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 경  목적

2016년 국내주얼리 시장은 약 6조원 규모로추정되며

이 패션 주얼리 분야는 약 8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가 체의 소득수 의 상향으로 인한 것이

며 그 성장 규모와 가능성은 미래에도 높을 것으로 추측

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성공가능성을 가진 시장이기에

많은 디자인과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 주얼리를

담아내는 이스에 해 살펴보면 주얼리에 비해 많은

발 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얼리 이스는 기본 으로 주얼리를 담아 보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 하지만 에 이르러

서는 보다 다양한 의미를담는다. 이스에 담겨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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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사회에서 주얼리 이스의 역할은 단순히 내용물의 수납, 보 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용물과 함께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를 얻기에 재 통용되는 주얼

리 이스는 조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새로운 형식의 이스 디자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시작 을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문화콘텐츠 찾고자 했는데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문화원형을 활용, 주얼리 이스를 디자인하고자 했다. 특히 수많

은 문화원형 ‘이야기’를 주목하 고 그 이스와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인 인지도까지 있는 고 문학 ‘흥부

’을 채택, 디자인 로세스를 진행한 후 도면과 3D 더링 후 실제 동작이 가능한 샘 까지 제작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문화

콘텐츠 융합된 디자인연구는 창의 이면서도 인 심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에 향후 공 의 다른 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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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do not think that the role of jewel case in modern society is simply to perform the role of storing and 

storing conten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and environment, it may show some special performance with its 

contents. In order to obtain such a result, So I came to think about a new type of case design and wanted to find 

the starting point in the cultural contents which is the mainstream of modern society. I have focused on 'story' of 

many cultural prototypes. and adopted 'Heungbujeon', a classical literature which can share case and image, and 

popular recognition. After the design process, I made sample. so the research on the fusion of cultural contents can 

be both creative and popular. I think it can be another development direction of modern 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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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와 이미지를 유사하게 제작하여 주얼리자체의 이미

지를 극 화할 수도 있고 이스자체의 질을 높여 주얼

리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 보이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한 특별한 상황을 한 퍼포먼스에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경우든 주얼리와 이스는 따로 해지는 일이

없으며 주얼리보다 이스가 먼 노출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이 듯 주얼리만큼이나 요한 것이 이스이기에 그

에 한 연구는 필수 이다. 일단 재 생산되는 제품들

을 살펴보면 주얼리 련 회사나 ㈜픽시스, 모던 이스

같은 이스 문 회사들이 상업 인 디자인들을 연구,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이나 디자인 면에서도많이 다양해

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허나 사회 인 변화에 비해 그 발

속도는 여 히 늦다고 단된다[9].

디지털과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로 상징되

는 빠르고 로벌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

다. 특히나 사회 문화 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다양한데 그 발 을 주도하는 것이 문화콘텐츠다[5]. 더

욱이제4차산업의 도래는이와같은변화와발 을 가속

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분야에 그 향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얼리 산업의변화 한 필수 이

며 연 된 이스디자인의 변화 한 당연하다 할 수 있

기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의

극 인 융합은 무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10.11].

역사 인 분류를 따진다면 주얼리 이스는 공 의

역이었지만 장르 구분이 모호해져가는 에 역의

구분은 의미 없는 짓이다[2. ]다만 속공 를 공한 공

가로서 공 의 발 방향 하나정도는 제시하고자

하며 이에 문화콘텐츠의 기단계인 문화원형에 해 생

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인 ‘이야기’에 한 융합 사고

에까지 미치게 되었다[6-8].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인해 도출된 디자인은 하나의

제품이며 동시에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단독으로도 하나

의 콘텐츠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다른콘텐츠와의 연동도

가능할 것이며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은 역의 확장은

물론 하나의 콘텐츠를 2차, 3차 콘텐츠로발 시키는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의 효과 인 사용

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2 연    

문화콘텐츠의 역은 상당히 넓다. 화, 만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출 ,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음반,

고, 캐릭터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본 연구에서 필

요한 부분은 콘텐츠로 세분화하기 이 의 것인 문화원형

이다[12].

수많은 문화원형 에서 특히나 주목한 것은 언어와

문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었고 그 주

얼리 이스에 효과 으로 응용할 수 있는 고 문학 ‘흥

부 ’을 선정하여 이를 모티 로 이스 디자인을 진행

하고자 하며 세부 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술작품의 원형으로서 고 문학 ‘흥부 ’이 아

닌 문화 원형으로서 이야기 ‘흥부 ’의 특징과 선정 이유

를 서술한다.

