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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디자인 재료 조사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보석 디자인을 위하여 보석과 귀금속 및 다양한 신소재와 원가를 조사하

고, 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선수학습

보석 디자인 기획(LM2202020501_14v2)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학습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 요소

코드 번호 요소 명칭

1. 보석 재료 조사하기

1-1. 보석의 특성 및 세팅 기법 
조사

2202020502_14v2.1
보석 재료 
조사하기

1-2. 보석 재료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1-3. 보석 감정·감별, 평가와 
가격 분석

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2-1. 귀금속 종류와 디자인 콘셉트 

2202020502_14v2.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2-2. 귀금속 평가와 가격 분석

3. 신소재 조사하기

3-1. 신소재와 가격 동향

2202020502_14v2.3 신소재 조사하기
3-2. 신소재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4. 재료 원가 조사하기

4-1. 재료 원가 조사 방법

2202020502_14v2.4
재료 원가 
조사하기

4-2. 판매 가격 적합성 조사

핵심 용어

108종 보석, 감별, 감정, 금, 은, 백금, 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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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보석 재료 조사하기 

학습 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학습 3 신소재 조사하기

학습 4 재료 원가 조사하기

1-1. 보석의 특성 및 세팅 기법 조사

학습 목표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선호 보석 종류, 색상, 커팅, 세팅 기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보석의 개념 및 요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광물의 종류는 약 3,000여 종이지만, 모두 보석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다. 이 광물 중에서 보석으로 활용되려면 최소한 아름다움, 희소성, 견고성, 전통성, 휴대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현재 보석용으로 사용되는 광물은 약 100여 종이다.

보석의 요건 내용

아름다움
보석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요건이며, 시대와 지역, 개인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임.

희소성
아무리 아름다운 광물일지라도 그 양이 너무 많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다

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견고성

견고하기 위해서 경도와 인성이 커야 함. 경도는 마모나 긁힘에 견디는 능력

이며, 인성 충격에 견디는 성질을 말함. 또 열이나 산·알칼리 등의 약품에 

안전하고 오래 두어도 변질·변색되지 않는 성질을 말함.

전통성
값지고 귀한 보석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온 전통성을 지녀야 함.

휴대성 장신구로서 몸에 지닐 수 있는 크기이면 좋음.

<표 1-1> 보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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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종류

천연 보석은 어디에서 산출되었는가에 따라 무기질 보석과 유기질 보석으로 나뉜다. 무기질 

보석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 또는 자연의 광물에서 생성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

어 등 거의 모든 보석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기질 보석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관계가 깊은 

보석으로 진주, 상아, 호박, 제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공적으로 만든 보석을 인공석이라고 하며, 합성석, 인조석, 모조석으로 분류된다. 합성석은 

천연에 존재하는 보석 광물과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완벽하게 또는 거의 동일하게 제조한 

보석을 말하며, 인조석은 인공 물질이지만 그와 동일한 물질이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

석을 말한다. 모조석은 천연 보석과 외관상 거의 비슷하게 만든 물질을 말하며, 천연 보석과

는 화학적·물리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

보석의 분류 특징

무기질 보석 자연 광물에서 생성된 보석

유기질 보석 생명체와 관계가 깊은 보석

합성 보석 천연 보석과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한 보석

인조 보석 동일한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보석

모조 보석 천연 보석과 외관상은 비슷하지만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보석

<표 1-2> 보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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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질 보석

무기질 보석은 다이아몬드(diamond), 루비(ruby), 자수정, 에메랄드(amerald), 비취 등 대부

분의 보석은 자연에서 산출된 천연 광물이다. 

                   (가) 다이아몬드                                    (나) 루비

                   (다) 자수정                                       (라) 에메랄드

[그림 1-1] 다이아몬드, 루비, 자수정, 에메랄드

2. 유기질 보석

유기질 보석은 조개에서 산출되는 진주와 같이 살아 있는 생명체와 관계가 있는 보석이

다. 진주, 산호, 호박, 상아 등의 보석은 산, 기름, 땀 등에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 진주                                       (나) 산호

[그림 1-2] 진주,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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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 보석

인구의 증가와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고가의 보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요는 증

가하는 데 반해 질이 좋은 원석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고가의 천연 보석을 하려는, 

즉 천연 보석과 동일한 물질을 인공으로 만들어 보려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부단히 시도되

어 왔다. 그러다가 1902년에 프랑스의 베르누이(Bernoulli) 교수가 인공 루비를 육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합성 보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가) 합성 사파이어                                     (나) 합성 루비

[그림 1-3] 합성 사파이어, 합성 루비

4. 인조 보석

인조 보석은 인조 물질로 가공해 만든 보석으로, 이러한 물질은 실험실에서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보석으로는 

YAG(Yittrium Aluminium Garnet), GGG(Gadolinium Gallium Garnet), 큐빅 지르코니아(Cubic 

Zirconia), 스트론튬 티타네이트(Strontium titanate) 등이 있다.  

         (가) 큐빅 지르코니아                                   (나) YAG

[그림 1-4] 큐빅 지르코니아, 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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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조 보석

값진 천연 보석과 외견상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진품과 전혀 다른 물질을 모조석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의 모조석으로 큐빅 지르코니아, YAG, 스피넬(spinel), 강옥

(corundum), 스트론튬 티타네이트, 유리 등이 사용된다.

