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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arl is a highly valuable gem that has historically represented wealth and power. Pearl necklaces

have developed intro various types and represent an essential status item for modern women.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symbolic and various meanings of pearls. Second, this study examines wearing types and

pearl necklace patterns based on historical figures and modern fashion icons famous for personal displays

of pearls.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various specialty publications about jewels, history of costumes,

fashion magazines, academic research data, and internet search resul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Pearls have various symbolic meanings that are unlike other gems. Pearls represent purity, inno-

cence, marital fidelity,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moon, frozen tears of God, solitude, triumph over

adversity, wisdom, and sensual attraction. The societies and people traditionally famous for pearls were the

Roman Empire, Queen Cleopatra of Egypt, Queen Theodora of the Byzantine Empire, Queen Elizabeth I,

Queen Marie Antoinette, Empress of Eugenie Napoleon III, and Queen Alexandra. They showed a special

affection for pearl necklaces and various wearing patterns unique to the time. Their pearl necklaces became a

historic and symbolic legacy. Reestablished through the costume jewelry of cultivated pearls designed by

Coco Chanel in the 20
th
 century, the pearl necklace has showed a variety of fashion trends in addition to a

traditional symbolism of wealth and power. Josephine Baker, Louise Brooks, Marilyn Monroe, Elizabeth

Taylor, Jacqueline Kennedy, Queen Elizabeth II, Princess Diana, Michelle Obama and Sarah Jessica Parker

have worn notable pearl necklaces and established an individual style that utilizes the adornment of fashio-

nable and stylish pearl necklaces. They have worn pearl necklaces while applying various fashion trend

motifs to symbolic pearl features of that have changed the perception of the pearl and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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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진주는 인류와 함께 가장 오래된 보석 중의 하나로,

역사적으로도 수 세기 동안 부와 권력을 대변한 매우 가

치 있는 보석이다. 6월의 탄생석인 진주는 누구에게나 어

울리며 거의 모든 의상을 소화하고, 어떤 장소에도 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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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보석으로 평가되어 왔다. 패션트랜드의 다양한 흐

름 속에서도 보석디자이너나 패션코디네이터들에 의해

다양한 이미지로 재창조되어 패션스타일의 창조에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은 21세

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부각되어 2001년도에는 일본 진

주회사인 타사키(TASAKI)의 후원으로 뉴욕 자연사 박

물관(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Pearls,

October 13, 2001-April 14, 2002)에서 진주에 관한 전시

가 6개월 동안 성황리에 개최되어 진주의 역사적, 문화,

예술, 과학, 패션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와 같이 무기물 광물에 속하는

대부분의 보석과는 달리 진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

개가 내부로 들어온 이물질의 표면을 자신의 껍질과 유

사한 물질로 감싸 만들어진 유기물 보석이다. 진주는 인

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진주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개에 핵을 넣어 진주의 발생을 유도한 양식진주로 나

누어지고 다시 생성된 곳의 특성에 따라 해수진주(Salt

Water Pearl)와 담수진주(Fresh Water Pearl)로 크게 구분

된다(Kim, 2006). 과거에는 그 희귀성으로 인하여 극소

수의 권력층만이 진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에 들어와서 진주 양식기술의 발달로 양식진주가 생산

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사용한 인조진주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다양한 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로 만

들어지고 있다.

천연이나 양식진주에서는 크기, 형태, 색상, 광택, 표

면 흠, 진주층의 두께 등으로 진주의 질을 평가한다. 크

기가 크고 형태가 완전한 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흠이 없

고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백색진주의 경우 핑크빛이 나

타날수록 가치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진주

는 다른 보석에 비해 광택이 부드럽고, 형태상의 특성에

의해 반지나, 귀걸이, 브로치로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알의 진주를 연결하여 목걸이로 착용되는 것이 선

호되었다. 진주목걸이의 경우 목걸이 전체를 구성하는

진주알 모두가 평가요인을 균일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진주목걸이로 평가 받아 한 알의 진주라도 미진하

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완벽한 진

주목걸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질의 진주들이

필요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

서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진주의 보석적 가치를 평가하

였던 위와 같은 형태적 요소들이 패션스타일과 이미지

를 만드는 요소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특

히 인조진주가 다양한 색상과 크기, 질감을 가진 스타

일의 진주로 생산되어 패션악세서리의 이미지 창조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진주는 모든 계

층에서 착용하고 일반화된 패션아이템으로서의 독자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이나 보석, 장

신구 관련 논문이나 문헌에서 진주의 상징적 의미나 착

용유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가

가진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양

식진주가 생산되기 이전 역사적으로 진주가 부각된 시

기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주목걸이의 착용유형과 형

태를 조사한다. 셋째, 양식진주와 인조진주가 생산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 현대의 패션아이콘을 중심으로 진

주목걸이의 착용유형과 패션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복식사와 보석, 초상화와 관

련된 각종 서적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수행되었다. 20세

기 이전은 복식사와 보석장신구 역사에 있어서 회자되는

주요 인물, 유명 초상화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논

하였다. 그러나 이시기는 진주의 희귀성과 고가성으로

인해 소수 왕실과 귀족의 특권층만이 진주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대상은 왕실이나 귀족층에 극히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는 양식

진주와 인조진주의 생산으로 진주의 착용 층은 급격히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왕실이외에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부각된 패션디자이너와 모델, 영화나 TV배

우 같은 연예인이나 퍼스트레이디 등을 중심으로 시대

별 새로운 패션트랜드를 선도했다고 할 수 있는 아이콘

을 선정하여 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확대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II. 진주와 진주목걸이의 상징적 의미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의 상징적 의미는 복식사, 보

석 관련 서적, 역사적 사실, 소설의 주제, 각종 종교의 성

서에 서술되어있는 진주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상징

적 의미를 유추하여 논하였으며, 위의 자료 이외에 인터

넷 검색을 통한 각종 패션잡지나 신문기사의 자료를 분

석하여 현대에서 유추된 상징적 의미도 함께 고찰하였

다. 그 결과 진주의 상징적 의미들은 진주 자체의 생성

과정이나 형태적 특성에 따른 고대 신화로부터 유래된

것이 많았으며, 현대에서도 그 상징성들이 존재하고 있

었다. 또한,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특별한 가공 없이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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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구슬로 생산되는 보석으로, 구멍을 뚫어 줄에 꿰어

착용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그 착용형태에 대한 상징

적 의미도 부여되고 있었다.