둘째, 재 사용되고 있는 이스디자인에 한 실례

를 살펴본다. 여러 제품군 퍼포먼스가 가능한 단품 혹

은 커 제품이 수납 가능한 이스로, 최소한 다량생산

이 가능한 제품으로 연구를 한정하려 한다.

셋째, 상기 기술된 요소를 지닌 주얼리 이스 디자인

을 진행한다. 특히 디자인제안만으로 가능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동이 가능한 샘 을 속재료를 사

용하여 제작. 발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최종결과물로서 2종의 주얼리

이스를 제작할 것이며 도면과 3D모델링 그리고 실제

샘 을 촬 한 사진의 형태가 될 것이다.

2. 고전 학 ‘흥부전’개   주얼리 

케 스 디  현황

2.1 화원형 로서 고전 학 ‘흥부전’ 개  

문화원형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에

해 살피기 해서는 우선 문화콘텐츠에 한 이해가

필요한데 2017년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란 문화 요소가 채화된 콘텐츠를 이야기한다고 정의

되어 있다[16].

여기서 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향, 이미지

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는 정

보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란 문화 요소가 채화

된 다양한형태의자료 는 정보라말할수있을것이다.

즉, 문화원형이라는 것은 이들 문화콘텐츠의 기본 원

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문화상

품들은 여러 응용된 것 하나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치는 실로 막 하다 하겠다. 실제로 문화원형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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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된 는 우리주변에서 많이찾아볼수 있는데 특

히 공연이나 지방 도시 등의 축제행사장에 가면 심심찮

게 볼 수 있지만 가장 표 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은 tv속의 각종 드라마다. 최근 크게 성공한 tvn의 드라

마 ‘도깨비’는 우리의 민간 설화인 도깨비를 원형으로 제

작, 각색을 통해 성공을 거둔 문화콘텐츠의 한 활용

라 할 수 있겠다[1].

이 듯 이야기라는 문화원형을 가지고 문화콘텐츠로

발 시키는 경우는 많지만 그 다고 해서어떤 이야기라

도 문화원형으로 가능한것은 아니다[13]. 특히나 주얼리

이스라는 콘텐츠를 생각해본다면 그에 필요한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보편 이며 인 이미지다. 인터넷의 발달

로 보다 수요자들의 인 근이 쉬워졌다고 해도

문화 원형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은 따로 장치

가 없어도 거부감 없이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에서 큰장 이 된다. ‘흥부 ’은 이 에서훌륭한 소재라

생각되는데 고 문학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한민국

국민이라면 구나 한번이상은 읽거나 혹은그 거리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타 콘텐츠와의 연 성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구성이나 요소들로 인해 의도된콘텐츠에서 이야기

가 연상된다면 문화원형의 콘텐츠확장은 성공했다볼 수

있을 것이다. ‘흥부 ’에서 나오는 은보화라든가 박을

연다는 요소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귀 속과 이스를 여

는 동작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며그럼으로 인

해 제품에 한 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것이다.

셋째, 인식의 확장성이다. 비단 우리나라뿐 만이 아니

라 다른 나라, 혹은 민족들은 부분 비슷한 내용의 고

문학들을 가지고 있다. ‘흥부 ’ 한 외는 아니기에 보

편 인 권선징악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설사 나라, 민

족이 다르더라도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있다는 뜻이기

도 하다. 즉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통용될 수 있

는 콘텐츠의 재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14.15].

이와 같이 ‘흥부 ’은 주얼리 이스를 한 문화원형

으로서 훌륭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생된 각

종 요소들로서 디자인을 하려하며 Table 1은 이런 의도

를 간결하게 도식화로 표 하 다.

Table 1. Advantages of heungbojeon as a cultural 

prototype

2.2 주얼리 케 스디  현황.