         (가) 모조 진주                                    (나) 모조 호박

[그림 1-5] 모조 진주, 모조 호박 

 보석의 색

보석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보석의 색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색은 그 디자인의 

프로세스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최상의 도구이다. 다양한 보석의 색에는 

색의 세 가지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색상은 색 자체가 갖는 고유의 특성을 말하고,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낸다. 보석에서의 컬러는 

색상, 명도, 채도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여 색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1. 무색 보석 및 백색 보석

무색 보석 및 백색 보석으로는 다이아몬드 진주, 화이트 오팔(white opal), 고셰나이트

(goshenite), 백수정 등이 있다.

             (가) 고셰나이트                                     (나) 오팔

[그림 1-6] 고셰나이트, 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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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색 보석

적색을 대표하는 보석에는 루비(ruby), 로돌라이트 가넷(rhodolite garnet), 알만다이트 가넷

(almandite garnet), 파이로프 가넷(pyrope garnet), 루벨라이트(rubellite), 사드(sard), 제스퍼

(jasper), 스피넬(spinel) 등이 있다.

          (가) 루벨라이트                                       (나) 루비

[그림 1-7] 루벨라이트, 루비

3. 청색 보석

청색을 대표하는 보석으로는 블루 사파이어(blue sapphire), 튀르쿠아즈(turquoise), 아콰마

린(aquamarine), 토파즈(topaz), 라피스 라줄리(lapis lazuli), 블루 오팔(blue opal), 알렉산드

라이트(alexandrite) 등이 있다. 

        (가) 라피스 라줄리                                  (나) 토파즈

[그림 1-8] 라피스 라줄리, 토파즈

4. 녹색 보석

녹색을 대표하는 보석에는 에메랄드(emerald), 비취, 페리도트(peridot), 데만토이드

(demantoid), 알렉산드라이트(alexandrite), 차보라이트(tsavorite), 공작석, 서펜틴

(serpentine), 어벤추린 쿼츠(aventurine quarts), 크리소프레이즈(chrysoprase), 블러

드스톤(bloodstone), 몰다바이트(moldavit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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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취                                     (나) 말라카이트
[그림 1-9] 비취, 말라카이트

5. 황색 보석

황색을 대표하는 보석으로는 크리소베릴(chrisoberyl), 캐츠아이(cat's-eye), 황수정, 호박, 

골든 베릴(golden beryl), 선스톤(sun stone), 사파이어(sapphire) 등이 있다. 

[그림 1-10] 골든 베릴

6. 분홍색 보석

분홍색을 대표하는 보석으로는 로도나이트(rhodonite), 로도크로사이트(rhodochrosite), 쿤자

이트(Kunzite), 모거나이트(morganite), 로즈 쿼츠(rose quartz) 등이 있다.

          (가) 로도크로사이트                                (나) 로즈 쿼츠

[그림 1-11] 로도크로사이트, 로즈 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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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라색 보석

보라색을 대표하는 보석으로는 자수정, 탄자나이트(tanzanite), 아이올라이트(iolite), 사파이

어(sapphire) 등이 있다.

               (가) 자수정                                   (나) 아이올라이트

[그림 1-12] 자수정, 아이올라이트

8. 회색 및 흑색 보석

회색 및 흑색을 대표하는 보석으로는 헤마타이트(hematite), 스타 다이옵사이드(star diopside), 

오닉스(onyx), 옵시디언(Obsidian), 스타 사파이어(star sapphire) 등이 있다.

          (가) 스타 다이옵사이드                                 (나) 헤마타이트

[그림 1-13] 스타 다이옵사이드, 헤마타이트

 보석의 커팅

보석의 외형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또는 연마된 보석의 모양을 말한다.

1. 텀블링(Tumbling)

원석의 기본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광을 내는 방법이다.

[그림 1-14] 텀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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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시트(Faceting)

여러 형태의 보석 위에 작은 평면, 즉 패시트를 만드는 연마 방법으로 브릴리언트 컷

(brilliant cut), 오벌 컷(oval cut), 페어 컷(pear cut), 마퀴즈 컷(marquise cut), 에메랄드 컷

(emerald cut) 등이 있다.

[그림 1-15] 패시트

3. 캐보션(Cabochon)

각이 없이 돔 형태로 블록하게 연마하는 방법이다.

[그림 1-16] 캐보션

4. 카메오(Cameo)

자유롭고 예술적인 조각 형태의 연마 방법이다.

[그림 1-17] 카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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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의 세팅 기법

1. 프롱 세팅(Prong setting)

프롱 세팅은 난발 세팅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난발로 보석을 고정시켜 금속이 보이는 면을 

최소화시켜, 보석 자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세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석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3발, 4발, 6발, 8발 세팅으로 표현한다.

[그림 1-18] 프롱 세팅

2. 베즐 세팅(Bezel setting)

보석의 거들 부분을 베즐 형태로 양간 올라가게 하는 세팅 방법으로 보석이 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베즐의 금속면이 보석보다 낮게 위치하며, 약 30° 정도의 경사

를 가지고 면이 보석을 감싸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세팅되는 방법이다.

