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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장신구를 제작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초연결시대속 현대장신구의 미래를 보고자 했다. 특히 그중 하나인 
정보통신 기술, 그중에서도 nfc Tag을 응용한 기술융합의 실제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그 실제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nfc Tag기술이 활용된 상업적반지제품들의 실예를 살펴본 후 이후 공방에서 제작되는 현대장신구에도 적용가능한 실
제적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비교적 융합이 자유롭지만 기술적 활용도가 제한되는 매몰법과 기술적 활용도는 높지
만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융합을 고려해야하는 조립법의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그중 실제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매몰법을 개념만이 아니라 샘플제작을 통해 기술적용에 있어 필요한 요소와 주의점등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 기술융합, 현대장신구, 기술적용, 공방, NFC Tag ,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tist who produces modern ornaments, I wanted to see the future 
of modern ornaments in the hyperconnected era. I would like to find a practical way of converg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m, and applying nfc tag among them. For 
the practical approach, after looking at the actual examples of commercial ring products using nfc tag 
technology, I tried to find a practical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ornaments produced in 
the workshop. As a result, two realistic alternatives were drawn: the investment method, which is free 
to converge, but has limited technical utilization, and an assembly method that requires high 
convergence from the design planning stage. After then, to know investment methods, have been 
produced that may have problems with real applications. I made a real sample, not a concept, to 
explain the technical factors and precautions necessary for applying nf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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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과 인간은 물론, 기기와 사물등 전혀 연결할 수 없
는 것들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한 것을 
초연결이라 하며 이미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능
(ict)을 통해 사회전반에 퍼져있다[1]. 이렇듯 초연결이라 
불리는 4차산업의 기술발전은 이제 전 산업분야에서 고
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심지어 전혀 연관 없을 것 같
은 예술혹은 미술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초연
결의 영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이 아닌 예술작품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현
대장신구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 전후로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했다고 보는 
현대장신구는 그간 수많은 공예 및 디자인 작가들이 참
여해온 분야이며 특히 금속공예, 혹은 장신구 관련 교육
을 수료한 인원중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상품분야의 범주로 분류를 한다면 금, 백금소재를 
제외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패션주얼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은 현재 6천억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현대장신구는 이 패션주얼리 속에서도 보다 더 작품
적인 성향이 짙은 것으로 재료의 재화적 가치보다는 물
성과 미학적인 조형성에 가치를 두고 제작이 되며 제작
기준또한 장신구 작가들의 개인적인 사고방식, 조형원칙, 
작가의 감성등 철저히 개인적 양식이 바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이 때문에 현대장신구는 사회적반에 흐
르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
는 인상이 짙게 배어 있으며 기술보다는 개인적인 감성
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기에 신기술의 활용에 상당히 
둔감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현대장신구의 본질적인 추구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예술자체가 미적, 혹은 관념적인 사회적 기
준을 반영되는 예술사회학의 반영적 접근법은 차치하더
라도 작가가 사회적 연결을 통해 제작 및 판매를 한다면 
사회, 문화적인 흐름을 읽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기술
적인 발전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4] 이에 4차산업혁명
의 진보된 기술들을 현대장신구에 접목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생각하고자 하며 초연결의 시대라 불리는 
시대상황에 맞춰 넓은 응용이 가능한 근거리 자기장 통
신(Near Field Communication), 약칭 NFC의 개념과 
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NFC는 사실 이미 금융권이나 교통부분에서 카드를 

통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의료에서도 환자카드등을 통
해 진료를 돕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지만 현대장
신구분야에서는 명칭조차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낮선 기
술이다. 더욱이 NFC기술은 그 응용을 잘 들여다보면 어
렵지 않음을 알게 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공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NFC기술 전체를 알
지 못해도 충분히 응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는 실제 현대장신구를 제작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 및 응용방법과 실예를 수록
하도록 하겠다. 

현재 현대장신구를 생산하는 대다수의 작가군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갖춘 조직적인 운영체게가 아닌 3인 이하
의 공방체계의 영세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한 기술융
합의 빠른 대응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나아가 어떤 기술
적인 융합이 가능한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장신구속에 기술융합에 대한 가능
성을 찾고자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속에 나타난 기술들
을 중점으로 이를 공방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 논하고자 하며 그리하여 지금 현재 현대장신구작가로 
활동을 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후학들에게 기술
융합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작은 방향이나마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현재 현대장신구분야에서 NFC기술을 이용한 선행연

구는 전무하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NFC에 관
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공학쪽이나 보안프로그래밍쪽으
로 기술 자체의 활용 방안과 개선방안에 관련된 것이기
에 직접적으로 현대장신구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NFC기술을 
차용해 현대장신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새롭
게 기술해야 한다는 결론아래 현재 NFC기술을 차용하여 
기술융합의 전례를 만든 반지분야, 즉 스마트링(Smart 
Ring)부분으로 연구를 한정하였다.