재 주얼리 이스 디자인은 공 가 개인보다는 사

업체를 통한 량생산이 주로 되어 있으며 담아내는

내용이나 수량에 따라 가격과 크기가 다양하다[3.4]. 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은 단품, 혹은 커 을 한

두 개의 주얼리를 담기 한 이스인데 그 디자인을 살

펴보자면 부분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Jewel case 1 [17]

Fig. 2. Jewel case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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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사각형의 박스형태란 틀 안에서 변화는 주어

진다. ㈜픽시스가 생산한 Fig. 1, Fig. 2를 보면 통 인

모양이 아주잘 나타나 있는데 간혹그 외의 것들이 시장

에 보이기도 한다. 모던 이스에서 만든 Fig. 3은 왕 모

양의 유니크한 디자인이지만 아주 인 디자인이라

고 볼 수는 없다.

Fig. 3. Jewel case 3 [19]

이처럼 재 매되고 있는 주얼리 이스는 장신구

를 보호하고 보 하고 용도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디자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용물을

보 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외형 인 심미성을 생각한다

면 단히 훌륭한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다만 여

기에 문화콘텐츠 융합된 디자인을 가미함으로서보다

이면서도 독특한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의도하

으며 이에 필요한요소들을 선정, 이를 토 로 새로운

이스디자인을 시작하 다.

3. ‘ ’  미지를 용한 주얼리 

케 스 디

고 문학 흥부 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 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흥부 속

에 나오는 ‘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박은 제비가

흥부에게 보은의 의미를 담아 가져다 것으로 흥부는

그 박을 열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취함으로서 자신의 선

행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된다. 즉 이 모든 내용을 가장

함축 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박이라는요소인것이다.

따라서 박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요한 요소이다. 특히나 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실

제 박의 모양이 아니라 념속의 박 모양이라는 이다.

Fig. 4에서볼 수있듯울퉁불퉁한자연속의박이아닌

거의 정원에 가까운 것만으로도 고 문학흥부 속의 박

이라는 요소는 이미 디자인 인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형 디자인은 박의 형상을 연상

하는역할을하며이후흥부 체를연상 할것이다.

Fig. 4. Madangnori ‘heungbunjeon’ [20]

여기에 하나 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흥부가박

을 잘랐고 박이 열렸다는사실이다. 좌우로 열리는듯 한

모습에 실제 주얼리 이스도 같은 방식으로 열릴 수 없

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고이에 톱으로 박을 여는장

면을 상상하며 그 장면 그 로 이스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했다.

Fig. 5는 박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기 한 설정을 담았

다. 구체의 하부에 심축을 두고 열리는 모양을 최종 결

정하 고 고 문학 흥부 속의 주인공 흥부처럼 사용자

스스로가 능동 인 움직임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도하 다.

Fig. 5. Basic movement

마지막으로 박속에 있는 보물이 나온다는 이미지에서

도 하나의 주목할 이 있다. 무엇인가 꽉 차 있어서

그냥 있지 못하고 확 쏟아져 나온다는 표 처럼 실제 주

얼리 이스를 열었을 때 내용물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

니라 보다 극 으로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 인 기능을

추가하고자 했다. 이에 이스에 담겨진 내용물이 보이

기만 하는 것이아니라 려 올라오는듯 한동작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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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되었고그 결과평행한네 개의 축을가진 디자인을

생각하게 되었다.

Fig. 6. Movement process 

주얼리를 고정하는 은 지면과 수직으로 서 있다가

이스를 여는 순간 날개가 펴지듯 좌우로 려 올라가

게 되며 그 에 수직에 가깝게 놓여 있던장신구가 수평

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이며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처럼 박이 열리고 내용물이 려 올라온다는 이미

지를 가지고 주얼리 이스 디자인을 시작하 고 최종

으로 수납과 보 의 역할만이 아닌 특별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형태를만들기 해 4축을 가진 구형의 이스디

자인을 창작하게 되었다.

4축이필요한이유는서로 다른방향성을 가진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 6의 #2를 보면 a,b.c,d의 4개의

축이있음을 알수 있는데최 a부분의경첩부분이 동작

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개의 경첩부 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때 b는 열려지면서 최 치보다 낮게 치하는

데 c,d와 거의 수평에 가까워지지만 수평을 이룰 수 는

없다. 그럴 경우 다시 원래 형태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

인데 이에 b,c가 연결된 과 b,d가 연결된 의 각도는

완 히 펼쳤을 때약 15도를 이루도록 하 다. 이는 의

길이와 체 동작의 용이성과 조형성을기 으로 선정된

최소한의 각도이다.