[그림 1-19] 베즐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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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베 세팅(Pave setting)

작은 보석을 세팅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파베 세팅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입체적인 볼륨을 주는 세팅 기법이다. 정교한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과 입체적인 느낌

을 강조하며, 보석이 빛을 받는 위치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그림 1-20] 파베 세팅

4. 채널 세팅(Channel setting)

스퀘어 컷(square cut), 바케트 컷(baguette cut), 테파 바게트 컷(tapered baguette cut) 등

을 이용하여 중심 보석을 장식할 때 많이 이용되는 세팅 방법이다. 직선적인 느낌이 강하

게 형태의 흐름에 맞추어 세팅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림 1-21] 채널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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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비저블 세팅(Invisible setting)

정밀하게 커팅된 보석을 그물 모양의 기본 틀에 정확히 맞추어 세팅하는 방법으로, 프랑

스의 반 클리프 엔 아펠(Van Cleef & Arpels)사에서 최초로 선보인 세팅 기법이다. 보석 

모양이 정사각형이므로 파베 세팅에 비하여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이 특징이므로 정사각

형의 딱딱함을 잘 살리면서 볼륨감 있게 표현해준다.

[그림 1-22] 인비저블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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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보석의 특성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보석 샘플, 종이, 연필, 지우개, 관련 서적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카메라, 프린터, 트위저, 현미경

안전 ･ 유의 사항

Ÿ 보석 샘플을 다룰 때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행 순서

 보석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보석학, 보석 광물에 대한 서적을 참고 자료로 구비한다.

2. 보석 샘플을 준비한다.

[그림 1-23] 보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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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보석 중 조사해 보고 싶은 보석을 몇 개 선택한다.

1. 보석의 외관을 살펴보고 노트에 기록한다.

2. 자료를 활용하여 선택한 보석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을 기록한다.

 선택한 보석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을 조사한다.

1. 보석의 특징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할 때 유의 사항을 검토한다.

2. 대체할 수 있는 보석에 대해서도 고려해 본다.

 수행 tip

Ÿ 보석의 외관을 살펴볼 때 특수 효과 여부도 파악하

면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Ÿ 유기질 보석과 무기질 보석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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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웨딩 반지의 세팅 기법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주얼리 관련 전문지, 패션 관련 잡지, 웨딩 관련 잡지

Ÿ 보석 관련 업체 인터넷 사이트

Ÿ 종이, 연필, 지우개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안전 ･ 유의 사항

Ÿ 조별 인원은 3~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Ÿ 샘플 제품 업체 선정 시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수행 순서

 최근 유행하는 세팅 기법에 대해여 조사한다.

1. 인터넷이나 잡지를 활용하여 반지 제품의 세팅 기법을 조사해 본다.

2. 가장 많이 사용된 세팅 기법을 기록한다.

[그림 1-24] 잡지나 신문에서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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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로 조사할 업체를 선정한다.

1. 예를 들어 티파니(Tiffany & Co.)를 선정하였을 경우, 티파니의 웨딩 반지 시리즈를 조사

한다.

(가) 티파니 세팅         (나) 티파니 하모니        (다) 비드 셋 밴드       (라) 채널 세팅 밴드
                                                      티파니 하모니          라운드 브릴리언트

출처: 티파니 앤 코.(Tiffany & Co.)

[그림 1-25] 티파니 세팅, 티파니 하모니, 비드 셋 밴드 티파니 하모니, 채널 세팅 밴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2. 각 반지의 세팅 기법을 조사한다.

반지명 세팅 기법  보조석 세팅 기법

티파니 세팅 프롱 세팅 없음

티파니 하모니

비드 셋 밴드 티파니 하모니

채널 세팅 밴드 

라운드브릴리언트

<표 1-3> 웨딩 반지 세팅 기법 알아보기

3. 각 반지의 특징을 설명한다.

반지명 특 징

티파니 세팅

티파니의 대표적인 웨딩 반지로, 6개의 프롱으로 다이아몬드

를 반지의 밴드 위로 떠받침으로써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살

리는 기법이다.

티파니 하모니

비드 셋 밴드 티파니 하모니

채널 세팅 밴드 

라운드브릴리언트

<표 1-4> 웨딩 반지의 특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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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한다.

1. 각 조에서 조사한 업체의 주력 웨딩 반지에 대하여 조장이 소개한다.

2. 업체를 대표하는 반지의 세팅 기법을 설명한다.

3. 반지의 특징과 디자인 스토리를 설명한다.

 수행 tip

Ÿ 디자이너에게는 최근 유행과 스타일 파악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보석 세팅 기법의 변화와 그 원인을 

조사해 보고 흥미를 더 가져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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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석 재료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학습 목표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보석 재료를 파악하여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선

택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보석 재료와 디자인 콘셉트 

보석 디자인에서는 보석 재료의 환금성과 재화적 가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귀보석은 아름다움보다 경제성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하지만, 준보석이라면 경제성을 

과감히 배제하고 조형성에 치중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보석 재료를 활용해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할 때에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디자인 콘셉트에 맞추어서 보석을 선정하는 것이다.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 

좀 더 돋보일 수 있지만, 다양하게 보석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요구되는 측면에서는 보석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된다.

둘째는 선택된 보석에 맞추어 디자인 콘셉트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고가

의 귀보석의 경우 보석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디자인의 폭을 넓

히고 중심 보석을 살리기 위해서 보조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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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보석 재료와 디자인 콘셉트 구상하기 1

재료·자료

Ÿ 보석 샘플, 종이, 연필, 지우개  

Ÿ 주얼리 관련 전문지, 잡지

기기(장비 ･ 공구)

Ÿ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안전 ･ 유의 사항

Ÿ 보석 샘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행 순서

 디자인 구상 준비하기

1. 책상 위에 흰 종이와 연필, 지우개, 보석 샘플을 준비한다.

2. 보석 샘플을 흩트려 놓는다.

[그림 1-26] 보석 흩트려 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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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구상하기

1. 보석 샘플을 놓고, 종이 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본다.