전체적인 글의 진행은 우선 현대장신구에 관한 일반적
인 개념을 알아보고 이어 NFC기술에 관련된 실제적인 
개념정리와 현대장신속의 응용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이
어 실제 현대장신구에 응용된 스마트링의 모습을 살펴보
며 그 응용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NFC기술에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 전체를 모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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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가장 현대장신구에 융합이 용이한 것으로 
NFC Tag을 선정, 이에 대한 대략적이지만 필수적인 개
념들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현대장신구의 개념과 현황

장신구는 그 형태와 목적, 그리고 제작방식과 수요에 
따라 많은 분류가 될 수 있지만 현대장신구는 그중에서
도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귀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장신구와 달리 감성을 표출하는 것으
로써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귀금속의 가치가 아닌 작가
의 감성을 대변하는 소지품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2].

현대장신구가 언제 등장했는가 하는 문제는 다소의 견
해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세기 서구를 중심으로 시
작하였고 1950~60년대를 그 시작으로 보고 있다[3]. 그
때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장신구 본연의 디자인
과는 달리 자신의 표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재료
면에서도 전통적인 귀금속이 아닌 표현을 위한 재료들로 
구성, 확실한 합목적성을 가진 재료들이 선정 되었고 이
는 오로지 작가의 의도와 착용자의 표현을 위한 요소로 
활용되었다.

1950년대 이후 대학에서 금속공예교육을 받아 숙련
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공방에서 현대장신구들은 만들
어졌고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Fig. 1, 2는 이러한 현대장신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두 작품은 호주출신의 Carlier Makigawa와 한
국의 신희경작가의 작품으로 귀금속 재료에 한정되지 않
고 타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귀금속을 사용하더
라도 착용하는 것보다 반지 자체가 가진 의미들을 가지
고 디자인되며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Fig. 1, 2 

Fig. 1. Ring, Trefoil 3.[5]

Fig. 2. Ring, A sprout[6] 

이렇듯 현재 대다수의 금속공예를 전공한 작가들은 공
방에서 현대장신구를 만들고 유통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
인 장신구의 판매량과는 비교되기 힘들정도로 적지만 애
당초 유통경로가 다른 상황에서 양적인 비교는 무의미하
다. 그보다는 현대장신구의 유통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고 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현대장신구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전문미술상을 
통해야만 가능했다. 이는 현대장신구가 예술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한 후 예술품의 유통경로와 같은 경로로 판매되
었다는 뜻이며 여타의 예술품의 판매와 같이 그다지 많
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는 없었다. 그 외의 방법이라면 스
스로 전시회를 열어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마
저도 전문미술상이 소유한 화랑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달라지고 있
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사회구성원들간
의 연결이 급격하게 발전한 것이 그 원인이다. sns로 불
리는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은 하나의 사회적인 소통수단
임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이 되었다. 그속
에서 현대장신구를 만드는 작가들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광고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현대장신구는 사회적 변화에 너무도 민감하게 연
결되어 있는 것이며 특히 개성이 중시된 독창적 디자인
과 의미를 담은 예술장신구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으며
[7] 이같은 현상은 실제 현대장신구과 유사한 분야인 상
업주얼리 분야를 보면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장신구자체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판매방식
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장신구 그 자체를 접촉한 
채널에 있어 온라인쇼핑몰이 29%이고 그 뒤를 이어 
SNS가 16%에 이르는 등, 쇼셜네트워크의 역할이 적지 
않으며 이에 실제 쇼셜네트워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실
제 판매까지 이르는 현대장신구작가들은 국내, 국외를 막
론하고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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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장신구속 기술융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장신구는 사회의 발전속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새로
운 변화의 흐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에 현재 사회속에
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NFC기술을 접목해야 하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2.2 근거리이동통신의 개념

근거리 자기장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이하 NFC)은 13.56MHz 주파수를 사용하여 10㎝이내
의 근거리에서 무선통신을 사용,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9]물론 조금 더 깊게 내용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나오게 되지만 현대장신구에 사용될 용도
라면 상기 기술처럼 간결하게 알고 있어도 무방하다. 하
지만 그중 두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리더기
(initiator)와 Tag(targer)의 개념이다. 