이스 외형부분은 둥근 원형의 실루엣을 그 로 살

렸지만 감각에 맞추어 변화를 주었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 완 히 닫 져 있을 때 내용물이 보일 수 있

도록 하여 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닫혔을때도 내용물이

돋보이도록 의도하 고 비록 원형의무난한 디자인이지

만 감각에 맞게 박의 모양을 형상화 하여 디자인

하 다.

Fig. 7. Circular case Closed Drawing

Fig. 8. Circular case open Drawing

Fig. 9. Circular case Rendering

Fig. 8에서 볼수 있듯 원형의 이스는 사용자가 스스

로 손을 움직여 열어 으로 인해 동작을 시작한다. 그럼

으로 인해 내재된 내용물이 회 하면서 드러나게 되며

그냥 보여지는 것에 비해 한층 극 인 퍼포먼스를 가능

하게 할 것이다.

한 움직여지는 퍼포먼스와 이에 따른 주목성을 더

욱더 높이기 해 원형이 아닌 사각형의 박스 형태도 같

이 디자인 하 다(Fig. 10, Fig.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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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quare Case closed Drawing

Fig. 11. Square Case open Drawing

Fig. 12. Square Case Rendering

Fig. 13. Prototype

Fig. 9, Fig. 12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움직임을가지는

두 개의 이스는 3D상에서 올바른 동작을 보여주었고

이에 속재료 황동을 소재로 하여 실제 실물을 제작

하 다(Fig. 13 참조).

실제 움직임에 따른 퍼포먼스는 한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으며 의도된 4개의 축 한 열리고 닫히는 운동방

향에 따라 숨겨지고 나타나는 동작들이 계획 로 이루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4, Fig. 15 참조).

Fig. 14. Closed Samples

Fig. 15. Open Samples

4. 결론

이스디자인이라 하면 목 한 물건을 넣어 두고 보

하는 용도로 생각하기 쉽다. 주얼리 이스 한 이 범

주에 들어가기에 지 까지의 이스도 같은 역할에 충실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T와 핸드폰등, 수많은

변화 요인이 범람하는 사회속에서는 이스의 역할

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통 인 역할에서 벗어나 조 더 극 으로 다가

갈 수 있는 디자인에 한 생각은 필수 인 수순이며 이

에 기존의 것과는 발상부터 달라야 하는 변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했다. 그 안으로 본 연구자는 문화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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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제시했다.

문화원형은 군가 의도 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 상이며 사회구성원들의 공통 인

인식과도 같다. 그 기 때문에 문화원형을 시작으로 창

작된 콘텐츠들은 그 자체로도 성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이는상품에 있어 무엇보다도 큰장 이기에 활용 폭

이 넓어질 수밖에없으며게다가활용할수 있는문화원

형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하나의 문

화원형인 고 문학 ‘흥부 ’을 공 상품으로 융합되는 과

정을 통해 공 분야의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와 유사한 여타의 분야들과의 융

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당장 이 이스의 활용성만 보더라도 결혼식, 약혼식

같은 사회 인식이 가득한 곳에서 퍼포먼스의 연출이

가능하다. 언약식은 물론 연인들만의 커 링을 담아 서

로에게 건네는 용도로도 변용할 수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활용도는 높아진다 할 수 있겠다.

한 여기에 삽입되는 내용물로서 장신구가 아닌 다

른 것을 넣게 바꿀 수도 있다. 를 들어 이스의 크기

를 변형시킨 후 올림픽 메달 등을 넣어 수상식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훌륭한 퍼포먼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내용물을 이나 지자체의 기념품으로 바꾸

어 넣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

다. 이는상품자체가 하나의 문화콘텐츠 될수 있다는 뜻

이며 활용목 에 따라 원 소스 멀티 유스가 손쉽게 가능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생산 과정의 변화다. 비

록 지 은 수공으로 제작되었지만 재비약 인 발 을

보여주고 있는 3D 린터를 이용한 생산방식이나 속이

아닌 신소재의 활용 등으로 인해 원가 감과 보다 다양

한 제품의 변용이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타 분야와의

업이필수 인 항목이라는 뜻이며 그럼으로 인해 사회,

문화 융합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4차산업의 등장은 산업과 학문에 새로운 변 을요구

하고 있다. 연구자가 몸을 담고 있는공 분야 한 거센

변 이 필수 인 바, 타 분야와의 융합은 당연한 수순이

다. 이와 같은 요구요인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고

풍부한 원형을 담고 있는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된 모습

은 하나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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