 인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촛불 아래에서 한층 더 살

아났고 광채를 향상시키기 위해 뒷면에 박을 대기도 하였다. 또한 다이

아몬드의 크기를 커보이게 하고 무색투명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란 색

의 금보다는 흰색의 은에 세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82)[그림 2-34] 1900

년경에 상류층의 사랑을 받았던 장신구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거의 백색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이 무렵 다이아몬드의 세팅은

거의 백금에 하게 되었다. 백금은 팔라듐, 구리 등과 합금하여 장신구 제

작에 사용되는데 표면 반사율이 높아 광택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좋다.

특히 연성이 뛰어나고 인성이 좋아 금이나 은으로는 불가능한 아주 세밀

81) 산업체에서는 장신구보다 주얼리jewelry라는 영어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 본 고에서는 주얼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신구로 통일하고 있으나 백색

주얼리라는 단어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82)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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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난발 보석 세팅이 가능하다. 백금을 광석에서 추출해내는 기술은 18

세기 후반에 개발되었으며 19세기와 20세기 초, 진주와 다이아몬드 위주

의 백색주얼리를 위한 최고의 귀금속으로 자리 잡았다.83)[그림 2-35]

[그림 2-34] 루이14세 초상화가 있는

다이아몬드 은 펜던트, c.1670

[그림 2-35] 해리 윈스턴의 백금

다이아몬드 제품, 1940-1950

백금(Pt)이 지속적으로 고가를 유지하면서 백금 장신구의 소비가 위축

되는 사이 18K 백색금(WG)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백

금족인 팔라듐palladium의 수요도 증가하였다.84) 백색금은 금-니켈-구리-

아연, 혹은 금-팔라듐-은의 합금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백금 대용으로 쓰

이게 되었다. 흐린 노란빛을 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듐rhodium도금을

한다. 팔라듐은 오랫동안 화이트골드와 백금의 합금용 귀금속으로만 사

용되어 왔는데 근래 들어 중국에서 고 순도의 팔라듐(Pd 950) 제품을 생

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팔라듐은 백금의 품위와 성질을 가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85)[그림

2-36]

83) 송오성, 이정임,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한 금속재료』, (주)주얼테크, 2009,

p.44-45

84) 송오성, 이정임의 앞의 책, p.49

85) 장원수,「금, 은 대체재 ‘팔라듐’ 보석 상한가」, 인터넷한국일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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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백색주얼리의 금속재료

(출처: http://www.stoneoakjewelers.com/education)

2)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형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디자인은 심플하고 세

련된 것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브랜드의 이미지가 크

게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

는 요소인 다이아몬드의 형태와 배치, 세팅 구조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형태와 커팅 스타일로 연마되고 있다. 다

이아몬드의 형태는 페이스 업face up에서 보았을 때 윤곽의 모양을 말하

며 커팅 스타일은 패싯의 배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브릴리언트 컷과

스텝 컷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있는 믹스드 컷mixed cut이 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이외의 다양한 형태들은 모두 팬시 컷이라고 부른다. 라

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크기가 큰 다이아몬드의 경우

에는 팬시 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팬시 컷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

며 원석의 중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된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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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이아몬드의 형태

라운드round 오벌oval

원형의 브릴리언트 컷.

가장 일반적이고

브릴리언스가 뛰어난 컷.

타원형 윤곽의

브릴리언트 컷. 라운드와

비슷한 브릴리언스의

우아한 형태.

프린세스princess 레디언트radiant

모서리가 있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브릴리언트 컷.

모서리 없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믹스드

컷. 칼라가 진하게 보임.

에메랄드emerald 페어pear

모서리가 없는

직사각형의 스텝 컷.

투명성이 높아서

클래리티를 돋보이게 함.

한쪽은 둥글고 반대편은

뾰족한 물방울 형태의

브릴리언트 컷.

에셔asscher 하트heart

모서리가 없는

정사각형의 스텝 컷.

아르데코 스타일에 많이

적용.

방패 모양의 테이블과

하트 모양의 윤곽을 가진

브릴리언트 컷.

마키즈marquise 쿠션cushion

양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브릴리언트 컷. 같은

중량의 라운드보다 크게

보임.

둥근 코너와 부드러운

정사각형 혹 은 직사각형

윤곽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백색주얼리에서 다이아몬드의 배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하나의 큰 다이아몬드가 중심이 되는 것과 작은 다이

아몬드만으로 이루어진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캐럿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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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가 중심이 되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는 다이아몬드의 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다.[표 2-2]

[표 2-2] 다이아몬드 배치에 따른 반지 스타일 분류

솔리테어 링
Solitaire ring

쓰리 스톤 링
Three stone ring

해일로 링
Halo ring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단순한

디자인. 숄더에 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디자인. 양쪽에는

다른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큰 다이아몬드를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는

디자인.

(출처: http://www.tiffany.kr, https://www.kings1912.com, http://www.wed.gamefunflash.com)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도 반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

인 요소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프롱 세팅은 다이아몬드의 빛의

효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현대에 개발된 텐션

세팅은 금속의 탄성을 활용한 것으로 다이아몬드가 허공에 떠있는 것처

럼 보이게 한다. 고전적인 방식인 베즐 세팅은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다

이아몬드가 작을 경우에는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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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이아몬드 반지의 세팅기법

프롱 세팅prong setting

4개 혹은 6개의 난발로 다이아몬드를 고정하는 방식. 빛의 효과를 최대로

살릴 수 있다.

텐션 세팅tension setting

별도의 난집 없이 금속의 탄성에서 비롯된 압력으로 보석을 고정시키는

방법. 보석이 아무런 지지대 없이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즐 세팅bezel setting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금속 테두리로 거들을 살짝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이다. 부분적으로 테두리가 열려있는 디자인도 있다.

(출처: http://www.tiffany.kr, http://en.niessing.com, http://gelinabaci.com, http://www.car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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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이아몬드의 상업적 가치와 의미

다이아몬드 장신구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반지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일상적으로 쉽게 구매하는 장신구

가 아니다. 가격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

다. 구매목적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미혼여성들은 주로

남자친구와의 커플링으로 구입하거나 결혼을 위한 예물로 준비하는 경우

가 많다. 30-40대의 경우는 기념일 선물로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거나 출

산 등의 특별한 경우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50대 이상

은 기념일 선물로 받거나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86)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는 목적이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적인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현대의 주얼리 산업의 핵심적인 아이템이다. 많은 고가의 주얼리

기업들이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브랜드의 대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마케팅에 끌어들이고 있다. 드비어스(DE

BEERS)는 1947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으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라’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고, 티파니(Tiffany)는 주얼리 상자를 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나 상자를 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를 통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였다.87) 이러한 기업들의 광고 전략은 다이아몬드의 높은

가격을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19세기 이후 단일 경로로 유통되어온 다이아몬드는 비교적 안정된 가

격을 유지해 왔다. 또한 다른 유색석들과 달리 명료하게 세분화된 감정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유용한 재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86) 허순범, 추원교,「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조형

디자인연구, Vol.10 No.1, 2007, p.12

87) 박은선, 「주얼리에 대한 사회적 정서와 주얼리 소비에 관한 연구」, 국민

대학교 박사논문, 20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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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묘사하고 분류하

는데 이는 4C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4C는 클래리티clarity, 칼라color, 컷트

cut, 캐럿carat을 뜻한다. 다이아몬드의 감정등급을 나타내는 용어는 국제

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지만 감정체제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5가지의 다이아몬드 감정

체제는 GIA-GTL과 IDC, CIBJO, HRD, Scan D.N이며 그 외에도 인도

의 소형 다이아몬드 감정체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GIA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는 1931년 발족한 미국의 감정 및 교육기관

이며 1949년 GTL Gem Trade Laboratory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88) 다음은 공식적인 다

이아몬드 감정체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GIA의 평가기준과 교

육내용에 근거하여 4C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클래리티clarity는 다이아몬드 결정 내부와 표면에 나타나는 불규칙성과

불순물 분포의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클레리티 특징은 위치에 따라

인클루젼inclusion과 블레미쉬blemish로 구분한다. 결정의 내부에 있거나 표

면으로부터 내부로 연장된 특징은 인클루젼이라 하고 다이아몬드의 표면

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불규칙성은 블레미쉬라고 한다. 클레리티 특징의

영향은 크기, 수, 위치, 성질, 선명도의 5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는 얼마나 쉽게 눈에 띄는지와 관련이 있다. 인클루젼은 상대적으로 쉽

게 제거될 수 있는 블레미쉬보다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GIA의

클래리티 등급 시스템은 11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숙련된 등급자가 적절

힌 조명 아래에서 정확하게 1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것을 기준으로 한

다.[표 2-4]

88) 김희승,「국내·외 다이아몬드 감정체제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동신대

학교 석사논문, 200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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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GIA 클레리티 등급 체계

클래리티 특징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지만 긍정적

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인클루젼은 고유한 형태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석들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른 것과 같이 모든 다이아몬드는 다른 클래리티 특징을 가지므로 각각

의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다.[그림 2-37]

[그림 2-37] 다양한 형태의 클레리티 특징

(출처: http://www.gia.edu/diamond-quality-factor)

다이아몬드의 칼라color 범위는 다양하지만 옐로우와 브라운을 띄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일반적인 색 범위에 들어가는 무색에서 라이

트 옐로우와 브라운까지의 다이아몬드는 알파벳 문자 D에서 Z까지의 스

케일로 등급을 표시한다.[표 2-5] 각각의 문자는 명도와 채도의 조합을 바

탕으로 한 색의 깊이depth of color에 의해 구분되며 색이 얼마나 잘 눈

에 띄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D 칼라는 무색의 다이아몬드이며 매

우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가장 높다. Z 칼라에 가까울수록 색이 분명

하게 보이며 가치가 떨어진다. 다이아몬드의 색은 이미 색이 등급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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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마스터 스톤과의 비교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마스터스톤은 그 칼

라 등급의 범위 내에서 색이 가장 옅다.

[표 2-5] GIA의 D-Z 칼라 등급 체계

일반적인 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천연 유색 다이아몬드는 팬시 칼라 다이

아몬드라고 한다. Z 칼라의 마스터 스톤보다 진한 옐로우와 브라운, 그

리고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색을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모두 일컫는다.

[그림 2-38]

[그림 2-38] 다양한 색의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

(출처: http://yourdiamondteacher.com)

D-Z범위의 다이아몬드는 색이 분명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는 반대로 색이 진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레드, 그린, 퍼플,

오렌지가 가장 희귀하고 그 다음이 핑크와 블루이다. 옐로우와 브라운은

가장 흔한 팬시 칼라이며 블랙과 그레이 역시 팬시 칼라로 간주된다. 대

부분의 팬시 칼라는 종종 다른 색과 섞여있거나 회색이나 브라운 색이

돈다. 크고 선명한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는 극히 드물며 가치가 매우 높

다. 팬시 다이아몬드는 특정한 색을 결정한 뒤 다음의 용어로 수식하여

표현한다.[표 2-6] 처음의 세 등급인 Faint, Very Light, Light는 옐로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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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색에만 적용된다. Z 등급의 마스터스톤보다 강한 옐로우 색의 다

이아몬드는 팬시 라이트 옐로우Fancy Light Yellow라고 부른다.

[표 2-6] 팬시 칼라 등급 체계

브릴리언트 컷은 58개의 작은 패싯Face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이아몬

드의 내부로 들어온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굴절89)을 통해 전면

으로 되돌아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형태이다.[그림 2-39] 투명한 보석 중

에서 최대의 굴절율과 최소의 임계각90)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적

절한 프로포션의 커팅과 연마를 통해 최상의 광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 2-39] 브릴리언트 컷 패싯의 형태와 명칭

다이아몬드의 컷cut에 대한 평가는 프로포션과 대칭, 폴리쉬에 대해 종

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포션을 평가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각 부분의

크기와 각도, 비례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89) 빛이 광학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할 때 광선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

상. -조기선, 이두희,『다이아몬드 감정론』, 고려원미디어, 1994, p.52

90) 빛이 매질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후의 입사각. -조기선, 이두희의 책,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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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빛의 움직임에 관여하여 다이아몬드의 매력을 결정한다. 다이아

몬드의 프로포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 간의 조화를 살펴

야 한다.[그림 2-40]

[그림 2-40] 프로포션의 평가 요소

폴리쉬는 연마된 다이아몬드 패싯 표면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한다. 경

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는 좋은 폴리쉬를 통해 최대의 빛의 효과가 가능하

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폴리쉬는 10배 확대 하에서 평가되며 5

단계로 분류된다. 대칭은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프로포션의 정확성과

패싯 배열의 균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약간의 대칭 변형

을 가지고 있다. 대칭 변형도 폴리쉬와 마찬가지로 10배 확대 하에서 평

가되며 5단계로 분류된다.

캐럿carat은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표시하는 단위이다. 캐럿은 약자 ‘ct’

로 표시되며 1캐럿은 200mg이다.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소수점 셋째 자

리까지 측정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1캐럿 미

만의 다이아몬드는 포인트로 나타내기도 한다. 1캐럿은 100포인트로 나

누어지며 포인트는 약자 ‘pt’로 표시된다. 큰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

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커질수록 캐럿 당 가격은 급격히 올라간

다. 또한 1.00 캐럿이 조금 넘는 다이아몬드는 조금 넘지 못하는 것과 중

량 차이가 미세하여 거의 식별할 수 없더라도 캐럿 당 가격이 훨씬 더



- 46 -

높다. 표준적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중량 사이에 일관성이 있

다. 따라서 페이스 업에서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측정하여 중량을 추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멜리 다이아몬드melee diamond는 0.25캐럿 이하의 소형 다이아몬드를 말

한다.91) 그러나 정확한 사이즈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는 0.1캐럿 이하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지칭한다.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하

는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멜리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57-58개의 면을 가진 브릴리언트 컷으로 연마되기 보다는 16-18개의 면

을 가진 보다 단순한 형태의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92)[그림

2-41]

[그림 2-41] 멜리 다이아몬드의 크기

최근에는 합성다이아몬드의 상용이 현실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산업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제메시스Gemesis사에서 공

급하는 CVD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1캐럿 미만이었으나 러시아의 뉴다이

아몬드테크놀로지사에서는 HPHT공법으로 10캐럿 대의 나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2-42] 가격의 측면에서도 제메시스사가 천연 다이아

몬드 가격의 85% 선에서 공급했던 것과 달리 뉴다이아몬드테크놀로지

New Diamond Technology사에서는 35% 공급수준을 제시하고 있다.93) 합성

91) 두산백과사전

92) http://www.jewelrynotes.com/single-cut-vs-full-cut-dia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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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제작 기술의 발달로 품질은 계속 향상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주얼리 업계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보석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에 들어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94) 또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물성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림 2-42] 10.02캐럿 E칼라 VS1등급 에메랄드 컷

합성 다이아몬드 [그림 2-43]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는

11세 소년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한편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이아

몬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혹

은 분쟁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불법 거래 다이아몬드의 문제는 위험

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뿐 아니라 그 수익금이 수많은 사

람들을 학살하는 무기구입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몇 십년동안 다이

아몬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 앙골라, 콩고 민주 공화국, 라이베리

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일어난 잔혹한 내전의 자금줄이었다.95) 이에 세

93)「합성 다이아몬드 상업적 거래 앞당겨져」, 귀금속경제신문, 2015.07.28.

94)「뭄바이 거래소, 명시 안 된 합성 다이아 판매한 회원 일시 제명」, 귀금속

경제신문, 2015.08.18

95) mogen Calderwood,「'Blood diamonds' dug from African mines by



- 48 -

계 각국은 2003년 킴벌리 프로세스를 발효하여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

제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국제 앰네스티

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여전

히 밀반출되어 두바이와 앤트워프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

화국은 2012년 이후 무력분쟁에 휘말려왔으며 2013년 킴벌리 프로세스

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수출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96) 불법 유통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낭만적인 의미로 포

장된 다이아몬드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2-43]

children as young as 11, gold taken from 25m underwater by kids aged 9:

The slave labour scandal behind the jewellery hanging around your neck」,

http://www.dailymail.co.uk, 1 October 2015

96)「Chains of Abuse: The global diamond supply chain and the case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mnesty International, 201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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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대예술장신구의 다이아몬드

20세기 이후 시작된 현대예술장신구에 있어서 귀금속과 보석이라는 전

통적인 재료는 미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

었다. 재료의 가치를 뛰어 넘는 조각적인 가치와 표현의 가치가 중시되

었고 저가의 금속, 나무, 플라스틱, 종이 등과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다

양한 사물들이 장신구에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은 각

각의 고유한 성질과 미적인 가치가 부각되었고 개념적 사유에 의해 의미

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물질의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하

고 표현 의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 이를 통해 개념과 물질 사이에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예술장신구의 중요한 화두였다.

물질에 대한 탐색과 새로운 각도에서의 재해석은 현대예술장신구의 두

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새로 도입된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

적인 가치를 계승하는 기존의 물질에 대한 재조명으로도 나타나는데 특

히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극적인 반

전을 보여준다. 최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 물질로서의 위상이 추락

하였고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가치관과 관습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석을 묘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대장신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예술로서의 장신구를

추구했던 초창기의 현대장신구 작가들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장신

구와 단절을 꾀하였고, 1960-80년대의 현대장신구 작가들도 과거의 스타

일을 그대로 계승한 상업적인 보석 장신구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였지만,

21세기의 작가들은 이러한 편견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들은 장신구

의 역사 속에서 다른 시대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장신

구 제작자들이 어떻게 일했고 평가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장신구의 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

에서 바라보고자 하였고 전통적인 장신구를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로 재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표현을 추구하였다.1) 뉴질랜드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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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스키너Damian Skinner는 이와 같이 기존의 장신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의 유형을 ‘자기 성찰

적self-reflexive’2)인 작품으로 규정하였으며 현대 장신구의 특징적인 모습

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현대예술장신구 작가들에 의해 재해석과 묘사의 대상이 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현대 상업 장신구 분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조품imitation, fake과는 형태와 개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모

조품은 최소의 비용으로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다

르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되며 새로운 의미가 표출된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예술장신구의 표현재료이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경제적 가치기준에 대한 재고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물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를 소재로 하는 장신구는 대부분 귀금속으로 만들어지며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여 상품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현대예술장

신구 작가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논리로 다이아몬드를 대하지 않는다.

고유한 표현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다이아몬드는 여타의 재료들과

동등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귀금속만이 아닌 그 어떤 재료

와도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저렴한 재료와의 대비를 통해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더욱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하이스 바케르Gijs Bakker, Netherlands, 1942-는 기존 장신구의 물질적 가

치 추구와 과시적 성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80년대에 제작한 <스포츠피겨Sports Figure>시리즈와 <부케브로치

1) Liesbeth den Besten,『On Jewellery』, Arnoldsche Art Publishers, 2011, p.149
2) Damian Skinner,『Contemporary Jewelry in Perspective』, Lark Jewelry &

Beading, 2013,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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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quet Brooch>시리즈 등에서 PVC로 코팅된 싸구려 신문사진과 엽서사

진에 고가의 보석을 결합하여 재료적 가치의 대비에 의한 극한 긴장감을

보여주었다.3) 특히 91년에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워터맨

Waterman>에서는 그의 의도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다

이아몬드는 떨어지는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반짝거리는 것처럼 표

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3-1] 그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상

징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느껴지지 않으며 단지 시각적인 측면에

서 인지되는 재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작품의 주제가 되

는 이미지를 저렴한 재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

치보다 작가가 만들어낸 표현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3-1] Gijs Bakker, <Waterman>,

Copy of a postcard, diamonds,

white gold 585, PVC , 1991

[그림 3-2] Gijs Bakker, <Tongue>,

photo, diamonds, white gold 585,

PVC , 1985

또 다른 작품인 <혀Tongue>에서는 더욱 신랄한 표현을 보여준다. 어떤

문명에서는 혀를 내미는 행동이 권력을 상징한다. 반면 서구 문명에서는

혀를 내미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조롱하는 행동이다. 이 작품에서 혀끝에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의미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함으로써 값비

3) Ida van Zijl,『Gijs Bakker and Jewelry』, Arnoldsche, 2005, p.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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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장신구가 나타내는 허세를 꼬집고 있다.4)[그림 3-2] 바케르는 ‘보석과

같은 재료가 가진 아름다움은 내가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종종 장애

가 되곤 한다. 재료는 부차적인 것이며 나는 특별히 선호하는 재료가 없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료들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하는 문제이다.’5)

라고 하였다. 그가 모든 재료가 가진 미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고 단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 선택하고 있

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진다.

팔코 막스Falko Marx, Germany, 1941-2012의 작품에서도 고가의 다이아몬

드는 파운드 오브제 혹은 저렴한 재료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는 높은

기교의 테크닉과 친숙한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독창적인 서술적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이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의 범주는 도자기 판에서 정어리

통조림 뚜껑과 같은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평론가들은 그

의 작업방식을 싸구려 키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

품 속의 형상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그림 3-3]은 정어리 통조림의 뚜껑을 바탕으

로 하여 금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드문드문 배치한 작품인

데 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높은 가치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작품

은 강렬한 컨셉과 이미지로 인해 기술적인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보석을 매끄럽게 세팅한 정통 금세공사의 뛰어난 테크

닉을 알아볼 수 있다.7) [그림 3-4]의 작품은 금, 철을 비롯한 다양한 합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로즈 컷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의 갈색 다

이아몬드,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색감을 지닌

다이아몬드들과 유사한 형태의 파이라이트 결정, 자철석, 산화된 은 등으

로 장식되어 있다.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보통의 것을, 로즈 컷 다

4) Helen W. Drutt English and Peter Dormer,『Jewelry of our time : art,

ornament, and obsession』, New York : Rizzoli, 1995, p.106

5) Jan Boelen,『Emmy + Gijs + Aldo』, 010 Publishers; Bilingual edition,

2013, p.58

6) Cindi Strauss,『Ornament as Art: Avant-Garde Jewelry from the Helen

Williams Drutt Collection』, Arnoldsche Art Publishers, Stuttgart, 2007, p.210

7) Cindi Strauss의 책,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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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몬드는 과거의 것을, 각면 커팅된 다이아몬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8) 그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는 가치의 대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다이아몬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림 3-3] Falko Marx, <Sardine Brooch>,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파운드오브제, 금, 1988

[그림 3-4] Falko Marx, <Brooch>,

철, 파이라이트, 다이아몬드, 금, 은 합금,

플라티늄-이리듐 합금, 1985

팻 플린Pat Flynn, USA은 자신의 작품 속의 다이아몬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이아몬드는 검은색의 철과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철은

모든 빛을 흡수하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다이

아몬드는 작품 속에서 빛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을 신중하게 절제

하며 사용하고 있다.”9)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무색투명함을 강조하기

위해 은, 백금, 화이트 골드와 같은 백색 금속에 세팅된다. 또한 바탕금

속의 광택을 최대한 살려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다이아몬드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플린은 이와 정반대의 시각효과를 만

들어내고 있다.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무광의 검은색 철에 세팅하여

시각적 대비를 표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다이아몬드는 실제보다 더 작

게 보인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

를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절제와 질서를 표현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5][그림 3-6]

8)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70

9) Marthe Le Van, Alan Revere,『Masters: Gemstones』, Lark Books, 2008,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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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at Flynn, <Heart Brooch>,

철, 18k, 22k 금, 백금, 다이아몬드

[그림 3-6] Pat Flynn, <Forged Cuff, Diamond

Sprinkle>, 철, 백금, 다이아몬드, 2006

다이아몬드는 최상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주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는 실제의 화폐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상의 가치라는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물에 작

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함으로써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작가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물이 일반적인 인식과 큰 격차가 있을 때 더 효과적

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주제로 하고 있는 줄리아 드빌Julia

deVille, New Zealand의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작은 새나 쥐 등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박제, 뼈 발톱 등 죽음을 상징하는 사물과 다이아몬드,

금 등의 전통적인 장신구 소재들이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나 귀금속과 같

은 물질보다 동물들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박제를 전통적인 장신구 재료로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0)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장

신구를 만들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애도 장신구와 같이 화려한 장식을 통

해 죽음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11) 그녀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

는 추모와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의 감

정을 자아내고 있다.[그림 3-7]

10) http://au.blouinartinfo.com/news/story/1009788/interview-julia-deville-and

-the-art-of-death

11) http://juliadevi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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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조수현, <Traces>, 드릴받침나무,

다이아몬드, 은, 금박, 금도금, 2015

[그림 3-7] Julia deVille, <Gunclub>, 쥐, 다이아몬드, 제트, 9ct 금, 2004

조수현Cho Soo Hyun, Korea, 1978-의 작품 <흔적traces>에서 주재료로 사

용되고 있는 나무는 드릴링 작업을 할 때 작업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

던 나무이다. 나무에는 많은 구멍들이 뚫려있는데 이는 수없이 반복되었

던 드릴링 작업에 의해 남겨진 흔적이다. 금속공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

에서 도구에 새겨지는 일의 흔적 속에 내포된 노동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가는 나무에

새겨진 작업의 흔적을 다이아

몬드와 금으로 치환함으로써

드릴링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그림 3-8] 이처

럼 다이아몬드는 어떤 재료와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

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화

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이아몬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작가들의 무관심은 다이아몬드를 취

급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베른하르트 쇼빙어Bernhard Schobinger,

Switzerland, 1946-는 다양한 사물을 수집하고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를 결

합하면서 사물이 가진 형태와 물성, 상징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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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인 가치는 고

려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다루는 제작 방식은 전혀 생소하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석 그대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내재하는 고유

한 물성과 역사성은 그의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모티브가 된

다.

[그림 3-9]의 작품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다결정체의 거친 다이아몬드

가 빛나는 각면 커팅의 다이아몬드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프롱세

팅 대신에 안과 수술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야그 레이저neodymium yag

laser로 다이아몬드에 구멍을 뚫어서 금반지 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

였다.12) 이와 같이 보석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끼워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고대의 원통형 부적이나 이집트의 스카라베 반지를 연상

하게 한다.13) [그림 3-10]에서는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구리선으

로 단단히 감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형적인 다이아

몬드 원석의 광채와 색광을 보여준다. 이 다이아몬드는 짐바브웨의 2차

광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분화구에서 바로 채취된 것과 달리 화산의 침식

에 의해 강으로 흘러내려오기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

드의 숨은 역사는 쇼빙어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된다. 한편 구리선은

뱀을 형상화한 것으로 다이아몬드와 손가락을 몇 번 감싼 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불교의 교리인 존재의 순환을

상징한다.14) [그림 3-11]의 반지는 다이아몬드를 밀납에 넣어서 함께 주

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고온의 몰드 안에서 밀납은 증발하고 그

자리를 액체 상태의 금이 대신하면서 다이아몬드가 금에 단단히 고정되

게 하였다. 이 작품을 주조할 때 다이아몬드 결정 하나가 헐거워져서 몰

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액체 금에 휩쓸려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완

성작에서 이 열한 번째 다이아몬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2)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97

13) Bernhard Schobinger,『Bernhard Schobinger: jewels now!』,Stuttgart:

Arnoldsche, 2003, p.107

14) 위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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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ernhard Schobinger,

<Ligh-Drilled Diamond in an Archaic

setting>, 금, 다이아몬드 원석, 1991

[그림 3-10] Bernhard Schobinger,

<Serpemt Ring>,

구리, 다이아몬드 원석, 1995

[그림 3-11] Bernhard Schobinger,

<Ring>, 22k 금, 다이아몬드 원석, 1998

다이아몬드의 취급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가로는 칼 프리츠Karl Fritsch, New Zealand, 1963-가 있다. 그는 장신구 제

작자로서의 기능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이지만 전통적인 장신구의 획일

적인 미감과 가치기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만드는 반지들

은 전형적인 형태와 자연스러운 형태, 매끄러운 느낌과 거친 느낌의 예

상치 못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15) 또한 그의 반지에 사용되는 보석들

은 금속 구조물에 끼워지거나 박혀져있고 불규칙한 무더기를 이루며 구

15) Lin Cheung, Beccy Clarke, Indigo Clarke,『New Directions in Jewellery

Ⅱ』, Black Dog Publishing, 200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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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위에 쌓여 있다. 그의 작업은 정확한 계획이 없이 시작되며 작업

과정 안에서 직관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의 반지들은

장신구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출발한다. 재료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귀금

속과 보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차이는 단지 제작방법에 있다. 그는 변

형이 쉽고 즉흥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프트왁스를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

고 이를 캐스팅함으로써 손가락의 움직임을 단단한 물질의 형태로 기록

한다.16) 그 결과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마치 점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제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그림

3-12] 그에게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귀보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신구의

단골 재료로 사용되어온 친근한 재료일 뿐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돋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4C에 의한 다이아몬드

의 가치평가는 그의 작품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다이아

몬드의 어두운 색감과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되는 무수한 내포물들은 거

칠게 마무리 된 금속구조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으며 새하얀 은

구조물 안에서 어두운 색감과 내포물은 오히려 더 두드러져 보이기까지

한다.[그림 3-13] 과시적인 성격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다이아

몬드는 다양한 보석들과 뒤섞여서 알루미늄 반지에 세팅되기도 하고 심

지어 구멍이 뚫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그림 3-14][그림 3-15]

[그림 3-12] Karl Fritsch, <Ring>,

은, 다이아몬드, 2007

[그림 3-13] Karl Fritsch,

<Ring>, 은, 다이아몬드, 2011

16) Roberta Bernabei,『Contemporary Jewellers』, Berg, 2011,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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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Karl Fritsch, <Ring>,

알루미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탄자나이트, 가넷, 2012

[그림 3-15] Karl Fritsch, <Ring>,

은, 블랙 다이아몬드

다니엘 크루거Daniel Kruger, South Africa, 1951-에게 장신구는 서술적인

매체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 아니다. 그에게 장신구는 형태,

재료, 질감, 칼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감각과 관련된 사

물이다. 그는 장신구의 시각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만 역사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형태요소를 배치하거나 특정 기술

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암시할 때 역사적인 맥락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17) 또한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자연재료 및 인공재료가 활용되

고 있는데 고가의 재료와 저렴한 재료가 함께 쓰이며 명확한 위계를 가

지고 있지 않다. 저렴한 재료가 고급스럽게 다루어지고 값비싼 재료가

저렴한 재료인 것처럼 다루어진다.18) 그의 작품에서는 다이아몬드와 유

사한 시각성을 가진 작은 수정, 거울 조각 등의 재료들이 역사적 맥락에

의해 다이아몬드로 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Daniel Kruger,『Daniel Kruger: between nature and artifice : jewellery

1974-2014』, Stuttgart : Arnoldsche, 2014, p.196

18) 위의 책,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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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Daniel Kruger, <Ring>,

18k 금, 침수정, 1996

[그림 3-16] Daniel Kruger,

<Brooch>, 은, 수정, 1993

[그림 3-17] Daniel Kruger,

<Brooch>,은, 거울조각, 1993

[그림 3-16]과 [그림 3-17]의 작품은 18세기 궁중에서 유행하던 화려

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

나 크루거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작은 수정 결정이나 거울조각이

대신하고 있으며 금속재료는 은이 사용되었지만 주름 잡힌 얇은 판으로

만들어지거나 투박한 덩어리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림 3-18]는 다이아

몬드 솔리테어 링과 유사한 형태지만 웅장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금반

지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커다란 침수정이다. 이것은 크고 과시적인 다

이아몬드를 패러디한 것이며19) 자연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침수정과 역사성이 느껴지는 세팅 형태의 조합으로 새로운 미감을 표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예술장신구 안에서 다이아몬드는 저렴한 재료들과 함께

쓰이거나 즉흥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등, 고가의 재료에 합당한 대우

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 훼손되기도 한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

되는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장신구

의 형태와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다른 사물로 대체됨으로써 관습과

19)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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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Friedrich Becker, <Diamondseller>,

스테인레스 스틸, 합성 스피넬, 1962

경제적 논리에 따라 제작되고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와는 다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2.다이아몬드 형태의 조형적 활용

오늘날 브릴리언트 컷으로 대표되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광학적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 백 년 동안 연구되고 발전되어 온 고유한 형태이

다. 따라서 그 형태만으로도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

기 때문에 현대예술장신구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묘사되거나 단순화

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상업 장신구에서 흔히 쓰이는 모조석 혹은 대용

석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 작품

속에서는 새롭게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관상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를 남긴다.