2. 샘플을 옮겨 가며 다양한 디자인을 구상해 본다.

[그림 1-27] 보석을 가지고 디자인 구상하기

 디자인 정리하기

1. 보석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 콘셉트를 스케치한 후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2. 스케치된 디자인에서 보석 재료만 교체해 본다.

3. 사진으로 찍어 스크랩를 해 둔다.

 수행 tip

Ÿ 색상별, 형태별로 디자인 콘셉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보석 샘플을 활용한다면 좀 더 많

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Ÿ 같은 디자인 콘셉트이지만 보석 재료의 변화를 통

해서도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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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보석 재료와 디자인 콘셉트 구상하기 2

재료·자료

Ÿ 보석 샘플, 종이, 연필, 지우개 

Ÿ 주얼리 관련 전문지

기기(장비 ･ 공구)

Ÿ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안전 ･ 유의 사항

Ÿ 보석 샘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행 순서

 소비자가 의뢰한 보석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 구상 준비하기

1. 책상 위에 흰 종이와 연필, 지우개, 보석 샘플을 준비한다.

2. 중심이 되는 메인 보석을 가지고 디자인 콘셉트를 만들어 간다.

[그림 1-28] 루비로 디자인을 의뢰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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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의뢰한 보석 재료를 가지고 디자인 구상하기

1. 중심석과 어울리는 보조석을 생각해 본다.

2. 중심석과 보조석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스케치해 본다.

출처: 젬프라이즈.

[그림 1-29] 루비 귀걸이

 수행 tip

Ÿ 아이디어를 구상을 위해 최근 패션 동향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Ÿ 보석의 색을 중심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디자

인 콘셉트 잡기에 유리하다.

 

 디자인 정리하기

   1. 디자인 콘셉트를 스케치한 후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2. 스케치 된 디자인에서 보조석만 교체해 본다.

3. 사진으로 찍어 스크랩을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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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석 감별·감정, 평가와 가격 분석

학습 목표

• 보석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 설정 시 제시

할 수 있다.

• 보석 감정 기관이나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보석 감정·감별 및 평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보석 감별 및 감정, 평가의 개념

보석 감별이란 보석이 어떤 종에 속해 있는가를 구별하며, 구별된 보석이 천연인지, 합성인

지, 처리된 보석인지를 판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석 감정은 보석 감별이 끝난 보석에 대해 등급을 매기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보석 평가는 보석의 감별 또는 감정이 완료된 후 보석의 가치 평가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

여 산정하는 업무이다.

 보석 감별 항목

1. 보석의 색상

보석은 그 보석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색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루비는 커런덤(종) 중에서 적색의 보석을 일컬으며, 다른 색상은 사

파이어라고 불리어진다.

2. 보석의 투명도 

보석의 내부를 들여다볼 때 내부가 맑고, 탁한 정도를 단계화시켜 놓은 것이다. 

3. 보석의 특수 효과

보석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특별한 아름다움이 더해진 것을 말하며, 보석의 표면에 

별 모양이 나타나는 등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4. 굴절률

보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굴절률은 보석의 종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험이다. 보석의 성분 및 결정 구조의 차이로 나타나는 보석의 밀도로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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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포물

보석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관찰함으로써 보석의 진위를 파악하고, 보

석마다 지니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천연과 합성을 구별하기도 한다.

 보석 감정 항목

1. 중량(캐럿, Carat)

보석의 중량 단위로 ‘ct’로 표기한다(예: 1ct = 0.2g).

2. 내포물(Clarity)

내포물의 크기, 숫자, 위치, 성질, 색, 선명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색(Color)

다이아몬드의 경우 무색투명한 것이 좋은 등급이나, 유색 보석의 경우 색이 맑고 균일하

며짙어야 좋은 등급이다.

4. 컷(Cut)

보석의 아름다움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요소 중 대칭과 연마 상태가 좋은 것이 높은 등급

이다.

수행 내용 1 / 감정서 이해하기

재료·자료

Ÿ 감정서 샘플

Ÿ 실습 용지, 연필, 지우개

기기(장비 ･ 공구)

Ÿ 계산기, 카메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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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유의 사항

Ÿ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므로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한다.

Ÿ 한 조는 3~4명으로 구성한다.

수행 순서

 감정서 샘플을 통하여 보석의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1. 중량, 커팅, 색 등급, 투명도 등급 등을 기록한다.

2.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며 적어 내려간다.

출처: 미래보석감정원.

[그림 1-30] 감정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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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미보석감정원.

[그림 1-31] 감정서 샘플

다이아몬드 감정서

중 량 1.01ct

커 팅 라운드 브릴리언트

색 등급 F 

투명도 등급 SI2(어떤 내포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커팅 등급 Excellent

형광성 없음

발급 기관 한미보석감정원

<표 1-5> 다이아몬드 감정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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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tip

Ÿ 다이아몬드 감정서에서 4C 이외에 커팅과 형광성도 

꼭 살펴보아야 한다.

 

 소비자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을 연습한다.

1. 한 사람씩 감정서를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다.

2. 나석일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

.

수행 내용 2 / 감별서 이해하기

재료·자료

Ÿ 감별서 샘플, 실습 용지, 연필, 지우개

기기(장비 ･ 공구)

Ÿ 계산기, 카메라, 컴퓨터 

안전 ･ 유의 사항

Ÿ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므로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한다.

Ÿ 한 조는 3~4명으로 구성한다.

