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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주얼리 산업은 차 다이아몬드와 진주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으며 최근의 진주 시장은 

여러 종류의 진주들이 수입되어 규모가 확 되었다. 이에 진주의 보석학 특성을 악하고 진주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 에 매되는 양식진주  흑회색(그 이)계열과 

라운계열의 담수진주를 보석학 인 방법으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염색처리한 담수진주로 명되었다.  

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콜릿 라운과 그 이계열의 진주비즈를 사용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CAD/CAM작업을 통한 물 컨셉의 진주주얼리 디자인을 제안한다. 

 
■ 중심어 :∣담수 진주∣보석학적 분석법∣진주 주얼리 디자인∣캐드 디자인∣

Abstract

With  Jewelry industry is becoming active with gradual increase of transactions of pearl and 

diamond. The pearl market of recent times the size of that market was magnified because the 

pearls of various type are imported. The necessity of new design development and grasps 

properties of pearl is demanded clearly because like that.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ltivated 

brown pearl and black pearl which is sold from market with gemological Analysis. As result, 

it is ascertained the dyed fresh water pearl. I suggest the design which uses the chocolate 

brown color pearl beads which the consumers prefer and another pearl design which is concept 

of wedding gift through CAD/CAM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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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진주 종류는 다

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1년 보석이 수입자동

화 품목으로 환되었고 그 이후로 진주 수입액이 차 

감소하다가 2009년 부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그리고 진주수입업자이외의 유색보석업자와 소매상들

까지도 진주를 취 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진주의 정

상 인 가격 형성이 어려워지고 처리된 진주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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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었다[2]. 

진주시장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 시 에

서 유통되고 있는 진주의 가치와 품질이 과거와 한 

차이를 나타낸다. 

최근 국의 양식기술이 속도로 발달하면서 품질

이 좋은 라운드형 담수진주가 생산되고 있다[3].

이 의 시장에서는 백진주(White Pearl)와 흑진주

(Black Pearl)가 주로 주얼리에 사용되었으나 재는 

다양한 컬러의 담수진주들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담수진주의 컬러는 오 지계열과 퍼  계열과 함께 골

드, 블랙, 진한 오 지, 블루, 콜릿 라운 컬러 등등

이 있다. 

주얼리산업에서 차지하는 진주의 비 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진주에 한  

보석학  특성을 연구하여 내추럴 컬러의 담수 진주와 

처리된 컬러 진주를 비교 분석하여 소매업자와 소비자

들의 컬러진주에 해 이해를 돕는 것이다. 

주얼리 시장에서 국내 진주 트 드는 물을 한 진

주디자인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로 2009년

도 진주회사가 럭키웨딩(Lucky wedding)을 런칭하면

서 진주디자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이와 같은 진주제품의 디자인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

으로 상된다.

재  국내 주얼리제조업체들은 Rhino 3D Software 

(주얼리 캐드)와 RP장비(Papid Prototyping System)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제도하고 모델링과 제품을 제작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의 본 연구의 목 은 진주시장에서 

화되고 있는 컬러 진주를 사용한 비즈주얼리를 제

작하고, CAD를 활용한 진주 주얼리를 웨딩 컨셉의 디

자인으로 표 하고 모델링작업과 주조로 제작하는데 

목 이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1893년 일본의 미키모토 코기치에 의해 진주를 양식

하는데 성공하면서 재까지 진주의 양식 기술이 나날

이 발 되고 있다[5]. 특히 담수진주의 자연 인 색상이

외의 인  처리에 의한 다양한 색상의 진주들이 시장

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담수 양식진주의 원주는 오 지와 퍼 계열의 내추

럴  컬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석업계에서 유통

되고 있는 담수 양식진주의 컬러는 내추럴 컬러인 오

지, 퍼  계열이며 그 밖에 담수진주를 인공 처리한 골

드, 그 이, 블랙, 진한 오 지, 블루, 컬릿 라운 계

열의 컬러 등이 있다.

특히  업계명이 컬릿 펄(chocolate Pearl)인 어두운 

라운 컬러의 진주와 어두운 그 이 펄(Dark Gray)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컬러로 업계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최신의 

콜릿 컬러의 펄과 내추럴 라운 컬러의 진주를 시료

로 정하여 UV-Vis (Ultraviolet-visible)의 반사율로 측

정하고, 한 콜릿 컬러의 담수 양식진주의 성분 분

석을 하기 하여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등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

다.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진주

비드를 주얼리디자인에 활용하여 속체인을 체할 

수 있는 비즈디자인으로 제작하고, Rhino 3D 로그램

을 활용한 진주 주얼리를 디자인해 보고 RP장비를 활

용하여 모델링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연구방

법을 사용하 다. 진주의 다양한 컬러는 폭넓은 디자인

의 세계를 창출할 수 있다.