프리드리히 베커Friedrich Becker, German, 1922-97는 뛰어난 세공기술과 공

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네틱 장신구kinetic jewellery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62년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판매인Diamondseller>은 착

용자의 의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장신구Variable

Jewellery시리즈의 시작점이 된 작품이다.[그림 3-19] 이것은 본래 다이아몬

드의 캐럿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그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측정기

구인데 베커는 이를 레디메이

드로 활용하였다. 이 기구의

형태는 10개의 포인터가 하나

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

어 있으며 각 포인터의 끝에는

0.1에서 2캐럿의 다이아몬드와

크기가 같은 합성 스피넬이 순

차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다. 합

성 스피넬은 가격이 저렴한 다

이아몬드 모조석이다. 외관상

으로 다이아몬드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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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이것이 측정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이아몬드로 착각할 가능

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 측정기구에서 베커가 발견한 미적 가치는 보

석 자체가 아니라 보석의 배치 및 장신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다. 다이아몬드의 중량과 크기가 적혀있는 스테인레스 포인터는 부채

처럼 펼칠 수도 있고 손잡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도 있다.20) 따라

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고 있는 순차적 크기의 합성스피넬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되거나 곡선을 그리며 펼쳐지고 불규칙적으

로 흩어지기도 한다

필립 자예르Philip Sajet, Netherlands, 1953-의 작품 중에서 다이아몬드 반

지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이아몬드

의 물성에 대해 ‘빛을 깨뜨리는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the idea of an object

breaking light’, ‘빽빽하게 밀집된 물질dense closed substance’, ‘완전히 투명한

completely transparent’ 라고 묘사하였으며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21)

2000년 전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 시리즈에서는 일반

적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고유한 사물로서의 다이아몬드

가 등장한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투명한 외관을 가진 수정이나

유리 등의 재료를 가지고 블루 호프, 상시, 컬리넌 등 크기와 전설로 유

명한 다이아몬드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수정이나 유리는 다이

아몬드의 대용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진품과 거의 유

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 다이아몬드들은 영국 왕관의 일부이거나 미

국의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반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22) [그림 3-20]의 반지는 마릴린 몬로가 착용

해서 유명해진 24.04캐럿의 다이아몬드 <Moon of Baroda>[그림 3-21]를

똑같이 복제한 황수정이 해변에서 주운 자갈들과 함께 세팅되었다.23) 이

20) Autoren, Beate Christiane Arnold, Rüdiger Joppien, Anna Beatriz

Chadour-Sampson,『Friedrich Becker : Schmuck, Kinetik, Objekte 』,

Arnoldsche, 1997, p.59-60

21) Andrea Dinoto,「Philip Sajet: Surreal Beauty」, 『Metalsmith』, vol 34 no.1, p.27

22) Philip Sajet,『juwelen sajet sajet jewellery』, Galerie Marzee, 2011, p. 7

23) https://kunsthandelinezstodel.wordpress.com/tag/moon-of-bar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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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조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스타일이나 함께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진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이 복제 다이아

몬드들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환상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3-20] Philip Sajet, <Moon of

Baroda ring>, 황수정, 자갈, 금, 2004

[그림 3-21] Moon of Baroda 진품

착용자는 이 보석이 복제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리지널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즐길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장신구의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전설을 상기시키고 회자시킴으로

서 장신구가 지니는 문화적 콘텐츠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신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비하면 물질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 말하는 듯하다.

보석세팅과 칠보 등 전통적인 장신구 세공기술을 뛰어나게 구사할 수

있는 필립 자예르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표현 형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묘

사하였다. 다이아몬드는 가시 돋은 금속 선구조물이나 거무튀튀한 니엘

로 질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수정이나 유리가 사용되기도 한다.[그림

3-22][그림 3-23] 또한 장신구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는 과거의 연마형태인 팔면체나 테이블 컷, 때로는 거친 원석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표현한다.[그림 3-24][그림 3-25]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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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팅의 형태는 그 형태에 담긴 역사의 가치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생소한 것을 만드는 전통적인 세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24)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재료의 선택과 구조에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성에 따라 상반된 스타

일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그림 3-22] Philip Sajet, <Black Square

Ring>, 금, 니엘로착색은, 2010

[그림 3-23] Philip Sajet, <Cactus

double>, 금, 녹슨 철, 2003

[그림 3-24] Philip Sajet,

<Parasite>, 수정, 금, 1992

[그림 3-25] Philip Sajet, <Ring>,

금, 은, 칠보, 수정, 2011

이 외에도 개념적인 진지함에서 벗어나 단순히 친숙하면서도 유쾌한

상상력과 색다른 조형미를 보여주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도

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재료와 기법, 구조에 있어서

24) http://current-obsession.com/Philip-Sa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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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며 의외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의 장신구 작가인

마가렛 림Margaret Lim은 보석의 패싯 커팅의 형태를 은을 재료로 한 선

구조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보석 그 자체보다 보석의 아름다움을 최대

로 이끌어내는 패싯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25) 평면

적으로 표현된 크라운과 퍼빌리언의 형태가 중첩되면서 입체적인 구조미

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6] 반면 사라 홀든Sarah Holden은 기계자수로 면

실을 짜서 부드럽고 폭신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차갑고 날카로

운 다이아몬드와 상반된 질감으로 의외성과 흥미를 유발한다.[그림 3-27]

[그림 3-26] Margaret Lim, <facets>,

은, 2012

[그림 3-27] Sarah Holden, <Thread Diamond

Solitaire>, 기계자수, 면실

킴 벅Kim Buck의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와 테드 노튼Ted Noten

의 <직접 만드는 장신구 세트Do It Yourself Jewellery Kit (ATC007-JK)>는 착용

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있다. 킴 벅의 반지는 레이져 커팅

으로 오려낸 금속 판재인데 홈이 파여져 있어서 접으면 다이아몬드의 형

태가 된다.[그림 3-28] 테드 노튼의 작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요소

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를 떼어서 반지를 만들 수 있다. 키트에는 배지

장식이 달려있어서 브로치와 같이 착용할 수 있다.[그림 3-29]

25) http://www.margaretl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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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Kim Buck, <Diamond

Ring>, 금속 판재, 2005

[그림 3-29] Ted Noten, <Do It Yourself

Jewellery Kit (ATC007-JK)>

브릴리언트 컷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기하학적이고 정확한 구조물로 표

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3D CAD 및 3D프린팅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상적인 사물을 확

대하고 부풀려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레이첼 티민스Rachel Timmins는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체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장신구를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다. 재료의 물질적 가치를 최소화

하면서 쉽고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그림

3-30]

[그림 3-30] Rachel Timmins, 3D

프린팅 나일론, 페인트

[그림 3-31] Cinnamon Lee <titanium rings>

금속공예가 시나몬 리Cinnamon Lee는 3D 프린팅 전문가인 스테판 베이

른Stephen Beirne 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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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냈다. 그들은 세부묘사가 가능한 고해상도 3D 레이져 프린터로 티

타늄 파우더를 분사하여 시나몬 리의 CAD 반지 디자인을 실현하였다.26)

[그림 3-31]

반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 안에서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형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만

들어진 작가인 킴 벅Kim Buck, Denmark, 1957-의 다이아몬드 반지들은 전

통적인 장신구 재료인 백금, 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지만 상업 장신구

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귀금속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세팅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대

해 새로운 해결방법이다.27)

[그림 3-32] Kim Buck, <Ring>,

플라티늄, 18k 금, 다이아몬드, 1987

[그림 3-33] Kim Buck, <Ring>,

플라티늄, 18k 금, 다이아몬드, 1988

다이아몬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의 커팅 형태는 페이스 업face up을 통해 최대의 빛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상업 장신구에서 다이아몬드 세팅은 빛의

26) http://www.inside3dp.com/metalsmith-biomedical-researcher-using-metal

-3d-printers-make-titanium-jewelry/

27) Jorunn Veiteberg,『Kim Buck: It's the Thought That Counts』,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200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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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이아몬드의 시각적 매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

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퍼빌리온이 위쪽을 향해 있는

킴 벅의 반지에서는 광채에 의한 미적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다.[그림

3-32] [그림 3-33]에서도 다이아몬드의 미적 효과를 최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장식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

의 반지는 오로지 세팅이라는 기능을 위한 구조적인 형태만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정교한 세공기술이 미적 가치를 만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이아몬드의 광채 효과 및

경제적 가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최소한의

조형요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능구조의 미학을 추구하였으며 다이아몬

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5년부터 작품제작과 프로젝트, 설치미술과 전시기획에 관여하는

공동체인 아틀리에 테드 노튼(ATN)의 대표인 테드 노튼Ted Noten,

Netherlands, 1956-은 현대의 삶과 장신구의 역사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28) 그의 모든 작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관습이나 낮선 문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 그는 상징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평범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 안에서 고정된 의미를 찾고 이것

을 현실에서 재창조함으로써 그 실체를 폭로한다. 그의 최근 작품들은

폭력과 도덕, 탐욕,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탐색하는 대형 프

로젝트의 일부로서 제작되고 있으며 현대의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장인적

생산방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2009년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상업 장신구 업체인 라이펜스

Lyppens와 공동으로 <테드와 주스트 라이펜스가 만나다.Ted meets Joost

Lyppen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콜렉션에서는 테드 노튼의 작품

에 많이 활용되었던 투명 아크릴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전통적인 장

신구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장신구의 제작

28) http://www.tednot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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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 반복과 답습에 의해 정형화되어 있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9)[그림 3-34][그림 3-35]

[그림 3-34] <Ted meets Joost

Lyppens > 프로젝트, 2009

[그림 3-35] <Ted meets Joost Lyppens>

프로젝트,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은 재료와 기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상력

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높은 사물을 친근하게 만들고 훨씬 저렴한 가격

에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형태적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모방하면서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는 의외성과 다양성을 추

구하여 착용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새로운 세팅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3.욕망과 허영에 대한 비판과 풍자

현대예술장신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고가

의 다이아몬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관과 소비문화에 대한 비

판적인 시각이나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며 형태적으로

29) http://www.talkingjewe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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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좀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킴 벅의 작품은 장신구의 관습적인 역할과 관련이 깊

다. 그는 특히 사랑을 전하는 언어로서의 장신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으며 현실의 사회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그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이터니티 링, 하트와

같은 클리쉐를 작품에 도입하였다.30)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Diamonds are

forever>라는 작품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익숙한 상업 광고의 문구

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배열하여 무한대를 상징하

는 기호를 표현하였고 그 기호의 형태는 좌우 대칭인 반지의 형태로 연

결된다.[그림 3-36] 드비어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Diamonds

are forever’라는 광고 문구는 높은 가격의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의 판촉

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금 가치가 거의 없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킴 벅은 문구 그대로의 상징적인 가치를 표현

하기 위해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를 동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다이아

몬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속물적인 태도와 상업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그림 3-36] <성의가 중요하다It's the

thought that counts>는 반지 형태의 홈이 파여져 있는 상자 안에 세팅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들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이아

몬드의 금전적 가치와 캐럿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또한 그는 반지를 통해 감성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주

고받는 사람들에게 반지의 제작과 관련된 아티스트의 역할은 전혀 중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고 상

자에 담아서 전달하는 이유이다.31)[그림 3-37]

30) Kim Buck, Jorunn Veiteberg,『Kim Buck: It's the Thought That Count

s』,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2007, p.81

31) 위의 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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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Kim Buck,<Diamonds are

forever>, 18k 금, 다이아몬드, 2001
[그림 3-37] Kim Buck,<It's the thought that

counts>, 다이아몬드, 시바툴 상자, 2001

기계와 움직이는 장치를 활용하여 유머러스한 장신구를 만드는 시겨드

브론져Sigurd Bronger의 작품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아이

디어를 볼 수 있다. [그림 3-38]의 작품에서는 광학렌즈장치 아래 작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어서 렌즈를 통해 확대되어 보인다. 이는 다이

아몬드의 크기를 중시하는 속물적인 생각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인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뛰어넘고 있다. [그림

3-39]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는 액체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

다. 용기 안에는 1캐럿 분량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며 이것을 분사하

면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표면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장신구의 물질적 가

치와 장식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장신구는 착용할 수 있는 기

계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한다. 그

는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장인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무

리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정교하고 완벽한 기술을 통해 실현되면 뛰

어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32)

32) Reinhold Zielgler, <Jewellery as Absurd Theatre>, http://www.norwegiancraft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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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Sigurd Bronger,

<Diamond Ring>, 18k 금, 은, 스틸,

렌즈, 다이아몬드

[그림 3-39] Sigurd Bronger, <Diamond

Necklace>, 다이아몬드액(1ct), 플라스틱 용기,

고무끈, 2007

레이첼 티민스Rachal Timmins는 주변의 익숙한 사물을 통한 유머와 아

이러니로 자신의 개념을 표출하는 장신구작가이다.33) 그녀의 작품에 등

장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과시적 심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

고 있다.[그림 3-40] 다니엘 제임스Danielle James의 <캐럿 링Carat Ring>도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검은 인조 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짙은 분홍의 금속구조물에 세팅되어 있으며 캐럿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

망의 허구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3-41] 한편 파운드 오브제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전하고 있는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크

리스탈 로마노Kristal-Romano는 현대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디트 카

드를 재료로 하여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고 있다.34)[그림 3-42][[그림 3-43] 그녀

의 다이아몬드는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물로 인식된다.

33) http://crafthaus.ning.com/profile/racheltimmins

34) http://www.kristalrom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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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Rachel Timmins,

<diamond ring>

[그림 3-41] Danielle James, <Carat Ring>,

인조 가죽, 철, 파우더 코팅

[그림 3-42] Kristal-Romano, <Credit card

ring>, 은, 크레디트 카드

[그림 3-43] Kristal-Romano, <Credit

card ring>, 은, 크레디트 카드

산드라 셔먼Sondra Sherman의 약혼반지 시리즈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사

용되지 않는다. 원형 수준기, 나침반 바늘, 작은 모래시계, 황금 화살 등

이 다이아몬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각각의 사물들은 균형과 방향,

시간, 사랑과 같은 이상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가는

이러한 이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35)[그림 3-44][그림 3-45]

35) http://sondra-sher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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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Sondra Sherman, <Rings

of Engagement: direction>,1995

[그림 3-45] Sondra Sherman, <Rings

of Engagement: balance>,1995

프란시스 앤드류스Frances Andrews는 다이아몬드와 외관상 전혀 유사성

이 없는 재료인 흑연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반지를 표현하였다. 흑연은

검고 불투명하며 강도에 있어서도 가장 무르고 약하여 다이아몬드와 상

반된 물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기와 달리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매우 유사한 물질이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라는 하나의 원

소로 만들어졌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원자의 결합구조에 있으며

이는 18세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앤드류스는 흑연을 손으로

깎아서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반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 환경이나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닮아서 없어질 수 있다. 사라지는 과

정이나 남은 흔적은 사진이나 책, 짧은 필름으로 남게 된다.36)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물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물질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이에 집착하는 것은 무

의미한 일이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그림 3-46]

36) http://www.psfk.com/2012/07/creative-of-the-week-frances-andre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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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Frances Andrews, <Rough Diamonds, Wear/Worn>, 흑연, 2012

이 외에도 다이아몬드는 장신구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

장하는 모티브이다. [그림 3-47]과 [그림 3-48]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

럼 때로는 과장된 크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림 3-49], [그림 3-50], [그

림 3-51]에서와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빛이나 도장을 찍어서 표현

하는 그림 또는 도자기에 문자를 새겨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것은 다

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47] Emmanuel Lacoste [그림 3-48] Marta Hryc,

<'size matters' rings>

[그림 3-49] Margarida Matos [그림 3-50] Tricia

Tang

[그림 3-51] <Diamond>

포슬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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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작품연구

과거의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신분을 상징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다

이아몬드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 되었다. 작

지만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고유한 물성에 기반 한 객

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에 의해 감별과 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니므로 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일

정하게 유지되는 다이아몬드의 화폐가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거대

산업의 근간이다. 매스컴과 광고 안에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영원한 사

랑이라는 로맨틱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가 대표적인 결혼예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

용하였으며 다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는 감정의 진지함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된다. 다이아몬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적 가치관과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연구는 다이아몬드를 화두로 하여 진정한 가치에 대해 숙고하

고 이를 창의적인 조형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

행연구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가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이

아몬드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해석을 펼친 현대예술장신구 작품들을 조

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

여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연구

자의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옻칠을 통한 영원성의 표현

영원성, 영속성은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로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

하고 있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물성에서 비롯되었

으며 오늘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의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결혼이란

사랑에 의한 두 사람의 결합이자 평생 동안 지속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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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avid Poston,

<Diamond, Gold and Slavery are Forever>,

iron, 1975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절개를 맹세하는 징표로 건네지는 결혼반

지에 있어서 영원성에 대한 상징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혼

반지의 풍습이 형성되었던 중세시대에도 영원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다이아몬드 결혼반지에 영원성의 개념을 부여한 15세기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17세기 이후 유행하게 된 결혼반지에는 결혼의 영속

성을 표현하는 형태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자체

로 영원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영원성의 의미가 이와 같이 대중화된 것은 다이

아몬드 유통업체인 드비어스가 내세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인한 것이다. 드비어스가 이 광고문구

와 함께 제시한 1캐럿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은 마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고 대표적인 결혼예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문구는 상투적인 표현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과 그로 인한 무의미한 과소비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

를 상기시키며,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 채굴현장에서의 인권유린과 폭력

에 대한 미화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그림 4-1]

이번 장에서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작하되 기존

의 관습적인 형태와 재료에서 탈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가 미미한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용

하였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대신

하여 영원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옻칠의 가

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1.1. 옻칠의 의미와 가치

옻칠 공예품은 내구성이 강해 보존만 잘하면 만년을 견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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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에서 9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옻칠 장신구

가 발견되었고, 고구려 벽화나 팔만대장경이 지금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

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옻칠의 효능으로 추측되고 있다. 옻칠은 귀

중한 것을 지켜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1) 옻칠의 뛰어난 보존기능은

나무에 적용되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뒤틀리기

마련인데, 옻은 공기 중의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빨아들이고 습도가 낮

으면 수분을 내뿜는다. 이는 나무의 변형을 막고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2) 옻칠은 보존을 의미한다.

옻칠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법이 아니다. 옻칠은 산지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다르고 한 번에 칠을 할 수 있는 두께도 다르다. 완벽하게 건조

되기 위한 칠의 두께가 어느 정도이며 적절한 습도는 몇 퍼센트가 되어

야 하는지 터득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를 겪어야 한다. 유려하고 기품 있는 옻칠의 색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며 이는 디자인이나 장식성 등의 문제를 초월

한다.3) 또한 옻칠의 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우러나오는데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유화 물감이나 현대의 화학도료와 상반되는 성질이다.

옻칠은 시간을 의미한다.

옻칠의 또 다른 가치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성에 있다. 옻칠기법은 한·

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는데 그 역사가 수 천 년

에 이른다. 우리나라 칠 문화의 흔적은 청동기 시대 말인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발전되어 왔다. 옻칠은 무분별한 산업화와 경제 논리에 휘

둘려 사라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1.2. 작품연구

이번 장에서 제작한 두 작품은 영원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조형어

휘로서 전통기법인 옻칠을 활용하였는데 의미전달의 가능성을 각각 다른

1) 전용복,『한국인 전용복』, 시공사, 2010, p.10-12

2) 위의 책, p.61

3) 위의 책, 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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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탐색해 보았다. 작품<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에서는

옻칠의 뛰어난 보존성에서 영원성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작품<다이아

몬드 반지Diamond Rings>에서는 유구한 역사의 전통기법인 옻칠을 현대

의 새로운 제작기술과 결합하여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개념을 표현하

고자 하였다.

연구 작품에는 화폐적 가치가 매우 낮은 1.7mm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

드가 사용되었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넓은 면적에 다수가 세팅되어 휘황

한 광채효과를 얻거나 메인 다이아몬드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상징적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커플반지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인기 탤런트 이영애의 결혼반지로 멜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소박한 커

플링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

었고 참깨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였다.4)[그림 4-2] 본 연구에

서 멜리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전달하되 화폐

가치를 최소화하고 상징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그림 4-2] 뮈샤, 골든듀의 멜리 다이아몬드 커플링

<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

사랑은 유동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이와 같은 감정의 변덕이나 우연성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인륜적 관계를

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9/03/20090903001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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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다.5) 따라서 영원성은 결혼반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

된다. 작품 <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에서는 비정형적이고 즉흥

적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형식을 갖추는 모습

을 나무와 옻칠, 다이아몬드로 표현하였다.

반지의 주재료는 호두나무이다.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

하기에는 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형태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나무를 깎으며 다듬어 나갔다. 이

런 식으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미지의 사람을 만나 조금씩 사랑을 가

꾸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정해놓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도 정해져있지 않다. 서서히 다듬어 나가다가 마음에 와 닿

는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손을 멈추었다.

다음 과정은 옻칠이다. 옻의 도막은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에도 부식되지 않고 내열성과 내염성, 방수, 방부, 방

충, 절연 효과가 뛰어나다.6) 특히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의 단점을 보

완하여 장기간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나무로 만든 작품에 옻칠

을 하는 것은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반지의 중심부분 깊숙한 자리에 멜리 다이아몬드를 심어

넣었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다이아

몬드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또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정형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

는 차가운 광채의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며 절제와

약속의 중요성을 상기시는 조형요소로 활용하였다.

5) 가토 히사타케 외, 이신철 역, 『헤겔사전』, 도서출판b, 2009, p.16

6) 손대현, 『전통옻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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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Moment for Ever_ 다이아몬드, 호두나무, 옻칠_ 45х29х46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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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2] Moment for EverⅡ_ 다이아몬드, 호두나무, 옻칠_ 53х43х50mm_ 2012



- 8 -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

이번 작품에서는 전통기법인 옻칠을 현대적인 제작기술과 결합하여 시

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제작한 작

품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으나 전체적

인 반지의 형태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연상할 수 있는 다소 과장

된 스케일로 제작하였다.

반지의 형태는 CAD7)로 디자인하였고 3D 프린터8)를 활용하여 레진9)

으로 출력하였다. 3D 프린팅은 제조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현

대적인 제작기술이며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기술과 차별화되는 3D 프린팅 기술의 장

점은 정확하고 복잡한 조형에 적합하다는 점과 하나의 모델을 이용한 다

양한 디자인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그림 4-3][그림 4-3]

[그림 4-3] 정교하고 복잡한 조형에

적합한 3D 프린팅 장신구
[그림 4-4] 다양한 변화가 용이한

3D 프린팅 장신구

이번 시리즈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형이 용이하다는

3D 프린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오차 없

이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라운드 브릴

7) Rhinoceros 5.0

8) EnvisionTEC’s Perfactory® 4 Mini with ERM

9) EnvisionTEC PIC100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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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트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그 크기를

과장하였는데, 이로써 옻칠기법을 적용하기 쉽게 하는 것은 물론 현대적

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본 형태는 일정한 두께의 평평한 반지 위에 아래가 좁은 원뿔형을

결합하여 만들었고 원뿔의 크기와 비례, 그리고 원뿔의 기울기에 변화를

주면서 형태의 변형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세 가지 형태 요소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반지 형태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 변

화는 무한대로 계속될 수 있었다.[그림 4-5]

작품제작에 사용된 레진은 주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지만 가볍고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께가 1mm 이하일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두께를 2.5-3mm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출력하였다.

[그림 4-5] 최초의 기본형(좌측 상단) 와 크기와 다양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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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출력한 레진은 표면을 정리하여 옻칠을 하였다. 옻칠은

전통적으로 나무, 금속, 도자기, 피혁 등 자연재료에 적용되는데 이는 시

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보존의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3D 프

린터로 출력한 레진의 경우에는 보존의 기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레진에 옻칠을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온 전통

기법을 가장 현대적인 제작기법과 함께 활용하려는 생각에서 시도하였

다. 부식 방지라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온 전통기

법이라는 개념적 의의에 주목한 것이다. 3D 프린팅과 옻칠은 각각 미래

와 과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적용함으

로써 시간을 초월한 영속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옻칠의 적용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사물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현재 3D 프린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합성수지는 미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매우 낮다. 또한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적층가공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소재의 표면 품질이 조악하다는 단점도 있

다. 반면 옻칠은 단순한 도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이다. 유려

한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의 옻칠은 3D 프린팅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예

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작품 1-3] Diamond Rings의 일부-단색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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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Diamond Rings의 일부-단색 및 두 가지 배색의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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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Diamond Rings_ 다이아몬드, 레진, 옻칠_ 16х16х25-40х40х45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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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로 전하는 유혹의 의미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물을 찾

게 되며 다이아몬드 반지는 매우 효과적인 기호로 활용된다. 사랑의 기

호로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호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

다. 다이아몬드의 높은 금전적 가치는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1) 그러나 이것을 단지 속물적인 가치관이라고 폄하할 수

만은 없다.

영화 <색,계Lust, Caution 2007>에서 정보부장 ‘이’를 암살하기 위해 스파

이 역할을 했던 막부인이 마음을 바꾼 순간은 ‘이’가 그녀에게 다이아몬

드 반지를 건넨 다음이었다.2)[그림 4-6] 막부인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

위를 걱정하지 않고 ‘이’를 탈출시키기로 결심한다. 이 장면에서 그녀의

극적인 심적 변화가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매

혹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내용에서 ‘이’의 부인이 친구들과 나눈 내용을 통해 드러났듯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당시 중국 사회의 상류층 여성들에게 선망과 과시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으로부

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에 대해 전혀 공

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막부인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을 때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다. 자신은 그 가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연인의 기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바로 이점이 막부인의 마음을 움직여 암

살현장에서 ‘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왔고 그 대가는 자신의 죽음이었

1) 롤프 옌센.『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서정환 역. 서울:

리드출판. 2005. p.106

2) 정지은,「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점점 더 힘들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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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부인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넘어간 것은 그녀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졌거나 속물적 취향을 가진 여성이어서가 아니다. 대학에서

연극부로 활동하다가 항일운동에 가담한 그녀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

포와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냉혈한인 ‘이’가 건네는 고가의 다이아몬

드 반지가 부정과 죄악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전해

지는 ‘이’의 진지한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반

지는 치명적인 유혹을 의미하며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건넨 선악과를 연

상하게 한다.

[그림 4-6] 영화 <색,계>의 한 장면

이번 작품군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전하는 치명적인 유혹의 메시지를 사

과라는 사물을 도입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범하지만 다

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과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은 물질적 가치를 상징적 가치로 치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2.1. 사과의 상징적 의미

사과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과일이다. 과일 가게에서

는 거의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고 어느 집에서나 식탁 위에 혹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 사과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좀처럼 관심 있게 보

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과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사과는 풍

요, 사랑, 즐거움, 지식, 예지, 예견, 호사를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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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죽음 등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사과를 주는 것은 사랑한다

는 고백이다. 사과 꽃은 풍요의 상징이며 신부의 치장에 자주 사용된다.

켈트족의 문화에서 사과는 마력과 지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다른 세

계>의 나무 열매이며 풍요와 결혼을 뜻한다.3) 또한 사과는 종교와 신화,

과학, 역사 그리고 문학과 예술작품 속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

요한 사물로 등장한다. 프랑스 상징주의 화가 드니Maurice Denis 1870-1943

는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셋 있는데, 첫째는 이브의 사과요, 둘째는 뉴

턴의 사과요, 셋째는 세잔의 사과다”라고 말했다. 이브의 사과로부터 기

독교가 시작되었으며, 뉴턴의 사과로부터 근대과학이 시작되었고, 세잔의

사과로부터 현대미술이 꽃을 피웠다.4) 현대에 들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명한 사과로는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 애플의 로고인 한 입 베

어 먹은 사과가 있다. 이와 같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사과는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브론지노Bronzino Agnolo 1503-1572의 작품 <비너스, 큐피드 그리고 시간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Venus, Cupid and the Time(Allegory of Lust)>에서

사과는 사랑의 달콤함을 나타내는 사물로 등장한다. 그림에서 비너스의

오른손에는 사랑의 화살이, 그리고 왼손에는 사과가 들려져 있다. 사랑은

사과처럼 달콤하고 향기롭지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의미이다.5)[그림 4-7]

요하임 파티니르Joachim Patinir1485-1524의 작품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Temptation of St. Anthony>은 수도사들이 수행 중에 겪는 육욕을 물리치는

고행담을 그린 것이다.6) 화면의 중앙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아름다운 여

인들이 수행자에게 사과를 내밀며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탐스러운 사

과는 수행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렬한 유혹의 매개체로 묘사되

고 있다. [그림 4-8]

3) 진 쿠퍼,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6, p.18

4) 전창림,『미술관에 간 화학자』,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p.236

5) 박우찬,『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해주겠다』, SJ소울, 2009, p.35

6) 정진국,『사랑의 이미지』, 민음사, 200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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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ronzino Agnolo,

<Venus, Cupid and the

Time(Allegory of Lust)>, c.1545

[그림 4-8] Joachim Patinir, <Temptation of St

Anthony>, 1515

아담에게 이브가 건넨 선악과는 종종 사과로 묘사된다. 선악과가 사과

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16세기 이후 사과는 인간을 타

락시킨 원죄의 상징이 되었다.7) [그림 4-9]에는 사과를 따서 내밀고 있

는 이브와 그들에게 금지된 것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받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8) 중세 이후

화가들의 주된 그림 소재가 된 수태고지9)에도 원죄를 상징하는 사과가

자주 등장한다. 카를로 크리벨리Carlo Crivelli 1435-1495의 작품 <성 에미디

우스가 있는 수태고지Annunciation with St. Emidius>의 전경에도 커다란 오

이와 사과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자연스러운 위치와 짙은 그림

자로 인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두 사물은 그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10)[그림 4-10]

7) 박우찬의 앞의 책, p.20

8) http://www.beyondthelabel.info/artwork/adam-and-eve-1526/19/

9)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리는 장면

10) 케네스 벤디너, 남경태 역,『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위즈덤하우스,

2007, p.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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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Lucas Cranach the

Elder, <Adam and Eve>, 1526

[그림 4-10] Carlo Crivelli,

<Annunciation with St. Emidius>,

1486

2.2. 작품연구

사과는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상징

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감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물이

다. 이번 작품에서 활용된 재료는 3D 프린터로 출력된 합성수지와 옻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전해주조로 형성된 동, 금도금이다. 사과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합성수지와 옻칠이며 금도금으로 마무리 된 동은 사과

를 감싸고 장식하는 형상으로 구현된다. 꼭지 부분에 깊숙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사과를 장식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일상의 가치Daily Value>

이 작품에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인 사과를 시각적 대비와 다이

아몬드 장식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매혹적인 사물로 표현하였다. 비

슷한 크기의 금색 덩어리들과 섞여있으면서도 옻칠의 고급스러운 색채와

재질감의 차이로 인해 그 안에서 더욱 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꼭지 부분에 깊숙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사과를 장식하는 역할을 하



- 6 -

는데 이는 높은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로 사과를 장식함으로서 평

범한 사물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덩어리들 가운데 묻

혀있는 사과에 옻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덩어리들의 작업과정과 분리

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대표하는 사물인 사과를 비슷한 형태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함으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또한 작품을 뒤집어 보면 사과를 받치는 밑판에 투각된 사과의 씨

앗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건네는 농담과 같은 작은 재미를

주었다.

[표 4-1] 작품 <일상의 가치Daily Value>의 제작 과정

사과 형태의 제작 주변 덩어리 형태의 제작

1) 왁스 카빙 위에 전해주조

- 왁스를 깎아서 사과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은분을 바른 뒤

전해주조 동을 0.5mm 두께로 고

르게 전착하였다.

1) 스티로폼 위에 전해주조

- 구 형태의 스티로폴에 은분

을 바르고 전해주조를 하였다.

은분이 스티로폴을 녹이면서 생

긴 거친 질감은 그대로 살렸다.

2) 밑판 땜하기

- 사과 씨 모양과 원형, 반원형

으로 투각한 넓은 밑판을 사과 형

태에 땜하였다.

2) 덩어리 연결과 밑판 땜하기

-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배치

하여 연결하고 원형으로 투각한

밑판을 땜하였다.

3) 옻칠과 다이아몬드 세팅

- 연마를 반복하여 면을 매끄럽

게 하고 최종적으로 광택을 낸 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파이프를 꼭

지부분에 넣고 고정하였다.

3) 마무리 및 도금

- 거친 질감에 알맞게 무광으

로 마무리하고 금도금하였다.

4) 사과의 밑판과 주변 덩어리의 밑판을 리벳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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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Daily Value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황동, 옻칠, 금도금_ 60×53×27,

62×50×28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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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사랑Puppy Love>

사과는 먹는 음식이지만 모양이 예쁘고 향기롭기 때문에 마음을 전하

는 상징적 사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 감

독의 영화 <증기롤러와 바이올린The steamroller and the violin>에서 사과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물로 등장한다.11) 주인공인 소년이 처음 만

난 소녀에게 작은 사과를 건네는 장면을 보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고

스란히 느껴지며 사과를 먹은 흔적과 소녀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

를 통해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1] 사과를 건네

기 전, 소년은 주머니 속의 사과를 꺼내서 호호 불고 스웨터에 닦는다.

간식으로 아껴두었던 사과를 온갖 정성을 다해 소녀에게 내미는 모습에

서 아이의 순수한 마을을 읽을 수 있다.

[그림 4-11] Andrei Tarkovsky, <증기롤러와 바이올린>의 한 장면, 1961

작고 평범한 사물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 주고 싶고 일상을 함께하면서 계

속 살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소하지만 의외의 가치를 지

닌 사물을 건네는 것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모티브가 된 이 작품은 평범

한 사과를 귀한 보석과 같이 반지에 세팅하여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

한 사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이다.

11) 이희원, 「따르꼬프스끼 영화의 기독교적 상징성: 동식물의 이미지를 중심으

로」, 노어노문학 제19권 제3호, 2007, p.553



- 9 -

보석 세팅은 보석을 금속장신구에 고정시키기 위한 제작기법이다. 보

석의 형태와 크기에 맞는 금속구조물 즉, 보석난집을 만들고 구조물의

테두리나 난발을 이용하여 보석을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보석의 난집은

보석을 고정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구조물이지만 연구자는

그 안에서 가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보석난집을 만

드는 이유는 보석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

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저렴한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유리나 플라스틱

구슬은 금속 표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의 보석은 세팅을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 끝을 눌러서 고정

시키는데 이 작업 과정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보석

난집에 세팅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

에서는 보석난집을 고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언어로 인식하였다.