수행 순서

 감별서 샘플을 통하여 보석의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1.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보석명, 중량, 색, 사이즈, 특성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2. 감별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며 적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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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미보석감정원.

[그림 1-32] 감별서 샘플

출처: 미래보석감정원.

[그림 1-33] 감별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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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감별서

보석명 천연 루비(합성과 천연의 진위 여부 파악하기)

루비 중량 7.57ct

색, 투명도 빨강, 투명하다

사이즈 11.21mm × 9.08mm × 7.35mm

컷 오벌 컷

총 중량 14.31g

금 함량 18K

발급 기관 한미보석감정원

<표 1-6> 감별서 읽기

 소비자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을 연습한다.

1. 한 사람씩 감별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다.

2. 나석일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디자인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

 수행 tip

Ÿ 보석의 완제품으로 감별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보석 원석만으로도 감별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Ÿ 보석 감별서와 실물을 함께 비교하며, 정확도를 점

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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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보석의 종류, 색, 커팅 등을 설명하고, 샘플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다.

• 보석 세팅 기법을 설명하고,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보석을 보여 주고,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준다.

• 국내외 유수의 감정 기관 및 교육 기관의 자료와 뉴스를 비치하여 보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방법

• 보석의 종류, 색, 커팅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쉽게 이해한다.

• 보석 세팅 기법을 이해하고, 제품에 따라 세팅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 다양한 보석을 살펴보고 디자인에 응용한다.

• 국내외 유수의 감정 기관 및 교육 기관의 자료와 뉴스를 비치하여, 보석 시장 현황과 제품의 

흐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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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보석의 특성 및
세팅 기법 조사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선호 보석 종류, 색상, 

커팅, 세팅 기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보석 재료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보석 재료를 

파악하여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보석 감정·감별, 
평가와 가격 분석

- 보석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 설정 시 제시할 수 있다.

- 보석 감정 기관이나 관련 전문 서적을 통해 보석 

감정·감별 및 평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확보할 

수 있고,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보석의 특성 및
세팅 기법 조사

- 보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보석과 색에 대한 지식 

- 보석 커팅 종류와 세팅 기법에 대한 지식

보석 재료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보석을 활용한 디자인 콘셉트 도출 여부

- 디자인을 계획한 후 보석 선택

보석 감정·감별, 
평가와 가격 분석

- 보석 감정과 감별에 대한 이해와 감정서와 감별서 

이해

- 재료별 가격 분석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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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보석의 특성 및
세팅 기법 조사

- 보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 보석과 색에 대한 지식 이해

- 보석 커팅 종류와 세팅 기법에 대한 지식

보석 재료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보석을 활용한 디자인 콘셉트 도출

- 디자인을 계획한 후 보석 선택

보석 감정·감별, 
평가와 가격 분석

- 보석 감정과 감별에 대한 이해와 감정서와 감별서 

이해

- 재료별 가격 분석표 이해

피 드 백

1. 서술형 평가

  - 보석의 종류 및 색, 커팅, 세팅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보석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보석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콘셉트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 보석 재료별로 가격을 산정하는 연습을 통해 피드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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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보석 재료 조사하기

학습 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학습 3 신소재 조사하기

학습 4 재료 원가 조사하기

2-1. 귀금속 종류와 디자인 콘셉트 

학습 목표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선호 귀금속 종류와 가공 기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귀금속 재료를 파악하여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귀금속의 종류

귀금속 재료로 사용되는 ‘귀금속’은 귀한 특성을 가진 금속으로, 화학적 안정성과 내구성

이 뛰어나고 색이 아름다우며, 경제적인 가치로서도 희소성이 있는 고가의 금속을 말한다.

대표적인 귀금속은 금(Au), 은(Ag), 백금(Pt) 등 3개의 금속을 말한다. 이 밖에도 팔라듐(Pd), 

이리듐(Ir), 로듐(Rh), 루테늄(Ru), 오스뮴(Os) 등 백금족(PGM: Platinum Group Metals) 금속이 

귀금속 재료에 포함된다.

1. 귀금속의 종류

(1) 금(Au)

   금은 고대로부터 화폐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장신구와 각종 예술품들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순금은 무르고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합금으로 경도를 높여 

제품을 만든다. 금 합금에서 금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 캐럿(carat: K)이다. 순금을 24K

로 하고, 합금에 들어 있는 순금의 무게 비로 캐럿(K)을 정하는데, 합금 속의 순금 무

게를 합금 전체 무게로 나누고 24를 곱하면 캐럿이 얻어진다. 따라서 18K 금은 순금 

함량이 75%이고, 14K 금은 순금 함량이 5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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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 : 합금의 비율 녹는점 비중

24캐럿 금(24K) 24:0 (100%) 1945℉ (1063℃) 19.32

22캐럿 금(22K) 22:2 (92%) 1724℉ (940℃) 17.2

18캐럿 금(18K) 18:6 (75%) 1660℉ (904℃) 16.15

14캐럿 금(14K) 14:10 (58%) 1476℉(802℃) 13.4

10캐럿 금(10K) 10:14 (42%) 1447℉(786℃) 11.6

<표 2-1> 금의 합금 비율과 녹는점, 비중

(2) 은(Ag)

   은은 고대로부터 금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져 온 금속이다. 은은 연성과 전성이 아주 

우수하고 무른 금속인데, 금보다는 약간 더 단단하다. 금보다는 덜하지만 은 역시 재화

적 가치가 높고 인체에 무해한 금속이다. 단점은 공기 중에 쉽게 산화한다는 것이다.