Ⅱ. 본 론  

1. 담수진주의 역사와 최근 동향 

국에서 생산되는 담수진주의 역사는 국 송나라

(960~1115)시 부터 시작하 다. 13세기경에는 담수조

개(Cristaria plicata) 를 사용하여 불상형의 납을 핵으

로 사용하여 패각에 착시켜 진주층을 분비시켜 만든 

양식진주를 만들었다[그림 1]. 그 후, 외투막에 한 조각

의 외투막 세포만을 이식하여 진주층(nacre)을 형성하

도록 하는 무핵의 담수산 양식진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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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담수진주 조개패와 패각내부의 불상형 진주. 

Pearls and Pearl Oysters of the 

World(Shirai,S)

일본의 담수 양식진주의 역사는 메이지(明治) 말기부

터(1910~1920년) 비화호에서 시작하여 생산, 성장을 계

속하여 오면서 1946년에 재의 국산 담수 양식진주

의 양식 방법의 원천인, 외투막 세포만을 넣어 양식하

는 무핵 양식진주 방법을 성공시켰다.  국의 무핵 담

수 양식진주의 격한 성장으로 인해, 재는 국의 

조개와 기술로서 생산할 수 없는 비화호 독특의 양질의 

진주를 생산하고자하는 질  응만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국산 담수진주는 생산량을 확 하고 가격 경쟁력

도  높이고 상품 특성 등에서부터 시장도 세계 으로 

확 시켜왔다.  2000년 , 진주에 한 수요가 세계

으로 높아져 생산량이 격히 확 되면서 국의 경제 

발 에 의한 잉여 자 이 담수진주 양식 산업에 투자하

고 정부의 수출 진 정책에 의해 세제의 우  조치

도 이루어져서 진주 생산이 확 되었다. 국내 진주 

생산량은 세계의 담수진주 생산량  90%를 차지하

고, 국은 최  담수 양식진주 국으로 성장하 다.

그림 2. 중국 주지시 양식장에서 채취한 조개내 담수진주.

최근 국의 담수 양식진주는 해수산(아코야 양식진

주, 타히티 흑 양식진주, 남양 양식진주) 양식진주가 생

식소(gonad)에 핵(nucleus)을 넣고 한 조각의 외투막

(mantle lobe) 세포를 이식하여 1개 내지는 2개의 진주

를 양식하는 방법과는 달리, 한 개의 조개에서 여러 개

(20~40개) 진주 양식이 가능하다[그림 2]. 따라서 해수

산과 비 가격이 렴한 편이다.

2. 담수진주의 외관과 보석분석학적 특성 

2.1 담수 양식 진주의 컬러  

최근 보석업계에서 담수 양식진주는 화이트컬러 이

외의 다양한 컬러로 유통되고 있는데, 일반 인 진주의 

색상(body color)은  오 지[그림 3]와 퍼 [그림 4]계

열의 컬러이고 담수 양식진주의 내추럴한 컬러이다.

그림 3. 담수 양식진주의 컬러(화이트~오렌지계열). 

그림 4. 담수양식진주의 컬러(화이트~퍼플계열). 

한편, 내 럴 컬러 이외의 처리된 컬러인 컬릿 컬

러와 골드, 흑색계의 컬러인 담수 양식진주도 유통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색처리된 담수양식진주의 다양한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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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담수 양식 진주의 형태

담수 양식진주는 라운드, 세미라운드, 드롭, 버튼, 써

클, 바로크, 트 , 트리 , 십자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그림 6]. 

그림 6. 다양한 형태의 담수양식진주.                

과거 담수 양식진주는 라운드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형태의 바로크형 진주가 량 유통되었다.

국의 양식 기술의 발 은 재, 구형의 핵을 넣어 

양식한 해수산 진주(백색계의 아코야 양식진주, 남양 

양식진주)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핵의 라운드형 

진주도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3. 색처리된 담수진주의 보석분석학적 특성

진주의 컬러 처리방법에는 염색, 은염처리  화학처

리 방법 등이 있다. 