1. 부의 상징

양식진주가 일반화된 현대에는 다이아몬드가 부를 대

변하고 있지만, 고대 문헌에서 보면 진주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특히 고대 로마제국 시대에서 진주는 부와

사회적 지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하였다. 자신

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클레오파트

라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Augustus) 황제 앞에서 자신

의 만 명의 노예가치에 해당하는 진주귀걸이를 식초에

녹여 마신 일화가 유명하다(Kelly, 2002). 20세기 초까지

도 진주의 가치는 다이아몬드를 능가할 정도여서 1916년

보석상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는 진주목걸이 두

개를 주고 뉴욕의 5번가의 르네상스식 6층 건물인 모튼

플랜트빌딩(Morton Plant Building)을 사들였다고 한다.

그 건물이 바로 현재 카르티에사의 거점이 된 빌딩으로

당시의 진주목걸이 두 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

해준다(Swimmer, 2009).

2. 종교적 진리, 순수의 상징

1) 그리스도교적 상징성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진주의 상징성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동화되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진주를 비유

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진주에 관한 상징

적 내용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Matthew 7:6),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었다.”

(Revelation 21:21) 등이 있다. 위 내용에서 보면 진주는

마테복음에서는 돼지의 천박함에 상대적으로 거룩하게

신성시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리로 들어가는 문에 비유되어 완벽성과 순수함, 진리

등을 상징하고 있다.

2) 힌두교적 상징성

힌두문화에서 진주는 달과 동시에 사랑과 순결의 상

징으로 연결된다. 힌두경전에 의하면 크리슈나(Krishna)

가 첫 번째로 발견한 진주를 그 딸의 결혼식에 선물했

다고 적으면서 순결한 결혼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전에서는 진주의 생성을 달이 기울고 차는 것에

비유하며 결혼 후의 모성과 출산을 의미하고 있다.

3) 이슬람교적 상징성

이슬람교에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 높은 것으로 진주

를 상징하고 있다. 이슬람 코란(Koran)에서는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 중의 하나로 진주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 그 자체를 완벽함의 표상

(Symbol of Perfection)으로 여기고 있었다(Kelly, 2002;

“Pearls in Myth”, n.d.)

3. 여성의 미덕을 상징

많은 보석이 부의 상징과 동시에 여성의 허영과 사치

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진주는 여성의 미덕

과 정절의 은유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스 ‘pearl’이라는

말은 결혼생활에서의 순결과 절개를 의미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결혼의 신인 히멘(Himen)은 흔히 줄에

꿴 진주를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감성

(Erose)과 이성(Psyche)의 결혼에 의한 결합을 나타낸다.

진주는 전 세계적으로 신부가 선택하는 보석이다. 진주

는 순결, 청순, 절개 등 전통적으로 신부들이 남편에게 가

져가고 싶어하는 모든 특징들을 상징한다(Kelly, 2002).

따라서 많은 신부들이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를 웨딩드

레스의 대표 보석으로 착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부호인 콘셀로 반더

빌트(Consuelo Vanderbilt)가 영국 귀족과의 결혼식에서

착용한 진주목걸이와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의 결혼식 때 착용한 진주목걸이, 미국의 영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의 결혼식 진주목걸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Fig. 1)−(Fig. 3). 진주는 또

한 행복한 결혼을 상징하며, 결혼 3주년과 30주년을 상

징하는 보석이기도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어린소녀들에

게 특별한 날 진주 한 알씩 선물하고 16세가 되면 이것

을 모아 진주목걸이를 만들어 착용하다,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에도 착용하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엘리

자베스 여왕도 미혼시절에 사용하던 같은 형태의 진주목

걸이를 웨딩드레스에 착용하였다(Fig. 4). 또한 친정아

버지나 신랑이 결혼식 전날 신부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어 1858년에 결혼한 빅토리아 여왕은 결혼식

때 남편으로부터 최상급의 진주목걸이를 아버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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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주브로치를 선물 받았다(Landman et al., 2001).

4. 다산과 모성의 상징

진주는 다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대부터 사람들

은 진주조개를 ‘어머니’(mother of pearl or parent shell-

fish: 모패)라고 부르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탄생’

으로 지칭하였다. 앞서 힌두교에서는 진주를 달의 상징

성과 연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달은 월경과 여성, 음,

다산과 연관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여성들이 달을

향해 수태를 기원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진주와 모

성을 연관시킨 표현들을 예술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은 진주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

테와 연관시켰다. 로마인들이 비너스라 불렀던 이 여신

은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1510)의 그림에서

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나 진주조개를 타고 걸어 나오

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고대 전설을 표현한

것으로 진주조개 속에서 비너스가 걸어 나오면서 물방

울들을 털어냈는데, 그것들이 수많은 진주가 되어 바다

속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비너스의 미모를 진주

의 아름다음에 비유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은 진주조개

를 비너스를 탄생시킨 모성으로 비너스가 털어낸 수많

은 진주를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여러 개

의 진주를 하나의 줄로 꿰어 만든 진주는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이러한 전설에 힘입어 진주목걸이는 처녀성과 동시

에 어머니들의 모성을 상징하는 목걸이로 여겨졌다. 진

주목걸이는 아이들과 모성을 연결시키는 보석으로 사

진작가들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장난기를 연출할 때 어

머니의 진주목걸이를 입에 물거나 잡아당기는 따듯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많이 쓰였다(Fig. 5)−(Fig. 6).