사과가 세팅된 반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방법은 CAD와 3D 프린터로

사과와 반지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다

른 질감의 피막을 입히는 것이었다.[그림 4-12] 반지와 사과의 아랫부분은

전해주조를 활용하여 금속피막을 입히고 윗부분의 사과 형태는 옻칠을

하여 선명한 색감과 수작업에 의한 가치를 표현하였다. 사과의 아랫부분

금속피막의 형태는 보석난집을 단순화한 것이다. 하나의 모델링에 표면

처리만 달리한 것이므로 실제 기능을 하는 난집은 아니지만 작은 사과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과를 통해 전달되는 풋풋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과를 표현하는

옻칠의 색상 범주를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으로 설정하였고 색칠의 혼합

으로 만들어낸 중간색을 활용하여 조금씩 다른 색을 띄게 하였다. 완전

히 익지 않은 풋사과와 같이 아직 자신의 색을 찾지 못했으며 변화의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진행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과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기 위한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과의 꼭지 부분에 작

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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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작품<풋사랑> 모델링

[표 4-2] 작품<Puppy Love>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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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Puppy love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28×28×40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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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디즈니 에니메이션 백설공주, 1937

<그가 나에게 작은 사과를 건넸다.He handed me a little apple>

이브의 사과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유혹이다. 성서를 통해 인류가 저

지른 원죄를 상징하는 종교적 사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과 안에는 유혹의

의미가 내제되어 있으며, 사과가 새빨갛게 묘사되었을 때 치명적인 유혹

의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이 같은 사실은 동화 <백설 공주>에 등장하

는 빨간 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머니로 변장한 마녀가 백설 공

주에게 내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다. 이를 받아들인 백설 공주는 죽

음을 맞이하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강렬한

유혹과 함께 치명적인 독이 담긴 백설 공주의 빨간 사과는 죽음의 상징

에서 부활과 사랑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12) 따라서 빨간 사과

를 건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

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그림 4-13] 이브에게 사과를

건네받은 아담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신에게 버림받

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사이가 된다. 사과는 두

사람을 신에 의한 수동적인 관계에

서 벗어나 서로의 선택에 의한 영원

한 동반자로 만들었다. 둘은 하나의

사과를 영원히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과가 지닌 치

명적인 유혹의 의미를 강조하여 사

랑에 수반되는 고통과 새로운 모험

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작업에서 CAD와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다른 질감의 피막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보석난집에 사과를 세팅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보석난집은 가치가 높은 사물을

12) 정여울, 「음식을 넘어 상징이 된 한 알의 사과」, 플랫폼 2015년 1·2월호 (통권

49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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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하기 위한 금속구조물이므로 이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과를 높은

가치를 지닌 사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이 시리즈는 앞서 진행한 작

업과 같이 보석난집에 세팅된 사과를 통해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신화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사

과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과를 강렬한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한편 전해주

조기법의 특성을 활용한 질감표현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

전해주조기법은 전해 석출에 의해 얇은 금속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

로 1800년대 고대유물을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의 장신구작가 스텐리 레흐친Stanley Lechtzin에 의해 창의적

인 조형기법으로 그 활용도가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복제, 질감표현, 보석

세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제작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주조기법은 도금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균일하게 전착되지만 생산성

을 고려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며 일반적으로는 1μm 두께의 피복에 1-10

분(1mm에 16-170시간)사이의 시간이 소요된다.13) 그러나 전류밀도를 높

여서 전착속도를 빠르게 하면 금속입자가 거칠게 달라붙는데 이것을 장

식효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은분을 부분적으로 발랐을 때 그

경계선에 금속입자가 집중되는 성질과 모형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입자

가 달라붙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았다.

전류밀도를 높여서 만든 알갱이 혹은 침 형태의 금속입자는 시간이 지

날수록 바깥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체와의 결합력이 약

해서 점점 떨어져나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전류의 강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13) 박성수, 「정밀주조와 전해주조에 관한 비교 연구: 장신구 제작을 중심으로」,

산업미술연구, vol.14, 1998,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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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D 및 3D 프린팅 - 사과와 반

지가 결합된 CAD 도안 및 3D 프린

터를 활용한 레진모형 출력

2) 레진 표면에 은분으로 난집 형태

그리기

3) 전해주조하기

- 높은 전류 약 45분 → 낮은 전류

약 24-48시간

4) 옻칠하기 - 생칠 2회 붉은 칠 3-4

회 적용

5) 금도금 - 옻칠의 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차량용 코팅제로 피

막처리한 뒤 도금

6) 다이아몬드 세팅 - 황동 파이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금도금하여

꼭지에 끼우고 접착

[표 4-3] <그가 나에게 작은 사과를 건넸다> 제작과정

앞서 연구에서 높은 전류밀도로 인해 만들어진 금속 알갱이를 낮은 전

류에서 장시간 안정시키는 과정을 통해 섬세한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다음은 금속 알갱이의 형태와 볼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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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전류를 높이고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여 조금씩 다른 모양을 얻

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전류밀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

높은 전류 45분: 작은 알갱이 형

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36

시간: 알갱이 형태가 커지고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됨

매우 높은 전류 30분: 가느다란

침 형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48시간: 침이 두꺼워지고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됨

높은 전류 60분: 작은 알갱이 형

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24

시간: 알갱이가 커짐 → 높은 전

류 50분: 큰 알갱이 위에 새로운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24시간:

두꺼운 알갱이 층의 형성

은분을 칠할 때 경계선을 웨이브

로 함→ 높은 전류 180분: 작은

알갱이 형태의 불규칙한 결정 형

성 → 낮은 전류 24시간: 알갱이

형태가 커짐



- 16 -

[작품 2-3] He handed me a little apple 1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24×24×38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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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He handed me a little apple 2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30×29×40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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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어있는 난집과 욕망의 표현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다이아몬드의 광채에

대해 ‘불꽃같이 타오르지만 동시에 얼음같이 차가운 돌과 같으며, 날카롭

게 빛나지만 고요하며 무의미한 유혹, 진실하지 않은 기쁨, 즉 세상의 무

상함을 상징하는 사물’1) 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문구는 다이아몬드의 강

렬한 광채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세계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예로부터 다이아몬드의 날카로

운 광채는 지상의 것으로 여기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것이었고 신을

상징하였고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며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다이아몬드

는 화폐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공허한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전개할 작품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

망과 허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인의 욕망의 특징은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타자라는 점이다. 즉 내가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것은 다

른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가치나 교환

가치보다 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호가치에 집착한다.2) 욕망하는

대상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

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그 욕망의 실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비어있는

보석난집을 조형언어로 활용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난집에 물려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욕망과 허영을 상징하는 보석난집은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

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다양한 각도의 각면, 혹은 곡면으로 이루어진

1) Roland Barthes, 「From Gemstones and Jewelry」, 『the Language of

Fashion』,oxford/New York: Berg, p.59

2) 고려대 철학연구소, 『욕망의 문제틀로 읽는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주),

2014, 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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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난집 구조물에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나타내는 방사형 패턴을 투

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또한 형태와 구조를 통한 조형적 아름다움과

공예적 가치를 제시하려는 의도이다.

3.1. 조형언어로서의 보석난집

연구자는 1999년경 보석 세팅 기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보석 난집의 형

태에 흥미를 느꼈고 조형언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가치가 높은

보석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난집은 섬세한 배려가 담긴 기능 구조

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석난집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이 배제된 순수한 시각구조물로서의 장신구를 제

작하고자 하였다.3) 당시의 연구는 2001년 「비어있는 보석난집의 조형적

활용」이라는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수록되었다.[그림 4-14][그림 4-15]

2001년의 연구에서 기능 구조의 아름다움과 함께 보석난집의 미적 가치

로 제시된 것은 개념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비어있는 공간의 가치였

다. 비어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철학적 사색을 유도하며 자유로운 상상

과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물질의 영역 너머에 있는 정신적

인 세계의 존재를 시각화하기 위한 조형 언어로 활용되었다.4)

[그림 4-14] 정세진, <반지>, 14k금, 정은, 2001 [그림 4-15] 정세진, <반지>, 14k금, 정은, 2001

3) 정세진, 「비어있는 보석난집의 조형적 활용」,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p.1-2

4) 같은 논문, 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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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부재하는 보석에 대한 집착과 실체

가 없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

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장에서는 보석난집을 조형언

어로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하여 제작방식과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보석난집을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과 욕망의 표현에 관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데거닛 스턴 쇼켄Deganit Stern Schocken은 2003년에 보여주었던 <몇 개

인가요?How many is one?>시리즈에서 똑같은 형태로 대량생산하기 위한

생산수단인 고무몰드를 활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장신구를 제작하

였다. [그림 4-16]는 주물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무몰드인데

두 쪽이 맞물리면 가운데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왁스를 사출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통해 똑같은 왁스모형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왁스로 물줄기를 붙인 후 석고매몰과 소성, 주조 과정을

거쳐서 금속 장신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두 쪽의 고무가 완전

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그 사이로 왁스가 흘러넘치고 얻고자 하는 형태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똑같은 형태를 얻어야 하는 양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왁스가 흘러넘친 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며 실패

작으로 간주되지만 그녀의 작품에서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요한

형태요소가 된다.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흘러넘친 왁스로 인해 이것은 유

일무이한 개성을 가진 작품이 되며 안에 들어있는 형태를 마치 오래된

화석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주조 과정에서 금속을 주입하기 위한 물

줄기 형태를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흘러넘친 왁스와 함께

작업과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요소가 된다.5)[그림 4-17]

5) Ellen Lupton, 「Framing: The Art of Jewelry」, 『Metalsmith』, vol.27 no.4,

20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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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Deganit Stern Schocken,

<Rubber mold>, 2003

[그림 4-17] Deganit Stern Schocken,

<How many is one?>, 은, 2003

에듀 테린Edu Tarin의 <재생Palingenesia>시리즈도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지는 장신구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장신구를 만들어낸 경우이다. 그는 똑

같이 만들어진 다수의 반지와 보석난집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구조와 패

턴을 가진 브로치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형태들은 이미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조형을 위한 단위요소가 되며 원래의 기능에서 벗

어나 시각적인 구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진부하고 천편일률적인 제품들

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작품이 되었다.[그림 4-18]

[그림 4-18] Edu Tarin, <Palinge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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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 밈리치 그레이myra mimlitsch-gray의 작품은 실재와 비실제 혹은

존재와 부재에 관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위하여 친숙하고 기능적

인 사물을 음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으며 보석난집을 확대하고 조형

화한 그녀의 작품도 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지나가버

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시적인 느낌을 준

다.6)[그림 4-19][그림 4-20]

[그림 4-19] myra mimlitsch-gray

<Four Prong Standard>, 1996

[그림 4-20] myra mimlitsch-gray

<Pearl Brooch with Large Cluster

Tail>, 1998

6) 하워드 리사티, 허보윤 역,『공예란 무엇인가』, 미진사, 2011,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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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Shell>

Shel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은

보석난집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석을 세팅할 수 없

는 시각적인 구조물이다. [작품 3-1]과 [작품 3-2]의 반지들은 하나의 구

조물에서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작품 3-3]의 브로치

는 안쪽의 난집과 바깥쪽의 난집이 중첩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사물에서 보다 순수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공간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1]과 [작품 3-2]의 반지는 비어있는 보석난집과 역시 내부가

비어있는 링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보석난집은 테두리가 있는 난

집의 형태를 단순화 했으며 실제 실제로 보석을 고정하는 기능은 할 수

없는 시각적인 조형 요소로 변형하였다. 추가된 장식적인 요소는 없지

만 링과 맞닿아 있는 난집의 바닥 부분과 링의 외부 형태의 일부가 뚫려

있어서 이를 통해 내부 공간이 드러나게 하였다.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

이는 내부의 형태는 좁고 어두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 형태를

역방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 요소들을 감지할 수 있

다. 착용자가 반지의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3-3]은 다섯 개의 꽃잎 형태의 보석난집과 그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작은 보석난집으로 이루어진 브로치이다. 꽃잎은 중심에 있는 보석

을 돋보이게 만드는 장식요소로서 전통적인 보석난집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꽃잎 형태의 보석난집의 중심에는 또 다른 형

태의 난집이 세팅되어 있다. 보석의 자리를 보석 난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난집은 실제 세팅 기능을 가진 난집이며 내

부에 있는 난집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변형된 시각화된 구조물이다. 브

로치를 위에서 보면 비어 있는 중심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형

태의 공간과 구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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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Shell_ 925 은_ 32х24х33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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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Shell_ 925 은_ 24х27х32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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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Shell_ 925 은_ 52х52х25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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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desire>

보석을 세팅하기 위한 난집은 일찍부터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정형화, 양식화된 형태로 반복 재생산되어왔다. 대량생산 시스템

에서는 반지나 팬던트 등의 원본을 제작한 다음 고무몰드를 만들고 그

안에 왁스를 주입하여 다수의 왁스모형을 얻는다. 수십 개 혹은 수 백

개의 보석이 들어가는 값비싼 장신구의 경우 이와 같은 생산방식은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생산방식이다. 그러나 주물공장에서

수많은 왁스모형샘플로 뒤덮인 벽면을 마주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은 생각해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내가 원하

는 형태가 무엇이던 간에 그 벽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저 선택하고

주문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니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

들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시

스템은 개인의 창의적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며 개인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하여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창의적인 표현을 추구

하려 한다면 이 벽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은 중심에 큰 보석이 들어가

고 작은 보석들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반지 혹은

펜던트이다. 이 난집의 중심에는 상당히 큰 보석이 자리할 것이라는 기

대를 하게 되며 가장자리의 작은 난집들은 이것이 많은 보석들로 화려하

게 장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화려하고 과시적인

장식을 위해 준비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을 부재하는 보석에 대한 욕망

의 언어로 인식하였다. 보석만을 위한 프레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하여 시각적 언어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은 자

유로운 상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주제가 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욕망, 귀여운 과시욕이다. 스쳐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지만 천연석이 드문드문 들어간 화려한 보석

난집으로 장식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작품 속의 인체는 나무를 조각

하여 묘사하였고 옻칠로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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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Bubble gum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69х50х30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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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Morning make-up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48х75х23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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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Isn‘t my ring pretty?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45х62х30mm 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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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Tower of Babel>

제작 방식의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크기가 작고 정교한 작업

이 요구되는 장신구 산업에서는 CAD·CAM 제작방식이 일찍부터 정착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상업 장신구에 적용되고 있다. 같은 형태를 무

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대량생산 방식과 비슷하지만 개체

의 변형이 훨씬 쉽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대장신구 분야에서도 CAD·CAM 제작방식의 표현적 가능성

에 대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CAD를 활용하면 오차 없이 정확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난집

의 제작에 특히 용이하다. 같은 형태를 무한 반복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CAD를 활용해서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실물화한 것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현

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분적으로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만들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작업방식은 CAD를 활용한 제작

방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4-21]

[그림 4-21] 작품 <바벨탑>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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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은 CAD를 활용하여 제작된 보석난집을 통해 심리적인 표현

을 시도한 작품이다. 대도시의 고층 건물과 같이 보석의 존재와 반지라

는 본분을 잊은 채 맹목적으로 쌓여 올라가는 난집구조물과, 점점 상승

하는 난집 구조물의 높이를 따라잡기 위해 솟아오르고 있는 붉은 보석의

역전된 관계를 통해 과도한 욕망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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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Tower of Babel_ 아게이트, 925 은, 금도금_ 21х12х28-26х16х47_ 2012



- 8 -



- 1 -

3.2. 작품연구

2014년 파리 앤티크 비엔날레에 출품된 까르띠에의 목걸이에 관한 국

내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통해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심재료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이

다. 이 목걸이의 센터스톤은 30.21 캐럿의 D 칼라, 인터널 플로리스IF

Internally Flawless, Type IIa1), 페어 형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이

다.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미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다. 까르

띠에는 ‘이 다이아몬드는 1000시간의 정교한 작업에 의해 목걸이에 세팅

되었으나, 고도의 세공기술은 모두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주얼리

위에는 무중력 상태인양 허공에서 가볍게 반짝이는 맑고 영롱한 광채만

이 남아있다.’2)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림 4-22]

다이아몬드의 물리적인 가치평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위에 상세하게 기록된 평가 내용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인식

이 불가능하다. 오직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감정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다이아몬드의 가격과 직결된다. 반면, 이 목걸이의 미적인 측면

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가 마치 실체가 없는 빛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다이

아몬드의 광채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꿈과 환상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를 세팅하고 있

는 금속구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치 다이아몬드가 피부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를 위해 고도의 세공기술과 작업시간이 투여되

었다.3) 이와 같이 현대의 다이아몬드는 실체가 없는 빛으로 표현되고 있

고 이를 통해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다만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는 돈이

1) Ⅱ장 참조

2)「여심 사로잡는 ‘IIa타입(상위 1%등급) 다이아몬드」, 인터넷중앙일보 2015.11.19

3) http://www.thejewelleryeditor.com/jewellery/cartier-30ct-flawless-diamond-

royal-collection-biennale-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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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23]

[그림 4-22] 까르띠에의 로열 콜렉션 [그림 4-23] 까르띠에의 홍보 동영상

브릴리언트 연작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조형 언어로 활용한 것은 시각적 구조물로 변형된 보석난집

이다. 광채를 표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가 부재하는 보석난집을 활용하

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특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를 대체하고 있는 비어있는 난집은 구조와 공간의 아름다움

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각에 의한 패턴으로 장식된다. 투각은 광채를 표

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시각적 장치이다.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패턴, 혹은 연결된 원과 원 사이에

형성되는 뾰족한 네가티브 형태의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투각에

의한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의 반복되는 패턴은 빛의 반사와 누출의

결과로 생기는 다이아몬드 결정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배열을 표현하고

있다.

난집의 조형에 사용된 재료는 은이다.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이아몬드와 대비되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면

질감과 이미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태양빛에 비유

되며 공격적이고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세속적인 물질과 욕망을 의미한다. 반면 은의 광택은 달빛에 비유되는

따뜻하고 온화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출하며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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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다이아몬드 반지의 구조

적합한 재료이다. 둘째,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투명하면서 변하지 않는

물성으로 인해 영원성을 상징하는 사물로 인식된다. 반면 비교적 무른

금속에 속하는 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에 부식, 부패 등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계의 섭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은을 재료로 선택한 것은 물질의 영원성에 대한 맹목

적인 신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시리즈는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여섯 개의 발이 있는 난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난집의 형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구

현하지 않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기 위해

난집의 크기를 과장하였다. 판재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난집

을 원추형으로 단순화하였고 그 면에 난집의 형태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투각은 판재에 구멍을 뚫고 실톱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잘라내는

장식 기법이다. 평면적이고 단순한 기

법이지만 회화적인 이미지에서 기하학

적인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판금성형으로 만들

어진 입체에 적용할 경우 그 내부를

드러냄으로서 형태를 덩어리가 아닌

공간구조물 인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입체에 투각을 적용하는 작업방식은

자유로운 이미지를 구조적인 형태로

만들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난집의 형

태와 광채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표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투각은 본래 평면을 장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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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므로 입체 형태에 적용할 때는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업 순

서를 정해야 한다. 이 작품의 형태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원추형과

폭이 넓은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 투각이 되는 부분은 원추의 윗면과 옆

면의 상단 약 2/3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면과 밴드가 결합된 옆면은 따로

제작하여 투각을 한 뒤 땜하였다.[그림 4-24]

원추의 윗면

① 난집의 내부 공간 - 윗면의 중심에는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원형의

공간이 있다. 이는 비어있는 난집의 내부 공간이며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암시한다. 공간의 크기는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담겨있는 다이

아몬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

② 투각 패턴 - 공간의 가장자리이자 원추의 윗면에는 여섯 개의 발과

방사형으로 뻗는 광채를 문양으로 만들고 이를 투각하였다. 문양의 형태

는 직선과 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육각 배열이 대부분이지

만 광채의 표현을 더 중시하였으므로 육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다.[그림

4-25]

[그림 4-25] 윗면의 투각 패턴

원추의 옆면

① 밴드와의 결합 - 원추형의 옆면은 먼저 폭이 넓은 밴드와 결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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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추와 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원추형 내부의 밴드는

제거하여 빈 공간으로 남게 하였다.

② 투각 패턴 - 반지의 윗면은 광채의 표현을 중시하였지만 옆면은 난

집의 형태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였다. 대부분 윗면의 패턴을 직선 및

곡선으로 연장하여 난발을 표현하였지만 상단의 패턴이 똑같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투각은 옆면의 상단 2/3 부분까지 하였고 그 아래쪽

은 면으로 남겨두었다.[그림 4-26]

[그림 4-26] 옆면의 투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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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Diamond Ring_ 다이아몬드, 925 은_ 32×32×37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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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Diamond Pendants and Brooches>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눈으로 보기에 다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대경

으로 관찰해보면 커팅의 프로포션이 제각각이다. 테이블 면의 넓은 것,

좁은 것, 크라운이 높은 것, 낮은 것, 큘렛의 크기도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광채의 효과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의 눈으

로는 감지하기가 어렵다. 멜리 다이아몬드 팬던트와 브로치 Melee

Diamond Pendants and Brooches시리즈는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면서

도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였다.

아주 작은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드는 브릴리언트 컷보다 단순한 형태

인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 싱글 컷은 패싯의 개수가 적은

대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작을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다.[그

림 4-27][그림 4-28] 따라서 멜리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하는 이번 시리즈에

서는 간단한 구조의 난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변화가 느껴지게 하였다. 난집의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펜

던트의 지름은 34mm, 브로치는 40mm로 일괄적이다. 중심이 뚫려있는

평면과 볼륨이 있는 곡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난집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크기가 모두 같고 형태요소도 매우 단순하지만 면의 크기와

패턴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림 4-27] 싱글 컷 멜리 다이아몬드 [그림 4-28] 싱글 컷의 형태

다이아몬드 펜던트 Diamond P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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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 - 난집의 형태요소는 중심이 뚫려있는 평면과 낮은 볼륨의 곡

면 두 가지이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평면과 곡면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위치를 다르게 배치하여 결합한 단순한 구조이다.[그림 4-29]

[그림 4-29] 다이아몬드 펜던트의 구조

② 패턴 - 앞서 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을 디자인하여 투각으로 표현해 본 결과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눈을 향해 곧바로 날아오는 휘황

한 광채는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우리 눈에 원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도 광원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형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원형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광채를 표현하

기 위한 패턴을 만들었다.[그림 4-30] [그림 4-31]은 카메라에 포착된 야경

이미지로서 원형으로 나타난 불빛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원

과 원 사이에 형성되는 네가티브 형태도 날카로운 광채를 표현하기에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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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투각 패턴

[그림 4-31] 도시의 야경 이미지

(출처: http://kr.forwallpaper.com)

다이아몬드 펜던트 시리즈는 작은 멜리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하는 보조적인 형태요

소로 사용되며 커팅 면이 적은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원형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었고 각

형태는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로 적용되었다. 변형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그림 4-32]

[그림 4-32] 다이아몬드 팬던트의 투각 패턴

이렇게 만들어진 4가지의 패턴은 난집의 형태요소인 곡면과 평면에 다

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다음은 4가지 패턴을 [그림

4-29]의 첫 번째 구조에 적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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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4가지 패턴 적용의 예

다이아몬드 브로치 Diamond Brooches

① 구조 - 다이아몬드 브로치 시리즈는 지름 40mm인 원형의 큰 곡면

과 그보다 작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곡면은 큰 곡면의 한 가

운데 놓여있으며 중심이 뚫려 있어서 난집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큰 곡

면은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형태요소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광채를 표현

하기 위하여 곡면의 중간을 절단하고 뒤집어 결합함으로써 각도에 변화

를 주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다.[그림 4-34] 광택이 있는 금속의 표면은 보

는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34] 다이아몬드 브로치의 구조

② 패턴 - 뒤집어서 결합된 곡면 위에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의 패턴

을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원형 패턴의 간격과 위치에 조금씩 변화를 주

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었고 원형 패턴의 하나를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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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다이아몬드로 대체하여 변화를 주고 광채를 강조하였다. [그림 4-35][그림

4-36]

[그림 4-35] 다이아몬드 브로치의 투각 패턴

[그림 4-36] 멜리 다이아몬드의 배치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시리즈에서는 평면과 곡면의 조합으로 만

들어진 단순한 구조의 난집을 조형요소로 채택하였다. 또한 전체 형태가

원형이고 지름이 같은 크기로 통일되어 있어서 다 모아 놓고 보았을 때

큰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면의 크기와 구멍의 크기에 변화를 주

고 패턴의 형태도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면의 각도를 뒤집는 방법으로 단

순한 구조에서도 수없이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의 커팅은 모두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과 달리 모두가 숙련공에 의해 하나씩 연마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수공

작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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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Diamond Pendant & Brooch_

다이아몬드, 925 은_ 34×34×7-42×42×8mm_ 2014

<브릴리언트Brilliant 시리즈>

광채Brilliant를 주제로 하고 있는 다음의 연작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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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활용하여 난집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다양한 볼륨의 곡면과 경사면,

평면들의 조합으로 구조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평면적인 패턴이 입체구조에 적용되면서 생성

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조형요소로 인식되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투각 패턴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들어온 빛은 그림자와 함께 새

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건축적인 공간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난집의 중심 혹은 구조의 한 부분에 세팅되어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는

축소된 물질적 가치를 표현한다. 이로 인해 비어있는 난집의 규모가 더

욱 크게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브릴리언트1 Brilliant1

이 작품은 중심에 세팅되어 있는 지름이 약 2.5mm정도 되는 작은 다

이아몬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난집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이아몬드의 주변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공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하였다.

다이아몬드와 공간을 감싸고 있는 난집 구조물은 곡면 및 경사면을 3

단으로 연결하였으며 각 면의 형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구조를 형성

하는 각각의 면에는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하였다. 이중 구조의

링은 윗면의 중심과 옆면과의 사이에 좁은 틈을 만들어서 내부의 공간이

보이게 하였다.[그림 4-37][그림 4-38][그림 4-39]

[그림 4-37] Brilliant 1을 위한 투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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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곡면의 변형

[그림 4-39] 투각의 적용과 구조 성형

[작품 4-3] 여러 각도에서 본 Brillia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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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Brilliant 1_ 다이아몬드, 925 은_ 44×44×47mm_ 2014

브릴리언트2 Brillia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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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여섯 개의 발로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키는 난집을 모티브로

하였다. 난집의 구조는 바깥 면과 안쪽 면 그리고 바닥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면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그림 4-40]

[그림 4-40] Brilliant 2의 구조와 투각 패턴

각 면에는 여섯 개의 발을 암시하는 형태를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투

각의 형태는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 방사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화려한

장식 효과를 위해 곡선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날카로운 광채의 이미

지는 다소 약하게 표현되었지만 보다 장엄한 형태미를 보여줄 수 있었

다.

반지의 링은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안쪽 면은 막혀있는 평면이고 바깥

면은 원형 패턴으로 투각되어 있어서 난집과의 시각적 균형을 맞추었다.

난집과 링은 파이프 형태의 중심 기둥으로 연결함으로써 난집의 중심

에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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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 Brilliant 2_ 다이아몬드, 925 은_ 46×46×48mm_ 2014

브릴리언트3 Brillia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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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작품에서는 멜리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시리즈에서 시도했

었던 바와 같이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 패턴을 입체구조에 적용해보았

다. 광채를 표현하는 원형 패턴을 계단형태로 꺾어진 구조 위에 투사하

였다. 꺾어진 경사면 위에 걸쳐있는 원형패턴을 통해 흥미로운 입체구조

를 만들 수 있었다.[그림 4-41]

구조의 중심에는 여섯 개의 발이 달린 난집을 배치하였다. 앞의 작업

들과 달리 투각기법을 쓰지 않고 선재와 판재를 조합하여 구조를 만들었

으므로 실재로 기능하는 난집의 형태와 좀 더 유사하고 튼튼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여섯 개의 난발 가운데 하나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

였다.[그림 4-42]

[그림 4-41] Brilliant 3-1의 바깥 구조와 투각 패턴

[그림 4-42] 두 가지 난집 구조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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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 Brilliant 3-1_ 다이아몬드, 925 은_ 59×59×40mm_ 2014

<브릴리언트 3-2>는 <브릴리언트 3-1>에서 파생된 또 다른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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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는 원형 패턴을 먼저 판재에 투각한 다음 방사형으로 직선

을 긋고 선을 따라 판재를 접어서 입체 구조를 만들었다. 원형에 직선이

결합되고 다양한 각도의 변화로 인해 광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그림 4-43] 중심에는 역시 선재와 판재로 구축한 난집 구조를 결합

하여 광채를 표현한 부분과 구별될 수 있게 하였고 비어있는 구조로서의

난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림 4-43] 원형 패턴의 입체적 형태 변화

[작품 4-6] Brilliant 3-2_ 925 은_ 43×43×35mm_ 2014

브릴리언트4 Brilliant4

이 작품은 지름 50mm의 반구를 만들어서 아래와 같이 방사형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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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각하면서 시작하였다.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는 각각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난집 구조물로 발전하였다.[그림 4-44]

<브릴리언트 4>는 각각 모양과 성격이 다른 3개의 난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구의 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4-45]

가장 바깥쪽의 난집은 패턴의 네가티브 형태를 구조로 발전시킨 것이

다.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감싸고 보호하는 동시에 신성한 사물로 만들

기 위한 신전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난집은 패턴

의 포지티브 형태를 활용해서 만든 형태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바깥쪽의

난집과 똑같지만 높이의 차이를 두고 배치하여 이중 구조로 보일 수 있

게 하였다.

안쪽에 자리집고 있는 난집은 실제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난집이다.

이 난집의 중심에 세 개의 프롱이 있으며 중심에 있는 가장 작은 난집을

고정하고 있다. 보석이 아닌 금속끼리의 결합에 프롱 세팅 기법을 적용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땜이나 용접, 리벳팅과 같은 보다 효

율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프롱으로 세팅한 것은 이 역시 기능구조가 아

닌 시각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44] 투각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형태



- 23 -

[그림 4-45] 모양과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난집

중심에 있는 작은 반구형 난집은 테두리가 두껍고 내부 공간이 매우

작으며 광택이 있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 내부 공간 안에 실

제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 존재가 미미하다. 이 작은 난집이 작

품 안에서 보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4-7] 여러 각도에서 본 Brillia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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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7] Brilliant 4_ 다이아몬드, 925 은_ 50×50×48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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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 5 Brilliant5

<브릴리언트 5> 역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난집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가장 작은 난집이 마치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

품의 중심이 된다. 이 작은 난집은 세 개의 프롱이 달린 얕은 깊이의 난

집에 세팅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방사형 패턴이 있는 거치대 위에 얹

혀 있다. 앞서의 작품에서는 큰 난집이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

는 것처럼 표현한 반면, 이번 작품에서는 중심이 되는 작은 난집을 떠받

들고 있는 구조로 표현하였다. 링 부분도 세울 수 있는 육면체 구조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비와 같은 성격을 강조하

였다.[그림 4-46]

[그림 4-46] Brilliant 5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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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8] Brilliant 5_ 다이아몬드, 925 은_ 46×46×48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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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6 Brilliant6

다음의 두 작품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개발된 모조

석인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Cubic Zirconia와 브릴리언트 컷의 각면 형태를

투각으로 표현한 난집이 모티브이다. 일반적으로 큐빅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커팅 형태로 연마되고 유사한 광채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브

릴리언트6>의 두 작품에서 큐빅은 평면으로 연마가 되어 있고 마치 유

리창과 같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대신 큐빅을 고정시키

고 있는 난집에는 다이아몬드의 커팅 형태와 유사한 형태와 비례, 투각

패턴을 적용하였다.[작품 4-47]

<브릴리언트6-1>에서 보석과 같이 세팅되어 있는 무색투명한 큐빅은

난집의 구조와 내부의 공간을 왜곡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반면

큐빅을 고정시키고 있는 난집 구조물에는 브릴리언트 컷의 퍼빌리언 각

면 형태와 유사하게 상하로 교차하는 삼각 면 패턴을 투각하였다. 평평

한 큐빅을 통해 난집의 내부 공간을 볼 수 있으며 투각으로 만들어진 면

과 외부 공간의 패턴을 통해 광채 효과를 연상할 수 있다.

[작품 4-47] Brilliant 6-1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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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9] Brilliant 6-1_ 큐빅 지르코니아, 925 은_ 26×26×35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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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6-2>에서도 역시 평평하게 연마된 무색투명한 큐빅이 활

용되었다. 큐빅은 단순한 형태의 테난집으로 세팅되어져 있고 이를 받치

고 있는 구조물은 비례와 형태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앞의 작업과 달리 이중 구조로 되어있는데 구조의 아래쪽 외벽은

거의 막혀있고 내벽에 삼각 패턴이 투각되어 있다. 따라서 투각패턴에

의한 광채효과는 큐빅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견고한 다이

아몬드 형태의 덩어리를 볼 수 있다.

<브릴리언트6-1>과 <브릴리언트6-2>는 난집 구조물을 활용하여 광채

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브릴리언트 시리즈와 같다. 그러나

이전의 작품들에서 비어있는 난집을 활용하였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통해

물질적인 가치의 크기를 표현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이 두 작품에서는 실

제로 난집에 세팅된 평평한 큐빅을 통해 광채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난집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로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를 모사하려 했

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작품 4-48] Brilliant 6-2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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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0] Brilliant 6-2 _큐빅 지르코니아, 925 은 _30×30×34mm 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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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평생 고민했던 보드리야르는 사

물이 가진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

였다.4) 따라서 사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심미적 수단을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현대

사회에서 감성의 영역을 보호하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장신구를 제

작하되 물질적 가치와 관습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표

현기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상징성,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고찰하였다. 다이아몬드는 뛰어난 경도와 특이한 광학적 성질을 지

닌 물질이다. 이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가

치평가기준의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다이아몬

드는 화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이아몬드의 신성과 마술적

힘에 관한 고대의 전설이 인도와 유럽의 고대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

으며 오랫동안 신분과 권위,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매스컴과 광고를 통해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편 예술

작품 속에서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과 허영을 드러내는 사물로 표현되기

도 한다. 다이아몬드를 재료로 한 상업적인 장신구는 다이아몬드의 광채

효과를 강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Ⅲ장에서는 다이아몬드를 표현재료로 활용했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

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현대예술장신구 작품들을

조사하였고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보았다. 첫

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다른 재료들과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는 작품들

이다. 다이아몬드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은 저렴한 재료와 함께 사용하

여 가치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즉흥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다루기도 했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

4) 강신주,『상처받지 않을 권리』, 프로네시스, 2009,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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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여 색다른 조형감각과 재미를 찾고

있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

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이

다.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와 실체를 축소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사라지게 하거나 비물질적인 수단으로 다이아

몬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Ⅳ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식한 다이아몬드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와 제작기법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장

신구를 제작하였다. 작품에 활용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는 아주 작

지만, 다이아몬드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기법인 옻칠

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사

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

하였다. 치명적인 매력의 빨간 사과를 건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의 제안이며 청혼의 의미를 유머러스하게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어있는 난집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난집에

물려있는 원석의 크기와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

으며,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허영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과 구조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작품들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

몬드 반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이아몬드는 고유의 재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들어갔으나 반지 내부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크기는 매우 확장되었다. 반지의 일상적인 착용성이나 패션소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장신구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

이다. 이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속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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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물질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통해 예술

적 경험을 하고 정신세계를 확장하려는 현대장신구작가들과 지향점을 같

이 하려는 의도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이아몬드에 내제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재화

성, 탐욕성에 대한 도전의지를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조형 작품으로 자

유롭게 표현해보았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언어를 공예의 예술적 표현 방식으로 이끌었다

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현대장신구의 다변적

세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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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the diamond is not limited to its material side.