리더기는 정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며 전원이 필
요한것이고 Tag(targer)은 정보를 저정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다. NFC란 바로 이와 같은  리더기(initiator)와 리
더기(initiator), 혹은 리더기와 Tag(targer)간의 근거리 
상호통신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리더기와 같
은 리더기와의 통신을 능동 통신 모드(Active 
communication mode)라 칭하고 리더기와 Tag의 통
신은 수동 통신 모드(Passive Communication mode)
라 지칭한다[9.10].

능동통신모드는 리더기 두 대가 고유의 전원을 가진채 
한쪽의 고주파 전자기장을 비활성화 함으로서 Target의 
역할을 하며 수동형 통신모드는 리더기의 전자기장을 모
듈레이팅하여 응답한다[11]. 중요한 점이 이 수동통신모
드인데 Target기기가 전자기장의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
하는 무선응답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현대장신구와의 
기술융합이 용이한 특징이 있는데 각 통신모드의 개괄적
인 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NFC Communication mode

특히 이중 수동형 통신모드가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전력이 필요없다는 점이라던지, 초 소형으로 제
작이 가능하고 이미 상당한 대중화가 이루어져 구입 및 
설치가 용이하기에 응용소재로서 NFC Tag을 선정, 이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NFC Tag
NFC Tag은 리더기처럼 큰 형태가 아니다. 종이조각

처럼 보일정도로 작은것도 존재하며 그중에는 손톱보다
도 작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테나같
은 단자들이 필요없다. 이렇게 외부로 드러난 단자들이 
없이 내부에 설치된 코일 안테나로 통신을 하는 것을 RF
통신이라 하는데 NFC Tag은 이를 가능케 한다. 물론 이
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만든것도 있는데 바코드나 QR코
드를 예를 들 수 있겠다[9]. 

그러나 바코드와 QR코드는 반드시 이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리더기들이 필요하며 휴대폰으로 대처한다 하더라
도 카메라기능을 켜서 인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여기에 저장용량도 바코드는 최대20자, QR코드는 
7.089자정도 밖에 기록할 수 없는데다가 결정적으로 바
코드와 QR코드가 외부에 반드시 드러나 있어야 연결이 
가능하지만 NFC Tag은 작품혹은 제품속에 보이지 않게 
삽입이 가능하기에 작가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작
품에 NFC기능을 삽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다[12]. 
한 하나의 전자기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코일을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바코드나 QR코드
처럼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는점도 대단히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렇듯 NFC Tag이 현대장신구에도 적합다하다고 생
각하는 조건들이 분명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NFC Tag을 사용한 기술 자체의 사회적 적용범위
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NFC Tag은 현재 교통
카드, 결재시스템, 개인의료기록관리, 출입통제시스템등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목적에 따른 
큰 분류만으로 이정도라는 것이지 관광이나 개인 상품 
광고등 실제 세밀한 목적에 따라 분류를 시작한다면 훨
씬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지에 NFC Tag이 적용된 제품들도 상기 기술된 여
러 기능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스마트링, 혹은 
디지털반지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
이 그것인데 에에 다음장에서는 그 실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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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C Tag의 장신구 적용예
리더기의 역할이 가능한 핸드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NFC Tag을 응용한 제품군들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반지로 불리우는 것으로 반지속에 
NFC Tag을 넣어 반지자체가 NFC기능을 하게 만든 제
품들이 존재하지만 상품의 가능성에 비해 아직까지 그리 
많은 종류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NFC Tag기능만 가지고 제품을 구성하
지 않기 때문인데 보다 다기능을 끌어내기 위해 각종 모
듈을 첨가한 형태가 제작되기 때문이다. 이중 대표적인 
제품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kom사의 R3라는 제품으로 현재 대다수의 스마트
링이라 하면 이 제품처럼 기능이 강조된 것이 가장 보편
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NFC 태그를 수납하
여 도어락의 잠금, 휴대전화, 지불, 정보공유같은 모바일 
기능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재질은 의료용 티타늄으로 
제작되었는데 ID모듈. ML모듈. NFC모듈의 세가지가 모
두 내장되어 각각 모듈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Fig. 3

Fig. 3. R3 [13]