5. 관능미와 성적 환상

진주는 처녀의 순결과 모성의 고귀함 나타내는 동시

에 누드모델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보석이자 액세서리

로서 관능미의 상징이기도 하다. 로마인들에게는 진주

가 사랑, 쾌락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었다. 고대 그

리스인들은 진주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관련지

었다. 그들은 에로틱한 사랑과 정열을 행복한 결혼 출

산과 연결시켰다. 진주를 모성과 다산의 상징으로 여김

Fig. 1. Consuelo

Vanderbilt

Wedding dress.

From Landman et al.

(2001). p. 93.

Fig. 2. Elizabeth II

Wedding dress.

From Queen Elizabeth II

Wedding. (2012).

http://rooklaneweddings.

wordpress.com

Fig. 3. Jacqueline

Kennedy

Wedding Gown.

From Rapp. (2012).

http://fashionbride.

wordpress.com

Fig. 4. Young Princess

Elizabeth II.

From Young princess

Elizabeth of York, future

Queen Elizabeth II. (2011).

http://www.flickr.com

Fig. 5. Queen &

Prince Charles.

From Ziegler. (2010).

http://www.thenonblonde.com

Fig. 6. Jackie &

John F. Kennedy, Jr.

From Maxwell. (2003).

http://www.usa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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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또한 진주의 풍만한 원형의 관능미와 탐스럽

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처녀성과 순결에 대한 성적인 열

정으로 표현했다(Kelly, 2002). 동시에 모패의 젖은 입술

에서 나오는 쾌락의 보석으로, 바다 속 즉 침대 속의 보

석으로 은유하여 성적인 관능과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진주의 성적 매력으로 많은 관능적 이미지의 사

진과 초상화에 진주목걸이가 많이 사용되어졌다. 특히

1920년대의 누드사진에는 긴 루프스타일의 진주목걸이

를 이용한 연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Fig. 7). 섹스 심볼

(sex symbol)로 회자되었던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

의 사진은 몬로가 진주목걸이를 입에 물어 그녀의 관능

미를 더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Fig. 8).

6. 바다, 달, 눈물

다른 보석들은 연마과정을 통해 빛을 발하지만, 진주

는 타고난 원형 그대로의 자태로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보석으로 그리스인들은 진주가 때 묻지 않은 순결과 천

진난만함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 바다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에서 ‘Magarita’ 즉 ‘바다의 아이’라고 불렀다. 또한

고대 중국인들은 진주가 달빛에 의해 수태된 조개로부

터 태어났다고 믿었고 고대 로마인들은 진주를 ‘얼어붙

은 신의 눈물’(Pearls, the frozen tears of gods)로 표현하

였다(Kim, 2006). 이 눈물이라는 의미로 인해 외국에서

결혼식의 보석으로 친정아버지나 신랑이 결혼식 전날

신부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는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에서는 한때 진주는 눈물이라고 하여 혼수품에

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신부들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다.

III. 양식진주가 생산되기 이전의

진주목걸이의 형태와 착용유형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에서 진주는 BC300년경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방에서 서구로 진주가 본

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식진주가 생산

되기 이전까지 그 가치는 다른 보석에 비해 매우 귀한

것이어서 왕실과 귀족층들 사이에 한정되어 착용됐다.

본 장에서는 진주와 진주목걸이의 착용유형 및 형태를

특징적 특성을 보이는 주요 시대와 인물을 중심으로 고

찰해 보았다.

1. 고대 로마 시대: 클레오파트라 여왕

기원전 고대에는 진주는 매우 희귀한 보석이어서 그리

스, 로마, 이집트 등에서 왕이나 부유한 귀족층을 중심

으로 진주장식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클레오파트라와

진주의 일화가 유명하지만 그녀의 진주유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때의 자료들에서 보면 완전히 진주만으로

제작된 목걸이는 찾아볼 수 없고 <Fig. 9>와 같이 다른

다양한 다른 광물의 구술과 함께 제작되거나 소량의 진

주가 사용된 진주귀걸이 정도가 나타난다. 이것은 아직

발견되는 진주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

된다. 따라서 한 알의 진주를 팔아 만명의 노예를 사거

나 비텔리우스(Vitellus) 황제가 어머니의 귀걸이를 팔아

전쟁을 한번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

2. 중세 비잔틴 시대: 테오도라 왕비

실제로 서구에 진주가 풍부해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 동방의 방대한 땅을 정복하던 무렵이었다. 그들은 특

히 페르시안만을 포함한 동방에서 전리품으로 막대한

양의 진주를 획득하였다. 비잔틴 시대는 가장 풍성하게

진주장식을 사용한 시대이다. 진주는 황실에서 뿐만 아

니라 교회에서 더 풍성하게 사용되어졌다. 이 시대의 진

주장식의 특성은 이태리의 라베나의 모자이크(mosaic of

Ravena)에 잘 나타나 있다. 테오도라(Theodora) 왕비를

묘사한 모자이크에서 보면, 왕관(Diadem)에 진주를 2단

으로 장식했고, 진주목걸이(rope)를 어깨와 가슴에 둘렀

으며 긴 진주를 엮은 끈(string)을 그녀의 왕관에서부터

가슴까지 늘어뜨렸다. 또한 진주에 초록색 보석을 끼워

넣은 귀걸이는 12cm 이상 늘어졌다. 비잔틴 시대의 진주

Fig. 7. Nude with pearl

necklace.