However, as the monetary value of the diamond paramountly

increased, its original meaning and value has begun to deteriorate.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diamond, which has become the focal point and the key measurement

of the materialistic life, and to create jewelry pieces that withhold the

diamond’s true symbolic meaning.

In Chapter 2, the general properties, symbolic value, and

industrial usage of the diamond are presented. Diamond is renowned

for its highest hardness and unique optical properties. In the ancient

times, diamonds carried great values and were recogniz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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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arrying mysterious magical power, and represented the

value of identity and authority of the beholder. Today, however,

diamonds are often the mere symbol of wealth, and through

numerous exposure in the media, it has become the ultimate symbol

of eternal love. It also exposes the material desire and the vanity of

the modern human beings. The commercial jewelries that represent

these aspects were developed to maxim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jewelries by highlighting and exaggerating the brilliance of the

diamonds.

Chapter 3 investigates contemporary jewelry works that

recognize diamonds as the notion of material, and arranged them into

three theme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artists. First are works

where the value of the diamond is equivalent to the other materials.

While some diamonds were used in conjunction with inexpensive

materials such as plastic or other waste to emphasize the contrasting

value of the two materials, some were dealt with extremely

spontaneous and rough manners. Second are jewelries that utilize the

generic form of diamonds for creating pieces. New ideas to set the

stone or numerous techniques and materials to exploit its sculptural

sense along with the diamond are presented. Third are works that

criticize and satirize the vanity that diamonds symbolize in the

modern world. Jewelries often maximized or minimized the size of the

diamond, exempted the existence of them, or in some cases,

expressed them with other materials.

In Chapter 4,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f the intrinsic

meaning and value of diamonds, jewelry creations that use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presented. Although the value of the

diamonds used in these works is not much, the essential meaning of

them was symbolically represented by other means. Research work



- 45 -

was conducted in three directions. First is the expression of eternity

through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ottchil. The symbol of

eternity held within the diamonds was presented via ottchil, which

has high conservative properties. Second, the temptation to expensive

diamonds was represented with apples. A symbol of original sin, an

apple not only is seductive, but also implies suffering and death.

Offering a red apple of fatal attraction is a projection of love that

cannot be denied. Third, the absence of diamonds was exaggerated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diamond settings. The desire of modern

man depends on others, and he clings to the symbolic values only to

show his material desire. The overstated volume of the setting

metaphorically expresses the economic value of the diamond. This

further informs about one’s obsession over the size of the diamond.

However, this was also the starting point of further exploration of

combing space and structure.

The diamond jewelries created for this research were to

present the elemental values of a diamond, which were hard to

observe due to over-consumerism, via different art forms. Through

this study, new ways to valuing and presenting the symbolic

meaning of diamonds were found. Moreover, the sublimation of

recreating human’s materialistic values, greed, and vanity to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craft allows further studies for the

future.

keywords : diamond, contemporary art jewelry, symbolic

expression, ottchil, apple, stone set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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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이

아몬드의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거대 산업의 구심점이자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사물인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

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신구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다.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상징성, 산업적 활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이 이루어졌다. 다이아몬드는 뛰어난 경도와 독특한 광학적 성질을

지닌 물질이다. 과거의 다이아몬드는 신비로운 마술적 힘으로 가치를 인

정받았으며 신분과 권위, 부의 상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매스컴과 광고

를 통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다. 반면, 매우 높

은 경제적 가치로 인해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과 허영을 드러내는 사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다이아몬드를 재료로 한 상업 장신구는 다이아

몬드의 광채효과를 강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였다.

Ⅲ장에서는 표현을 위한 재료의 개념으로 다이아몬드를 인식한 현대예

술장신구 작품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다른 재료들과 동등

하게 인식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다이아몬드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은

저렴한 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가치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즉흥적이고 거

친 방식으로 다루기도 했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여

색다른 조형감각과 재미를 찾고 있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현

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과장하여 표

현하는 경우와 실체를 축소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사라지게

하거나 비물질적인 수단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Ⅳ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식한 다이아몬드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와 제작기법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장

신구를 제작하였다. 작품에 활용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는 최소한



- ii -

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이아몬드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또 다른 조형수

단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

였는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옻칠의 개념적 이해를 통한 영

원성의 표현이다.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기법인 옻칠

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사

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

하였다. 원죄의 상징인 사과는 매혹적이지만 고통과 죽음을 암시한다. 치

명적인 매력의 빨간 사과를 건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제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어있는 난집

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현대인의 욕망은 타자에 의

한 것이며1)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호 가치에 집착한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하는

장치인데, 이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허영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과 구조가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제작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소비주의에 가려진

다이아몬드의 본질적 가치를 예술적 표현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욕

망과 허영의 심리를 공예적 가치 추구를 위한 소재로 승화시켰다는데 의

미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다이아몬드, 현대예술장신구, 상징적 표현, 옻칠, 사과,

보석난집

학 번 : 2011-30362

1)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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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장신구 산업에서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장신구의 상당량이 다이아몬드와 그 모조석2)

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징성과 기호적 의미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의 유색석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뚜렷하

게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우선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양의 다

이아몬드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과거에

인도에서 생산되어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유통되었던 다이아몬드는 왕족

과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큰 사물이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남아프리카 광산의 대량산출이 이에 맞

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다. 하얗고 투명한 광채를 지닌 다이아

몬드는 현대적인 미감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어떤 디자인의 장신구에도

잘 어울렸기 때문에 확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니콜라 불가리Nicola

Bulgari3)의 표현에 의하면 ‘다이아몬드는 장신구의 공통분모가 되었다.

The diamond is the common denominator of jewelry’4)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한 성공적인 마케팅도 한 몫을 하였

다.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물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오

래전부터 강력한 힘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보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

이아몬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영원한 사랑의

2) 다이아몬드의 시각적 효과를 모방하기 위한 대체 재료. 유리, 큐빅 지르코니

아, 투명 사파이어, 합성 스피넬, 모이사나이트 등.

3) 이탈리아의 보석회사 불가리 창업주의 손자.

4)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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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즉 결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행복

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이를 건네는 것은 청혼의 뜻이 담긴 무

언의 메시지로 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가 결혼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매스컴을 통한 광고와 마케팅의 힘이 크게 작용

하였다.

다이아몬드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재화이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을 높이는 이유이다. 다이아몬드는

금과 함께 자산 증식이나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믿을 만한 투자처로 인

식되고 있으며, 초고가 다이아몬드라도 증여세와 상속세가 붙지 않아 손

쉬운 상속 및 증여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구매이유가 되고 있

다.5) 이는 막대한 자본에 의한 유통경로의 통제와 정확한 감정 시스템으

로 다이아몬드의 거래가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어 왔기 때문이며 자수

정이나 사파이어와 같은 다른 천연보석의 경우와 비교되는 상황이다.6)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는

거대한 산업시스템의 구심점이며 현대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속성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사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자산가치가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다이아

몬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상업 장신구의 디자인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다.

반면 현대예술장신구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술성을 지향하는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비판

과 풍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가 의도적으로 훼손

되기도 한다. 또한 자연에서 형성되고 발견된 특별한 물질로서의 가치와

수 천 년 전부터 장신구의 재료로 활용되어온 문화적, 역사적 사물로서

의 가치가 부각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 포함된 다

이아몬드의 실질적인 화폐가치는 크지 않으며 아예 실체가 없이 형태 묘

사와 개념만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대예술장신구에서

5) 박은선,「주얼리에 대한 사회적 정서와 주얼리 소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

교 박사논문, 2011, p.54

6)「합성 멜리 다이아몬드 경계령」, 귀금속경제신문,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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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는 풍부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

며, 나아가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관에 대한 재고와 성찰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2. 연구의 동기와 목적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의 문제는 예술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에 해

당한다. 이에 대해 정답은 있을 수 없으나 예술가들은 이상적인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조형작업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한

다. 반면, 장신구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는 비교적 명료하게 인식되어왔

다. 일반적으로 장신구의 가치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경제적 가

치와 제작자의 장인적 솜씨, 조화로운 디자인 등의 요소로 평가되며, 좋

고 나쁨에 대한 평가기준은 관습과 대중적인 미감에 의해 좌우된다. 따

라서 전통적으로 장신구는 예술의 영역이라기보다 상품의 영역에 속하는

사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장신구에 있어서 예술성의 추구가 본격화되었다.

현대미술에서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는 장신구의 조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장신구만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찾고자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서 장신구의 가치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와 관습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과 조

형적 표현을 위해 고심하였다. 이들은 고가의 다이아몬드 장신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과시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를 ‘교양 없는 사람들의 표식badge of the philistine’7)으로 인식하였고, 예술

성을 추구하는 장신구의 재료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다이아몬드의 의미와 가치를 독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이상적인 가치를 표출하고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 속에는 장신구에 내제되어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관습적인

7) Jeannine Falino,「Diamonds were the Badge of the philistine: Art Jewelry

at Mid century」,『Metalsmith』vol. 31 no.5, 201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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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맞서면서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으며, 전통

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모습도 함께 드러난다.

연구자는 장신구를 현대의 물질과 가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술형식으로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다이

아몬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의미가 보다 명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본 작품연구는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장신구를 제작하되

물질적 가치와 관습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다이아몬드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감성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

통을 가진 다이아몬드의 진정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이아몬드의 긍정적

인 의미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대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서 공예와 예술적 표현의 가

치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 논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다이아

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다.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고대에서 현대에 이

르기까지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와 의미에 대

해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장신구 작가들의 작품들을 조사하여 다이아몬

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치관들을 분석하고, 작가들의 독특한 은유와

표현 의지를 토대로 하여 작품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으로, 앞에서 연구한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특질과 가치, 그리고 이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표현의도가

반영된 다양한 소재와 구조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각 장에

서 다루고 있는 연구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다룬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

과 상징성, 산업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이아몬드의 물성에 대해서

는 결정의 구조와 형태 및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이아몬드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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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마술적 힘에 관한 전설에서부터 왕실과 귀족, 자본가들의 힘과 권

위, 부와 신분에 관련된 상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게 된 경위와 물질적 욕망과 허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

고 있는 사례 및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어지는 다이아몬드의 산

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

펴보고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의미에 대해 조사하였다.

Ⅲ장은 현대예술장신구의 다이아몬드에 관한 연구이다. 다이아몬드를

표현재료로 활용한 작품사례들과 다양한 재료와 기법 활용하여 다이아몬

드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 작품들

은 주제 및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다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재료들

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표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작품들

이다. 셋째,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하

여 비판과 풍자의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Ⅳ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다이아몬드의 특질과 작품 사례 연구를 바

탕으로 한 작품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작품에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으며 다이아몬드에 내제하는 정신과 감

성의 가치를 또 다른 상징적 표현 수단을 통해 제시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

기법인 옻칠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

다. 둘째, 원죄의 상징인 사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

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

어있는 난집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욕망과 허영을 나타내는데

이를 공간과 구조가 결합된 심미적 구조물로 표현하였다.

작품 제작에는 옻칠, 나무, 금속, 합성수지 등의 다양한 재료가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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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칠, 조각, 판금 등의 수작업 외에도 3D 프린팅과 전해주조와 같은

현대적인 제작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은 그 의미를 개

념적으로 해석하여 가치의 상징적 표현을 위한 조형어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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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이아몬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다이아몬드의 물성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투명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물질로 인식

되었던 다이아몬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 베일을 벗게 되었다. 그

러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특이한 물성은 다이아몬드를 더

욱 특별한 보석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는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 모이

사나이트, 합성 루틸 등 다이아몬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모조석들은

물론 투명 사파이어, 수정 등 투명성을 지닌 다른 보석들과 확연히 구별

되는 물성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천연의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물성을

가진 합성 다이아몬드와도 구별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이아몬드

를 특별한 보석으로 만드는 고유한 물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1 결정의 구조와 형태

다이아몬드는 단일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똑같다. 그러나 탄소가 결합되는 방

식 즉 결정구조에 의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다이아몬드의 탄소원자는 네 개의 원자와 연결되어 사면체tetrahedron구

조를 형성한다. 이들은 1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강한 공유결합 방식으로

묶여있으며 어떤 천연물질의 원자들보다 가깝게 결합되어 있다. 반면 흑

연의 탄소원자는 세 개의 원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층 구조를 형성하는데

각 층의 결합이 매우 약해서 쉽게 미끄러진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매우 높은 반면 흑연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연필심이나 윤활물

질로 사용된다.1)[그림 2-1]

1) http://sustainable-nano.com/2014/02/18/the-atomic-difference-between-dia

monds-and-graphite/



- 2 -

[그림 2-1]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원자 구조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는 등축정계cubic, isometric system에 속한다. 전

후, 좌우, 상하 3개의 결정축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며 길이가 같다. 등축

정계의 광물에는 다이아몬드와 가넷, 스피넬, 파이라이트 등이 있다.[그림

2-2]

[그림 2-2] 등축정계의 형태

이와 같은 결정구조와 형태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

다.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팔면체, 육면체, 십이 면체, 삼각의 쌍

정trian gular twin(매클macle)2) 형태이며 네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

면체나 혹은 두 개의 육면체가 관통하는 형태로 발견되기도 한다.3) 그러

2) 결정 성장광정 중 방향이 60도나 180도로 회전되어 만들어진 납작한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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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정 성장과정의 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인해 많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복잡하고 불규칙한 형태로 발견된다.[그림 2-3]

[그림 2-3] J R Sutton의 다이아몬드 결정 스케치, 1928

1.2. 물리적 특성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아몬드

는 모스 경도계Mohs' scale of mineral hardness의 10에 해당하며 경도 9의

커런덤과의 경도 차이는 매우 크다.[그림 2-4] 그러나 깨어짐을 견디는 힘,

즉 인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7.5에 해당하며 수정, 베릴과 같고 인성수치

8에 해당하는 제이드, 커런덤보다 깨지기 쉽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비

중은 3.52이고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비중은 인클루젼과 불순물로 인해

3.43까지 내려갈 수 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유사석은 다이아몬드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감별기준으로 활용된다.

3) A. Yacoot & M. Moore,「X-ray topography of natural tetrahedral

diamonds」,『Mineralogical Magazine』June 1993, v.57 no.387,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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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모스 경도계

보석은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데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다.

다이아몬드의 열전도율은 900-1200W/m.k이며 은(429W/m.k)이나 구리

(400W/m.k)등의 금속보다 두 배 이상 높다.4)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빠르게 방출되므로 다이아몬드를 만지면 차가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온도 감지기는 1/500°C 이내의 온도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5) 다이아몬드는 기름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물과는 친하지 않

다. 다이아몬드 채광 시 다른 광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친유성이 활용된다.

1.3. 화학적 특성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 690-875°C에서 연소되며 1,200-1,900°C에서 흑

연화 한다.6) 다이아몬드가 완전히 연소될 때 생성되는 기체는 99% 이상

이 이산화탄소이며 나머지 1%는 다이아몬드에 내포된 불순물에 의한 것

이다. 1694년 이탈리아의 아베라니G Averani와 타르지오니C A Targioni에

의해 다이아몬드를 가열하는 실험이 행해졌다. 이들은 넓은 구경의 렌즈

로 햇빛을 모아서 다이아몬드에 쪼였고 다이아몬드는 증발하였다.7) 1772

4) http://www.seehint.com/r.asp?no=12067

5) 오원택,「귀금속 디자이너를 위한 보석실무」, 쥬얼테크, 2007, p.75

6) 위의 책, p.75

7)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Bristol, 198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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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소과정에 대해 연구하던 프랑스의 화학자 라브와지에

Antoine-Laurent Lavoisier에 의해서도 같은 실험이 행해졌다. 그는 밀폐된

유리병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햇빛으로 가열한 다음 반응의 결과물을

분석하였고 다이아몬드를 태웠을 때 만들어진 기체가 숯을 태울 때 만들

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8) 다이아몬드의 성

분에 관한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19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다이

아몬드가 흑연과 동일한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졌다.9)

다이아몬드의 화학적 구성은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미량원

소와 결합될 수 있다. 가장 흔한 미량원소인 질소와 붕소는 광학적 흡수

특성을 생성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다이아몬드의 타입Type을 분류하는 체

계가 형성된다. 질소가 존재하면 타입Ⅰ으로 분류하고 질소의 양이 아주

적거나 없으면 타입Ⅱ로 분류한다.

타입Ⅰ 다이아몬드는 질소의 집합상태에 따라 다시 타입Ⅰa와 타입Ⅰ

b로 분류한다. 한 개 이상의 질소가 집합체로 존재하면 타입Ⅰa, 질소가

단독으로 탄소를 치환하여 존재하는 경우 타입Ⅰb이다. TypeⅠa 다이아

몬드의 질소는 질소 집합체의 양상에 따라 질소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하

는 A집합체와 하나의 공공vacancy 둘레에 4개의 질소가 둘러싸고 있는

B집합체로 세분되어 각각 타입ⅠaA, 타입ⅠaB로 지칭된다.10)

질소는 옐로우 칼라를 만드는 일반적인 원인이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98%이상을 차지하는 타입Ⅰa다이아몬드는 질소의 양에 따라 무색에서

옐로우, 브라운 등의 색으로 나타나다. 타입Ⅰb의 경우는 대부분의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에 해당되지만 천연다이아몬드에서는 전체 산출량의

0.1%정도로 매우 희귀하며 옐로우 칼라를 띈다. 질소가 거의 없는 타입

Ⅱ다이아몬드는 전체 산출량의 1-2%이다. 이는 붕소의 유무에 따라 타

입Ⅱa와 타입Ⅱb로 분류된다. 붕소가 없는 타입Ⅱa는 대부분 무색을 띄

8) Davies의 앞의 책, p.14

9) 위의 책, p.22

10) 손수학 외,「보석용 다이아몬드의 타입별 광학적 특성 연구」,『한국광물학

회지』 vol.20, no.2, 2007,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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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브라운이나 핑크, 드물게 레드나 그린이 되기도 한다. 컬리넌 다이

아몬드Cullinan diamond11)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색 다이아몬드가

이에 해당한다. 붕소에 의한 광학적 흡수가 관찰되는 타입Ⅱb는 블루 칼

라 혹은 회색을 띈다. 호프 다이아몬드Hope diamond12)가 이에 해당한다.[그

림 2-5]

[그림 2-5] 다이아몬드의 타입 분류

1.4. 광학적 특성

탄소원자가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의 결정을 통과하는 빛

은 속도가 극적으로 감소한다. 공기 중 빛의 속도는 초당 188,000마일,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초당 140,000마일, 유리에서는 123,000마일인데

반해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는 빛은 초당 77,000마일로 느려진다.       

광선이 수직이 아닌 각도로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부딪치면 속도가 느

려지면서 방향이 바뀐다. 이것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11) 지금까지 발견된 최대의 다이아몬드(3,106ct).

12) 45.52캐럿의 진청색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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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률은 2.417이며 투명한 보석 중 가장 높다. 투명물질의 굴절률은 빛

의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굴절률을 측정할 때는 가시 스펙트럼의

옐로우 부분의 나트륨 광선을 이용한다. 그 외 가시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바이올렛과 레드의 굴절률은 각각 2.415와 2.407이며 분산도는

0.044이다.

광선이 매질을 빠져나가게 되는 최후의 굴절각을 임계각critical angle

cone이라고 한다. 임계각 내로 진입한 광선만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데 굴절률이 높으면 임계각은 작아진다. 다이아몬드의 임계각은 24.5°으

로 27.8°인 큐빅 지르코니아와 41°인 수정 등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이상적인 비율로 연마할 경우 보석 중 가장 높은 내부 전반사율을 나타

낸다.[그림 2-6] 다이아몬드의 표면반사율은 입사각 0°에서 17%이고 입사

각 70°에서 27%이다.13) 따라서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표면은 최고의 광

택효과인 금강광택을 낼 수 있다.

[그림 2-6] 빛의 굴절과 전반사

다이아몬드는 굴절에 의한 전반사와 광택으로 최고의 빛의 효과를 보

여줄 수 있다. 휘광brilliance이라고 표현하는 다이아몬드의 빛의 효과는

브라이트니스brightness와 파이어fire, 씬틸레이션scintillation으로 나타난다.

브라이트니스는 빛의 반사에 의해 환하게 보이는 효과이다. 브라이트니

13) 김상기,「천연보석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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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정도는 다이아몬드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크라운을 통해 들어

가서 퍼빌리언 패싯에 반사하여 되돌아 나오는 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다이아몬드의 비례 및 연마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그림 2-7] 파이어는 백

광의 분산에 의한 무지개 색의 빛을 말한다. 다이아몬드 안으로 들어간

백광은 스펙트럼 칼라로 분산된다.[그림 2-8] 분산은 빛이 반사하고 굴절

할 때마다 증가하므로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씬틸레이션은 다이아몬드, 관찰자, 광원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빛의 반짝

거림과 빛의 반사와 누출에 의해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와 배열, 대조의 패턴에 의해 나타난다.[그림 2-9]

[그림 2-7] 브라이트니스의 정도

(출처: http://www.gia.edu/diamond-quality-factor)

[그림 2-8] 다이아몬드의 파이어

(출처: http://jewelryactivist.com)

[그림 2-9] 패턴에 의한 신틸레이션

(출처: http://www.goodoldgo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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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축정계에 속하는 다이아몬드는 모든 결정방향에서 빛이 단일 광선으

로 움직이는 단굴절single refractive의 성격을 지니며 CZ, 합성루틸, 모이사

나이트, 칼라리스 사파이어 등 복굴절double refractive의 유사석들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모스 경도 9.5이며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모

이사나이트는 가장 성공적인 다이아몬드의 모조석인데 이를 구분하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굴절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그림 2-10][그림 2-11]

[그림 2-10] 단굴절의 다이아몬드

(출처: http://www.professional jeweler.com)

[그림 2-11] 복굴절의 모이사나이트

(출처: http://www.gemgate.com)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 및 뛰어난 경도와 광채는 오래 전부터 인식되

어 왔으며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는 대부분 그 고유한 물성에서 비롯

되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연구와 분석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한 정확한 감별 및 감정시스템에 활용되고 있다.

2. 다이아몬드의 상징성

다이아몬드는 오래전부터 높은 가치를 지닌 사물로 알려져 있었다. AD

1세기 초 로마시대의 마닐리우스Manilius는 그의 책 <아스트로노미카

Astronomica>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해 ‘점 하나보다 크지 않은 돌이지만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기록하였고, 역시 AD 1세기 로마의 문필가 플

리니Pliny the Elder는 AD 1세기 저서 <자연사Natural History>에서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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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는 오래전부터 극소수의 왕들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보석을 포함하

여 인간이 가진 어떤 소유물보다 값진 것이다.’라고 기술하였다.14) 이러

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였으나 그 높은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았던 이유는 미적 가치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 부적으로서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다이아몬드의 뛰어난

경도는 오랜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강한 마술적 힘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이아몬드의 강력한 마법의 힘에 관한

인식은 중세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나, 15세기 이후부터 전해지는 지식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다

이아몬드에 관한 전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희귀한 보물이었고 높은 신분과 권위, 부를 상징하는 사물이었다.

반면 다이아몬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영원

한 사랑의 약속, 즉 결혼이다. 지구상의 광물 가운데 가장 단단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자연스

럽게 연결되었고, 두 사람의 결합과 서로에 대한 구속의 의미를 지닌 반

지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한 의미를 표출하게 되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행복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이를 건네는 것은 청혼의 뜻이 담긴

무언의 메시지로 통용되고 있다.

한편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의 휘황찬란한 광채는 과거

의 신성한 빛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는 1967년 발표된 그의 에세이에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차

가운 불에 비유하였고, 허영의 세계를 상징하며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유혹의 상징이자 성실성이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였다.15) 중세시대의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신성을 상징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광채는 세속적

인 물질의 세계와 그 무상함을 의미하는 빛으로 변질되었다.

14)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1984, p.3-4

15) Roland Barthes,「From Gemstones and Jewelry」,『the Language of

Fashion』. Berg,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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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성과 마술적 힘

다이아몬드에 관한 신화와 전설은 인도에서 시작된다. 고대 산스크리트

어에서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 단어는 ‘번개’를 뜻하는 바즈라vajra와 ‘인

드라16)의 무기’라는 뜻의 인드라유다indrayudha로 번역된다.17) 번쩍이는

광채와 색, 형태, 단단함 등 다이아몬드의 두드러진 특징이 번개와 유사

하게 인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외에도 매우 특별하게 단단한 돌에 관

한 이야기는 고대의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600년경에

쓰여진 예레미아서Book of Jeremiah에는 ‘유다Judah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

로 기록되되..’18)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금강석은 매우 단단한 돌이

나 가시를 뜻하는 샤미르shamir를 번역한 것이다. 에스겔서Ezekiel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19)라는 구절에서의 금강석

adamant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지시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

지만 특별하게 단단한 물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

다마스adamas는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다마스는

단단한 물질을 아우르는 용어였으며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반면, AD 1세기 로마의 문필가 플리니Pliny

the Elder는 그의 저서 <자연사Natural History>에서 아다마스adamas에 대해

묘사하였고 이를 여섯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날의 다이

아몬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리니는 다이아몬드의 외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쇠망치로 때렸을 때 망치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

들 정도의 놀라운 경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단단한 성질로 인하여

보석을 조각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과 강력한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록하였다.21) 플리니Pliny the Elder의 저서에는 모든 보석들

16) 베다Veda교의 무신

17) George E. Harlow,『The Nature of Diamond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17

18) 예레미아서 17장 1절

19) 에스겔서 3장 9절

20)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1984, p.2

21) 위의 책,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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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아다마스

adamas는 모든 독극물보다 강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고 마음속의 근거 없

는 두려움과 혼란을 없애며, 자석과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철이

자석의 힘에 끌려가는 것을 막는다고 하였다.22)

버트홀드 로퍼Berthold Laufer는 그의 저서에서 다이아몬드 대해 기술한

고대의 중국 문헌들을 소개하였는데 ‘외국인들이 이것을 반지에 세팅하

여 착용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악마와 독을 피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내용도 볼 수 있다.23) 이러한 기록을 통해 고대에는 미적인 가치보다는

마술적인 힘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의 발견된 최초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2세기 후반 로마 근교에

있는 한 소녀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으며 연마되지 않은 원석 그대로 세팅

되어있는 작은 금반지이다.24)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 로마의 다이아몬

드 반지는 7개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고 6개 정도를 개인이 소장

하고 있다.25)[그림 2-12][그림 2-13] [그림 2-14]의 반지는 프랑스의 유물수집

가인 루이 드 클라크 Louis de Clercq (1836–1901)의 콜렉션에 포함되어 있

던 것으로 시리아의 타르투스Tartus, Syria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약 1.65캐럿의 연마되지 않은 팔면체 다이아몬드 결정이 높은 베즐

위에 세팅되어 있다. 결정의 크기는 작지만 투명도가 매우 좋고 이를 세

팅하고 있는 베즐의 사면이 모두 뚫려있어서 결정이 더 밝게 보이는 효

과가 있다. 이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 반지들 가운

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벤자민 주커 콜렉션

Benjamin Zucker Family Collection에 포함되어 있다.

22) Davies의 앞의 책, p.5

23) Berthold Laufer,『The Diamond: A Study in Chinese and Hellenistic

Folklor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Chicago, 1915, p.33-34

24) Jack Ogden, 「Terms of Engagement: A History of Betrothal and

Wedding Rings」,『Metalsmith』vol.34, no.3, 2014, p.41

25) http://www.lesenluminu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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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대영박물관)

[그림 2-13]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대영박물관)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소유자를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신성한 결정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만 제대로 힘을 발휘하

는 것으로 믿어졌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연마가 어렵기도 했지만 금기

시 되는 일이기도 했다.26) 따라서 원석 그대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

다.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투명하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

투명도가 떨어지는 결정이 많고 완전히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또한 내

부가 투명한 결정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강가에서 굴러다닌 경우에는 뿌

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27) 플리니Pliny the Elder는 그의 저서에서 아다

마스adamas의 투명성과 팔면체의 결정의 형태에 관하여 묘사하였지만 그

외관에 대해 아름답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28) 3세기경에 기술된 중국

26)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27) Max Bauer,『precious Stones』, Dover Publication, 1968, p.130

28) Davies의 앞의 책, p.6

[그림 2-14] 3-4세기 로마시대의

다이아몬드 반지 (벤자민 주커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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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헌에는 다이아몬드의 외관에 대해 ‘겉보기에 진주와 같으나 단단하

고 날카로우며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묘사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진주

와 비슷하다고 표현한 것은 금속성의 표면을 가진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

몬드 원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29) 당시에 광채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A.D. 4세기경 성 에피파니우스St. Epiphanius의 기록에는 제사장의 가슴

을 장식하는 신기한 아다마스adamas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이

것을 통해 신이 정한 사람들의 운명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선고

Declaration라는 이름으로 칭해졌다고 한다. 만일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색이 탁해지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이 돌에서 눈처럼 밝은 빛이 난다면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들 뜻

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했다.30)

널리 퍼져있는 믿음에 의하면 상업적인 거래로 얻은 다이아몬드는 부

적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며 오로지 선물로 받았을 때에만 힘을 발휘한다

고 하였다.31) 다이아몬드의 힘에 관한 이야기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천

년이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 1360년 맨드빌Sir John Mandeville경의 저서

<맨드빌의 여행Mandeville's Travels>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다이아

몬드가 남성성을 부여하고 사지를 멀쩡하게 하여 적에게 승리하게 하며

마법의 힘을 물리친다고 기록하였고, 다른 보석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단단한 성질에 관해서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29) Davies의 앞의 책,

30) George Frederick Kunz, 『The Curious Lore of Precious Stones』, Dover

Edition, 1971, p.278. - originally published in 1913 by J.B.Lippincott.

31) Konrad von Megenberg,『Buch der Natur』, ed. by Dr. Franz Pfeiffer,

Stuttgart, 1861, p.433 의 내용을 George Frederick Kunz의 위의 책, p.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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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분, 권위, 부의 상징

라트나파리스카Ratnapariska32)에 기록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의 기원에 관

한 신화에 따르면 강력한 왕이었던 발라Bala가 신의 제물이 되면서 다이

아몬드로 변했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왕은 다이아몬드를 모으고 몸

에 지녀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의

색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브라만(성직자)의 다이아몬드는

소라껍데기, 연꽃과 같은 흰색이나 수정같이 투명해야하고 크샤트리아

(귀족)의 다이아몬드는 토끼의 눈과 같은 갈색(붉은색)이며 바이샤(평민)

의 것은 파초의 꽃잎과 같은 노란색, 수드라(천민)의 것은 칼날의 광택과

같은 검은색, 회색이다.’ 그러나 오직 왕만은 모든 색의 다이아몬드를 소

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중세 시대 유럽에서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한 보물이었으며 왕을 상

징하는 것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신의를 약속하는 왕실 간의 권위

있는 외교적 선물로 사용되었다.34) 또한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지배자들

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왕의 고귀한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물로 인식하였

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자코포 티포시우스Jacopo Typotius의 저서 <인간적

상징Symbola Divina et Humana>에 기록되어 있다. 윗줄의 왼쪽 매가 반지

를 움켜쥐고 있는 그림의 중심에는 ‘언제나Always’라는 모토가 적혀있고,

윗줄의 오른쪽에 별과 함께 그려진 반지에는 ‘오랫동안 빛나는Enduring

and Shining’, 아랫줄 왼쪽 세 개의 반지는 각각 의연함fortitude과 인내

endurance, 용기valour를 뜻하며 ‘나는 이길 것이다I shall overcome’라는 문구

가 적혀있다. 아랫줄의 오른쪽에는 ‘변함없이 진실함constant and sincere’이

라는 문구와 함께 마주잡은 손이 표현되어 있다.35)[그림 2-15]

32) 6세기 인도의 기록물. 보석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gems이라는 의미.