구분 녹는점 비중

999.9 은 1760.9℉(960.5℃) 10.5

925 은 1640℉(893℃) 10.4

<표 2-2> 은의 녹는점과 비중

(3) 백금(Pt)

   백금은 경도가 낮아 약간의 열 풀림으로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또 광택이 가장 높

은 광물 인데다가 아름다운 백금 광택을 띄고 있어, 귀금속 중에서도 인기가 높고 비

싼 편에 속한다. 백금은 주로 사광상(보석의 모암이 풍화 작용으로 분해되어 그 퇴적물

이 쌓여서 만들어진 광상)이었던 곳에서 산출되는데, 자갈의 형태로 아주 작게 산출된

다. 덩어리 형태의 원석은 실제 세공된 백금보다 더 희소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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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성질

팔라듐(Pd) 가공하기 유연하고, 양호하다.

로듐(Rh) 상온에서 가공하기 불가능하다.

이리듐(Ir) 상온에서 가공하기 불가능하다.

오스뮴(Os) 상온에서 산화·증발해 가공이 불가능하다.

루테늄(Ru) 전연성이 부족하며, 가공이 어렵다.

<표 2-3> 백금족의 종류와 성질

수행 내용 / 금의 순도 계산하기

재료·자료

Ÿ 연필, 지우개, 공책

기기(장비 ･ 공구)

Ÿ 계산기

안전 ･ 유의 사항

Ÿ 계산식이 틀리지 않도록 공식을 바르게 이해한다.

 

수행 순서

 순도가 높은 금을 순도가 낮은 금으로 만들 때에는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X = A(B - C)/C

X: 금을 제외한 첨가해야 될 금속의 중량

A: 현재 가지고 있는 금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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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 가지고 있는 금의 순도

C: 원하는 금의 순도

1. 순금 37.5g을 가지고 K18의 합금을 만들어 보자.

  X = 37.5(24 - 18)/18 = 225/18 = 12.5

  즉, 순도 37.5g에 합금 금속 12.5g을 합금하면 K18이 되고, 합금 후의 전체 중량은  37.5 

+ 12.5 = 50g이 된다.

2. 위의 식을 토대로 K14의 합금을 만들어 보자.

3.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서로 풀어 본다. 

 순도가 낮은 금을 순도가 높은 금으로 만들 때에는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X = A(C - B) / 24 - C

X: 금을 제외한 첨가해야 될 금속의 중량

A: 현재 가지고 있는 금 중량

B: 현재 가지고 있는 금의 순도

C: 원하는 금의 순도

1. K14 37.5g을 가지고 K18의 합금을 만들어 보자.

  X= 37.5(18 - 14) / 24 - 18 = 150 / 6 = 25

  즉, K14 37.5g에 순금 25g을 합금하면 K18이 되고, 합금 후의 전체 중량은 37.5 + 25 = 

62.5g이 된다.

2. 위의 식을 토대로 K22의 합금을 만들어 보자.

3. 여러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서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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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금속 평가와 가격 분석

학습 목표

• 귀금속 재료별 가격 기준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 산정 시 제시할 수 

있다.

• 귀금속 감정 기관 등을 통해서 귀금속 재료의 품위 감정과 검품을 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귀금속 가격 분석

국제 귀금속 거래에 기준 가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곳은 런던금시장협회(LBMA: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에서 발표하는 가격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 일반적으로 국제 금 가격을 비롯하여 귀금속 가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LBMA는 Gold Deliverly Bar(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된 골드바)를 지정하는 기관으로, 세계 

유수의 금거래 은행들이 참여하여 하루에 두 번 가격을 고시한다.

국내에서는 KoreaPDS(http://www.koreapds.com)에서 금 가격을 비롯한 다른 귀금속 가격 자료

나 COMEX 가격 자료,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제공한다. 또 국내 귀금속과 다이아몬

드의 시세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한국금거래소와 한국표준금거래소 등이 있다.

출처: 한국금거래소.

[그림 2-1]  국내 귀금속 시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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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품위 감정

금을 거래할 때 합금된 금, 순금 제품, 덩어리 금으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금에 대한 함량 표

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함량을 표기해 주는 곳을 금 함량 검사소, 즉 ‘금 감정원’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는 약 4곳의 금 함량 검사를 해 주는 감정원이 있다.

이 감정원들은 검사 완료 후 99.99%, 18K, 14K 등 금의 비율(%) 함량과 함께 자신들의 감정 

마크를 금에 각인해 준다. 이는 금 거래에 있어서 각인되어 있는 금의 함량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귀금속 KS표준은 2012년 1월 7일에 시행되었으며,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에 등록된 

감정원은 (사)한국귀금속중앙회의 ‘금’자 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의 ‘태극’마크, 

홀마크연구소(주)의‘무궁화 홀’마크, ㈜코리아주얼리감정원의 마크가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

되는 귀금속 품위 감정 마크이다.

[그림 2-2] 귀금속 각인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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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자 마크                                         (나) ‘태극’마크

      (다) ‘무궁화 홀’마크 

[그림 2-3] ‘금’자 마크, ‘태극’마크, ‘무궁화 홀’마크

수행 내용 /  귀금속 함량 설명하기

재료·자료

Ÿ 필기도구

Ÿ 귀금속 제품 샘플, 귀금속 제품 사진 샘플

기기(장비 ･ 공구)

Ÿ 트위저, 루페

안전 ･ 유의 사항

Ÿ 귀금속 제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Ÿ 각 조는 3~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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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순서

 조별로 귀금속 제품을 나누어 준다.