From Wulz. (n.d.). http://

www.corbisimages.com

Fig. 8. Marilyn Monroe (I).

From Four photos of Marilyn

Monroe, taken five days

before his death. (2009).

http://www.pure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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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경향은 진주에 다양한 색의 보석을 끼워 넣어 주

마등과 같은 효과(Kaleidoscopic Effect)를 주는 것이 특

징으로 볼 수 있다(Fig. 10). 또한 진주는 팔찌, 목걸이, 귀

걸이, 펜던트 등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황제의 보라

색 옷에 진주로 수를 놓을 만큼 진주가 풍성하게 사용된

시기였다(Landman et al., 2001).

3. 근세 시대: 엘리자베스 1세

역사적으로 진주목걸이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소설과

호레이스 월폴은(Horace Walpole)은 영국 여왕 엘리자

베스 1세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창백하면서 오독한 코,

왕관과 다이몬드로 치장한 머리, 커다란 주름 깃, 그리

고 수많은 진주가 모든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의 초상화

임을 곧바로 알아보게 하는 특징들이다.”(Kelly, 2002.

p. 146)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진주에 심취해서

그녀 대부분의 초상화에서 무수히 많은 진주로 장식한

드레스를 볼 수 있다. 그녀는 진주를 몹시 애용하여 진주

목걸이를 애용하였고 진주로 장식한 드레스가 3000벌

에 이르렀다고 한며, 그 중 상당수의 진주는 인조였다는

설도 있다(Hong, 2006). 초상화를 중심으로 진주목걸이

착용스타일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앤 볼린

(Anne Bolyn)의 한줄 목걸이를 즐겨 착용한 것으로 보

인다(Fig. 11). 즉위 전에는 소박한 치장에서 시작하였지

만 여왕으로 즉위한 후 그녀는 엄청난 진주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은 러프칼라와 커다랗게 부

풀린 소매와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볼륨

의 옷에 장식된 보석의 양도 상당했다. 문헌들에서 보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즉위 전부터 신교도 처녀의 이

미지를 고수하였다. 초기에는 검은 색과 흰색의 수수한

옷으로 처녀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즉위 10년 후부터는

복식은 화려해졌지만 그녀는 진주장식 왕관, 진주목걸

이, 물방울 모양의 진주브로치를 사용하면서 진주 자체

가 지닌 상징성, 즉 순결함을 대중 앞에서 표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Bae, 2011; Landman et al., 2001). 그

녀는 진주를 옷 전체에 자수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 위에 항상 진주악세사리를 다시 착용하였다. <Fig. 12>

−<Fig. 13>에서 보면 긴 로프형태의 여러 줄의 진주로

프를 옷에 타원형이나 스캘럽(scallop) 형태로 핀으로 고

정시키는 등 상당한 기교를 부려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특히 그녀는 메리 여왕으로부터 구입한 7줄의 진주목걸

이를 자주 착용하여 그녀의 여러 초상화에서 착용모습

Fig. 9. A mummy portrait

of an Egyptian woman.

From Landman et al.

(2001). p. 66.

Fig. 10. Empress 

Theodora adorned

in pearls.

From Koh. (2010). p. 99.

Fig. 11. Portrait of 

Elizabeth I by William

Scot. (1546-1547).

From Bae. (2011). p. 19.

Fig. 12. Portrait of

Elizabeth I. (1575).

From Gittings.

(2006). p. 16.

Fig. 13. Portrait of

Elizabeth I by

Nicolas Hilliard. (1572).

From Gittings. (2006). p. 11.

Fig.14. Portrait of 

Elizabeth I by

George Gower. (1588).

From Gittings. (200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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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고 있다(Fig. 14).

4. 17, 18세기 바로크, 로코코 시대: 마리 앙투와

네트

이 시기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목 주위에 과장된

러프를 달던 시대에서 벗어나 비교적 소박한 형태의 깃

이나 목둘레선이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대보다 목

선은 점점 깊게 파졌으며, 로코코 시대에는 목선은 가슴

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파였으며, 등 쪽도 많이 파인 형태

가 유행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진주목걸이는 이전 시대

의 여러 겹을 길게 늘어뜨리는 스타일과는 달리 아주 간

소하게 변화하였다. 주로 초커(Choker)유형의 짧은 진

주목걸이로 목둘레에 밀착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

짧은 진주목걸이는 목과 가슴선의 아름다움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하얀 진주의 광택은 목과 가슴의 우윳빛 피

부를 더 돋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로코코 시대의

초상화들<Fig. 15>−<Fig. 16>을 보면 짧은 초커스타일

의 진주목걸이이지만 알의 크기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

면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귀걸이와 하나의 세

트로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인도와 페르시

아만,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다양한 크기의 진주가 풍

성하게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18세기 바

로크 시대의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장식적인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지만, 가슴을 드러낼 정도의 넥크라인에

초커형태의 진주목걸이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었다. 이

것은 깊이 파인 네크라인에서 볼 수 있는 가슴의 아름다

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리 앙투와네트

(Marie Antoinette)의 초상화에서 보면 초커형태이지만

약간의 길이 차이가 있는 2줄의 진주목걸이를 착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Fig. 17). 또한 이 시대에 다시 진주로

프를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다(Fig. 18). 이러한

스타일은 식민지였던 아메리카에서도 많이 유행하였는

데 진주알의 크기가 유럽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구매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Landman et al., 2001).