Smarty ring은 반지지만 핸드폰처럼 배터리가 필요
한 상품으로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Indiegogo에 등
장한 다기능 반지로 소개된 Smarty ring은 NFC칩뿐만
이 아니라 Bluetooth까지 탑재해 단순히 반지를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문자를 비롯한 text를 판넬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알람과 5개국의 시간을 
표시 할 수 있고 핸드폰을 꺼낼 필요가 없이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핸드폰의 배터리소모량을 줄이면서도 핸드폰이 
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출시된 제품이
다. Fig. 4

Fig. 4. Smarty ring [14]

이 반지는 센서를  NFC Tag으로 연결, 사용자의 정
보를 취합한다. 센서를 통해 휴식하는 심박수, 체온, 칼로
리등과 함께 수면상황을 체크하여 전용 앱으로 전달, 이
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며 생활과 
건강의 라이프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
하여 이를 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다. Fig. 5

Fig. 5. Oura ring [15]

Fig. 6. rin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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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다수의 제품들은 NFC 태그를 사용하여 태
그가 낼 수 있는 기능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여 원형의 링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먼저 밝혔듯 NFC Tag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기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NFC Tag만 응용하
여 디자인을 한다면 보자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한데 
kiroko사의 반지가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Fig. 6

4. 현대장신구의 융합 가능성
사실 스마트링과 현대장신구적 성향의 반지를 높고 비

교할때 기술적인 접목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은 없다. 하지
만 분명히 다른 점 하나를 말한다면 현대장신구에서는 
다기능적인 요소가 가진 비중이 적다는 점이다.

현대장신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품이 내뿜는 
의미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외형이다. 이에 
보이지 않게 내장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이기에 그런점에서 본다면 kiroko사의 반지는 상당한 참
고사항이 될 수 있다. kiroko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장
신구들은 열리고 닫히는 가변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 7

Fig. 7. ring. Development[16]

가변의 공간을 만들어 수납하는 방식은 NFC Tag의 
관리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방식이다. 더
욱이 현대장신구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금속공예의 기술수
준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기에 방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
지가 거의 없다. 다만 이 방식은 대부분의 제작방식을 콜
드조인팅(Cold joingting)을 통해 제작해야 하는 만큼 
외형적으로 제약이 있다. 이에 디자인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자칫 작가의 의도를 담는데 있어 방해가 
될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콜드조인팅을 사용한 조립적인 방법(Assembly)
에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태그의 위쪽을 합성수지로 
채우는 매몰법(Investment)이다. NFC칩을 내장할 때 
충전재를 채우는 방법으로서 주로 접착제 종류를 많이 
사용한다. NFC Tag을 응용한 상업용 반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제품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반지샘플을 제작, NFC Tag을 삽입해 보았다.

샘플형태는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링반지 위에 
표현하고픈 구조물을 얹은 간결한 형태이며 어디까지나 
NFC Tag의 삽입이 주 목적이기에 NFC Tag의 크기를 
고려하였으며 재료에 있어서는 가장 대중적인 재료중 하
나인 황동을 선정하여 실제 반지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Fig. 8

Fig. 8. Sample Ring

NFC Tag은 현재 시중에서 몆종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중 실험에 쓰일 것은 반지속에 많이 넣는 것으
로 알려진 직사각형모양으로 포텐시아라는 업체에서 판
매중인 ntag213 제품을 선정하였다. ntag213은 가로 
25mm, 세로 6mm에 무게는 0.1g의 코일형 특수태그로 
반지속 삽입을 위해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Fig. 9

Fig. 9. NTag213

이후의 과정은 주의할 점은 NFC Tag을 샘플반지속
에 넣고 충전재인 접착제를 넣으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접착제는 열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점이다. 물론 현재 반지
에 사용되는 NFC Tag는 대부분 150℃이상을 견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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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대부분의 현대장신구들
이 사용되는 재질 중에는 이 작은 열에도 약한 재료들이 
많다. 게다가 열에 강한 금속을 사용하더라도 자칫 온도 
때문에 표면의 색이 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접착제 
중에서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충전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에 실험에서는 수용성이며 열이 발생하지 않는 
고무계열 접착제중 intercom사의 Ecostick 1816b를 
사용하였다. Fig. 10

Fig. 10. nfc tag insertion
  

Fig. 11. Sample completion

Fig. 12. Wearing example 

이후 24시간의 건조시간을 거쳐 충전재 속에 NFC 

Tag을 삽입하였고 장신구 상부에 노출되어 있는 NFC 
Tag을 가려주기 위해 디자인적인 마감을 실시 하여 샘플
을 완성하였다. Fig. 11, 12