1. 귀금속 제품을 금, 은, 백금으로 구분해 본다.

2. 함량별로 구분해 본다

[그림 2-4] 귀금속 제품

 18K, 14K, 은을 구분하여 각인된 상태를 기록한다.

18K 골드, 화이트 골드의 여부도 확인해 본다.

[그림 2-5] 18K 금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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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4K 금제품

[그림 2-7] 925 제품

 조별로 제품을 확인한 후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

1. 조원들은 각자 제품을 선택한 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

2. 제품의 종류와 함량 여부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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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귀금속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 귀금속 가공 방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한다.

• 금의 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귀금속 품위 감정과 감정 기관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 방법

• 귀금속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귀금속 가공 방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주얼리 디자인에 적용해 본다.

• 금의 순도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 귀금속 품위 감정과 감정 기관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5

학습 2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귀금속 종류와 

디자인 콘셉트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선호 귀금속 종류와 가

공 기법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귀금속 재료를 

파악하여 디자인 콘셉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귀금속 평가와

가격 분석

- 귀금속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 산정 시 제시할 수 있다.

- 귀금속 감정 기관 등을 통해서 귀금속 재료의 품위 

감정과 검품을 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귀금속 종류와 

디자인 콘셉트

- 귀금속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

- 귀금속 가공 기법에 대한 이해

- 귀금속을 이용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능력

귀금속 평가와

가격 분석

- 귀금속 가격 분석에 대한 이해

- 귀금속 품위 감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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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귀금속 종류와 

디자인 콘셉트

- 귀금속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

- 귀금속 가공 기법에 대한 이해

- 귀금속을 이용한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 능력

귀금속 평가와

가격 분석

- 귀금속 가격 분석에 대한 이해

- 귀금속 품위 감정의 이해

피 드 백

1. 서술형 평가

  - 귀금속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귀금속 가격 분석과 품위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귀금속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구성하고 피드백한다.

  - 귀금속 품위 감정 기관과 발급 방법을 연습을 하고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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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보석 재료 조사하기

학습 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학습 3 신소재 조사하기

학습 4 재료 원가 조사하기

3-1. 신소재와 가격 동향

학습 목표

• 보석과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특성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신소재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신소재 보석 재료

신소재란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창출함으로써 고도의 기능, 구조 특

성을 실현한 재료를 의미한다. 

보석 재료로서의 신소재는 소재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주얼

리를 부의 상징과 환금성이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패션의 일부로 인식되어짐

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금속과 함께 사용하는 소재 융합으로 다양한 재료를 장신구에 적용한 작품이 유행하고 있으

며, 전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소재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신소재의 종류 

1. 서지컬 스테인리스(Surgical Stainless Steel) 316L

스테인리스강은 탄소, 실리콘, 망간, 구리, 규소 등을 함유한 금속이다. 스테인리스강의 종

류와 활용은 다양하나, 스테인리스강 316L이 주얼리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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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316L은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내구성, 내마모성, 내부식

성에 강하여, 주얼리의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지컬 스테인리스

강(Surgical Stainless Steel) 316L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 텅스텐(Tungsten) 

텅스텐은 스웨덴 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을 가진, 굳고 단단한 백색 또는 회백색의 금

속 원소이다. 밀도가 금과 비슷하여 보석에서 금이나 백금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0년대 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귀금속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과 텅스텐을 사용한 주얼리 제품의 출시를 늘였다. 다이아

몬드 다음으로 높은 경도를 가진 텅스텐은 스크래치가 쉽게 발생하지 않고 고온에 강하며 

광택이 오래가고 쉽게 변색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3. 티타늄(Titanium)

티타늄을 이용한 주얼리는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과 

미국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황금 문화권인 아시아 시장에서도 선보이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티타늄 주얼리는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 층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시장 점유를 늘리고 있

다. 티타늄은 의학용품으로 사용될 만큼 인체에 무해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으며, 항

공 산업 및 군사용으로도 쓰일 정도로 가볍고 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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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주얼리 재료로 적합한 신소재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주얼리 관련 전문지, 패션 관련 잡지, 웨딩 관련 잡지

Ÿ 패션 관련 인터넷 사이트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터, 카메라

안전 ･ 유의 사항

Ÿ 새로운 소재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재 중 주얼리 제품에 활용되는 것을 알아본다.

Ÿ 열린 사고를 통해 소재의 다양성을 확인한다.

 

수행 순서

 최근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트렌드를 분석한다.

1. 패션 전문지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소재 기사를 스크랩한다.

[그림 3-1] 주얼리와 패션 관련된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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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얼리 관련 동향이나 연구 보고서 조사를 한다.

출처: 2015 월곡주얼리 연간 리포터.

[그림 3-2] 다양한 소재로 제품을 구성한 예

 이색 소재를 가지고 주얼리 제품에 활용한 재료를 조사한다.

이색 소재를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주얼리 제품을 알아본다.