흑진주의 경우, 은염처리된 흑진주는 질산은 용액에 

진주를 침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고 재까지도 사

용되고 있다[6]. 

은염처리는 농도(mol, 염료의 량)와 시간, 온도, 약품 

등에 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 제조법이 결정되고 진

주의 컬러가 향상된다[7]. 

따라서 흑색계  코렛 라운 컬러의 진주는 제조

업체에 따라 처리법이 다르므로 진주 마켓에서는 다양

한 컬러의 담수 양식진주가 유통되고 있다. 

담수 양식진주에서는 흑색의 내추럴 컬러가 없다. 그

러므로 재 보석업계에서 유통되는 담수 흑양식진주

의 경우 100%가 처리된 컬러의 진주이다. 

담수 흑양식진주의 처리방법으로는 은염처리 와 염

색 는 은염처리와 염색을 병행하여 흑색의 컬러를 만

들게 된다. 

한 컬릿 컬러의 담수 양식진주의 경우도 은염처

리와 화학처리 는 그 후에 컬러의 균일함을 해서 

염색을 병행하여 컬릿 라운 컬러를 만들고 있다.

그림 7. 브라운(초콜릿) 컬러의 담수진주시료.

N1, N2 sample: 내추럴 브라운 컬러

T1,T2 sample: 처리된 초콜릿 브라운 컬러

최근 새롭게 등장한 컬릿 라운 컬러의 담수 양식

진주 4개[그림 7]를 선정하여 내추럴 컬러인지, 처리 컬

러인지에 해 보석학  분석법으로 다음과 같은 데이

터를 얻었다.

3.1 담수 진주의 UV-Visible Spectrophotometry 분

석 

진주는 구형의 반불투명체의 보석이므로 UV-Vis 

(Ultraviolet-visible)의 반사율로 측정하여 내 럴 컬러

와 처리된 컬러의 흡수 스펙트럼의 차이를 분석하 다.

내추럴 라운 컬러(N1, N2)의 경우 450nm~500nm의 

흡수 패턴을 갖는다[그림 8][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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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추럴 브라운 컬러 진주의 UV- Vis  스펙트럼 그

래프(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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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내추럴 브라운 컬러 진주(N2)의 UV- Vis 스펙트

럼 그래프. 

처리된 컬릿 컬러(T1, T2)의 경우 450nm~500nm와 

550~600nm의 흡수 패턴을 갖는데, 550~600nm의 흡수 

패턴은 내 럴 컬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 흡수 패턴은 은염처리와 염료에 의한 것으로 단되

었다[그림 10][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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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염색 브라운 진주(T1)의 UV- Vis 스펙트럼 그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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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염색 브라운 진주(T2)의 UV- Vis 스펙트럼 그래

프. 

3.2 담수 진주의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ED-XRF)의  분석

 담수 양식진주의 내 럴 컬러(N1, N2)와 처리된 

컬릿 컬러(T1, T2)의 성분을 분석하고 시료를 비교하

기 하여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를 사용하 다.

내 럴 라운 컬러 진주들(N1, N2)은 칼슘(Ca), 망

간(Mn)  스트론티움(Sr)의 성분 등이 검출되었으므

로 담수산 진주임을 확인하 다[그림 12][그림 13].

그림 12. 천연 브라운 진주(N1)의 ED-XRF 성분분석 결과. 

그림 13. 천연 브라운 진주(N2)의 ED-XRF 성분분석 결과. 

처리된 컬릿 컬러의 담수 양식진주들(T1, T2)은 칼

슘(Ca), 망간(Mn), 스트론티움(Sr)의 성분이 검출되었

으므로 담수산 임을 확인하 다. 한 처리된 컬릿 컬

러의 담수 양식진주들에서는 은(Ag)의 성분이 검출되었

다. 0.1%이상의 은(Ag)의 성분 함유는, 내추럴 컬러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던 성분으로 은염처리   다른 처리

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그림 14][그림 15].

그림 14. 염색 브라운 진주(T1)의 ED-XRF 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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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염색 브라운 진주(T2)의 ED-XRF 성분분석 결과. 

4. 담수진주를 이용한 주얼리 디자인 제안  

4.1 진주 주얼리의 디자인 특징 및 디자인 분석  

과거 담수진주의 형태는 바로크형의 못난이 진주가 

많이 생산되었으므로 소비자들은 담수 양식진주에 

한 선입 이 가의 못난이 진주라는 이미지가 강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보석의 가치 면에서 외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 담수 양식진주는 양식 기술의 꾸 한 투

자와 발 이 양질의 라운드의 형태로 생산하게 되고 있

다. 