완성된 샘플은 충전재로 사용된 접착제로 인해 마감된 
금속재질표면의 색이 변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
에 삽입된 NFC Tag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이렇듯 충전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조립법처럼 NFC 
Tag의 보수 및 교체가 쉽지는 않지만 시공방법이 간단하
기에 작품의 마감단계에서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전
체 디자인 자체에 저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의
도에 충실한 작품을 만들면서도 NFC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결과로 미루어볼때 NFC Tag을 사용한 기술이 
현대장신구속에 응용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
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현실적
인 문제로 인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으며 대표적
인 것이 현대장신구를 만드는 소재에 관한 것이다. 대부
분의 현대장신구는 현재 금속소재로 만들어지는데 NFC
기술은 주파수는 이용한 것이라 금속이 맞닿으면 간섭현
상이 일어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는 조립법이든 
매몰법이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에 샘플제
작에서도 금속에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도록 금속판위에 
충전물을 넣었고 반복 실험을 통해 확정된 공간을 토대
로 NFC Tag의 전후좌우에 금속이 닿지 않도록 공간을 
고려한 샘플을 제작하였다. 실험결과 핸드메이드를 감안
하면 최소 1mm의 이격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현대장
신구에 응용하고자 한다면 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현대장신구는 사회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으며 그렇기

에 사회적 변화는 현대장신구의 반영요인이 된다.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의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현대장신구 작가들이 기술적이해가 어렵
다는 이유로 기술의 융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이에 현대장신구속에서 기술융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
은 NFC Tag을 사용한 반지장신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융합에 나설 수 있음을 인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장신구의 개념과 함께 현재 제품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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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고 있는 NFC Tag을 사용한 반지들의 모습을 살
펴보았고 실제로 방법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
지 않고 간단한 샘플이나마 실제 제작하면서 NFC Tag
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편의상 조립법(Assembly)과 매몰법
(Investment)이라는 구분을 지었다. 조립법은 기획초기
단계인 디자인 단계부터 조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
항들을 고려해야하며 때문에 콜드조인팅을 통해 반지는 제
작할 수 밖에 없기에 디자인의 제약이 있는 편이지만 NFC
의 관리와 보수문제쪽에서는 강점을 보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인 매몰법은 NFC칩을 내장할 때 충전재
를 채우는 방법으로서 주로 접착제 종류를 많이 사용하
며 이때 열이 발생하지 않는 고무계열 접착제를 사용하
는 것이 좋다. 조립형에 비해 칩 교환이나 보수 문제에서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칩자체의 수명이나 
제작의 용이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
법이다. 각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Table 2. Tag insertion method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립법이든 매몰법이
든 중요한 것은 NFC Tag의 삽입이 디자인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조립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따른 디자인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현대장신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몰법이라 생각하며 실제 샘플
을 만들며 그 가능성을 실증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매
몰법이 가장 간결하게 융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NFC Tag을 삽입할 때 금속으로 만든 반지라면 직접적
으로 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 1㎜이상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금속으로 인한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샘플의 개념이기에 하나의 NFC 

Tag을 사용했지만 목적에 따라 여러개의 NFC Tag을 사
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반지뿐만이 아니라 목걸이나 브
로우치등, 면적과 부피가 커지는 장신구에서든 더욱 더 
융합의 강점이 있다. 다만 논점의 문제로 NFC기술의 활
용방안 자체에 관한 논의가 없는 점이 아쉬우며 이는 차
후 연구의 또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지만 미리 
살펴본다면 작가의 이력이나 작품이력, 작품의미등을 작
품 자체에 내장하여 작품과 수요자의 사회적 연결을 쉽
게 만들고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연락방법을 삽입, 차후 
새로운 작품의 구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현대사회를 일컬어 개성의 시대이자 개인맞춤생
산의 시대라 말한다. 이는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내는 현
대장신구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명백한 시대
의 흐름이라 말할 수 있다. 현대장신구는 이 흐름을 반영
해야 하며 그 때문에 더욱 더 기술융합에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한다. 연구자 또한 금속공예를 전공한 입장에서 변
화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기술융합에 적합다하고 판된된 
NFC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럼으로서 같
은 길을 걸어가는 작가들이나 후학들에게 있어 기술융합
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일환으로서 본연구가 사용되어
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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