33) George E. Harlow,『The Nature of Diamonds』,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119-120

34) Diana Scarisbrick, 『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11

35) 위의 책,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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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자코포 티포시우스의 저서 <인간적 상징>의 삽화

유럽에서 다이아몬드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당시 다이아몬드 커팅 및 다이아몬드 장신구 제작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의 파리에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브릴리언트

컷이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 광채를 더욱 살리기 위해 뒷면에 박을 대었

고 크기가 커 보이고 무색투명함이 강조되도록 금보다는 은에 세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6) 번쩍거리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전히

뒤덮인 장신구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였다. 루이 14세는 100점이 넘는

세트로 제작된 다이아몬드 버튼으로 비단 코트 전체를 뒤덮었으며 거들

이나 구두에 다는 다이아몬드 버클에도 애정을 쏟았다.37)[그림 2-16] 이후

36)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04

37) 위의 책,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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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왕실은 극도로 화려하고 우아한 다이

아몬드 장신구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루이14세

시대에 확립된 베르사유의 관습과 모티브인 나비매듭과 리본, 화환, 꽃

등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유일한 디자인 레퍼토리가 되었고 이 스타일

은 19세기까지 매우 느리고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거의 동일하게 남아있

었다.38)

[그림 2-16] 루이14세의 초상화

[그림 2-17] 엘리자베스 여왕과 컬리넌

다이아몬드

영국 왕실의 왕관과 홀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컬리넌Cullinan이다.[그림 2-17] 컬리넌은 남아프리카의 프

리미어 광산에서 발견되었는데 원석의 무게가 3106.75캐럿에 달하였다.

이것은 당시 영국의 식민정부였던 트랜스발 정부에 팔렸고, 1907년 에드

워드 7세의 생일선물로 영국으로 보내졌다. 에드워드 7세는 암스테르담

의 아셔 다이아몬드에 가공을 의뢰하였고 아셔 형제는 다이아몬드의 벽

개를 따라 9개의 큰 조각과 96개의 작은 조각, 그리고 9.50캐럿의 연마되

38)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8



- 18 -

지 않은 조각으로 분리하였다. 이 중 가장 큰 조각인 컬리넌Ⅰ은 아프리

카의 별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데 530.20캐럿의 페어 컷으로 세공되었

으며 왕의 홀을 장식하고 있다. 317.40캐럿의 컬리넌Ⅱ는 쿠션 컷으로 연

마되어 왕관에 사용되었다. 현재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모두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과거 대영제국의

부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한다.[그림 2-18]

[그림 2-18] 분리된 컬리넌 조각과 왕실 장신구들 [그림 2-19] 벤더빌트 부인, 1909년 경

19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상업

과 제조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출현하였다. 자신들만

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들은 과거 왕실과 귀

족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려 하려 하였고, 화려한 로코코 복고 스

타일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과거의 위대한 왕실과 자신을 상징적으로

연관시키려 했던 신흥자본가들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수단이 되

었다.39)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 1857-1929은 이

들이 새롭게 얻은 부를 드러내려는 방식에 대해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라고 묘사하였다.40) 그는 또한 이들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

와 더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 부유층 여성의

39) 캐롤라인 콕스, 마은지 역,『빈티지 주얼리』, 투플러스, 2012, p. 47

40) 로버트 보콕, 양건열 역,『소비: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공사,

200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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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과 소비생활은 가장의 부를 과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41)

[그림 2-19]은 1909년 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부호인 코넬리

우스 벤더빌트Cornelius Vanderbilt III의 부인이다. 사진 속의 부인은 카르티

에에서 제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티아라, 브로치 등을 하고 있는데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유행하던 다이아몬드 장신구 못지않게 화려함을 자

랑하고 있다.

2.3. 결혼의 상징

다이아몬드의 뛰어난 경도와 변하지 않는 물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

랑이라는 의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계약과 구속의 의미를 지닌 반

지에 활용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이아몬드

반지가 약혼과 결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높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혼반지를 건네는 풍습은 고대 로마 시대의 매매혼의 습관에 따른 것

으로, 약혼이 성립되었을 때 그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서 반지가 신

부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

집안과 집안간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금전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

라서 약혼반지는 계약의 성사와 금전 거래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었다.42)

약혼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최초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버건디의 메리Mary of Burgundy43)가 소유하고 있던 반지로서 이니셜 M 형

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이다. 1477년에 있었던 막시밀리언 1세

MaximilianⅠ44)와의 결혼식이 있기 전에 메리는 그녀 아버지의 지시에 따

라 막시밀리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그 징표

로서 “상당한 가치of considerable value”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다고 적

41) 로버트 보콕의 앞의 책, p. 37-39

42) 다카시 하마모토, 김지은 역,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2002, p.58-59

43) 부르고뉴 공작부인 메리Marie de Bourgogne 또는 부귀공 메리Mary the Rich,

1457-1482, 용담공 샤를과 이사벨 드 부르봉의 외동딸.

44)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신성로마황제1459-1519, 재위 149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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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5) 즉, 이 반지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기보다 정략적인 결

혼에 수반되는 금전적 거래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20] 1527년 앙굴렘의 마르가리트Marguerite of Angoulême46)와 나바르의 헨리

Ⅱ세Henry Ⅱ of Navarre47)의 결혼식에도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용되었다. 풍

요의 뿔cornucopia 가운데에 놓인 다이아몬드와 ‘언제나 한결같이Always

the same’라는 모토는 변치 않는 사랑보다는 왕가의 결합으로 인한 집안

의 영원한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8)[그림 2-21]

[그림 2-20] 메리 버건디의 결혼반지, 1477 [그림 2-21] 나바르의 헨리Ⅱ세의

결혼반지 삽화

기독교 문화의 결혼반지 교환관습은 고대 로마의 약혼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립 시기는 분명치 않다. 가장 오래된 구전은 9세

기 경 이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11세기부터이며 13세기 무렵에는

유럽에서 일반화되었다.49) 결혼반지는 약혼반지에 비해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봉건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상징적 사물을 주

45) Jack Ogden, 「Terms of Engagement: A History of Betrothal and

Wedding Rings」, 『Metalsmith』, vol.34, no.3, 2014, p.41

46) 프랑스의 공주, 나바르의 여왕,1492-1549.
47) 나바르의 왕,1503-1555.
48) Diana Scarisbrick, 『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61

49) 다카시 하마모토의 책, 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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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 결혼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반

지교환의 풍습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혼반지의 풍습은 중세 사람들의 상

징에 대한 애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사용되는 반지의 양식에 관한 엄격한 관례는 없었다. 다양한 보석이 활

용되었으며 보석반지의 금 밴드에는 ‘SAVNZ DEPARTIR'(내 모든 사랑

은 당신의 것입니다)나 ‘AUTRE NE　VUEIL'(당신 외에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와 같이 안쪽에 메시지를 새긴

반지를 포지링posy ring이라고 한다.50)

바티칸 도서관의 기록에 의하면 1475년 아라곤의 카밀라Camilla of

Aragon와 콘스탄초 스포르자Constanzo Sforza51)의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의 특별한 단단함이 영원히 변

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2) 다이아몬드의

단단한 물성에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나 문학작품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그

의 희곡 “강요된 결혼The Forced Marriage, 1664”에서 자신의 약혼자를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자하는 남자에 대해 언급하였다.53) 이 시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약혼반지 혹은 결혼반지가 상류층 사이에 보편화되

었다.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solitaire ring뿐만 아니라 작은 다이아몬드를

그룹으로 세팅한 형태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유색보석 혹은

칠보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았고, 두 개의 반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지

멜링gimmel ring이 유행하였다. [그림 2-22]는 16세기부터 만들어지던 전

통적인 형태의 지멜 링인데 하트와 손이 묘사되어 있고, 두 개의 반지

사이의 내부 공간에 들어있는 태아와 해골은 삶의 시작과 끝을 상징한

50)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70

51) 파사로Pesaro의 영주,1447~1483.
52) Diana Scarisbrick,『Rings: symbols of wealth, power, and affection』,

Thames and Hudson, 1993, p.18

53) Jack Ogden의 앞의 글,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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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4)

18세기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나란히 세팅하거나 하트나 꽃 등의

모티브를 표현한 약혼반지가 많았고 로마시대부터 만들어지던 악수하는

손을 모티브로 한 페데 링fede ring은 [그림 2-23]와 같이 두 손이 하트를

잡고 있는 형태로 진화되었는데, 이 하트에는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다.55)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 다이아몬드가 장신구의 주재료가 되면서 결혼

반지에도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유색보석들도 함께 사용된

사례가 많은 것을 볼 때 다이아몬드가 결혼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트, 마주잡은 손 등 결합을 상징하는

형상이나 ‘하나님이 합쳐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는 없다’와 같은 성서

의 문구,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와 같은 상징 요소를 동원하여 결혼의

영속성을 표현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다. 이것이 당시의 유행에 따른 것

이었다고 해도 재료의 물질적 가치보다 상징성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었

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림 2-22] 지멜 링_ 루비, 다이아몬드,

금, 에나멜, 1631

[그림 2-23] 페데 링_ 금, 에나멜, 로즈-컷

다이아몬드,1706,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19세기 말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가 시장으로

54) Diana Scarisbrick의 앞의 책, p.

55) Jack Ogden의 글,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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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산업은 더 이상 부유층만을 상대로는 유

지될 수 없었고 대중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판매 전략을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여자들이 한 개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886년 티

파니Tiffany에서 획기적인 다이아몬드 세팅방식이 개발되었다. 주로 베즐

bezel56)에 세팅되었던 이전과 달리 프롱prong57)으로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

려서 보석의 아래 부분까지 빛이 들어가게 하였고 광채가 더욱 향상 되

었다.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은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고 티

파니를 미국에서 가장 큰 보석상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영원한 사랑과 다이아몬드 반지의 연관성은 19세기 말 급격하게 늘어난

다이아몬드의 산출량과 이를 대중적으로 유통시키려는 기업들의 홍보 전

략에 의해 형성되었다. 특히 드비어스DE BEERS사의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았다. 드비어스는 1947년에 프란시스 게레티Frances Gerety라는 여성 카

피라이터가 만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

을 내세우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혼과 결혼을 위한 필수적인 아이템으

로 만들었다.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유명 인사들의 다이아몬드 이야기

와 영화 속 이미지들도 신화를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 헐리우드의 배우

리처드 버튼Richard Burton이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에게 선물한

크룹 다이아몬드 반지와 테일러-버튼 목걸이,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

이스 켈리Grace Kelly의 약혼반지는 다이아몬드를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

었다. [그림 2-24][그림 2-25]

‘2개월의 월급,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그녀에게

그만큼 쓸 거라고 기대하겠지요?’

‘Two Month's Salary, If she really loved you, would she expect

you to spend that much on her?'

1980년대 드비어스 광고에 등장한 이 카피는 청혼을 위한 다이아몬드

의 가격 기준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26] 사랑의 마음을 전하

56) 보석을 감싸서 고정시키는 난집

57) 보석을 고정시키기 위한 금속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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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돈과 직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가

격은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한다. 1캐럿과 0.9캐럿은 육안으로 보기

에 거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보석상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1캐럿 다

이아몬드는 결혼반지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되었다.

[그림 2-24] 그레이스 켈리의 약혼 반지

[그림 2-25] 크룹 다이아몬드 반지와

테일러-버튼 목걸이

[그림 2-26] 1980년대 드비어스 지면광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인 박정호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결혼은 여성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

고 불합리한 파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58)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도구화하고

58) 박정호,「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는?」, 네이버캐스트,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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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2,800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당시 사회적

약자인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었

고 일반적인 사회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작된 다이아몬드 반

지는 오늘날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왔으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혼반지로서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경향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결혼한 신부의 84%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9)

2.4. 물질적 욕망과 허영의 상징

다이아몬드는 상류층 귀족들의 신분과 부, 권위를 상징하는 보석이었

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고귀한 신분과 위상을 차별적으로 보여

주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18세기 귀족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탐

욕과 실속 없는 허영은 이들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

었다.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는 빚더미 위에서도 계속되었고 궁핍한 시민

들의 불만은 증폭되었다. 1770년대에

2,800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를 둘러싼 희대의 사기극인 이른바 ‘다

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으로 인해 마리

앙트와네트Josèphe-Jeanne-Marie-Antoinette

왕비의 사치와 낭비 성향이 세간에 알

려졌고 이는 프랑스 경제를 파탄 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이 목걸이는 해체되

어 남아있지 않지만 워낙 악명이 높아

몇몇 인그레이빙 도판으로 기록되어

있다.60)[그림 2-27]

1953년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59) 남진우,「다이아몬드 산업, 미국과 중국서 명암 엇갈려」, 이투데이, 2015,

12, 28

60)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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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의

마릴린 몬로, 1953

Gentlemen Prefer Blondes>에서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가 노래하여 유명해

진 곡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좋

은 친구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의

가사에는 사물의 가치를 사람보다도

우선시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담

겨져 있다.[그림 2-28] ‘키스가 좋다고

한들 당신의 허름한 아파트의 집세를

내주거나 음식 값을 내주지는 않아

요.A kiss may be grand but it won't pay

the rental on your humble flat or help you

at the automat’ 라는 가사의 내용에서

는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도구화

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속물적인 태도와 함께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

로 유지하지 못하고 남자의 돈과 권력에 의지해야 하는 여자의 절박함이

드러난다.61) ‘여자가 늙을수록 남자는 차가워지고 결국 우리는 매력을 잃

어버려요. 하지만 사각 컷이나 페어형태의 이 돌들은 형태를 잃지 않아

요.Men grow cold as girl grow old and we all lose our charms in the end, but

squar-cut or pear-shaped these rocks don't lose their shape’ 세월이 흘러 여자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남자가 떠나가도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여자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다이아몬드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신

뢰가 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노래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철저하게 돈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랑의 상징물로서의 가

치나 미적 가치에 대한 찬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가 가

장 친한 친구와 같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금전적

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

랑을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상을 보

여주고 있다.

61) Wilhelm Lindemann(ed.),『Thinkingjewellery』, Arnoldsche, 2011,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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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Damien Hirst,

<For the Love of God>,

다이아몬드, 머리뼈, 2007

죽음의 작가로 잘 알려진 현대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

는 17세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살다 죽은 30대 남자의 해골에 백금과

8,160개의 다이아몬드로 치장하여 당대 최고가의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에서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메

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서양미술의 전통이며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제이다. 죽음의 거울에 삶을 비추면 그 덧

없음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진정하게 사는 법을 생각하게 된다. 죽음을

삶의 거울로 만듦으로써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도 보는 이들의 눈길

을 삶으로 돌려놓는 것이다.62) 허스트는 사람의 해골과 다이아몬드를 통

해 죽음과 삶의 의미를 즉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9]

그는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

고 있다. 그는 약 200억 원에 육박하는 원가를 들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

다. 비용은 대부분 다이아몬드와 백금 구입에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해체

하면 바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작품은 제작이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200억 원의 현금 가치를 가지며, 허

스트를 당대 최고가 작품의 작가의 반열

에 올라서도록 기획되었다. 그는 실질적

으로 본인의 작품을 재구입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후에 그는 작품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복제품의 제작과 판매로 원

본가격을 상회하는 복제물 시장을 조성

하였다.63) 그는 이 작품에서 물질적 욕망

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활

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경

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본의 논리가 예술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에 확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62) 정수경,「데미안 허스트를 통해 본 우리 시대의 메멘토 모리」,『현대미술학

논문집』, 제 17권 1호, 2013, P.141

63) 이승현,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의 두 가지 가능성」,『현대미술사연구』제

37집, 2015, p.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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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이아몬드의 산업적 활용

3.1. 다이아몬드 산업의 역사와 현황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에 언제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대 유럽의 기록 중에서 다이아몬드Diamond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에는

헤브루어의 야할람yahalam과 그리스어의 아다마스adamas가 있는데, 이것

이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를 지칭하는지에 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64) 다

이아몬드에 관한 명확한 기록은 인도에서 시작된다. AD 6세기 경 인도

의 문헌에는 약 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이아몬드의 가치평가기

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BC 4세기 무렵 인도에서는 다이아몬드

의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65) 고

대의 인도에서는 제한된 시장에 맞춰 제한된 양만이 생산되었다. AD

3-4세기 경 로마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다이

아몬드는 오로지 인도에서만 생산되었으며 교역을 통해 어렵게 로마에

도달한 것들은 매우 작은 것들뿐이었다.66) 인도는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의 유일한 공급처였고,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인도와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유럽의 장신구에서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67)

반면, 인도와 이슬람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이

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남아있다. 6세기 인도의 문서인 라트나파리

스카Ratnapariska에 눈에 띄는 결함을 가진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 사용하

지 않고 보석을 연마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10세기 페르

시아의 학자 알-비루니Al-Biruni도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보석이지만

깨뜨릴 수 있으며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연마에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68) 고대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다이아몬드가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비취를 조각하기 위한 도구의

64)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65) Gordon Davies,『Diamond』, Adam Hilger Ltd, Bristol, 1984, p.1

66) http://www.lesenluminures.com/inventory

67)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68) 위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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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69)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대의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만 거래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함이

있거나 투명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른 보석을 연마하기 위한 유용한 도

구로도 가치가 높았다.

중세 이전의 문헌에는 다이아몬드의 연마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

다. 13세기 직후의 인도 문헌인 아가스티마타Agastimata에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장신구 역사가

인 잭 오그던Jack Ogden은 단순한 테이블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13세기

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 장신구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 14세기 초,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무역로를 개척하면서 다이아몬드는 다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베니스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의 연마가 시작되었

다.70)

유럽의 보석 세공사들이 인도와 페르시아의 보석커팅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8면체의 원석 형태 그대로 사용되던 다이아몬드

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8면체를 단순히 수평면으로 잘라

반지에 세팅하였으나 점차 위쪽 꼭지점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수평면으로

잘라 윗면을 평평한 사각형으로 만든 테이블 컷table cut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전 유럽에 확산되었고 1465년경에는 브뤼헤Brugge가 그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혔다.71) 테이블 컷의 모서리를 없애면서 만들어지는 싱글 컷의

초기 형태old single cut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2-30]

69) Berthold Laufer,『The Diamond: A Study in Chinese and Hellenistic

Folklore』, 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Chicago, 1915, p.33

70) http://university.langantiques.com/index.php/A_History_Of_Diamond_Cutting

71)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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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15세기 이전의 다이아몬드 연마 형태

149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희망봉을 돌

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했다. 상인들은 수 세기에 걸쳐 이용하던 육

로 대신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새로운 항로로 눈을 돌렸고 인도산 보석

은 해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6세기의 대부분 동안 유럽

의 다이아몬드 커팅과 연마의 중심지는 안트베르펜Antwerpen과 파리Paris

였다. 그러나 1585년 안트베르펜이 침공을 당해 장인들이 대거 암스테르

담Amsterdam으로 피난하면서 암스테르담이 다이아몬드 커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72) 16세기 말에는 기단이 평평하고 윗면에 작은 삼각형

의 면들이 돔 형태를 이루는 로즈컷rose cut이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6개

의 각면을 가진 단순한 형태였으나 점차 각면의 개수가 12개, 18개로 증

가하였고 16세기 말에는 24개의 각면을 가진 형태로 완성되었다. 테이블

컷보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한층 더 살릴 수 있는 로즈컷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그림 2-31]

[그림 2-31] 16-19세기에 유행한 로즈 컷 다이아몬드

72)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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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에 다이아몬드가 원활하게 공급된 것은 17세기 여행가이자 상인

이었던 타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 1605-1689가 루이 14세의 후원을

받고 파리와 인도의 골콘다Golconda를 오가게 되면서부터이다.73) 이때부

터 다이아몬드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장

신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실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스타일을

주도하였고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다. 다이아몬드의 연마 형태도 다양하

게 시도되었다. 현대 브릴리언트 컷brilliant cut의 기초가 되는 싱글 컷

single cut과 마자랭 추기경Cardinal Juls Mazarin의 요청으로 새롭게 디자인

된 더블 컷(마자랭 컷)double cut이 나타났으며 로즈 컷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브릴리언트 컷이 처음 선을 보였다. 당시에는 암스테르담

이 다이아몬드 커팅산업의 중심지였으나 브릴리언트 컷의 발생지는 파리

인 것으로 보인다.74)[그림 2-32] 더블 컷의 크라운 형태를 발전시킨 패루지

컷peruzzi cut은 1700년경에 나타났다. 팔면체의 테이블 형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브릴리언트 컷의 원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75)

[그림 2-32] 17세기 이후 발달한 다이아몬드 연마 형태

초기의 브릴리언트 컷은 현재와 같은 58면을 가진 올드 마인 컷old mine

cut으로 높은 크라운과 깊은 퍼빌리언, 큰 큘릿을 가지고 있으며 쿠션형

73) Penny Proddow and marion Fasel, 『Diamond: a century of spectacular

jewels』, Harry N. Abrams, 1996, p.7-8.

74)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104

75) http://www.yatesjewelers.com/history-of-diamond-cu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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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거들로 연마되었다76). 깊은 퍼빌리언으로 인해 광채 효과는 떨어지

지만 현대의 브릴리언트 컷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올드 유러피언 컷old

european cut은 원형의 거들을 가진 초기 브릴리언트 컷이다. 사각에 가까

운 원석의 단면을 원형으로 연마하기 위해서는 중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므로 당시에는 흔치 않은 형태였다. 1919년 마르셀 톨코우스키Marcel

Tolkowsky가 최적의 각도와 비례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

늘날 이상적인 커팅의 바탕이 되었다.[그림 2-33]

[그림 2-33] 브릴리언트 컷의 발달과정

18세기 초 인도의 다이아몬드 광산은 바닥이 났으며 공급량이 줄게 되

었다. 대신 1720년대 브라질에서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었고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유럽으로 공급되었다. 이로써 그 어

느 때보다 다이아몬드가 풍성하게 세팅된 장신구가 등장하게 되었다.77)

18세기 말 다이아몬드의 최대 소비자였던 귀족층이 몰락하고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업과 제조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은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치품 수요를 증가시켰다. 때마침 발견된 남아프리

카의 거대한 킴벌라이트 파이프kimberlite pipe78)는 수요가 팽창하던 시기

76) 본문 p.50 참조

77) 클레어 필립스의 앞의 책, p.112

78) 다이아몬드를 함유한 감람암의 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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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다이아몬드의 대량산출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초기 다이

아몬드 사업가들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생산량의 조절과 단일 경로 마케팅을 시도하

였다. 1888년 쎄실 로즈Cecil Rhodes에 의해 건립된 드비어스는 보츠나와,

나미비아, 탄자니아 및 개나다 등지에서의 다이아몬드 광산 매집을 통해

1900년대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량의 약 90%를 장악하게 되었다.79)

드비어스는 CSO Central Selling Organization로 성장하였고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 광산에서 산출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해왔

다. 광산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다이아몬드 원석은 DTC

Diamond Trading Company를 통해 제한된 숫자의 회원사에 독점적으로 공

급하였다. 이 거래를 위한 모임을 사이트Sight라고 하며 참가 자격을 지

닌 회사를 사이트홀더Sight holder라고 한다. 사이트는 1년에 10회 개최되

며 사이트홀더는 4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과거 200여 개 가까이 되었

던 사이트 홀더는 점차 줄어 100개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편 러시아, 호

주, 캐나다 등지에서 대규모 광산이 개발되면서 드비어스의 시장점유율

은 2006년 45%까지 하락하였다.80)

오늘날 다이아몬드 시장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공급되고 있다. 다이아몬드 생산국들

은 자신들이 생산한 자원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 하고, 증가하

는 원석의 양을 드비어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현대의 다이

아몬드 업계는 다중 경로를 가진 시장이 되었다. 다이아몬드의 주요 연

마 센터는 벨기에의 앤트워프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인도 뭄바이, 이

스라엘의 텔아비브, 미국의 뉴욕 등지에 위치하고 있다.

79) 김정구,「다이아몬드 산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다이아몬드 딜러 교

육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6

80) 위의 논문,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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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

상업적인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에 집중되어 있다. 따

라서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와 형태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강조

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다이

아몬드의 광채가 돋보일 수 있도록 백색의 금속에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이 백색주얼리white jewelry81)라고 하는 상업적인 다이아몬드 장신

구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1)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재료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거의 대부분 백금, 금, 은 등의 귀금속으로 만들

어져 왔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준보석과 칠보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

늘날에는 이와 같은 경우는 보기 어렵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의

보석과 매치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백금platinum 혹은 백색금white gold과 다이

아몬드로 이루어져서 있으며 다이아몬드의 무색투명함과 광채를 강조한

다.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장신구는 17세기 파리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브릴리언트 컷으로 인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촛불 아래에서 한층 더 살

아났고 광채를 향상시키기 위해 뒷면에 박을 대기도 하였다. 또한 다이

아몬드의 크기를 커보이게 하고 무색투명함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란 색

의 금보다는 흰색의 은에 세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82)[그림 2-34] 1900

년경에 상류층의 사랑을 받았던 장신구는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거의 백색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이 무렵 다이아몬드의 세팅은

거의 백금에 하게 되었다. 백금은 팔라듐, 구리 등과 합금하여 장신구 제

작에 사용되는데 표면 반사율이 높아 광택성이 우수하고 가공성이 좋다.

특히 연성이 뛰어나고 인성이 좋아 금이나 은으로는 불가능한 아주 세밀

81) 산업체에서는 장신구보다 주얼리jewelry라는 영어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다. 본 고에서는 주얼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신구로 통일하고 있으나 백색

주얼리라는 단어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82) 클레어 필립스, 김숙 역,『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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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난발 보석 세팅이 가능하다. 백금을 광석에서 추출해내는 기술은 18

세기 후반에 개발되었으며 19세기와 20세기 초, 진주와 다이아몬드 위주

의 백색주얼리를 위한 최고의 귀금속으로 자리 잡았다.83)[그림 2-35]

[그림 2-34] 루이14세 초상화가 있는

다이아몬드 은 펜던트, c.1670

[그림 2-35] 해리 윈스턴의 백금

다이아몬드 제품, 1940-1950

백금(Pt)이 지속적으로 고가를 유지하면서 백금 장신구의 소비가 위축

되는 사이 18K 백색금(WG)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백

금족인 팔라듐palladium의 수요도 증가하였다.84) 백색금은 금-니켈-구리-

아연, 혹은 금-팔라듐-은의 합금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백금 대용으로 쓰

이게 되었다. 흐린 노란빛을 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듐rhodium도금을

한다. 팔라듐은 오랫동안 화이트골드와 백금의 합금용 귀금속으로만 사

용되어 왔는데 근래 들어 중국에서 고 순도의 팔라듐(Pd 950) 제품을 생

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팔라듐은 백금의 품위와 성질을 가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85)[그림

2-36]

83) 송오성, 이정임,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한 금속재료』, (주)주얼테크, 2009,

p.44-45

84) 송오성, 이정임의 앞의 책, p.49

85) 장원수,「금, 은 대체재 ‘팔라듐’ 보석 상한가」, 인터넷한국일보,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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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백색주얼리의 금속재료

(출처: http://www.stoneoakjewelers.com/education)

2)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형태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디자인은 심플하고 세

련된 것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변화의 폭이 크지 않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브랜드의 이미지가 크

게 작용하고 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

는 요소인 다이아몬드의 형태와 배치, 세팅 구조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오늘날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형태와 커팅 스타일로 연마되고 있다. 다

이아몬드의 형태는 페이스 업face up에서 보았을 때 윤곽의 모양을 말하

며 커팅 스타일은 패싯의 배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브릴리언트 컷과

스텝 컷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있는 믹스드 컷mixed cut이 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이외의 다양한 형태들은 모두 팬시 컷이라고 부른다. 라

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크기가 큰 다이아몬드의 경우

에는 팬시 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팬시 컷은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

며 원석의 중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 된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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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다이아몬드의 형태

라운드round 오벌oval

원형의 브릴리언트 컷.

가장 일반적이고

브릴리언스가 뛰어난 컷.

타원형 윤곽의

브릴리언트 컷. 라운드와

비슷한 브릴리언스의

우아한 형태.

프린세스princess 레디언트radiant

모서리가 있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브릴리언트 컷.

모서리 없는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믹스드

컷. 칼라가 진하게 보임.

에메랄드emerald 페어pear

모서리가 없는

직사각형의 스텝 컷.

투명성이 높아서

클래리티를 돋보이게 함.

한쪽은 둥글고 반대편은

뾰족한 물방울 형태의

브릴리언트 컷.

에셔asscher 하트heart

모서리가 없는

정사각형의 스텝 컷.

아르데코 스타일에 많이

적용.

방패 모양의 테이블과

하트 모양의 윤곽을 가진

브릴리언트 컷.

마키즈marquise 쿠션cushion

양 끝이 뾰족한 타원형의

브릴리언트 컷. 같은

중량의 라운드보다 크게

보임.

둥근 코너와 부드러운

정사각형 혹 은 직사각형

윤곽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백색주얼리에서 다이아몬드의 배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하나의 큰 다이아몬드가 중심이 되는 것과 작은 다이

아몬드만으로 이루어진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캐럿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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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가 중심이 되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는 다이아몬드의 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스타일로 분류될 수 있다.[표 2-2]

[표 2-2] 다이아몬드 배치에 따른 반지 스타일 분류

솔리테어 링
Solitaire ring

쓰리 스톤 링
Three stone ring

해일로 링
Halo ring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단순한

디자인. 숄더에 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갈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다이아몬드가 주가

되는 디자인. 양쪽에는

다른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의

큰 다이아몬드를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는

디자인.

(출처: http://www.tiffany.kr, https://www.kings1912.com, http://www.wed.gamefunflash.com)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도 반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자

인 요소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프롱 세팅은 다이아몬드의 빛의

효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현대에 개발된 텐션

세팅은 금속의 탄성을 활용한 것으로 다이아몬드가 허공에 떠있는 것처

럼 보이게 한다. 고전적인 방식인 베즐 세팅은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다

이아몬드가 작을 경우에는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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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이아몬드 반지의 세팅기법

프롱 세팅prong setting

4개 혹은 6개의 난발로 다이아몬드를 고정하는 방식. 빛의 효과를 최대로

살릴 수 있다.

텐션 세팅tension setting

별도의 난집 없이 금속의 탄성에서 비롯된 압력으로 보석을 고정시키는

방법. 보석이 아무런 지지대 없이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즐 세팅bezel setting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금속 테두리로 거들을 살짝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이다. 부분적으로 테두리가 열려있는 디자인도 있다.

(출처: http://www.tiffany.kr, http://en.niessing.com, http://gelinabaci.com, http://www.carti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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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이아몬드의 상업적 가치와 의미

다이아몬드 장신구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반지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일상적으로 쉽게 구매하는 장신구

가 아니다. 가격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

다. 구매목적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미혼여성들은 주로

남자친구와의 커플링으로 구입하거나 결혼을 위한 예물로 준비하는 경우

가 많다. 30-40대의 경우는 기념일 선물로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거나 출

산 등의 특별한 경우에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50대 이상

은 기념일 선물로 받거나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86) 이를 통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는 목적이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성적인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현대의 주얼리 산업의 핵심적인 아이템이다. 많은 고가의 주얼리

기업들이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브랜드의 대표 품목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광고마케팅에 끌어들이고 있다. 드비어스(DE

BEERS)는 1947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으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라’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고, 티파니(Tiffany)는 주얼리 상자를 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나 상자를 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를 통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였다.87) 이러한 기업들의 광고 전략은 다이아몬드의 높은

가격을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19세기 이후 단일 경로로 유통되어온 다이아몬드는 비교적 안정된 가

격을 유지해 왔다. 또한 다른 유색석들과 달리 명료하게 세분화된 감정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화폐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유용한 재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86) 허순범, 추원교,「다이아몬드 반지 디자인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조형

디자인연구, Vol.10 No.1, 2007, p.12

87) 박은선, 「주얼리에 대한 사회적 정서와 주얼리 소비에 관한 연구」, 국민

대학교 박사논문, 201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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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묘사하고 분류하

는데 이는 4C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4C는 클래리티clarity, 칼라color, 컷트

cut, 캐럿carat을 뜻한다. 다이아몬드의 감정등급을 나타내는 용어는 국제

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지만 감정체제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5가지의 다이아몬드 감정

체제는 GIA-GTL과 IDC, CIBJO, HRD, Scan D.N이며 그 외에도 인도

의 소형 다이아몬드 감정체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GIA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는 1931년 발족한 미국의 감정 및 교육기관

이며 1949년 GTL Gem Trade Laboratory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88) 다음은 공식적인 다

이아몬드 감정체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GIA의 평가기준과 교

육내용에 근거하여 4C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클래리티clarity는 다이아몬드 결정 내부와 표면에 나타나는 불규칙성과

불순물 분포의 상대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클레리티 특징은 위치에 따라

인클루젼inclusion과 블레미쉬blemish로 구분한다. 결정의 내부에 있거나 표

면으로부터 내부로 연장된 특징은 인클루젼이라 하고 다이아몬드의 표면

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불규칙성은 블레미쉬라고 한다. 클레리티 특징의

영향은 크기, 수, 위치, 성질, 선명도의 5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

는 얼마나 쉽게 눈에 띄는지와 관련이 있다. 인클루젼은 상대적으로 쉽

게 제거될 수 있는 블레미쉬보다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GIA의

클래리티 등급 시스템은 11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숙련된 등급자가 적절

힌 조명 아래에서 정확하게 10배로 확대하여 관찰한 것을 기준으로 한

다.[표 2-4]

88) 김희승,「국내·외 다이아몬드 감정체제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동신대

학교 석사논문, 2005,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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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GIA 클레리티 등급 체계

클래리티 특징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지만 긍정적

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인클루젼은 고유한 형태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석들과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지문이 모두

다른 것과 같이 모든 다이아몬드는 다른 클래리티 특징을 가지므로 각각

의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수 있다.[그림 2-37]

[그림 2-37] 다양한 형태의 클레리티 특징

(출처: http://www.gia.edu/diamond-quality-factor)

다이아몬드의 칼라color 범위는 다양하지만 옐로우와 브라운을 띄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일반적인 색 범위에 들어가는 무색에서 라이

트 옐로우와 브라운까지의 다이아몬드는 알파벳 문자 D에서 Z까지의 스

케일로 등급을 표시한다.[표 2-5] 각각의 문자는 명도와 채도의 조합을 바

탕으로 한 색의 깊이depth of color에 의해 구분되며 색이 얼마나 잘 눈

에 띄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D 칼라는 무색의 다이아몬드이며 매

우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가장 높다. Z 칼라에 가까울수록 색이 분명

하게 보이며 가치가 떨어진다. 다이아몬드의 색은 이미 색이 등급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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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마스터 스톤과의 비교를 통해 등급이 정해진다. 마스터스톤은 그 칼

라 등급의 범위 내에서 색이 가장 옅다.