5. 19세기 중반 왕정복고 시대: 유제니 황후

이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함에

따라 사치가 극에 달하였다. 보석장신구도 크고 화려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왕실과 귀족층에서는 진주

의 크기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 큰 것이 유행하였다. 이 시

기에 나폴레옹세의 부인인 유제니 황후(Empress of Eu-

genie)는 왕정복고 시대에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자 패션의 리더였다. 그녀는 엄청난 양의 진주를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였다.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 진

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과 함께 여러 줄의 진주

목걸이를 늘어뜨리는 스타일로 화려함을 더했지만 특히

큰 크기의 진주알로 만든 목걸이 중간 중간에 희소가치

가 큰 물방울 모양의 대형 진주를 끼워 넣는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는 그 엄청난 가치로 인해 황실의 권력과 부

의 상징을 나타내었다(Fig. 19). 이러한 스타일은 러시아

의 타티아나 공주(Princess Tatiana Yusupova)의 초상화

<Fig. 20>에서도 볼 수 있어 당시 유럽황실에서 유행했

던 진주목걸이 스타일로 여겨진다.

Fig. 15. Portrait of

Elizabeth Stuart, Queen

of Bohemia. (1642).

From Piper. (1963). p. 118.

Fig.  16. Portrait of

Henrietta, Duchess

of Orleans. (1665).

From Evans. (1970). p. 129.

Fig. 17. Marie Antoinette. 

(1785).

From Landman et al.

(2001). p. 83.

Fig. 18. Marie Antoinette. 

(1775).

From Lewis. (n.d.). http://

womenshistory.ab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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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에드워디안 시대: 알렉

산드라 왕비

이 시기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열린 시대로서 미국의

신흥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바닥난 유럽의 귀족들과 결혼

에 의한 신분 상승이 유행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화

적으로는 벨 에포크(Belle époque) 시대로서 영국에서는

에드워디안(Edwardian) 시대로 불렸다. 주얼리의 대표

적인 양식은 일명 화환양식으로 불리는 갈런드 스타일

(Garland Style)이었다. 이러한 양식은 레이스, 러플, 시퐁

과 같은 가벼운 재질의 의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이아

몬드 백금에 진주까지 가세해서 에드워디안 주얼리의 주

조색을 올 화이트(all white)로 특징 지웠다. 진주는 오래

전부터 왕가의 대표적인 보석으로 군림해 왔지만, 영국

의 알렉산드라 왕비(Queen of Alexandra)에 의해 또다시

부상하였다. 그녀는 여러 줄의 초커로 이루어진 도그칼

라(Dog Collar)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를 즐겨 착용하였다

(Fig. 21). 이브닝용으로는 20개에 가까운 초커를 착용하

고 여기에 다시 길이가 긴 진주목걸이를 여러 줄 함께 늘

어뜨려 우아함을 더했다(Hong, 2006).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후인 메리 왕비(Queen of Mary)도 역시 여러 개

의 초커를 하나의 잠금장치(Clasp)로 연결한 도그컬러

스타일의 진주목걸이와 프린세스(Princess), 마티네(Mar-

tinee), 오페라(Opera), 로프(Rope) 등의 다양한 길이의 진

주목걸이를 함께 착용하여 이 시대의 왕실의 진주목걸

이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Fig. 22).

이러한 스타일의 진주목걸이의 유행은 과거에는 왕실

만이 독점할 수 있었던 부였으나 이 시기에 새로운 경제

력을 갖게 된 미국의 부자들도 이를 향유할 수 있었다.

유럽의 말보로 공작(Duchess of Malboro)과 결혼한 미국

자산가의 딸인 콘셀로 반더빌트(Consuelo Vanderbilt)는

웨딩드레스<Fig. 1>에 많은 층의 초커로 된 도그칼라 진

주목걸이와 크고 완벽한 진주로 만들어진 4줄의 진주목

걸이를 착용하였다(Landman et al., 2001).

IV. 양식진주와 인조진주 시대의

진주목걸이의 형태와 착용 유형

에드워디안 시대의 진주의 부상은 보석스타일에 또

다른 혁신을 몰고 왔다. 한때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했던

천연진주는 1905년 원형의 완벽한 진주를 미키모토(Mi-

kimoto Kokichi)가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진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진주는 더 이상 왕실과 귀족의 전유

물이 아닌 중산층도 가질 수 있는 패션의 핵심 아이템이

되었다(Hong, 2006). 이 시기부터는 진주목걸이는 보석

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패션스타일의 의미가 더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 20세기 초: 모더니즘과 코스튬 주얼리의 시작

1920년대는 가르손느룩(Garçonne Iook)이 유행하면서

로우웨스트와 단발머리를 한 플래퍼(Flapper)들의 시대

였다. 이들은 에드워디안 시대의 복고풍의 주얼리를 거

부하고 깔끔한 선과 순수하게 절제된 모던이즘 스타일

의 장식을 선택했다. 진주목걸이는 낮은 허리선, 민소매

쉬프트드레스, 짧은 치마를 돋보이게 하는 로프형태의

Fig. 19. Empress of

Eugenie. (mid-19C).

From Landman et al.

(2001). p. 91.

Fig. 20 . Princess Tatiana

Yusupova. (1858).

From Winterhalter. (n.d.).

http://www.wikipaintings.org

Fig. 21. Queen of

Alexandra.

From Hong.

(2006). p. 103.

Fig. 22. Queen of Mary.

From Royal look-alikes

in History. (2011).

http://www.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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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래까지 오는 단순한 긴 진주목걸이가 유행하였

다. 이 시기부터 진주목걸이의 유행은 귀족층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Celebrities)이 주도했다.