한 디자인의 시  추세는 나만의 톡특한 주얼리

로 각자의 개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진주를 디자인하

고 있다.

4.2 진주 주얼리의 디자인 제안

국내의 보석업계의 주얼리의 마켓에서 물 마켓는 

아직도 커다란 비 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루비,

사 이어  에메랄드를 이용한 웨딩 디자인이 세이

었으나 최근에는 진주 세트가 물마켓 유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진주의 아름다움과 진주만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택이 여성들에게 잘 부합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신부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부곽된 것으로 

단된다.

본 디자인은 최근 시 에 많이 거래되고 있는 흑회색

계열과 코 라운계열의 진주 비드를 사용한 주얼리

를 제작하 다. 특히 목걸이의 센터피스는 오리엔탈풍

의 결혼 복에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그림 

16].

그림 16. 염색 브라운 진주과 흑회색 진주비드 목걸이

 

그림 17. 웨딩 컨셉의 진주세트 CAD디자인

디자인의 방법 인 면에서도 CAD디자인과 RP장비

를 활용하한 모델링과 시제품을 제작하 다.

Rhino 3D 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주반지, 목걸이, 귀

걸이 세트를 웨딩주얼리 컨셉으로 디자인하 다[그림

17]. 

진주 세트디자인은 Rhino 3D 로그램상에서 4 ~ 5 

mm 간격으로 서포트 작업 후 STL 일로 변환시킨다

[8].  모델링 작업은 독일 Envision사의 RP장비를 사용

하 고  기기를 세 하고 시동시키고, 6~12시간 후 출

력물을 꺼내어 완성된 출력물을 확인한다[그림 18]. 출

력물이 붙어있는 빌딩 이트를 분리하고 출력물을 

경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18. RP장비를 시동시키고 완성된 출력물을 경화시키

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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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작업이 끝난 후 음 기기에서 꺼기를 제거

하고 에어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메스와 칼을 사용하

여 서포트를 제거한다[그림 19].

그림 19. 완성된 출력물을 마무리하는 과정

서포트작업 후 표면의 돌출된부분을 마무리하여 모

델링을 완성한다[그림 20]. 수지 출력물을 고무 몰드작

업과 주조작업을 통해 진주디자인 시제품을 제작하

다[그림 21]. 

그림 20. 진주주얼리디자인을 RP장비로 모델링한 결과물

그림 21. 주조작업으로 완성된 진주 주얼리 세트

Ⅲ. 결 론

국내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진주를 살펴보면 다

양한 컬러 담수진주가 에 띠게 늘고 있으며 특히 

코 라운 계열의 진주들이 유행하고 있다. 일부 라

운에서 코 라운 계열의 담수 진주를 UV-Visible 

Spectrophotometry로  분석한 결과, 내추럴 라운 진

주의 경우 UV-Vis분석에서 450nm~500nm 역의 흡

수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된 컬릿 라운컬러의 

경우 UV-Vis 분석에서 450~500nm와 550~600nm의 흡

수 패턴을 갖는데, 550~600nm의 흡수 패턴이 은염처리

된 컬릿 진주의 증거가 된다.

진주시료를 ED-XRF Spectrometry 분석하면, 내추

럴 컬러진주의 경우 Ca, Mn  Sr 성분이 검출되었고,  

처리된 컬릿 컬러의 진주는 Ca, Mn  Sr 성분이외

에 은(Ag)의 성분이 검출되어 은염처리된 진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얼리디자인 측면에서 진주는 활용도가 매

우 높다. 과거에 물로 사용하지 않았던 진주를 2000

년  이후로 많이 사용되면서 트랜드화되어 새로운 진

주디자인에 한 소비자의 심도가 속도로 높아지

고 있다. 

이에 다양한 컬러의 진주가 화되어 비즈디자인

이 선호되고 있어 새로운 컬러의 진주비드 디자인을 제

안하 다.

한 CAD/CAM작업을 통한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조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진주세트 시제품을 제작하

다. 

이와 같은 주얼리 시제품을 제작하는 간 단계에서 

RP 모델링을 부분 인 조립의 형태로 제작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손작업이 어

려운 부분을 일부분 제작함으로서 기존의 주얼리디자

인에서 표 할 수 없었던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 다. 앞으로 CAD 디자인은 주얼리 

디자인과 제작업계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더 이바

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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