[표 2-5] GIA의 D-Z 칼라 등급 체계

일반적인 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천연 유색 다이아몬드는 팬시 칼라 다이

아몬드라고 한다. Z 칼라의 마스터 스톤보다 진한 옐로우와 브라운, 그

리고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색을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모두 일컫는다.

[그림 2-38]

[그림 2-38] 다양한 색의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

(출처: http://yourdiamondteacher.com)

D-Z범위의 다이아몬드는 색이 분명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는 반대로 색이 진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레드, 그린, 퍼플,

오렌지가 가장 희귀하고 그 다음이 핑크와 블루이다. 옐로우와 브라운은

가장 흔한 팬시 칼라이며 블랙과 그레이 역시 팬시 칼라로 간주된다. 대

부분의 팬시 칼라는 종종 다른 색과 섞여있거나 회색이나 브라운 색이

돈다. 크고 선명한 팬시 칼라 다이아몬드는 극히 드물며 가치가 매우 높

다. 팬시 다이아몬드는 특정한 색을 결정한 뒤 다음의 용어로 수식하여

표현한다.[표 2-6] 처음의 세 등급인 Faint, Very Light, Light는 옐로우를



- 44 -

제외한 색에만 적용된다. Z 등급의 마스터스톤보다 강한 옐로우 색의 다

이아몬드는 팬시 라이트 옐로우Fancy Light Yellow라고 부른다.

[표 2-6] 팬시 칼라 등급 체계

브릴리언트 컷은 58개의 작은 패싯Face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이아몬

드의 내부로 들어온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굴절89)을 통해 전면

으로 되돌아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형태이다.[그림 2-39] 투명한 보석 중

에서 최대의 굴절율과 최소의 임계각90)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적

절한 프로포션의 커팅과 연마를 통해 최상의 광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림 2-39] 브릴리언트 컷 패싯의 형태와 명칭

다이아몬드의 컷cut에 대한 평가는 프로포션과 대칭, 폴리쉬에 대해 종

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로포션을 평가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각 부분의

크기와 각도, 비례가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89) 빛이 광학밀도가 다른 두 매질을 통과할 때 광선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

상. -조기선, 이두희,『다이아몬드 감정론』, 고려원미디어, 1994, p.52

90) 빛이 매질 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후의 입사각. -조기선, 이두희의 책,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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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빛의 움직임에 관여하여 다이아몬드의 매력을 결정한다. 다이아

몬드의 프로포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 간의 조화를 살펴

야 한다.[그림 2-40]

[그림 2-40] 프로포션의 평가 요소

폴리쉬는 연마된 다이아몬드 패싯 표면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한다. 경

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는 좋은 폴리쉬를 통해 최대의 빛의 효과가 가능하

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폴리쉬는 10배 확대 하에서 평가되며 5

단계로 분류된다. 대칭은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 프로포션의 정확성과

패싯 배열의 균형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약간의 대칭 변형

을 가지고 있다. 대칭 변형도 폴리쉬와 마찬가지로 10배 확대 하에서 평

가되며 5단계로 분류된다.

캐럿carat은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표시하는 단위이다. 캐럿은 약자 ‘ct’

로 표시되며 1캐럿은 200mg이다. 다이아몬드의 중량은 소수점 셋째 자

리까지 측정한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1캐럿 미

만의 다이아몬드는 포인트로 나타내기도 한다. 1캐럿은 100포인트로 나

누어지며 포인트는 약자 ‘pt’로 표시된다. 큰 다이아몬드는 매우 희귀하

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커질수록 캐럿 당 가격은 급격히 올라간

다. 또한 1.00 캐럿이 조금 넘는 다이아몬드는 조금 넘지 못하는 것과 중

량 차이가 미세하여 거의 식별할 수 없더라도 캐럿 당 가격이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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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표준적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중량 사이에 일관성이 있

다. 따라서 페이스 업에서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측정하여 중량을 추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멜리 다이아몬드melee diamond는 0.25캐럿 이하의 소형 다이아몬드를 말

한다.91) 그러나 정확한 사이즈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는 0.1캐럿 이하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지칭한다.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하

는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멜리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57-58개의 면을 가진 브릴리언트 컷으로 연마되기 보다는 16-18개의 면

을 가진 보다 단순한 형태의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92)[그림

2-41]

[그림 2-41] 멜리 다이아몬드의 크기

최근에는 합성다이아몬드의 상용이 현실화 되면서 다이아몬드 산업의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제메시스Gemesis사에서 공

급하는 CVD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1캐럿 미만이었으나 러시아의 뉴다이

아몬드테크놀로지사에서는 HPHT공법으로 10캐럿 대의 나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2-42] 가격의 측면에서도 제메시스사가 천연 다이아

몬드 가격의 85% 선에서 공급했던 것과 달리 뉴다이아몬드테크놀로지

New Diamond Technology사에서는 35% 공급수준을 제시하고 있다.93) 합성

91) 두산백과사전

92) http://www.jewelrynotes.com/single-cut-vs-full-cut-diam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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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제작 기술의 발달로 품질은 계속 향상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가운데 주얼리 업계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보석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

유통시장에 들어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94) 또한

합성 다이아몬드의 물성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이것이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그림 2-42] 10.02캐럿 E칼라 VS1등급 에메랄드 컷

합성 다이아몬드 [그림 2-43]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는

11세 소년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한편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이아

몬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혹

은 분쟁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불법 거래 다이아몬드의 문제는 위험

한 환경에서의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뿐 아니라 그 수익금이 수많은 사

람들을 학살하는 무기구입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몇 십년동안 다이

아몬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CAR, 앙골라, 콩고 민주 공화국, 라이베리

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일어난 잔혹한 내전의 자금줄이었다.95) 이에 세

93)「합성 다이아몬드 상업적 거래 앞당겨져」, 귀금속경제신문, 2015.07.28.

94)「뭄바이 거래소, 명시 안 된 합성 다이아 판매한 회원 일시 제명」, 귀금속

경제신문, 2015.08.18

95) mogen Calderwood,「'Blood diamonds' dug from African min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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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각국은 2003년 킴벌리 프로세스를 발효하여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

제 유통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국제 앰네스티

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여전

히 밀반출되어 두바이와 앤트워프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

화국은 2012년 이후 무력분쟁에 휘말려왔으며 2013년 킴벌리 프로세스

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수출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96) 불법 유통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낭만적인 의미로 포

장된 다이아몬드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2-43]

children as young as 11, gold taken from 25m underwater by kids aged 9:

The slave labour scandal behind the jewellery hanging around your neck」,

http://www.dailymail.co.uk, 1 October 2015

96)「Chains of Abuse: The global diamond supply chain and the case of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Amnesty International, 201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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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대예술장신구의 다이아몬드

20세기 이후 시작된 현대예술장신구에 있어서 귀금속과 보석이라는 전

통적인 재료는 미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

었다. 재료의 가치를 뛰어 넘는 조각적인 가치와 표현의 가치가 중시되

었고 저가의 금속, 나무, 플라스틱, 종이 등과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다

양한 사물들이 장신구에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은 각

각의 고유한 성질과 미적인 가치가 부각되었고 개념적 사유에 의해 의미

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물질의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하

고 표현 의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 이를 통해 개념과 물질 사이에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대예술장신구의 중요한 화두였다.

물질에 대한 탐색과 새로운 각도에서의 재해석은 현대예술장신구의 두

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새로 도입된 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전통

적인 가치를 계승하는 기존의 물질에 대한 재조명으로도 나타나는데 특

히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극적인 반

전을 보여준다. 최상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 물질로서의 위상이 추락

하였고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가치관과 관습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보석을 묘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대장신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예술로서의 장신구를

추구했던 초창기의 현대장신구 작가들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장신

구와 단절을 꾀하였고, 1960-80년대의 현대장신구 작가들도 과거의 스타

일을 그대로 계승한 상업적인 보석 장신구에 대해 반감을 표출하였지만,

21세기의 작가들은 이러한 편견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이들은 장신구

의 역사 속에서 다른 시대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장신

구 제작자들이 어떻게 일했고 평가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장신구의 미와 가치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야

에서 바라보고자 하였고 전통적인 장신구를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로 재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표현을 추구하였다.1) 뉴질랜드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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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스키너Damian Skinner는 이와 같이 기존의 장신구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의 유형을 ‘자기 성찰

적self-reflexive’2)인 작품으로 규정하였으며 현대 장신구의 특징적인 모습

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현대예술장신구 작가들에 의해 재해석과 묘사의 대상이 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현대 상업 장신구 분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조품imitation, fake과는 형태와 개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모

조품은 최소의 비용으로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작가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다

르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되며 새로운 의미가 표출된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예술장신구의 표현재료이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1.경제적 가치기준에 대한 재고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물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를 소재로 하는 장신구는 대부분 귀금속으로 만들어지며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여 상품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현대예술장

신구 작가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논리로 다이아몬드를 대하지 않는다.

고유한 표현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다이아몬드는 여타의 재료들과

동등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귀금속만이 아닌 그 어떤 재료

와도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저렴한 재료와의 대비를 통해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더욱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하이스 바케르Gijs Bakker, Netherlands, 1942-는 기존 장신구의 물질적 가

치 추구와 과시적 성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80년대에 제작한 <스포츠피겨Sports Figure>시리즈와 <부케브로치

1) Liesbeth den Besten,『On Jewellery』, Arnoldsche Art Publishers, 2011, p.149
2) Damian Skinner,『Contemporary Jewelry in Perspective』, Lark Jewelry &

Beading, 2013,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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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quet Brooch>시리즈 등에서 PVC로 코팅된 싸구려 신문사진과 엽서사

진에 고가의 보석을 결합하여 재료적 가치의 대비에 의한 극한 긴장감을

보여주었다.3) 특히 91년에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워터맨

Waterman>에서는 그의 의도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다

이아몬드는 떨어지는 물방울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반짝거리는 것처럼 표

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3-1] 그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상

징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느껴지지 않으며 단지 시각적인 측면에

서 인지되는 재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작품의 주제가 되

는 이미지를 저렴한 재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

치보다 작가가 만들어낸 표현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3-1] Gijs Bakker, <Waterman>,

Copy of a postcard, diamonds,

white gold 585, PVC , 1991

[그림 3-2] Gijs Bakker, <Tongue>,

photo, diamonds, white gold 585,

PVC , 1985

또 다른 작품인 <혀Tongue>에서는 더욱 신랄한 표현을 보여준다. 어떤

문명에서는 혀를 내미는 행동이 권력을 상징한다. 반면 서구 문명에서는

혀를 내미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조롱하는 행동이다. 이 작품에서 혀끝에

놓여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의미를 아이러니하게 표현함으로써 값비

3) Ida van Zijl,『Gijs Bakker and Jewelry』, Arnoldsche, 2005, p.41 참조



- 4 -

싼 장신구가 나타내는 허세를 꼬집고 있다.4)[그림 3-2] 바케르는 ‘보석과

같은 재료가 가진 아름다움은 내가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종종 장애

가 되곤 한다. 재료는 부차적인 것이며 나는 특별히 선호하는 재료가 없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료들이 적절하게 쓰였는가 하는 문제이다.’5)

라고 하였다. 그가 모든 재료가 가진 미적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고 단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에 따라 선택하고 있

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진다.

팔코 막스Falko Marx, Germany, 1941-2012의 작품에서도 고가의 다이아몬

드는 파운드 오브제 혹은 저렴한 재료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는 높은

기교의 테크닉과 친숙한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독창적인 서술적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이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의 범주는 도자기 판에서 정어리

통조림 뚜껑과 같은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어떤 평론가들은 그

의 작업방식을 싸구려 키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

품 속의 형상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그림 3-3]은 정어리 통조림의 뚜껑을 바탕으

로 하여 금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드문드문 배치한 작품인

데 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높은 가치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작품

은 강렬한 컨셉과 이미지로 인해 기술적인 부분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보석을 매끄럽게 세팅한 정통 금세공사의 뛰어난 테크

닉을 알아볼 수 있다.7) [그림 3-4]의 작품은 금, 철을 비롯한 다양한 합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로즈 컷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의 갈색 다

이아몬드,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색감을 지닌

다이아몬드들과 유사한 형태의 파이라이트 결정, 자철석, 산화된 은 등으

로 장식되어 있다.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보통의 것을, 로즈 컷 다

4) Helen W. Drutt English and Peter Dormer,『Jewelry of our time : art,

ornament, and obsession』, New York : Rizzoli, 1995, p.106

5) Jan Boelen,『Emmy + Gijs + Aldo』, 010 Publishers; Bilingual edition,

2013, p.58

6) Cindi Strauss,『Ornament as Art: Avant-Garde Jewelry from the Helen

Williams Drutt Collection』, Arnoldsche Art Publishers, Stuttgart, 2007, p.210

7) Cindi Strauss의 책,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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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몬드는 과거의 것을, 각면 커팅된 다이아몬드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8) 그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는 가치의 대비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다이아몬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생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그림 3-3] Falko Marx, <Sardine Brooch>,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파운드오브제, 금, 1988

[그림 3-4] Falko Marx, <Brooch>,

철, 파이라이트, 다이아몬드, 금, 은 합금,

플라티늄-이리듐 합금, 1985

팻 플린Pat Flynn, USA은 자신의 작품 속의 다이아몬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이아몬드는 검은색의 철과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철은

모든 빛을 흡수하고 작은 다이아몬드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다이

아몬드는 작품 속에서 빛을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이것을 신중하게 절제

하며 사용하고 있다.”9)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무색투명함을 강조하기

위해 은, 백금, 화이트 골드와 같은 백색 금속에 세팅된다. 또한 바탕금

속의 광택을 최대한 살려 반사율을 높임으로써 다이아몬드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플린은 이와 정반대의 시각효과를 만

들어내고 있다.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무광의 검은색 철에 세팅하여

시각적 대비를 표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다이아몬드는 실제보다 더 작

게 보인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

를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절제와 질서를 표현하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3-5][그림 3-6]

8)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70

9) Marthe Le Van, Alan Revere,『Masters: Gemstones』, Lark Books, 2008,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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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Pat Flynn, <Heart Brooch>,

철, 18k, 22k 금, 백금, 다이아몬드

[그림 3-6] Pat Flynn, <Forged Cuff, Diamond

Sprinkle>, 철, 백금, 다이아몬드, 2006

다이아몬드는 최상의 가치를 상징한다. 아주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는 실제의 화폐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상의 가치라는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물에 작

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함으로써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작가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물이 일반적인 인식과 큰 격차가 있을 때 더 효과적

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주제로 하고 있는 줄리아 드빌Julia

deVille, New Zealand의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작은 새나 쥐 등 동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박제, 뼈 발톱 등 죽음을 상징하는 사물과 다이아몬드,

금 등의 전통적인 장신구 소재들이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나 귀금속과 같

은 물질보다 동물들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물의 박제를 전통적인 장신구 재료로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10)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장

신구를 만들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애도 장신구와 같이 화려한 장식을 통

해 죽음을 감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11) 그녀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

는 추모와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생명의 유한성에 대한 슬픔의 감

정을 자아내고 있다.[그림 3-7]

10) http://au.blouinartinfo.com/news/story/1009788/interview-julia-deville-and

-the-art-of-death

11) http://juliadevi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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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조수현, <Traces>, 드릴받침나무,

다이아몬드, 은, 금박, 금도금, 2015

[그림 3-7] Julia deVille, <Gunclub>, 쥐, 다이아몬드, 제트, 9ct 금, 2004

조수현Cho Soo Hyun, Korea, 1978-의 작품 <흔적traces>에서 주재료로 사

용되고 있는 나무는 드릴링 작업을 할 때 작업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

던 나무이다. 나무에는 많은 구멍들이 뚫려있는데 이는 수없이 반복되었

던 드릴링 작업에 의해 남겨진 흔적이다. 금속공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

에서 도구에 새겨지는 일의 흔적 속에 내포된 노동에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가는 나무에

새겨진 작업의 흔적을 다이아

몬드와 금으로 치환함으로써

드릴링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그림 3-8] 이처

럼 다이아몬드는 어떤 재료와

함께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

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화

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이아몬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작가들의 무관심은 다이아몬드를 취

급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베른하르트 쇼빙어Bernhard Schobinger,

Switzerland, 1946-는 다양한 사물을 수집하고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를 결

합하면서 사물이 가진 형태와 물성, 상징성을 활용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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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인 가치는 고

려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다루는 제작 방식은 전혀 생소하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석 그대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데 내재하는 고유

한 물성과 역사성은 그의 독특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모티브가 된

다.

[그림 3-9]의 작품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다결정체의 거친 다이아몬드

가 빛나는 각면 커팅의 다이아몬드를 대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프롱세

팅 대신에 안과 수술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야그 레이저neodymium yag

laser로 다이아몬드에 구멍을 뚫어서 금반지 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하

였다.12) 이와 같이 보석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끼워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고대의 원통형 부적이나 이집트의 스카라베 반지를 연상

하게 한다.13) [그림 3-10]에서는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구리선으

로 단단히 감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형적인 다이아

몬드 원석의 광채와 색광을 보여준다. 이 다이아몬드는 짐바브웨의 2차

광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분화구에서 바로 채취된 것과 달리 화산의 침식

에 의해 강으로 흘러내려오기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다이아몬

드의 숨은 역사는 쇼빙어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된다. 한편 구리선은

뱀을 형상화한 것으로 다이아몬드와 손가락을 몇 번 감싼 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불교의 교리인 존재의 순환을

상징한다.14) [그림 3-11]의 반지는 다이아몬드를 밀납에 넣어서 함께 주

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고온의 몰드 안에서 밀납은 증발하고 그

자리를 액체 상태의 금이 대신하면서 다이아몬드가 금에 단단히 고정되

게 하였다. 이 작품을 주조할 때 다이아몬드 결정 하나가 헐거워져서 몰

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액체 금에 휩쓸려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완

성작에서 이 열한 번째 다이아몬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12)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97

13) Bernhard Schobinger,『Bernhard Schobinger: jewels now!』,Stuttgart:

Arnoldsche, 2003, p.107

14) 위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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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ernhard Schobinger,

<Ligh-Drilled Diamond in an Archaic

setting>, 금, 다이아몬드 원석, 1991

[그림 3-10] Bernhard Schobinger,

<Serpemt Ring>,

구리, 다이아몬드 원석, 1995

[그림 3-11] Bernhard Schobinger,

<Ring>, 22k 금, 다이아몬드 원석, 1998

다이아몬드의 취급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가로는 칼 프리츠Karl Fritsch, New Zealand, 1963-가 있다. 그는 장신구 제

작자로서의 기능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이지만 전통적인 장신구의 획일

적인 미감과 가치기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만드는 반지들

은 전형적인 형태와 자연스러운 형태, 매끄러운 느낌과 거친 느낌의 예

상치 못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15) 또한 그의 반지에 사용되는 보석들

은 금속 구조물에 끼워지거나 박혀져있고 불규칙한 무더기를 이루며 구

15) Lin Cheung, Beccy Clarke, Indigo Clarke,『New Directions in Jewellery

Ⅱ』, Black Dog Publishing, 200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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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 위에 쌓여 있다. 그의 작업은 정확한 계획이 없이 시작되며 작업

과정 안에서 직관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의 반지들은

장신구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출발한다. 재료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귀금

속과 보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차이는 단지 제작방법에 있다. 그는 변

형이 쉽고 즉흥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프트왁스를 활용하여 형태를 만들

고 이를 캐스팅함으로써 손가락의 움직임을 단단한 물질의 형태로 기록

한다.16) 그 결과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마치 점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제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그림

3-12] 그에게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귀보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신구의

단골 재료로 사용되어온 친근한 재료일 뿐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돋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4C에 의한 다이아몬드

의 가치평가는 그의 작품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다이아

몬드의 어두운 색감과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되는 무수한 내포물들은 거

칠게 마무리 된 금속구조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으며 새하얀 은

구조물 안에서 어두운 색감과 내포물은 오히려 더 두드러져 보이기까지

한다.[그림 3-13] 과시적인 성격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다이아

몬드는 다양한 보석들과 뒤섞여서 알루미늄 반지에 세팅되기도 하고 심

지어 구멍이 뚫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그림 3-14][그림 3-15]

[그림 3-12] Karl Fritsch, <Ring>,

은, 다이아몬드, 2007

[그림 3-13] Karl Fritsch,

<Ring>, 은, 다이아몬드, 2011

16) Roberta Bernabei,『Contemporary Jewellers』, Berg, 2011,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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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Karl Fritsch, <Ring>,

알루미늄,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탄자나이트, 가넷, 2012

[그림 3-15] Karl Fritsch, <Ring>,

은, 블랙 다이아몬드

다니엘 크루거Daniel Kruger, South Africa, 1951-에게 장신구는 서술적인

매체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사물이 아니다. 그에게 장신구는 형태,

재료, 질감, 칼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감각과 관련된 사

물이다. 그는 장신구의 시각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만 역사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형태요소를 배치하거나 특정 기술

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을 암시할 때 역사적인 맥락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17) 또한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자연재료 및 인공재료가 활용되

고 있는데 고가의 재료와 저렴한 재료가 함께 쓰이며 명확한 위계를 가

지고 있지 않다. 저렴한 재료가 고급스럽게 다루어지고 값비싼 재료가

저렴한 재료인 것처럼 다루어진다.18) 그의 작품에서는 다이아몬드와 유

사한 시각성을 가진 작은 수정, 거울 조각 등의 재료들이 역사적 맥락에

의해 다이아몬드로 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Daniel Kruger,『Daniel Kruger: between nature and artifice : jewellery

1974-2014』, Stuttgart : Arnoldsche, 2014, p.196

18) 위의 책,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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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Daniel Kruger, <Ring>,

18k 금, 침수정, 1996

[그림 3-16] Daniel Kruger,

<Brooch>, 은, 수정, 1993

[그림 3-17] Daniel Kruger,

<Brooch>,은, 거울조각, 1993

[그림 3-16]과 [그림 3-17]의 작품은 18세기 궁중에서 유행하던 화려

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

나 크루거의 작품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작은 수정 결정이나 거울조각이

대신하고 있으며 금속재료는 은이 사용되었지만 주름 잡힌 얇은 판으로

만들어지거나 투박한 덩어리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림 3-18]는 다이아

몬드 솔리테어 링과 유사한 형태지만 웅장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금반

지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커다란 침수정이다. 이것은 크고 과시적인 다

이아몬드를 패러디한 것이며19) 자연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침수정과 역사성이 느껴지는 세팅 형태의 조합으로 새로운 미감을 표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예술장신구 안에서 다이아몬드는 저렴한 재료들과 함께

쓰이거나 즉흥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등, 고가의 재료에 합당한 대우

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 훼손되기도 한다. 이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

되는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장신구

의 형태와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다른 사물로 대체됨으로써 관습과

19) Kelly H. L’ecuyer,『Jewelry by Artists in the studio 1940-2000』,

Museum of Fine Arts, Boston, 2010,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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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Friedrich Becker, <Diamondseller>,

스테인레스 스틸, 합성 스피넬, 1962

경제적 논리에 따라 제작되고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와는 다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2.다이아몬드 형태의 조형적 활용

오늘날 브릴리언트 컷으로 대표되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광학적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 백 년 동안 연구되고 발전되어 온 고유한 형태이

다. 따라서 그 형태만으로도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

기 때문에 현대예술장신구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묘사되거나 단순화

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상업 장신구에서 흔히 쓰이는 모조석 혹은 대용

석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 작품

속에서는 새롭게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관상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를 남긴다.

프리드리히 베커Friedrich Becker, German, 1922-97는 뛰어난 세공기술과 공

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네틱 장신구kinetic jewellery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62년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판매인Diamondseller>은 착

용자의 의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장신구Variable

Jewellery시리즈의 시작점이 된 작품이다.[그림 3-19] 이것은 본래 다이아몬

드의 캐럿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그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측정기

구인데 베커는 이를 레디메이

드로 활용하였다. 이 기구의

형태는 10개의 포인터가 하나

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

어 있으며 각 포인터의 끝에는

0.1에서 2캐럿의 다이아몬드와

크기가 같은 합성 스피넬이 순

차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다. 합

성 스피넬은 가격이 저렴한 다

이아몬드 모조석이다. 외관상

으로 다이아몬드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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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이것이 측정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이아몬드로 착각할 가능

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 측정기구에서 베커가 발견한 미적 가치는 보

석 자체가 아니라 보석의 배치 및 장신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다. 다이아몬드의 중량과 크기가 적혀있는 스테인레스 포인터는 부채

처럼 펼칠 수도 있고 손잡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도 있다.20) 따라

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고 있는 순차적 크기의 합성스피넬은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직선으로 배치되거나 곡선을 그리며 펼쳐지고 불규칙적으

로 흩어지기도 한다

필립 자예르Philip Sajet, Netherlands, 1953-의 작품 중에서 다이아몬드 반

지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이아몬드

의 물성에 대해 ‘빛을 깨뜨리는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the idea of an object

breaking light’, ‘빽빽하게 밀집된 물질dense closed substance’, ‘완전히 투명한

completely transparent’ 라고 묘사하였으며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21)

2000년 전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 시리즈에서는 일반

적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고유한 사물로서의 다이아몬드

가 등장한다. 그는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투명한 외관을 가진 수정이나

유리 등의 재료를 가지고 블루 호프, 상시, 컬리넌 등 크기와 전설로 유

명한 다이아몬드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수정이나 유리는 다이

아몬드의 대용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진품과 거의 유

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 다이아몬드들은 영국 왕관의 일부이거나 미

국의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반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22) [그림 3-20]의 반지는 마릴린 몬로가 착용

해서 유명해진 24.04캐럿의 다이아몬드 <Moon of Baroda>[그림 3-21]를

똑같이 복제한 황수정이 해변에서 주운 자갈들과 함께 세팅되었다.23) 이

20) Autoren, Beate Christiane Arnold, Rüdiger Joppien, Anna Beatriz

Chadour-Sampson,『Friedrich Becker : Schmuck, Kinetik, Objekte 』,

Arnoldsche, 1997, p.59-60

21) Andrea Dinoto,「Philip Sajet: Surreal Beauty」, 『Metalsmith』, vol 34 no.1, p.27

22) Philip Sajet,『juwelen sajet sajet jewellery』, Galerie Marzee, 2011, p. 7

23) https://kunsthandelinezstodel.wordpress.com/tag/moon-of-bar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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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조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스타일이나 함께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진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이 복제 다이아

몬드들은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환상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림 3-20] Philip Sajet, <Moon of

Baroda ring>, 황수정, 자갈, 금, 2004

[그림 3-21] Moon of Baroda 진품

착용자는 이 보석이 복제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리지널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즐길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장신구의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전설을 상기시키고 회자시킴으로

서 장신구가 지니는 문화적 콘텐츠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신구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비하면 물질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 말하는 듯하다.

보석세팅과 칠보 등 전통적인 장신구 세공기술을 뛰어나게 구사할 수

있는 필립 자예르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표현 형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묘

사하였다. 다이아몬드는 가시 돋은 금속 선구조물이나 거무튀튀한 니엘

로 질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수정이나 유리가 사용되기도 한다.[그림

3-22][그림 3-23] 또한 장신구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는 과거의 연마형태인 팔면체나 테이블 컷, 때로는 거친 원석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표현한다.[그림 3-24][그림 3-25]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 다이아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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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팅의 형태는 그 형태에 담긴 역사의 가치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생소한 것을 만드는 전통적인 세공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24) 그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재료의 선택과 구조에 있어서 자신만의 생각과 감성에 따라 상반된 스타

일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그림 3-22] Philip Sajet, <Black Square

Ring>, 금, 니엘로착색은, 2010

[그림 3-23] Philip Sajet, <Cactus

double>, 금, 녹슨 철, 2003

[그림 3-24] Philip Sajet,

<Parasite>, 수정, 금, 1992

[그림 3-25] Philip Sajet, <Ring>,

금, 은, 칠보, 수정, 2011

이 외에도 개념적인 진지함에서 벗어나 단순히 친숙하면서도 유쾌한

상상력과 색다른 조형미를 보여주기 위해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도

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재료와 기법, 구조에 있어서

24) http://current-obsession.com/Philip-Sa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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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며 의외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의 장신구 작가인

마가렛 림Margaret Lim은 보석의 패싯 커팅의 형태를 은을 재료로 한 선

구조물로 표현하였다. 그녀는 보석 그 자체보다 보석의 아름다움을 최대

로 이끌어내는 패싯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25) 평면

적으로 표현된 크라운과 퍼빌리언의 형태가 중첩되면서 입체적인 구조미

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26] 반면 사라 홀든Sarah Holden은 기계자수로 면

실을 짜서 부드럽고 폭신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었다. 차갑고 날카로

운 다이아몬드와 상반된 질감으로 의외성과 흥미를 유발한다.[그림 3-27]

[그림 3-26] Margaret Lim, <facets>,

은, 2012

[그림 3-27] Sarah Holden, <Thread Diamond

Solitaire>, 기계자수, 면실

킴 벅Kim Buck의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와 테드 노튼Ted Noten

의 <직접 만드는 장신구 세트Do It Yourself Jewellery Kit (ATC007-JK)>는 착용

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미를 주고 있다. 킴 벅의 반지는 레이져 커팅

으로 오려낸 금속 판재인데 홈이 파여져 있어서 접으면 다이아몬드의 형

태가 된다.[그림 3-28] 테드 노튼의 작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요소

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를 떼어서 반지를 만들 수 있다. 키트에는 배지

장식이 달려있어서 브로치와 같이 착용할 수 있다.[그림 3-29]

25) http://www.margaretl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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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Kim Buck, <Diamond

Ring>, 금속 판재, 2005

[그림 3-29] Ted Noten, <Do It Yourself

Jewellery Kit (ATC007-JK)>

브릴리언트 컷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기하학적이고 정확한 구조물로 표

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3D CAD 및 3D프린팅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상적인 사물을 확

대하고 부풀려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레이첼 티민스Rachel Timmins는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체인이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장신구를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다. 재료의 물질적 가치를 최소화

하면서 쉽고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그림

3-30]

[그림 3-30] Rachel Timmins, 3D

프린팅 나일론, 페인트

[그림 3-31] Cinnamon Lee <titanium rings>

금속공예가 시나몬 리Cinnamon Lee는 3D 프린팅 전문가인 스테판 베이

른Stephen Beirne 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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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냈다. 그들은 세부묘사가 가능한 고해상도 3D 레이져 프린터로 티

타늄 파우더를 분사하여 시나몬 리의 CAD 반지 디자인을 실현하였다.26)

[그림 3-31]

반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 안에서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형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만

들어진 작가인 킴 벅Kim Buck, Denmark, 1957-의 다이아몬드 반지들은 전

통적인 장신구 재료인 백금, 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지만 상업 장신구

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귀금속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세팅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대

해 새로운 해결방법이다.27)

[그림 3-32] Kim Buck, <Ring>,

플라티늄, 18k 금, 다이아몬드, 1987

[그림 3-33] Kim Buck, <Ring>,

플라티늄, 18k 금, 다이아몬드, 1988

다이아몬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의 커팅 형태는 페이스 업face up을 통해 최대의 빛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상업 장신구에서 다이아몬드 세팅은 빛의

26) http://www.inside3dp.com/metalsmith-biomedical-researcher-using-metal

-3d-printers-make-titanium-jewelry/

27) Jorunn Veiteberg,『Kim Buck: It's the Thought That Counts』,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2007, p.27



- 20 -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이아몬드의 시각적 매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가치

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퍼빌리온이 위쪽을 향해 있는

킴 벅의 반지에서는 광채에 의한 미적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다.[그림

3-32] [그림 3-33]에서도 다이아몬드의 미적 효과를 최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장식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

의 반지는 오로지 세팅이라는 기능을 위한 구조적인 형태만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정교한 세공기술이 미적 가치를 만

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이아몬드의 광채 효과 및

경제적 가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최소한의

조형요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능구조의 미학을 추구하였으며 다이아몬

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5년부터 작품제작과 프로젝트, 설치미술과 전시기획에 관여하는

공동체인 아틀리에 테드 노튼(ATN)의 대표인 테드 노튼Ted Noten,

Netherlands, 1956-은 현대의 삶과 장신구의 역사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28) 그의 모든 작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관습이나 낮선 문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

다. 그는 상징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평범하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 안에서 고정된 의미를 찾고 이것

을 현실에서 재창조함으로써 그 실체를 폭로한다. 그의 최근 작품들은

폭력과 도덕, 탐욕,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탐색하는 대형 프

로젝트의 일부로서 제작되고 있으며 현대의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장인적

생산방식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는 2009년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상업 장신구 업체인 라이펜스

Lyppens와 공동으로 <테드와 주스트 라이펜스가 만나다.Ted meets Joost

Lyppen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 콜렉션에서는 테드 노튼의 작품

에 많이 활용되었던 투명 아크릴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전통적인 장

신구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장신구의 제작

28) http://www.tednot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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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 반복과 답습에 의해 정형화되어 있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9)[그림 3-34][그림 3-35]

[그림 3-34] <Ted meets Joost

Lyppens > 프로젝트, 2009

[그림 3-35] <Ted meets Joost Lyppens>

프로젝트,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들은 재료와 기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상력

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높은 사물을 친근하게 만들고 훨씬 저렴한 가격

에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형태적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모방하면서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는 의외성과 다양성을 추

구하여 착용의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새로운 세팅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다이아몬드는 높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3.욕망과 허영에 대한 비판과 풍자

현대예술장신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의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고가

의 다이아몬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관과 소비문화에 대한 비

판적인 시각이나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며 형태적으로

29) http://www.talkingjewellery.com



- 22 -

는 좀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킴 벅의 작품은 장신구의 관습적인 역할과 관련이 깊

다. 그는 특히 사랑을 전하는 언어로서의 장신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으며 현실의 사회관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그 의미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이터니티 링, 하트와

같은 클리쉐를 작품에 도입하였다.30)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Diamonds are

forever>라는 작품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익숙한 상업 광고의 문구

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배열하여 무한대를 상징하

는 기호를 표현하였고 그 기호의 형태는 좌우 대칭인 반지의 형태로 연

결된다.[그림 3-36] 드비어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Diamonds

are forever’라는 광고 문구는 높은 가격의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의 판촉

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금 가치가 거의 없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킴 벅은 문구 그대로의 상징적인 가치를 표현

하기 위해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를 동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다이아

몬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속물적인 태도와 상업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그림 3-36] <성의가 중요하다It's the

thought that counts>는 반지 형태의 홈이 파여져 있는 상자 안에 세팅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들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이아

몬드의 금전적 가치와 캐럿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드러

내고 있다. 또한 그는 반지를 통해 감성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주

고받는 사람들에게 반지의 제작과 관련된 아티스트의 역할은 전혀 중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지 않고 상

자에 담아서 전달하는 이유이다.31)[그림 3-37]

30) Kim Buck, Jorunn Veiteberg,『Kim Buck: It's the Thought That Count

s』,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2007, p.81

31) 위의 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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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Kim Buck,<Diamonds are

forever>, 18k 금, 다이아몬드, 2001
[그림 3-37] Kim Buck,<It's the thought that

counts>, 다이아몬드, 시바툴 상자, 2001

기계와 움직이는 장치를 활용하여 유머러스한 장신구를 만드는 시겨드

브론져Sigurd Bronger의 작품에서도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아이

디어를 볼 수 있다. [그림 3-38]의 작품에서는 광학렌즈장치 아래 작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어서 렌즈를 통해 확대되어 보인다. 이는 다이

아몬드의 크기를 중시하는 속물적인 생각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인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뛰어넘고 있다. [그림

3-39]의 작품에서 다이아몬드는 액체상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

다. 용기 안에는 1캐럿 분량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며 이것을 분사하

면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표면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장신구의 물질적 가

치와 장식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그의 장신구는 착용할 수 있는 기

계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한다. 그

는 자신의 작품에 있어서 장인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무

리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라도 정교하고 완벽한 기술을 통해 실현되면 뛰

어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32)

32) Reinhold Zielgler, <Jewellery as Absurd Theatre>, http://www.norwegiancraft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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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Sigurd Bronger,

<Diamond Ring>, 18k 금, 은, 스틸,

렌즈, 다이아몬드

[그림 3-39] Sigurd Bronger, <Diamond

Necklace>, 다이아몬드액(1ct), 플라스틱 용기,

고무끈, 2007

레이첼 티민스Rachal Timmins는 주변의 익숙한 사물을 통한 유머와 아

이러니로 자신의 개념을 표출하는 장신구작가이다.33) 그녀의 작품에 등

장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며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과시적 심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

고 있다.[그림 3-40] 다니엘 제임스Danielle James의 <캐럿 링Carat Ring>도 같

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검은 인조 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짙은 분홍의 금속구조물에 세팅되어 있으며 캐럿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

망의 허구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3-41] 한편 파운드 오브제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전하고 있는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다. 크

리스탈 로마노Kristal-Romano는 현대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디트 카

드를 재료로 하여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고 있다.34)[그림 3-42][[그림 3-43] 그녀

의 다이아몬드는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사물로 인식된다.