당대의 모던 걸이자 스타일 아이콘이었던 루이스 브룩

스(Louise Brooks)의 검은 드레스에 긴 진주목걸이를 한

사진은 이 시대의 간결하고 세련된 진주목걸이 스타일

을 잘 보여주고 있다(Fig. 23). 또한 그 당시 유행했던 찰

스턴(Charleston) 춤을 출 때, 이 긴 진주목걸이는 찰랑

거리며 격렬한 동작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필수품이었다

(Fig. 24).

이러한 초기의 진주목걸이의 단순함은 코코 샤넬(Co-

co Channel)이라는 디자이너에 의해 패션과 진주가 새

롭게 결합되면서 화려한 목걸이로 재탄생하였다. 과거

여성의 보석은 남성 집안의 경제적인 부를 과시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샤넬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깨고, 1924년 인조진주나 크리스털 등의 인조보석을 제

조해 진짜 보석과 조합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하

였다. 그녀는 코스튬 주얼리의 선두주자로서 메종 그리

푸아(Maison Gripoix)와 함께 다양한 혁신적인 코스튬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진주나

인조진주목걸이로, 여러 줄을 드리워 우아한 모습을 연

출하였다(Fig. 25). 그들은 양대 전쟁 중에 물고기 비늘

에서 추출된 물질을 유리나 플라스틱에 입혀 우수한 품

질의 인조진주를 만들어냈다. 또한 진주 사이사이에 다

른 금속이나 크리스털 구술,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성

당의 비잔틴 보물을 연상시키는 빨강색이나, 초록색의

주물유리 구슬을 배치하기도 했다. 겹겹이 두른 진주목

걸이와 화려한 주얼리는 단순한 의복과 강한 대비를 이

루었다(Cox, 2010). 유명한 가수이자 댄서였던 조세핀

베이커(Josephine Baker)는 전라의 몸에 샤넬이 디자인

한 진주목걸이와 깃털장식만을 두른 채 공연함으로써

진주목걸이의 관능성을 부각시켰다(Fig. 26).

2. 20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 코스튬 주얼리로서 진주목걸이의 화려한

부활은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과거의 패션

선도자들이었던 유럽의 왕실과 새로운 패션파워로 부

상한 할리우드의 여배우들, 페스트레이디(First Lady)들

이 진주목걸이의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갔다. 이들에 의

해 진주목걸이는 다양한 스타일의 고전(Classic) 아이템

으로 정착해가기 시작했다.

1)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진주목걸이

1950~60년대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이 번창하던 시기

많은 여배우들에게 진주목걸이 여성성, 관능, 품격을 모

두 표현하는 필수적인 악세사리였다. 그들은 숙녀의 복

장(Ladylike Look)과 성적인 매력을 위한 이미지 연출에

모두 진주목걸이를 사용하였다. 마릴린 몬로(Marilyn Mo-

nro), 오드리 헵번(Audry Hepburn),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e), 엘리자베스 테일

러(Elizabeth Taylor), 소피아 로렌(Sophia Loren) 등이 진

주목걸이의 애호가들이었는데, 특히 마릴린 몬로나 엘리

자베스 테일러, 그레이스 켈리는 짧은 초커형태의 진주

Fig. 23.  Louise Brooks,

photographed by

Robert Richee. (1928).

From Buchanan. (2011).

http://elisabethnewton.

wordpress.com

Fig. 24. March,

Life Magazine. (1926).

From Breward.

(2003). p. 160.

Fig. 25. Coco Channel.

(1937).

From Cox.

(2010). p. 85.

Fig. 26. Louise Brooks.

(1928).

From The wisdom of

pearls. (2011). http://

alisonkerr.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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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를 우아한 숙녀의 스타일(Ladylike single strand of

pearls)로 연출하였다. 이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는 1950년

대에 가장 유행하였던 스타일로, 1953년 재클린 케네디

가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에도 착용하였다(Fig. 3). 할리

우드의 여배우들은 숙녀다운 고상함을 짧은 진주목걸이

로 표현함과 동시에 이들은 긴 진주목걸이를 입술이나

눈 등 신체의 특정 부위와 연관시킴으로써 성적 관능미

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출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Fig.

8), (Fig. 27)−(Fig. 30).

2) 영국 왕실과 진주목걸이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영국 왕실의 진주목걸이에 대한

사치스러운 애착은 알렉산드라 왕비 시대에 도그칼라 스

타일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엘

리자베스 2세 여왕의 진주목걸이에 대한 애정은 호화롭

고 극도로 사치스러웠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알렉산

드라 왕비의 착용스타일과는 극단적으로 차별화된 것이

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녀의 지위나 부에 비해

소박한 한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를 평생 착용하였다. 처

녀시절과 결혼식에는 단순한 2줄짜리 진주목걸이를 착

용하였고<Fig. 2>, <Fig. 4>, 1947년 에든버러 공과 결혼

이후 즉위 6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평생 3줄의 진주목

걸이 한 스타일을 착용하였다. 그녀는 결혼 이후 특정 행

사를 제외한 모든 공식 석상과 사적인 행사에서 이 3줄

의 진주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즉위 25주년

Fig. 27. Marilyn Monroe (II).

From The wisdom of

pearls. (2011). http://

alisonkerr.wordpress.com

Fig. 28. Grace Kelly.

From The wisdom of

pearls. (2011). http://

alisonkerr.wordpress.com

Fig. 29. Elizabeth Taylor (I).

From The wisdom of

pearls. (2011). http://

alisonkerr.wordpress.com

Fig. 30. Elizabeth Taylor (II).

From Awesome people.

(n.d). http://

Awesomepeople.com.ua

Fig. 31. Queen of 1960.

From The Queen delivers

her 1960 christmas broadcast

from buckingham palace.

(2011). http://

www.flickr.com

Fig. 32. Queen Elizabeth II

silver jubilee. (1977).

From Queen Elizabeth II

- A fashion icon.

(1977). http://www.

friendsreunited.co.uk

Fig. 33. Queen

Elizabeth. (1982).

From Karsh.

(1984).

http://www.

collectionscanada.gc.ca

Fig. 34. Queen

Elizabeth II diamond

jubilee. (2012).

From The world's most

powerful women. (n.d.).

http://www.virgin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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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Jubilee), 즉위 50년(Diamond Jubilee) 공식 행사

모두에서 이 3줄 진주목걸이를 착용하여 이 목걸이는 여

왕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Fig. 31)−(Fig. 34).

평생 하나의 목걸이를 착용한 엘리자베스세 여왕과

는 달리 왕실의 새로운 안주인이었던 다이애나(Diana)

왕세자비는 진주목걸이의 애호가였지만 새로운 스타일

을 적극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새롭게 제시하는 패션리

더이자 아이콘이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왕세자비가 되

어 초기에는 비교적 정숙한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를 착

용함으로써 왕세자비의 품위를 나타내었으나<Fig. 35>−

<Fig. 36>, 점점 자신의 스타일로 진주목걸이를 착용하

기 시작하였다. 긴 진주목걸이를 자유롭게 두르거나(Fig.

37). 매듭을 지어 목뒤로 걸침으로써 이브닝 가운의 깊게

파인 등을 강조하는 파격적인 스타일을 연출하여 화제가

되었다(Fig. 38). 연륜이 쌓이면서 그녀는 짧은 초커스타

일의 진주목걸이가 여러 개 겹친 도그칼라 스타일의 진

주목걸이를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착용하였으며<Fig. 39>,

19C 말 알렉산드라 왕비가 착용했던 목걸이<Fig. 21>와

동일한 스타일의 목걸이<Fig. 39(d)>를 착용하여 진주목

걸이의 전통적 스타일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3) 퍼스트레이디들의 필수 아이템

20세기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대통령이 선

출되면서 영부인들은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그

들은 새로운 패션선도자들로서 부상하였다. 하지만 항

상 국민 곁에 있어야 할 이들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화

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미지의 보석은 어울리지 않았다.

고대로부터 모성과, 품위, 순수와 정절 등을 상징하고

동시에 부와 권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진주는 그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보석이었다. 또 진

주목걸이는 그들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스스로의 지

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액세서리였다. 엘리노어 루

즈벨트(Elinor Roosebelt)를 필두로 거의 대부분 미국 영

부인들의 공식 초상화에서 진주목걸이를 착용하였다.

Fig. 35. Twisted strands

of pearls. (1985).

From Luzurieta. (n.d.). http://www. 

princess-diana-remembered.com

Fig. 36. Knot Tiara &

pearl necklace. (1985).

From Wickell. (n.d.).

http://jewelry.about.com

Fig. 37. Long string of

pearls. (1987).

From Wickell. (n.d.).

http://jewelry.about.com

Fig. 38. Long string of

pearls. (1985).

From Wickell. (n.d.).

http://jewelry.about.com

Fig. 39. Diana is wearing a choker made from numerous strands of various pearls.

From Wickell. (n.d.). http://jewelry.abo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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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들어와 영부인들이 패션아이콘으로 관심이 극

대화된 것은 재클린 케네디의 영향이 컸다.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통해 과도하지 않은 우아함을 보여주었다. 그

녀는 자녀가 자신의 진주목걸이를 물고 장난하게 하거나

<Fig. 40>, 공식 석상의 아름다운 시스드레스(Seath Dre-

ss)에 진주목걸이를 연출함으로써 모성과 우아함을 최대

로 돋보이게 연출했다. 이후 진주목걸이는 영부인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Fig. 41>. 2006년도에 있었던 역

대 미국 영부인들의 모임에서 보면 6명의 참석 영부인

들 모두 자신들의 이미지와 신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길이와 스타일의 진주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42).

3. 현대 패션의 파워아이템

현대에 와서 진주목걸이는 꼭 있어야 할 아이템(Must

it item)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분야의 유명인들이 새로

운 진주목걸이 스타일을 개발하여 트랜드화하였고, 여

전히 영부인들의 필수 액세서리 아이템 중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영부인들도 고전적인 우아

함의 표현으로보다는 적극적 새로운 패션트랜드의 리더

로서 패션스타일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진주목걸이를 연

출하고 있다. 현대의 최고의 패션아이콘들 중의 하나인

미셀 오바마(Michelle Obama)는 다양한 진주목걸이의

연출을 통하여 미셀 오바마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그

녀의 스타일은 기존의 영부인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다.

그녀는 이전의 영부인들이 고가의 진품 백색 진주 일색

의 목걸이 착용에서 벗어나. 진품진주와 인조진주를 넘

나들면서, 다양한 크기와 색채의 인조진주를 조합하는

화려하고 부피감 있는 진주목걸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블랙 리틀드레스에 재클린 케네디의 트레

드마크인 2줄 목걸이를 공식 드레스나 집무복에 착용하

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면서도<Fig. 43(a)>, 종종

할리우드의 스타들이나 시도할 만큼 모험적인 스타일

<Fig. 43(b)>−<Fig. 43(d)>을 보여주어 대중에게 즐거움

을 선사하고 있다(Swimmer, 2009).