33) http://crafthaus.ning.com/profile/racheltimmins

34) http://www.kristalroman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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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Rachel Timmins,

<diamond ring>

[그림 3-41] Danielle James, <Carat Ring>,

인조 가죽, 철, 파우더 코팅

[그림 3-42] Kristal-Romano, <Credit card

ring>, 은, 크레디트 카드

[그림 3-43] Kristal-Romano, <Credit

card ring>, 은, 크레디트 카드

산드라 셔먼Sondra Sherman의 약혼반지 시리즈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사

용되지 않는다. 원형 수준기, 나침반 바늘, 작은 모래시계, 황금 화살 등

이 다이아몬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각각의 사물들은 균형과 방향,

시간, 사랑과 같은 이상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가는

이러한 이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35)[그림 3-44][그림 3-45]

35) http://sondra-sher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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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Sondra Sherman, <Rings

of Engagement: direction>,1995

[그림 3-45] Sondra Sherman, <Rings

of Engagement: balance>,1995

프란시스 앤드류스Frances Andrews는 다이아몬드와 외관상 전혀 유사성

이 없는 재료인 흑연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반지를 표현하였다. 흑연은

검고 불투명하며 강도에 있어서도 가장 무르고 약하여 다이아몬드와 상

반된 물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기와 달리 흑연은 다이아몬드와

매우 유사한 물질이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라는 하나의 원

소로 만들어졌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원자의 결합구조에 있으며

이는 18세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앤드류스는 흑연을 손으로

깎아서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반지는 시간이 지나면

서 환경이나 착용자의 의도에 의해 닮아서 없어질 수 있다. 사라지는 과

정이나 남은 흔적은 사진이나 책, 짧은 필름으로 남게 된다.36)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물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물질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이에 집착하는 것은 무

의미한 일이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그림 3-46]

36) http://www.psfk.com/2012/07/creative-of-the-week-frances-andre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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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Frances Andrews, <Rough Diamonds, Wear/Worn>, 흑연, 2012

이 외에도 다이아몬드는 장신구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

장하는 모티브이다. [그림 3-47]과 [그림 3-48]의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

럼 때로는 과장된 크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림 3-49], [그림 3-50], [그

림 3-51]에서와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빛이나 도장을 찍어서 표현

하는 그림 또는 도자기에 문자를 새겨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는 것은 다

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47] Emmanuel Lacoste [그림 3-48] Marta Hryc,

<'size matters' rings>

[그림 3-49] Margarida Matos [그림 3-50] Tricia

Tang

[그림 3-51] <Diamond>

포슬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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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작품연구

과거의 다이아몬드가 특별한 신분을 상징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의 다

이아몬드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이 되었다. 작

지만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는 고유한 물성에 기반 한 객

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에 의해 감별과 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니므로 현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된다. 일

정하게 유지되는 다이아몬드의 화폐가치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거대

산업의 근간이다. 매스컴과 광고 안에서 다이아몬드 장신구는 영원한 사

랑이라는 로맨틱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가 대표적인 결혼예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

용하였으며 다이아몬드의 높은 물질적 가치는 감정의 진지함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된다. 다이아몬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적 가치관과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연구는 다이아몬드를 화두로 하여 진정한 가치에 대해 숙고하

고 이를 창의적인 조형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

행연구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가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이

아몬드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해석을 펼친 현대예술장신구 작품들을 조

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

여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연구

자의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옻칠을 통한 영원성의 표현

영원성, 영속성은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로서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

하고 있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물성에서 비롯되었

으며 오늘날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의 필수품으로 만들었다. 결혼이란

사랑에 의한 두 사람의 결합이자 평생 동안 지속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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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avid Poston,

<Diamond, Gold and Slavery are Forever>,

iron, 1975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절개를 맹세하는 징표로 건네지는 결혼반

지에 있어서 영원성에 대한 상징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혼

반지의 풍습이 형성되었던 중세시대에도 영원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다이아몬드 결혼반지에 영원성의 개념을 부여한 15세기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17세기 이후 유행하게 된 결혼반지에는 결혼의 영속

성을 표현하는 형태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자체

로 영원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영원성의 의미가 이와 같이 대중화된 것은 다이

아몬드 유통업체인 드비어스가 내세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인한 것이다. 드비어스가 이 광고문구

와 함께 제시한 1캐럿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은 마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었고 대표적인 결혼예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문구는 상투적인 표현에

대한 맹목적인 신봉과 그로 인한 무의미한 과소비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

를 상기시키며,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 채굴현장에서의 인권유린과 폭력

에 대한 미화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그림 4-1]

이번 장에서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작하되 기존

의 관습적인 형태와 재료에서 탈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가 미미한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용

하였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대신

하여 영원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옻칠의 가

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1.1. 옻칠의 의미와 가치

옻칠 공예품은 내구성이 강해 보존만 잘하면 만년을 견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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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에서 9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옻칠 장신구

가 발견되었고, 고구려 벽화나 팔만대장경이 지금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

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옻칠의 효능으로 추측되고 있다. 옻칠은 귀

중한 것을 지켜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1) 옻칠의 뛰어난 보존기능은

나무에 적용되었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뒤틀리기

마련인데, 옻은 공기 중의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빨아들이고 습도가 낮

으면 수분을 내뿜는다. 이는 나무의 변형을 막고 오랫동안 원형을 유지

할 수 있게 한다.2) 옻칠은 보존을 의미한다.

옻칠은 쉽게 익힐 수 있는 기법이 아니다. 옻칠은 산지에 따라 건조

시간이 다르고 한 번에 칠을 할 수 있는 두께도 다르다. 완벽하게 건조

되기 위한 칠의 두께가 어느 정도이며 적절한 습도는 몇 퍼센트가 되어

야 하는지 터득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수많은 시행착오

를 겪어야 한다. 유려하고 기품 있는 옻칠의 색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며 이는 디자인이나 장식성 등의 문제를 초월

한다.3) 또한 옻칠의 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우러나오는데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유화 물감이나 현대의 화학도료와 상반되는 성질이다.

옻칠은 시간을 의미한다.

옻칠의 또 다른 가치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성에 있다. 옻칠기법은 한·

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는데 그 역사가 수 천 년

에 이른다. 우리나라 칠 문화의 흔적은 청동기 시대 말인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삼국 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발전되어 왔다. 옻칠은 무분별한 산업화와 경제 논리에 휘

둘려 사라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1.2. 작품연구

이번 장에서 제작한 두 작품은 영원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조형어

휘로서 전통기법인 옻칠을 활용하였는데 의미전달의 가능성을 각각 다른

1) 전용복,『한국인 전용복』, 시공사, 2010, p.10-12

2) 위의 책, p.61

3) 위의 책, 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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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탐색해 보았다. 작품<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에서는

옻칠의 뛰어난 보존성에서 영원성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작품<다이아

몬드 반지Diamond Rings>에서는 유구한 역사의 전통기법인 옻칠을 현대

의 새로운 제작기술과 결합하여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개념을 표현하

고자 하였다.

연구 작품에는 화폐적 가치가 매우 낮은 1.7mm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

드가 사용되었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넓은 면적에 다수가 세팅되어 휘황

한 광채효과를 얻거나 메인 다이아몬드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상징적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커플반지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인기 탤런트 이영애의 결혼반지로 멜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소박한 커

플링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대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

었고 참깨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였다.4)[그림 4-2] 본 연구에

서 멜리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것은 다이아몬드의 의미를 전달하되 화폐

가치를 최소화하고 상징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그림 4-2] 뮈샤, 골든듀의 멜리 다이아몬드 커플링

<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

사랑은 유동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이와 같은 감정의 변덕이나 우연성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인륜적 관계를

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9/03/20090903001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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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다.5) 따라서 영원성은 결혼반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

된다. 작품 <영원을 위한 순간Moment for Ever>에서는 비정형적이고 즉흥

적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형식을 갖추는 모습

을 나무와 옻칠, 다이아몬드로 표현하였다.

반지의 주재료는 호두나무이다.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

하기에는 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형태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천천히 나무를 깎으며 다듬어 나갔다. 이

런 식으로 형태를 만드는 과정은 미지의 사람을 만나 조금씩 사랑을 가

꾸어 나가는 과정과 유사하다. 정해놓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도 정해져있지 않다. 서서히 다듬어 나가다가 마음에 와 닿

는 모습을 보게 된 순간 손을 멈추었다.

다음 과정은 옻칠이다. 옻의 도막은 특유의 질감과 색감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에도 부식되지 않고 내열성과 내염성, 방수, 방부, 방

충, 절연 효과가 뛰어나다.6) 특히 습기와 열에 취약한 목재의 단점을 보

완하여 장기간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나무로 만든 작품에 옻칠

을 하는 것은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반지의 중심부분 깊숙한 자리에 멜리 다이아몬드를 심어

넣었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다이아

몬드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또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정형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

는 차가운 광채의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며 절제와

약속의 중요성을 상기시는 조형요소로 활용하였다.

5) 가토 히사타케 외, 이신철 역, 『헤겔사전』, 도서출판b, 2009, p.16

6) 손대현, 『전통옻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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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1] Moment for Ever_ 다이아몬드, 호두나무, 옻칠_ 45х29х46mm_ 2012



- 7 -

[작품 1-2] Moment for EverⅡ_ 다이아몬드, 호두나무, 옻칠_ 53х43х50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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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

이번 작품에서는 전통기법인 옻칠을 현대적인 제작기술과 결합하여 시

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제작한 작

품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드를 사용하였으나 전체적

인 반지의 형태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연상할 수 있는 다소 과장

된 스케일로 제작하였다.

반지의 형태는 CAD7)로 디자인하였고 3D 프린터8)를 활용하여 레진9)

으로 출력하였다. 3D 프린팅은 제조업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현

대적인 제작기술이며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기술과 차별화되는 3D 프린팅 기술의 장

점은 정확하고 복잡한 조형에 적합하다는 점과 하나의 모델을 이용한 다

양한 디자인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그림 4-3][그림 4-3]

[그림 4-3] 정교하고 복잡한 조형에

적합한 3D 프린팅 장신구
[그림 4-4] 다양한 변화가 용이한

3D 프린팅 장신구

이번 시리즈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형이 용이하다는

3D 프린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기하학적인 형태를 오차 없

이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인식하였다. 라운드 브릴

7) Rhinoceros 5.0

8) EnvisionTEC’s Perfactory® 4 Mini with ERM

9) EnvisionTEC PIC100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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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트 다이아몬드 반지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그 크기를

과장하였는데, 이로써 옻칠기법을 적용하기 쉽게 하는 것은 물론 현대적

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본 형태는 일정한 두께의 평평한 반지 위에 아래가 좁은 원뿔형을

결합하여 만들었고 원뿔의 크기와 비례, 그리고 원뿔의 기울기에 변화를

주면서 형태의 변형을 다양하게 시도하였다. 세 가지 형태 요소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반지 형태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 변

화는 무한대로 계속될 수 있었다.[그림 4-5]

작품제작에 사용된 레진은 주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지만 가볍고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께가 1mm 이하일

경우 파손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두께를 2.5-3mm 정도로

충분히 두껍게 출력하였다.

[그림 4-5] 최초의 기본형(좌측 상단) 와 크기와 다양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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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출력한 레진은 표면을 정리하여 옻칠을 하였다. 옻칠은

전통적으로 나무, 금속, 도자기, 피혁 등 자연재료에 적용되는데 이는 시

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보존의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3D 프

린터로 출력한 레진의 경우에는 보존의 기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레진에 옻칠을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온 전통

기법을 가장 현대적인 제작기법과 함께 활용하려는 생각에서 시도하였

다. 부식 방지라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과거로부터 전수되어온 전통기

법이라는 개념적 의의에 주목한 것이다. 3D 프린팅과 옻칠은 각각 미래

와 과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두 가지 기법을 함께 적용함으

로써 시간을 초월한 영속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옻칠의 적용은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사물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현재 3D 프린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합성수지는 미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매우 낮다. 또한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적층가공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소재의 표면 품질이 조악하다는 단점도 있

다. 반면 옻칠은 단순한 도료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질이다. 유려

한 광택과 부드러운 질감의 옻칠은 3D 프린팅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예

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작품 1-3] Diamond Rings의 일부-단색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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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Diamond Rings의 일부-단색 및 두 가지 배색의 옻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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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3] Diamond Rings_ 다이아몬드, 레진, 옻칠_ 16х16х25-40х40х45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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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로 전하는 유혹의 의미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물을 찾

게 되며 다이아몬드 반지는 매우 효과적인 기호로 활용된다. 사랑의 기

호로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선호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

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

다. 다이아몬드의 높은 금전적 가치는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1) 그러나 이것을 단지 속물적인 가치관이라고 폄하할 수

만은 없다.

영화 <색,계Lust, Caution 2007>에서 정보부장 ‘이’를 암살하기 위해 스파

이 역할을 했던 막부인이 마음을 바꾼 순간은 ‘이’가 그녀에게 다이아몬

드 반지를 건넨 다음이었다.2)[그림 4-6] 막부인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

위를 걱정하지 않고 ‘이’를 탈출시키기로 결심한다. 이 장면에서 그녀의

극적인 심적 변화가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매

혹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내용에서 ‘이’의 부인이 친구들과 나눈 내용을 통해 드러났듯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당시 중국 사회의 상류층 여성들에게 선망과 과시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부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으로부

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분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에 대해 전혀 공

감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막부인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을 때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한

다. 자신은 그 가치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연인의 기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바로 이점이 막부인의 마음을 움직여 암

살현장에서 ‘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왔고 그 대가는 자신의 죽음이었

1) 롤프 옌센.『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서정환 역. 서울:

리드출판. 2005. p.106

2) 정지은,「왜 우리는 사랑하기가 점점 더 힘들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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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막부인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넘어간 것은 그녀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졌거나 속물적 취향을 가진 여성이어서가 아니다. 대학에서

연극부로 활동하다가 항일운동에 가담한 그녀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

포와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냉혈한인 ‘이’가 건네는 고가의 다이아몬

드 반지가 부정과 죄악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전해

지는 ‘이’의 진지한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반

지는 치명적인 유혹을 의미하며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건넨 선악과를 연

상하게 한다.

[그림 4-6] 영화 <색,계>의 한 장면

이번 작품군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전하는 치명적인 유혹의 메시지를 사

과라는 사물을 도입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범하지만 다

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과를 통해 다이아몬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은 물질적 가치를 상징적 가치로 치환하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2.1. 사과의 상징적 의미

사과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과일이다. 과일 가게에서

는 거의 사계절 내내 볼 수 있고 어느 집에서나 식탁 위에 혹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다. 사과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좀처럼 관심 있게 보

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과의 상징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사과는 풍

요, 사랑, 즐거움, 지식, 예지, 예견, 호사를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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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죽음 등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사과를 주는 것은 사랑한다

는 고백이다. 사과 꽃은 풍요의 상징이며 신부의 치장에 자주 사용된다.

켈트족의 문화에서 사과는 마력과 지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다른 세

계>의 나무 열매이며 풍요와 결혼을 뜻한다.3) 또한 사과는 종교와 신화,

과학, 역사 그리고 문학과 예술작품 속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

요한 사물로 등장한다. 프랑스 상징주의 화가 드니Maurice Denis 1870-1943

는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셋 있는데, 첫째는 이브의 사과요, 둘째는 뉴

턴의 사과요, 셋째는 세잔의 사과다”라고 말했다. 이브의 사과로부터 기

독교가 시작되었으며, 뉴턴의 사과로부터 근대과학이 시작되었고, 세잔의

사과로부터 현대미술이 꽃을 피웠다.4) 현대에 들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명한 사과로는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 애플의 로고인 한 입 베

어 먹은 사과가 있다. 이와 같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사과는 다양한 모

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브론지노Bronzino Agnolo 1503-1572의 작품 <비너스, 큐피드 그리고 시간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Venus, Cupid and the Time(Allegory of Lust)>에서

사과는 사랑의 달콤함을 나타내는 사물로 등장한다. 그림에서 비너스의

오른손에는 사랑의 화살이, 그리고 왼손에는 사과가 들려져 있다. 사랑은

사과처럼 달콤하고 향기롭지만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의미이다.5)[그림 4-7]

요하임 파티니르Joachim Patinir1485-1524의 작품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

Temptation of St. Anthony>은 수도사들이 수행 중에 겪는 육욕을 물리치는

고행담을 그린 것이다.6) 화면의 중앙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아름다운 여

인들이 수행자에게 사과를 내밀며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탐스러운 사

과는 수행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렬한 유혹의 매개체로 묘사되

고 있다. [그림 4-8]

3) 진 쿠퍼,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1996, p.18

4) 전창림,『미술관에 간 화학자』,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p.236

5) 박우찬,『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해주겠다』, SJ소울, 2009, p.35

6) 정진국,『사랑의 이미지』, 민음사, 200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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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ronzino Agnolo,

<Venus, Cupid and the

Time(Allegory of Lust)>, c.1545

[그림 4-8] Joachim Patinir, <Temptation of St

Anthony>, 1515

아담에게 이브가 건넨 선악과는 종종 사과로 묘사된다. 선악과가 사과

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16세기 이후 사과는 인간을 타

락시킨 원죄의 상징이 되었다.7) [그림 4-9]에는 사과를 따서 내밀고 있

는 이브와 그들에게 금지된 것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받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8) 중세 이후

화가들의 주된 그림 소재가 된 수태고지9)에도 원죄를 상징하는 사과가

자주 등장한다. 카를로 크리벨리Carlo Crivelli 1435-1495의 작품 <성 에미디

우스가 있는 수태고지Annunciation with St. Emidius>의 전경에도 커다란 오

이와 사과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자연스러운 위치와 짙은 그림

자로 인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두 사물은 그 상징적 의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10)[그림 4-10]

7) 박우찬의 앞의 책, p.20

8) http://www.beyondthelabel.info/artwork/adam-and-eve-1526/19/

9)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리는 장면

10) 케네스 벤디너, 남경태 역,『그림으로 본 음식의 문화사』위즈덤하우스,

2007, p.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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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Lucas Cranach the

Elder, <Adam and Eve>, 1526

[그림 4-10] Carlo Crivelli,

<Annunciation with St. Emidius>,

1486

2.2. 작품연구

사과는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상징

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감성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물이

다. 이번 작품에서 활용된 재료는 3D 프린터로 출력된 합성수지와 옻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전해주조로 형성된 동, 금도금이다. 사과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합성수지와 옻칠이며 금도금으로 마무리 된 동은 사과

를 감싸고 장식하는 형상으로 구현된다. 꼭지 부분에 깊숙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사과를 장식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일상의 가치Daily Value>

이 작품에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인 사과를 시각적 대비와 다이

아몬드 장식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매혹적인 사물로 표현하였다. 비

슷한 크기의 금색 덩어리들과 섞여있으면서도 옻칠의 고급스러운 색채와

재질감의 차이로 인해 그 안에서 더욱 탐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꼭지 부분에 깊숙이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사과를 장식하는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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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높은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로 사과를 장식함으로서 평

범한 사물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덩어리들 가운데 묻

혀있는 사과에 옻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덩어리들의 작업과정과 분리

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대표하는 사물인 사과를 비슷한 형태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함으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또한 작품을 뒤집어 보면 사과를 받치는 밑판에 투각된 사과의 씨

앗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건네는 농담과 같은 작은 재미를

주었다.

[표 4-1] 작품 <일상의 가치Daily Value>의 제작 과정

사과 형태의 제작 주변 덩어리 형태의 제작

1) 왁스 카빙 위에 전해주조

- 왁스를 깎아서 사과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은분을 바른 뒤

전해주조 동을 0.5mm 두께로 고

르게 전착하였다.

1) 스티로폼 위에 전해주조

- 구 형태의 스티로폴에 은분

을 바르고 전해주조를 하였다.

은분이 스티로폴을 녹이면서 생

긴 거친 질감은 그대로 살렸다.

2) 밑판 땜하기

- 사과 씨 모양과 원형, 반원형

으로 투각한 넓은 밑판을 사과 형

태에 땜하였다.

2) 덩어리 연결과 밑판 땜하기

-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배치

하여 연결하고 원형으로 투각한

밑판을 땜하였다.

3) 옻칠과 다이아몬드 세팅

- 연마를 반복하여 면을 매끄럽

게 하고 최종적으로 광택을 낸 뒤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파이프를 꼭

지부분에 넣고 고정하였다.

3) 마무리 및 도금

- 거친 질감에 알맞게 무광으

로 마무리하고 금도금하였다.

4) 사과의 밑판과 주변 덩어리의 밑판을 리벳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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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1] Daily Value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황동, 옻칠, 금도금_ 60×53×27,

62×50×28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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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사랑Puppy Love>

사과는 먹는 음식이지만 모양이 예쁘고 향기롭기 때문에 마음을 전하

는 상징적 사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 감

독의 영화 <증기롤러와 바이올린The steamroller and the violin>에서 사과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물로 등장한다.11) 주인공인 소년이 처음 만

난 소녀에게 작은 사과를 건네는 장면을 보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고

스란히 느껴지며 사과를 먹은 흔적과 소녀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

를 통해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1] 사과를 건네

기 전, 소년은 주머니 속의 사과를 꺼내서 호호 불고 스웨터에 닦는다.

간식으로 아껴두었던 사과를 온갖 정성을 다해 소녀에게 내미는 모습에

서 아이의 순수한 마을을 읽을 수 있다.

[그림 4-11] Andrei Tarkovsky, <증기롤러와 바이올린>의 한 장면, 1961

작고 평범한 사물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든 주고 싶고 일상을 함께하면서 계

속 살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소하지만 의외의 가치를 지

닌 사물을 건네는 것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속의 한 장면이 모티브가 된 이 작품은 평범

한 사과를 귀한 보석과 같이 반지에 세팅하여 마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

한 사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이다.

11) 이희원, 「따르꼬프스끼 영화의 기독교적 상징성: 동식물의 이미지를 중심으

로」, 노어노문학 제19권 제3호, 2007, 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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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세팅은 보석을 금속장신구에 고정시키기 위한 제작기법이다. 보

석의 형태와 크기에 맞는 금속구조물 즉, 보석난집을 만들고 구조물의

테두리나 난발을 이용하여 보석을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보석의 난집은

보석을 고정시키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구조물이지만 연구자는

그 안에서 가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보석난집을 만

드는 이유는 보석의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

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저렴한 액세서리에 들어가는 유리나 플라스틱

구슬은 금속 표면에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고가의 보석은 세팅을 위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 끝을 눌러서 고정

시키는데 이 작업 과정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보석

난집에 세팅한다는 것은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

에서는 보석난집을 고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언어로 인식하였다.

사과가 세팅된 반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방법은 CAD와 3D 프린터로

사과와 반지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다

른 질감의 피막을 입히는 것이었다.[그림 4-12] 반지와 사과의 아랫부분은

전해주조를 활용하여 금속피막을 입히고 윗부분의 사과 형태는 옻칠을

하여 선명한 색감과 수작업에 의한 가치를 표현하였다. 사과의 아랫부분

금속피막의 형태는 보석난집을 단순화한 것이다. 하나의 모델링에 표면

처리만 달리한 것이므로 실제 기능을 하는 난집은 아니지만 작은 사과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과를 통해 전달되는 풋풋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과를 표현하는

옻칠의 색상 범주를 주황색에서 노랑, 초록으로 설정하였고 색칠의 혼합

으로 만들어낸 중간색을 활용하여 조금씩 다른 색을 띄게 하였다. 완전

히 익지 않은 풋사과와 같이 아직 자신의 색을 찾지 못했으며 변화의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앞서 진행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사과의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기 위한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과의 꼭지 부분에 작

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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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작품<풋사랑> 모델링

[표 4-2] 작품<Puppy Love>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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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2] Puppy love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28×28×40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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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디즈니 에니메이션 백설공주, 1937

<그가 나에게 작은 사과를 건넸다.He handed me a little apple>

이브의 사과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유혹이다. 성서를 통해 인류가 저

지른 원죄를 상징하는 종교적 사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과 안에는 유혹의

의미가 내제되어 있으며, 사과가 새빨갛게 묘사되었을 때 치명적인 유혹

의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이 같은 사실은 동화 <백설 공주>에 등장하

는 빨간 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머니로 변장한 마녀가 백설 공

주에게 내민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다. 이를 받아들인 백설 공주는 죽

음을 맞이하였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강렬한

유혹과 함께 치명적인 독이 담긴 백설 공주의 빨간 사과는 죽음의 상징

에서 부활과 사랑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12) 따라서 빨간 사과

를 건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

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그림 4-13] 이브에게 사과를

건네받은 아담 역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신에게 버림받

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사이가 된다. 사과는 두

사람을 신에 의한 수동적인 관계에

서 벗어나 서로의 선택에 의한 영원

한 동반자로 만들었다. 둘은 하나의

사과를 영원히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과가 지닌 치

명적인 유혹의 의미를 강조하여 사

랑에 수반되는 고통과 새로운 모험

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앞서 진행한 작업에서 CAD와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만들고 그 위에

서로 다른 질감의 피막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 보석난집에 사과를 세팅한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보석난집은 가치가 높은 사물을

12) 정여울, 「음식을 넘어 상징이 된 한 알의 사과」, 플랫폼 2015년 1·2월호 (통권

49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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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하기 위한 금속구조물이므로 이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과를 높은

가치를 지닌 사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이 시리즈는 앞서 진행한 작

업과 같이 보석난집에 세팅된 사과를 통해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다. 그러나 신화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사

과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사과를 강렬한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한편 전해주

조기법의 특성을 활용한 질감표현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였다.

전해주조기법은 전해 석출에 의해 얇은 금속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

로 1800년대 고대유물을 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미국의 장신구작가 스텐리 레흐친Stanley Lechtzin에 의해 창의적

인 조형기법으로 그 활용도가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복제, 질감표현, 보석

세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제작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해주조기법은 도금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균일하게 전착되지만 생산성

을 고려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며 일반적으로는 1μm 두께의 피복에 1-10

분(1mm에 16-170시간)사이의 시간이 소요된다.13) 그러나 전류밀도를 높

여서 전착속도를 빠르게 하면 금속입자가 거칠게 달라붙는데 이것을 장

식효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은분을 부분적으로 발랐을 때 그

경계선에 금속입자가 집중되는 성질과 모형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입자

가 달라붙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았다.

전류밀도를 높여서 만든 알갱이 혹은 침 형태의 금속입자는 시간이 지

날수록 바깥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체와의 결합력이 약

해서 점점 떨어져나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전류의 강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13) 박성수, 「정밀주조와 전해주조에 관한 비교 연구: 장신구 제작을 중심으로」,

산업미술연구, vol.14, 1998,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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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D 및 3D 프린팅 - 사과와 반

지가 결합된 CAD 도안 및 3D 프린

터를 활용한 레진모형 출력

2) 레진 표면에 은분으로 난집 형태

그리기

3) 전해주조하기

- 높은 전류 약 45분 → 낮은 전류

약 24-48시간

4) 옻칠하기 - 생칠 2회 붉은 칠 3-4

회 적용

5) 금도금 - 옻칠의 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차량용 코팅제로 피

막처리한 뒤 도금

6) 다이아몬드 세팅 - 황동 파이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금도금하여

꼭지에 끼우고 접착

[표 4-3] <그가 나에게 작은 사과를 건넸다> 제작과정

앞서 연구에서 높은 전류밀도로 인해 만들어진 금속 알갱이를 낮은 전

류에서 장시간 안정시키는 과정을 통해 섬세한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다음은 금속 알갱이의 형태와 볼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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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전류를 높이고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여 조금씩 다른 모양을 얻

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전류밀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

높은 전류 45분: 작은 알갱이 형

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36

시간: 알갱이 형태가 커지고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됨

매우 높은 전류 30분: 가느다란

침 형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48시간: 침이 두꺼워지고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가 됨

높은 전류 60분: 작은 알갱이 형

태의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24

시간: 알갱이가 커짐 → 높은 전

류 50분: 큰 알갱이 위에 새로운

결정 형성 → 낮은 전류 24시간:

두꺼운 알갱이 층의 형성

은분을 칠할 때 경계선을 웨이브

로 함→ 높은 전류 180분: 작은

알갱이 형태의 불규칙한 결정 형

성 → 낮은 전류 24시간: 알갱이

형태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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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3] He handed me a little apple 1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24×24×38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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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4] He handed me a little apple 2_ 다이아몬드, 전해주조 동, 옻칠, 금도금_

30×29×40mm_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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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어있는 난집과 욕망의 표현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다이아몬드의 광채에

대해 ‘불꽃같이 타오르지만 동시에 얼음같이 차가운 돌과 같으며, 날카롭

게 빛나지만 고요하며 무의미한 유혹, 진실하지 않은 기쁨, 즉 세상의 무

상함을 상징하는 사물’1) 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문구는 다이아몬드의 강

렬한 광채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세계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예로부터 다이아몬드의 날카로

운 광채는 지상의 것으로 여기기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것이었고 신을

상징하였고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며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사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다이아몬드

는 화폐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공허한 욕망을

상징하는 사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전개할 작품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적 욕

망과 허영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대인의 욕망의 특징은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타자라는 점이다. 즉 내가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것은 다

른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가치나 교환

가치보다 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호가치에 집착한다.2) 욕망하는

대상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연구자는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

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그 욕망의 실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비어있는

보석난집을 조형언어로 활용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난집에 물려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와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욕망과 허영을 상징하는 보석난집은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

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다양한 각도의 각면, 혹은 곡면으로 이루어진

1) Roland Barthes, 「From Gemstones and Jewelry」, 『the Language of

Fashion』,oxford/New York: Berg, p.59

2) 고려대 철학연구소, 『욕망의 문제틀로 읽는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주),

2014, p.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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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난집 구조물에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나타내는 방사형 패턴을 투

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또한 형태와 구조를 통한 조형적 아름다움과

공예적 가치를 제시하려는 의도이다.