현대에 와서 진주목걸이의 패션은 샤넬 이후 고전적

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 진주

의 개념은 진품을 넘어서 양식과 인조의 개념까지 확대

되었다. 진주목걸이 디자인 역시 다양한 트랜드를 표현

하고 있다. 고전으로 자리 잡은 레이디라이크(Ladylike)

스타일, 주말의 캐주얼 룩의 품위를 더하는 위켄더(Wee-

kender) 스타일, 도시회적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어반 플

레어(Urban flair) 스타일, 밤의 파티의 화려함을 표현하

는 이브닝 글램(Evening glam)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

로 발전되었다(Mulhearn, 2010). 최근의 진주목걸이는

전위적인 디자인이나 오브제를 추가하면서 개념적 특

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다. 2011년

의 주목 받는 액세서리 스타일로 지목된 영화배우 산드

라 블록(Sandra Burlock)과 가수 리한나(Rihanna)의 사

진에서 보면 다양한 톤과 색상, 크기가 다른 진주목걸

이나 혹은 진주와 금속체인 목걸이를 여러 겹 겹치거나

꼬아서 자칫 헝클어져 엉킨 것과 같은 전위적인 디자인

을 착용하였으며<Fig. 44>−<Fig. 45>, 미셀 오바마도 비

슷한 스타일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Fig. 43(c))−(Fig.

43(d)). 또한, 섹스 앤 더 시티(Sex & the City)의 사라 제

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는 진주목걸이 위에 싸구

려 과자 상자의 경품으로 나온 플라스틱 구슬목걸이를

Fig. 40. Jacqueline

with family.

From The Kennedy

family album. (2012).

http://jacquelinekennedy.org

Fig. 41. Jacqueline in

Time Cover.

From  Jacqueline Kennedy

Onassis. (1994).

http://www.time.com

Fig. 42. First Ladies Nancy Reagan, Ladybird Johnson,

Hillary Rodham Clinton, Rosalyn Carter, Betty Ford,

and Barbara Bush sit together at the National Garden

Gala, ‘A Tribute to America's First Ladies’. (2006).

From Swimmer. (2009).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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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침으로써<Fig. 46>, 진주목걸이가 더는 지위를 표현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개념적 표현을 시도하기도 했

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Devil wears Prada)’에서의

앤 해서워이(Anne Hathaway)는 기존의 샤넬 체인에 에

펠탑, 구두와 같은 다양한 오브제를 부착하여 전통을 새

롭게 해석하는 스타일로 패션계에서 주목받았다(Fig. 47).

V. 결 론

본 연구는 기원 전 진주가 발견된 이후 현대까지 진주

와 진주목걸이의 상징적 의미와 특징적인 착용유형을 고

찰하였다. 진주는 생성적 특성, 착용자들의 역사적 유래

와 함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

한 상징적 의미를 기반으로 외적으로는 다양한 착용유

형 및 패션이미지로 전개되었다. 오늘날 진주목걸이는

모든 계층에서 착용하고 일반화된 패션아이템으로서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진주가 처음 발견된 고대 이후 왕이나 부유한 귀족층

을 중심으로 진주장식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진주목

걸이는 그 시기별 복식스타일과 연관되어 다양한 시대

적 착용유형을 보여주었으며, 시대에 따른 문화적, 예술

적 사조를 반영하는 역사적 상징성이 깊은 유물이 되었

다. 20세기 이후에는 양식진주와 인조진주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시기였다. 코코 샤넬의 인조진주를 사용한 코

스튬 주얼리를 유행시킨 것을 시작으로 진주목걸이는 부

와 권력의 상징과는 별도로 다양한 패션이미지로 전개

Fig. 44. Singer, Rihanna.

From The wisedom

of pearls. (2011). http://

alisonkerr.wordpress.com

Fig. 45. Sandra Burlock.

From Top 10 jewelry

trends 2011. (2012).

http://www.squidoo.com

Fig. 46. Sarah Jessica

Parker as Carrie Bradshaw

in Sex and the City.

From Mulhearn. (2010).

http://www.smh.com.au

Fig. 47. Anne hathaway

in Devil wears prada.

From McCarthy. (2013).

http://thejewelryloupe.com

Fig. 43. Michelle Obama style pearl necklace.

From Swimmer. (2009). pp. 88, 161, 16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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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많은 패션아이콘들이 다양한 유형의 진주목걸이

를 착용하여 대중들의 갈채를 받았고 진주목걸이를 여

성들이 꼭 가져야 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주목걸이는 더욱 세분화된 패션

이미지로 연출되어 레이디라이크 스타일, 위켄더 스타일,

어반 플레어 스타일, 이브닝 글램 스타일 등 다양한 이미

지의 스타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진주알

이 다양한 패션스타일로 발전될 수 있었던 저력은 고대

부터 현대까지 분화되어온 진주의 복합적 상징성이 기

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사라 제시카 파커, 미셀 오바마

등이 이제까지의 상징적 개념을 넘어서는 전위적인 진

주목걸이의 연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진주를 애용

하고, 뛰어난 감각과 연출 능력으로 진주목걸이를 개념

적인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스타일의 일부로 만들었다.

이들은 진주의 내재된 상징적 의미에 현대적 개념의 보

다 진보한 패션이미지를 적용한 진주목걸이를 착용하

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주와 그들 자신에게 가

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바꾸었다.

연구결과와 같이 진주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소유

하고 발전시켜온 패션아이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에 보석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

소인 모양, 크기, 빛깔, 광택, 진주광, 완전성 등의 형태

적 요소들이 패션스타일과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 다

양하게 변형되어 쓰이고 있었다. 특히 인조진주의 다양

한 색상과 크기, 질감을 가진 스타일의 진주로 생산되어

패션액세서리의 이미지 창조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단편적이었던 진주목걸이에 관한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다

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시기적 연구범위에

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진주목걸이의 착용유형

별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

로 진주목걸이 착용스타일의 더욱 다양한 패션이미지

전개를 위하여서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상징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진주의 형태적 요소들의 활용에 관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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