3.1. 조형언어로서의 보석난집

연구자는 1999년경 보석 세팅 기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보석 난집의 형

태에 흥미를 느꼈고 조형언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가치가 높은

보석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난집은 섬세한 배려가 담긴 기능 구조

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석난집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이 배제된 순수한 시각구조물로서의 장신구를 제

작하고자 하였다.3) 당시의 연구는 2001년 「비어있는 보석난집의 조형적

활용」이라는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수록되었다.[그림 4-14][그림 4-15]

2001년의 연구에서 기능 구조의 아름다움과 함께 보석난집의 미적 가치

로 제시된 것은 개념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비어있는 공간의 가치였

다. 비어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 철학적 사색을 유도하며 자유로운 상상

과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물질의 영역 너머에 있는 정신적

인 세계의 존재를 시각화하기 위한 조형 언어로 활용되었다.4)

[그림 4-14] 정세진, <반지>, 14k금, 정은, 2001 [그림 4-15] 정세진, <반지>, 14k금, 정은, 2001

3) 정세진, 「비어있는 보석난집의 조형적 활용」,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p.1-2

4) 같은 논문, 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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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부재하는 보석에 대한 집착과 실체

가 없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

기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장에서는 보석난집을 조형언

어로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하여 제작방식과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서 보석난집을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과 욕망의 표현에 관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데거닛 스턴 쇼켄Deganit Stern Schocken은 2003년에 보여주었던 <몇 개

인가요?How many is one?>시리즈에서 똑같은 형태로 대량생산하기 위한

생산수단인 고무몰드를 활용해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장신구를 제작하

였다. [그림 4-16]는 주물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무몰드인데

두 쪽이 맞물리면 가운데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왁스를 사출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통해 똑같은 왁스모형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왁스로 물줄기를 붙인 후 석고매몰과 소성, 주조 과정을

거쳐서 금속 장신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두 쪽의 고무가 완전

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그 사이로 왁스가 흘러넘치고 얻고자 하는 형태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똑같은 형태를 얻어야 하는 양산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왁스가 흘러넘친 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며 실패

작으로 간주되지만 그녀의 작품에서는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중요한

형태요소가 된다. 비정형적인 모양으로 흘러넘친 왁스로 인해 이것은 유

일무이한 개성을 가진 작품이 되며 안에 들어있는 형태를 마치 오래된

화석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주조 과정에서 금속을 주입하기 위한 물

줄기 형태를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흘러넘친 왁스와 함께

작업과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형태요소가 된다.5)[그림 4-17]

5) Ellen Lupton, 「Framing: The Art of Jewelry」, 『Metalsmith』, vol.27 no.4,

20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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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Deganit Stern Schocken,

<Rubber mold>, 2003

[그림 4-17] Deganit Stern Schocken,

<How many is one?>, 은, 2003

에듀 테린Edu Tarin의 <재생Palingenesia>시리즈도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지는 장신구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장신구를 만들어낸 경우이다. 그는 똑

같이 만들어진 다수의 반지와 보석난집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구조와 패

턴을 가진 브로치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형태들은 이미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조형을 위한 단위요소가 되며 원래의 기능에서 벗

어나 시각적인 구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진부하고 천편일률적인 제품들

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작품이 되었다.[그림 4-18]

[그림 4-18] Edu Tarin, <Palinge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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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라 밈리치 그레이myra mimlitsch-gray의 작품은 실재와 비실제 혹은

존재와 부재에 관한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를 위하여 친숙하고 기능적

인 사물을 음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왔으며 보석난집을 확대하고 조형

화한 그녀의 작품도 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지나가버

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시적인 느낌을 준

다.6)[그림 4-19][그림 4-20]

[그림 4-19] myra mimlitsch-gray

<Four Prong Standard>, 1996

[그림 4-20] myra mimlitsch-gray

<Pearl Brooch with Large Cluster

Tail>, 1998

6) 하워드 리사티, 허보윤 역,『공예란 무엇인가』, 미진사, 2011,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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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Shell>

Shel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 3-1], [작품 3-2], [작품 3-3]은

보석난집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석을 세팅할 수 없

는 시각적인 구조물이다. [작품 3-1]과 [작품 3-2]의 반지들은 하나의 구

조물에서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작품 3-3]의 브로치

는 안쪽의 난집과 바깥쪽의 난집이 중첩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아무런

기능이 없는 사물에서 보다 순수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공간과 구조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1]과 [작품 3-2]의 반지는 비어있는 보석난집과 역시 내부가

비어있는 링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보석난집은 테두리가 있는 난

집의 형태를 단순화 했으며 실제 실제로 보석을 고정하는 기능은 할 수

없는 시각적인 조형 요소로 변형하였다. 추가된 장식적인 요소는 없지

만 링과 맞닿아 있는 난집의 바닥 부분과 링의 외부 형태의 일부가 뚫려

있어서 이를 통해 내부 공간이 드러나게 하였다.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

이는 내부의 형태는 좁고 어두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 형태를

역방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형태 요소들을 감지할 수 있

다. 착용자가 반지의 내부와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3-3]은 다섯 개의 꽃잎 형태의 보석난집과 그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작은 보석난집으로 이루어진 브로치이다. 꽃잎은 중심에 있는 보석

을 돋보이게 만드는 장식요소로서 전통적인 보석난집에 많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꽃잎 형태의 보석난집의 중심에는 또 다른 형

태의 난집이 세팅되어 있다. 보석의 자리를 보석 난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난집은 실제 세팅 기능을 가진 난집이며 내

부에 있는 난집은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변형된 시각화된 구조물이다. 브

로치를 위에서 보면 비어 있는 중심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형

태의 공간과 구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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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1] Shell_ 925 은_ 32х24х33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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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2] Shell_ 925 은_ 24х27х32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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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3] Shell_ 925 은_ 52х52х25mm_ 2012



- 1 -

<욕망desire>

보석을 세팅하기 위한 난집은 일찍부터 대량생산 방식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정형화, 양식화된 형태로 반복 재생산되어왔다. 대량생산 시스템

에서는 반지나 팬던트 등의 원본을 제작한 다음 고무몰드를 만들고 그

안에 왁스를 주입하여 다수의 왁스모형을 얻는다. 수십 개 혹은 수 백

개의 보석이 들어가는 값비싼 장신구의 경우 이와 같은 생산방식은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생산방식이다. 그러나 주물공장에서

수많은 왁스모형샘플로 뒤덮인 벽면을 마주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디자인은 생각해 내기 어려울 거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내가 원하

는 형태가 무엇이던 간에 그 벽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저 선택하고

주문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니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창의적인 것을 만

들고자 하는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시

스템은 개인의 창의적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며 개인의 역할을 제한하고

축소하여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창의적인 표현을 추구

하려 한다면 이 벽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은 중심에 큰 보석이 들어가

고 작은 보석들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반지 혹은

펜던트이다. 이 난집의 중심에는 상당히 큰 보석이 자리할 것이라는 기

대를 하게 되며 가장자리의 작은 난집들은 이것이 많은 보석들로 화려하

게 장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화려하고 과시적인

장식을 위해 준비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을 부재하는 보석에 대한 욕망

의 언어로 인식하였다. 보석만을 위한 프레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하여 시각적 언어의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서 레디메이드 보석난집은 자

유로운 상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시리즈에서 주제가 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욕망, 귀여운 과시욕이다. 스쳐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지만 천연석이 드문드문 들어간 화려한 보석

난집으로 장식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작품 속의 인체는 나무를 조각

하여 묘사하였고 옻칠로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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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4] Bubble gum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69х50х30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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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5] Morning make-up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48х75х23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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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6] Isn‘t my ring pretty?_ 나무, 옻칠, 925은, 천연석, 금도금_ 45х62х30mm mm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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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Tower of Babel>

제작 방식의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크기가 작고 정교한 작업

이 요구되는 장신구 산업에서는 CAD·CAM 제작방식이 일찍부터 정착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상업 장신구에 적용되고 있다. 같은 형태를 무

한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대량생산 방식과 비슷하지만 개체

의 변형이 훨씬 쉽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대장신구 분야에서도 CAD·CAM 제작방식의 표현적 가능성

에 대해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CAD를 활용하면 오차 없이 정확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난집

의 제작에 특히 용이하다. 같은 형태를 무한 반복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CAD를 활용해서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실물화한 것이

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현

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분적으로 같은 형태를 반복해서 만들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작업방식은 CAD를 활용한 제작

방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4-21]

[그림 4-21] 작품 <바벨탑>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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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은 CAD를 활용하여 제작된 보석난집을 통해 심리적인 표현

을 시도한 작품이다. 대도시의 고층 건물과 같이 보석의 존재와 반지라

는 본분을 잊은 채 맹목적으로 쌓여 올라가는 난집구조물과, 점점 상승

하는 난집 구조물의 높이를 따라잡기 위해 솟아오르고 있는 붉은 보석의

역전된 관계를 통해 과도한 욕망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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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7] Tower of Babel_ 아게이트, 925 은, 금도금_ 21х12х28-26х16х47_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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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품연구

2014년 파리 앤티크 비엔날레에 출품된 까르띠에의 목걸이에 관한 국

내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통해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심재료인 다이아몬드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가치평가에 관한 내용이

다. 이 목걸이의 센터스톤은 30.21 캐럿의 D 칼라, 인터널 플로리스IF

Internally Flawless, Type IIa1), 페어 형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이

다. 두 번째는 다이아몬드 장신구의 미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다. 까르

띠에는 ‘이 다이아몬드는 1000시간의 정교한 작업에 의해 목걸이에 세팅

되었으나, 고도의 세공기술은 모두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주얼리

위에는 무중력 상태인양 허공에서 가볍게 반짝이는 맑고 영롱한 광채만

이 남아있다.’2)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림 4-22]

다이아몬드의 물리적인 가치평가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위에 상세하게 기록된 평가 내용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인식

이 불가능하다. 오직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감정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다이아몬드의 가격과 직결된다. 반면, 이 목걸이의 미적인 측면

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가 마치 실체가 없는 빛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다이

아몬드의 광채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꿈과 환상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이를 세팅하고 있

는 금속구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치 다이아몬드가 피부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를 위해 고도의 세공기술과 작업시간이 투여되

었다.3) 이와 같이 현대의 다이아몬드는 실체가 없는 빛으로 표현되고 있

고 이를 통해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한다.

다만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는 돈이

1) Ⅱ장 참조

2)「여심 사로잡는 ‘IIa타입(상위 1%등급) 다이아몬드」, 인터넷중앙일보 2015.11.19

3) http://www.thejewelleryeditor.com/jewellery/cartier-30ct-flawless-diamond-

royal-collection-biennale-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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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23]

[그림 4-22] 까르띠에의 로열 콜렉션 [그림 4-23] 까르띠에의 홍보 동영상

브릴리언트 연작은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 그러나 조형 언어로 활용한 것은 시각적 구조물로 변형된 보석난집

이다. 광채를 표현하기 위해 다이아몬드가 부재하는 보석난집을 활용하

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특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를 대체하고 있는 비어있는 난집은 구조와 공간의 아름다움

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각에 의한 패턴으로 장식된다. 투각은 광채를 표

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시각적 장치이다.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패턴, 혹은 연결된 원과 원 사이에

형성되는 뾰족한 네가티브 형태의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투각에

의한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의 반복되는 패턴은 빛의 반사와 누출의

결과로 생기는 다이아몬드 결정의 밝고 어두운 부분의 배열을 표현하고

있다.

난집의 조형에 사용된 재료는 은이다. 귀금속으로 분류되는 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이아몬드와 대비되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면

질감과 이미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는 태양빛에 비유

되며 공격적이고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세속적인 물질과 욕망을 의미한다. 반면 은의 광택은 달빛에 비유되는

따뜻하고 온화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출하며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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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다이아몬드 반지의 구조

적합한 재료이다. 둘째,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투명하면서 변하지 않는

물성으로 인해 영원성을 상징하는 사물로 인식된다. 반면 비교적 무른

금속에 속하는 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에 부식, 부패 등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계의 섭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재료이다. 따라서 은을 재료로 선택한 것은 물질의 영원성에 대한 맹목

적인 신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

다이아몬드 반지Diamond Rings시리즈는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여섯 개의 발이 있는 난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난집의 형태와 구조를 정확하게 구

현하지 않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표현하기 위해

난집의 크기를 과장하였다. 판재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난집

을 원추형으로 단순화하였고 그 면에 난집의 형태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투각은 판재에 구멍을 뚫고 실톱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잘라내는

장식 기법이다. 평면적이고 단순한 기

법이지만 회화적인 이미지에서 기하학

적인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판금성형으로 만들

어진 입체에 적용할 경우 그 내부를

드러냄으로서 형태를 덩어리가 아닌

공간구조물 인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입체에 투각을 적용하는 작업방식은

자유로운 이미지를 구조적인 형태로

만들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난집의 형

태와 광채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표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투각은 본래 평면을 장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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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므로 입체 형태에 적용할 때는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작업 순

서를 정해야 한다. 이 작품의 형태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원추형과

폭이 넓은 밴드로 이루어져 있다. 투각이 되는 부분은 원추의 윗면과 옆

면의 상단 약 2/3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면과 밴드가 결합된 옆면은 따로

제작하여 투각을 한 뒤 땜하였다.[그림 4-24]

원추의 윗면

① 난집의 내부 공간 - 윗면의 중심에는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원형의

공간이 있다. 이는 비어있는 난집의 내부 공간이며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암시한다. 공간의 크기는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나 실제로 담겨있는 다이

아몬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인다.

② 투각 패턴 - 공간의 가장자리이자 원추의 윗면에는 여섯 개의 발과

방사형으로 뻗는 광채를 문양으로 만들고 이를 투각하였다. 문양의 형태

는 직선과 원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만들었으며 육각 배열이 대부분이지

만 광채의 표현을 더 중시하였으므로 육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다.[그림

4-25]

[그림 4-25] 윗면의 투각 패턴

원추의 옆면

① 밴드와의 결합 - 원추형의 옆면은 먼저 폭이 넓은 밴드와 결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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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추와 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원추형 내부의 밴드는

제거하여 빈 공간으로 남게 하였다.

② 투각 패턴 - 반지의 윗면은 광채의 표현을 중시하였지만 옆면은 난

집의 형태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였다. 대부분 윗면의 패턴을 직선 및

곡선으로 연장하여 난발을 표현하였지만 상단의 패턴이 똑같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투각은 옆면의 상단 2/3 부분까지 하였고 그 아래쪽

은 면으로 남겨두었다.[그림 4-26]

[그림 4-26] 옆면의 투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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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 Diamond Ring_ 다이아몬드, 925 은_ 32×32×37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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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Diamond Pendants and Brooches>

다이아몬드의 형태는 눈으로 보기에 다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대경

으로 관찰해보면 커팅의 프로포션이 제각각이다. 테이블 면의 넓은 것,

좁은 것, 크라운이 높은 것, 낮은 것, 큘렛의 크기도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광채의 효과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의 눈으

로는 감지하기가 어렵다. 멜리 다이아몬드 팬던트와 브로치 Melee

Diamond Pendants and Brooches시리즈는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면서

도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였다.

아주 작은 크기의 멜리 다이아몬드는 브릴리언트 컷보다 단순한 형태

인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 싱글 컷은 패싯의 개수가 적은

대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작을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다.[그

림 4-27][그림 4-28] 따라서 멜리 다이아몬드를 모티브로 하는 이번 시리즈에

서는 간단한 구조의 난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변화가 느껴지게 하였다. 난집의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펜

던트의 지름은 34mm, 브로치는 40mm로 일괄적이다. 중심이 뚫려있는

평면과 볼륨이 있는 곡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난집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크기가 모두 같고 형태요소도 매우 단순하지만 면의 크기와

패턴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림 4-27] 싱글 컷 멜리 다이아몬드 [그림 4-28] 싱글 컷의 형태

다이아몬드 펜던트 Diamond P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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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 - 난집의 형태요소는 중심이 뚫려있는 평면과 낮은 볼륨의 곡

면 두 가지이다. 두 개 혹은 세 개의 평면과 곡면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위치를 다르게 배치하여 결합한 단순한 구조이다.[그림 4-29]

[그림 4-29] 다이아몬드 펜던트의 구조

② 패턴 - 앞서 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통해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패턴을 디자인하여 투각으로 표현해 본 결과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눈을 향해 곧바로 날아오는 휘황

한 광채는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우리 눈에 원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도 광원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형으로 인지된다. 따라서 원형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광채를 표현하

기 위한 패턴을 만들었다.[그림 4-30] [그림 4-31]은 카메라에 포착된 야경

이미지로서 원형으로 나타난 불빛들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원

과 원 사이에 형성되는 네가티브 형태도 날카로운 광채를 표현하기에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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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투각 패턴

[그림 4-31] 도시의 야경 이미지

(출처: http://kr.forwallpaper.com)

다이아몬드 펜던트 시리즈는 작은 멜리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멜리 다이아몬드는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하는 보조적인 형태요

소로 사용되며 커팅 면이 적은 싱글 컷으로 연마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원형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었고 각

형태는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로 적용되었다. 변형된 형태는 다음과

같다.[그림 4-32]

[그림 4-32] 다이아몬드 팬던트의 투각 패턴

이렇게 만들어진 4가지의 패턴은 난집의 형태요소인 곡면과 평면에 다

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다음은 4가지 패턴을 [그림

4-29]의 첫 번째 구조에 적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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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4가지 패턴 적용의 예

다이아몬드 브로치 Diamond Brooches

① 구조 - 다이아몬드 브로치 시리즈는 지름 40mm인 원형의 큰 곡면

과 그보다 작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곡면은 큰 곡면의 한 가

운데 놓여있으며 중심이 뚫려 있어서 난집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큰 곡

면은 광채를 표현하기 위한 형태요소이다. 이번 작품에서는 광채를 표현

하기 위하여 곡면의 중간을 절단하고 뒤집어 결합함으로써 각도에 변화

를 주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다.[그림 4-34] 광택이 있는 금속의 표면은 보

는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

변화만으로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34] 다이아몬드 브로치의 구조

② 패턴 - 뒤집어서 결합된 곡면 위에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의 패턴

을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원형 패턴의 간격과 위치에 조금씩 변화를 주

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었고 원형 패턴의 하나를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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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다이아몬드로 대체하여 변화를 주고 광채를 강조하였다. [그림 4-35][그림

4-36]

[그림 4-35] 다이아몬드 브로치의 투각 패턴

[그림 4-36] 멜리 다이아몬드의 배치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시리즈에서는 평면과 곡면의 조합으로 만

들어진 단순한 구조의 난집을 조형요소로 채택하였다. 또한 전체 형태가

원형이고 지름이 같은 크기로 통일되어 있어서 다 모아 놓고 보았을 때

큰 변화는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면의 크기와 구멍의 크기에 변화를 주

고 패턴의 형태도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면의 각도를 뒤집는 방법으로 단

순한 구조에서도 수없이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이아몬드의 커팅은 모두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과 달리 모두가 숙련공에 의해 하나씩 연마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수공

작업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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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2] Diamond Pendant & Brooch_

다이아몬드, 925 은_ 34×34×7-42×42×8mm_ 2014

<브릴리언트Brilliant 시리즈>

광채Brilliant를 주제로 하고 있는 다음의 연작들은 보다 다양한 형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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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활용하여 난집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다양한 볼륨의 곡면과 경사면,

평면들의 조합으로 구조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기법으로 표현하였다. 평면적인 패턴이 입체구조에 적용되면서 생성

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조형요소로 인식되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방사형 투각 패턴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들어온 빛은 그림자와 함께 새

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건축적인 공간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난집의 중심 혹은 구조의 한 부분에 세팅되어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는

축소된 물질적 가치를 표현한다. 이로 인해 비어있는 난집의 규모가 더

욱 크게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브릴리언트1 Brilliant1

이 작품은 중심에 세팅되어 있는 지름이 약 2.5mm정도 되는 작은 다

이아몬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난집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이아몬드의 주변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공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보이게 하였다.

다이아몬드와 공간을 감싸고 있는 난집 구조물은 곡면 및 경사면을 3

단으로 연결하였으며 각 면의 형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구조를 형성

하는 각각의 면에는 광채를 암시하는 패턴을 투각하였다. 이중 구조의

링은 윗면의 중심과 옆면과의 사이에 좁은 틈을 만들어서 내부의 공간이

보이게 하였다.[그림 4-37][그림 4-38][그림 4-39]

[그림 4-37] Brilliant 1을 위한 투각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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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곡면의 변형

[그림 4-39] 투각의 적용과 구조 성형

[작품 4-3] 여러 각도에서 본 Brillia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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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3] Brilliant 1_ 다이아몬드, 925 은_ 44×44×47mm_ 2014

브릴리언트2 Brillia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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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여섯 개의 발로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키는 난집을 모티브로

하였다. 난집의 구조는 바깥 면과 안쪽 면 그리고 바닥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면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그림 4-40]

[그림 4-40] Brilliant 2의 구조와 투각 패턴

각 면에는 여섯 개의 발을 암시하는 형태를 투각으로 표현하였다. 투

각의 형태는 중심에서 바깥쪽을 향해 방사형으로 그려져 있으며 화려한

장식 효과를 위해 곡선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날카로운 광채의 이미

지는 다소 약하게 표현되었지만 보다 장엄한 형태미를 보여줄 수 있었

다.

반지의 링은 이중구조로 되어있다. 안쪽 면은 막혀있는 평면이고 바깥

면은 원형 패턴으로 투각되어 있어서 난집과의 시각적 균형을 맞추었다.

난집과 링은 파이프 형태의 중심 기둥으로 연결함으로써 난집의 중심

에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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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4] Brilliant 2_ 다이아몬드, 925 은_ 46×46×48mm_ 2014

브릴리언트3 Brillia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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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작품에서는 멜리 다이아몬드 펜던트와 브로치 시리즈에서 시도했

었던 바와 같이 방사형으로 배치된 원형 패턴을 입체구조에 적용해보았

다. 광채를 표현하는 원형 패턴을 계단형태로 꺾어진 구조 위에 투사하

였다. 꺾어진 경사면 위에 걸쳐있는 원형패턴을 통해 흥미로운 입체구조

를 만들 수 있었다.[그림 4-41]

구조의 중심에는 여섯 개의 발이 달린 난집을 배치하였다. 앞의 작업

들과 달리 투각기법을 쓰지 않고 선재와 판재를 조합하여 구조를 만들었

으므로 실재로 기능하는 난집의 형태와 좀 더 유사하고 튼튼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 여섯 개의 난발 가운데 하나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

였다.[그림 4-42]

[그림 4-41] Brilliant 3-1의 바깥 구조와 투각 패턴

[그림 4-42] 두 가지 난집 구조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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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5] Brilliant 3-1_ 다이아몬드, 925 은_ 59×59×40mm_ 2014

<브릴리언트 3-2>는 <브릴리언트 3-1>에서 파생된 또 다른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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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는 원형 패턴을 먼저 판재에 투각한 다음 방사형으로 직선

을 긋고 선을 따라 판재를 접어서 입체 구조를 만들었다. 원형에 직선이

결합되고 다양한 각도의 변화로 인해 광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그림 4-43] 중심에는 역시 선재와 판재로 구축한 난집 구조를 결합

하여 광채를 표현한 부분과 구별될 수 있게 하였고 비어있는 구조로서의

난집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림 4-43] 원형 패턴의 입체적 형태 변화

[작품 4-6] Brilliant 3-2_ 925 은_ 43×43×35mm_ 2014

브릴리언트4 Brilliant4

이 작품은 지름 50mm의 반구를 만들어서 아래와 같이 방사형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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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각하면서 시작하였다.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형태는 각각 성격이 다른 독자적인 난집 구조물로 발전하였다.[그림 4-44]

<브릴리언트 4>는 각각 모양과 성격이 다른 3개의 난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구의 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림 4-45]

가장 바깥쪽의 난집은 패턴의 네가티브 형태를 구조로 발전시킨 것이

다.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감싸고 보호하는 동시에 신성한 사물로 만들

기 위한 신전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난집은 패턴

의 포지티브 형태를 활용해서 만든 형태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바깥쪽의

난집과 똑같지만 높이의 차이를 두고 배치하여 이중 구조로 보일 수 있

게 하였다.

안쪽에 자리집고 있는 난집은 실제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난집이다.

이 난집의 중심에 세 개의 프롱이 있으며 중심에 있는 가장 작은 난집을

고정하고 있다. 보석이 아닌 금속끼리의 결합에 프롱 세팅 기법을 적용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땜이나 용접, 리벳팅과 같은 보다 효

율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프롱으로 세팅한 것은 이 역시 기능구조가 아

닌 시각적인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44] 투각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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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모양과 성격이 다른 세 개의 난집

중심에 있는 작은 반구형 난집은 테두리가 두껍고 내부 공간이 매우

작으며 광택이 있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 내부 공간 안에 실

제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 존재가 미미하다. 이 작은 난집이 작

품 안에서 보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4-7] 여러 각도에서 본 Brillian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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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7] Brilliant 4_ 다이아몬드, 925 은_ 50×50×48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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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 5 Brilliant5

<브릴리언트 5> 역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난집으로 이루

어져 있다. 가장 작은 난집이 마치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

품의 중심이 된다. 이 작은 난집은 세 개의 프롱이 달린 얕은 깊이의 난

집에 세팅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방사형 패턴이 있는 거치대 위에 얹

혀 있다. 앞서의 작품에서는 큰 난집이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

는 것처럼 표현한 반면, 이번 작품에서는 중심이 되는 작은 난집을 떠받

들고 있는 구조로 표현하였다. 링 부분도 세울 수 있는 육면체 구조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비와 같은 성격을 강조하

였다.[그림 4-46]

[그림 4-46] Brilliant 5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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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8] Brilliant 5_ 다이아몬드, 925 은_ 46×46×48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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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6 Brilliant6

다음의 두 작품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개발된 모조

석인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Cubic Zirconia와 브릴리언트 컷의 각면 형태를

투각으로 표현한 난집이 모티브이다. 일반적으로 큐빅은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커팅 형태로 연마되고 유사한 광채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브

릴리언트6>의 두 작품에서 큐빅은 평면으로 연마가 되어 있고 마치 유

리창과 같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대신 큐빅을 고정시키

고 있는 난집에는 다이아몬드의 커팅 형태와 유사한 형태와 비례, 투각

패턴을 적용하였다.[작품 4-47]

<브릴리언트6-1>에서 보석과 같이 세팅되어 있는 무색투명한 큐빅은

난집의 구조와 내부의 공간을 왜곡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반면

큐빅을 고정시키고 있는 난집 구조물에는 브릴리언트 컷의 퍼빌리언 각

면 형태와 유사하게 상하로 교차하는 삼각 면 패턴을 투각하였다. 평평

한 큐빅을 통해 난집의 내부 공간을 볼 수 있으며 투각으로 만들어진 면

과 외부 공간의 패턴을 통해 광채 효과를 연상할 수 있다.

[작품 4-47] Brilliant 6-1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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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9] Brilliant 6-1_ 큐빅 지르코니아, 925 은_ 26×26×35mm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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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릴리언트6-2>에서도 역시 평평하게 연마된 무색투명한 큐빅이 활

용되었다. 큐빅은 단순한 형태의 테난집으로 세팅되어져 있고 이를 받치

고 있는 구조물은 비례와 형태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유사하다.

그러나 앞의 작업과 달리 이중 구조로 되어있는데 구조의 아래쪽 외벽은

거의 막혀있고 내벽에 삼각 패턴이 투각되어 있다. 따라서 투각패턴에

의한 광채효과는 큐빅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견고한 다이

아몬드 형태의 덩어리를 볼 수 있다.

<브릴리언트6-1>과 <브릴리언트6-2>는 난집 구조물을 활용하여 광채

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브릴리언트 시리즈와 같다. 그러나

이전의 작품들에서 비어있는 난집을 활용하였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통해

물질적인 가치의 크기를 표현하려 했던 것과 달리 이 두 작품에서는 실

제로 난집에 세팅된 평평한 큐빅을 통해 광채를 볼 수 있게 하였다. 또

한 난집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로 다이아몬드 결정의 형태를 모사하려 했

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작품 4-48] Brilliant 6-2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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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10] Brilliant 6-2 _큐빅 지르코니아, 925 은 _30×30×34mm _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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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평생 고민했던 보드리야르는 사

물이 가진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

였다.4) 따라서 사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심미적 수단을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현대

사회에서 감성의 영역을 보호하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주제로 한 장신구를 제

작하되 물질적 가치와 관습적인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재료와 표

현기법으로 재해석하여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물성과 상징성,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고찰하였다. 다이아몬드는 뛰어난 경도와 특이한 광학적 성질을 지

닌 물질이다. 이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가

치평가기준의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다이아몬

드는 화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이아몬드의 신성과 마술적

힘에 관한 고대의 전설이 인도와 유럽의 고대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

으며 오랫동안 신분과 권위,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매스컴과 광고를 통해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편 예술

작품 속에서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과 허영을 드러내는 사물로 표현되기

도 한다. 다이아몬드를 재료로 한 상업적인 장신구는 다이아몬드의 광채

효과를 강조하여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Ⅲ장에서는 다이아몬드를 표현재료로 활용했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

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한 현대예술장신구 작품들을

조사하였고 작가의 표현의도에 따라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보았다. 첫

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다른 재료들과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는 작품들

이다. 다이아몬드를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은 저렴한 재료와 함께 사용하

여 가치의 대비를 강조하거나 즉흥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다루기도 했다.

둘째, 다이아몬드의 전형적인 형태를 조형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

4) 강신주,『상처받지 않을 권리』, 프로네시스, 2009,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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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표현하여 색다른 조형감각과 재미를 찾고

있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현대의 다이아몬드가 상징하는 물질

적 욕망과 허영심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작품들이

다.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우와 실체를 축소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사라지게 하거나 비물질적인 수단으로 다이아

몬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Ⅳ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식한 다이아몬드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와 제작기법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장

신구를 제작하였다. 작품에 활용된 다이아몬드의 물질적 가치는 아주 작

지만, 다이아몬드가 지닌 본질적인 의미는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상징적

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연구는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성이 뛰어나며 시간을 상징하는 전통기법인 옻칠

을 통해 영원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사

과를 모티브로 하여 고가의 다이아몬드에 내재하는 유혹의 의미를 표현

하였다. 치명적인 매력의 빨간 사과를 건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의 제안이며 청혼의 의미를 유머러스하게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의 부재를 비어있는 난집으로 시각화하여

물질적 욕망을 표현하였다. 과장된 크기의 비어있는 보석난집은 난집에

물려있는 원석의 크기와 경제적인 가치를 은유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

으며, 다이아몬드의 크기에 집착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욕망과 허영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과 구조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조형미를 추구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작품들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

몬드 반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이아몬드는 고유의 재화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들어갔으나 반지 내부에서 차지하는 의미의

크기는 매우 확장되었다. 반지의 일상적인 착용성이나 패션소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장신구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

이다. 이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속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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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물질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통해 예술

적 경험을 하고 정신세계를 확장하려는 현대장신구작가들과 지향점을 같

이 하려는 의도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이아몬드에 내제하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재화

성, 탐욕성에 대한 도전의지를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조형 작품으로 자

유롭게 표현해보았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팽배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적 언어를 공예의 예술적 표현 방식으로 이끌었다

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현대장신구의 다변적

세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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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the diamond is not limited to its material side.

However, as the monetary value of the diamond paramountly

increased, its original meaning and value has begun to deteriorate.

This study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diamond, which has become the focal point and the key measurement

of the materialistic life, and to create jewelry pieces that withhold the

diamond’s true symbolic meaning.

In Chapter 2, the general properties, symbolic value, and

industrial usage of the diamond are presented. Diamond is renowned

for its highest hardness and unique optical properties. In the ancient

times, diamonds carried great values and were recogniz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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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arrying mysterious magical power, and represented the

value of identity and authority of the beholder. Today, however,

diamonds are often the mere symbol of wealth, and through

numerous exposure in the media, it has become the ultimate symbol

of eternal love. It also exposes the material desire and the vanity of

the modern human beings. The commercial jewelries that represent

these aspects were developed to maxim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jewelries by highlighting and exaggerating the brilliance of the

diamonds.

Chapter 3 investigates contemporary jewelry works that

recognize diamonds as the notion of material, and arranged them into

three theme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artists. First are works

where the value of the diamond is equivalent to the other materials.

While some diamonds were used in conjunction with inexpensive

materials such as plastic or other waste to emphasize the contrasting

value of the two materials, some were dealt with extremely

spontaneous and rough manners. Second are jewelries that utilize the

generic form of diamonds for creating pieces. New ideas to set the

stone or numerous techniques and materials to exploit its sculptural

sense along with the diamond are presented. Third are works that

criticize and satirize the vanity that diamonds symbolize in the

modern world. Jewelries often maximized or minimized the size of the

diamond, exempted the existence of them, or in some cases,

expressed them with other materials.

In Chapter 4,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f the intrinsic

meaning and value of diamonds, jewelry creations that use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presented. Although the value of the

diamonds used in these works is not much, the essential meaning of

them was symbolically represented by other means. Researc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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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ducted in three directions. First is the expression of eternity

through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ottchil. The symbol of

eternity held within the diamonds was presented via ottchil, which

has high conservative properties. Second, the temptation to expensive

diamonds was represented with apples. A symbol of original sin, an

apple not only is seductive, but also implies suffering and death.

Offering a red apple of fatal attraction is a projection of love that

cannot be denied. Third, the absence of diamonds was exaggerated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diamond settings. The desire of modern

man depends on others, and he clings to the symbolic values only to

show his material desire. The overstated volume of the setting

metaphorically expresses the economic value of the diamond. This

further informs about one’s obsession over the size of the diamond.

However, this was also the starting point of further exploration of

combing space and structure.

The diamond jewelries created for this research were to

present the elemental values of a diamond, which were hard to

observe due to over-consumerism, via different art forms. Through

this study, new ways to valuing and presenting the symbolic

meaning of diamonds were found. Moreover, the sublimation of

recreating human’s materialistic values, greed, and vanity to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craft allows further studies for the

future.

keywords : diamond, contemporary art jewelry, symbolic

expression, ottchil, apple, stone set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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