소 재 주얼리 제품 설명 예

단추 단추를 여러 개 엮어 브로치를 만든 제품

우골 소의 뼈를 고아 주얼리 소재로 활용한 제품

LED LED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천

조개껍데기

유리

나무

<표 3-1> 주얼리 제품에 활용한 재료 조사하기

 수행 tip

Ÿ 사진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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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소재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학습 목표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소재를 파악하여 디자인 개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 21세기 주력 산업 기술인 신소재와, 주얼리 산업의 기 사용 소재를 기술 접목하여 

디자인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신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 

소재의 재발견이나 신소재의 등장은 디자이너의 창의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유연함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비자들도 변화되고 개

성 있는 디자인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귀금속과 보석 재료에만 국한되어 있던 주얼리 시장에서 벗어나 아크릴, 타일, 종이, 실, 나

무, 자개, 복합 재료, LED, 우골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에서부터 처음 접하는 소

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주얼리 시장 소비층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1. LED 주얼리

조명으로 사용하는 LED를 주얼리와 접목한 디자인으로, 어두운 곳에서 들어갔을 때 밝혀 

준다. LED 주얼리는 주얼리 시장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주는 좋은 예이다.

출처: 동신대학교 이대건 작(作).

[그림 3-3] LED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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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크릴  주얼리

아크릴을 주얼리 제품에 접목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출처: 서애란 작(作).

[그림 3-4] 아크릴 주얼리

3. 우골 주얼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 소의 뼈를 주얼리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조

금만 생각해 보면 주변의 흔한 소재들도 주얼리 디자인의 다양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출처: 서애란 작(作).

[그림 3-5] 우골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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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광 주얼리

형광 주얼리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제품의 컬러가 변화된다. [그림 3-6]에 소개된 작

품은 이니셜을 형광 물질로 새겨 이니셜 컬러에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형광 물질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출처: 펠레시티

[그림 3-6] 형광 주얼리

5. 천 주얼리

천연 염색이 된 천과 은이 조화를 이루어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사과 브로치로 표현되어 있다.

출처: 최찬희 작(作).

[그림 3-7] 천 주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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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리 주얼리

유리 공예와 주얼리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유리를 소재로 한 제품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지만, 주얼리의 소재로 유리는 매력적이며 아름답다.

출처: 이문주 작(作).

[그림 3-8] 유리를 활용한 주얼리 제품

수행 내용 / 신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구상하기

재료·자료

Ÿ 국내외 패션 잡지, 귀금속･보석 관련 신문 및 잡지 등

Ÿ 인터넷이나 관련 사이트를 통한 조사 자료

Ÿ 연필, 지우개, 종이

Ÿ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단추, 나무, 종이, 실, 등)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카메라,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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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유의 사항

Ÿ 다양한 매체와 신소재를 활용한 주얼리 디자인 제품을 알아본다.

Ÿ 창의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작업이므로, 타인의 작품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수행 순서

 주얼리에 활용 가능한 신소재를 알아본다.

1. 현재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이색 재료 중 본인이 디자인할 소재를 선정한다. 

2. 재료를 구입한다.

[그림 3-9] 다양한 소재의 재료 

 수행 tip

Ÿ 제품으로 착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인지, 견고한지 등

을 살펴보고 무게, 아름다움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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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1. 준비된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한다.

2. 제품을 만들 때의 주의 사항을 생각해 본다.

 발표한다.

1. 선정된 소재로 디자인의 콘셉트와 주의 사항을 한 사람씩 발표한다.

2.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며, 신소재에 대한 재료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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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3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신소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신소재 보석 재료를 설명한다.

• 보석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 신소재를 활용한 보석 디자인 자료를 제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신소재 가격 조사 방법을 제시해 준다.

학습 방법

• 보석에서 신소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재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보석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고,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다.

• 신소재를 활용한 보석 디자인 자료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 구상에 응용할 수 있다.

• 신소재 가격 조사 방법을 습득하여 가격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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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3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신소재와 

가격 동향

- 보석과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특성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 신소재 재료별 가격 기준 분석표를 도출하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신소재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디자인 개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소재를 파악하

여 디자인 개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 21세기 주력 산업 기술인 신소재와, 주얼리 산업의 

기 사용 소재를 기술 접목하여 디자인 개발에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신소재와 

가격 동향

- 신소재의 특성 이해

- 귀금속 재료로 사용되는 신소재의 종류 이해

- 보석으로 사용되는 신소재의 종류 이해

- 신소재 가격 조사 방법 제시

신소재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다양하게 사용되는 보석 재료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응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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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신소재와 

가격 동향

- 신소재의 특성 이해

- 귀금속 재료로 사용되는 신소재의 종류 이해

- 보석으로 사용되는 신소재의 종류 이해

- 신소재 가격 조사 방법 제시

신소재를 통한 

디자인 콘셉트 

구상

- 다양하게 사용되는 보석 재료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에 응용 여부

피 드 백

1. 서술형 평가

  - 신소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신소재 종류에 대해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이색 소재에 대해 이해하고, 보석 재료로 연결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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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보석 재료 조사하기

학습 2 귀금속 재료 조사하기

학습 3 신소재 조사하기

학습 4 재료 원가 조사하기 

4-1. 재료 원가 조사 방법 

학습 목표
• 국내외 시세 동향을 파악하여 원재료비를 조사하고, 시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감정 기관을 활용한 원재료 검품 및 평가 후 원가를 조사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국내외 시세 동향

1. 국제 금 시세 동향

국제 금 시세는 3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2015년 3분기(7~9월) 국제 금 시세는 평균 

온스당 1,124.01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하락했으며, 2015년 2분기 대비 5.8% 하락

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5년 7월 금시세는 평균 온스당 1,130.04달러로 전월 대비 4.3% 하락

한 이후, 8월에는 1,117.47 달러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으나, 9월에는 1,124.53달러로 전

월 대비 0.6% 상승했다.

출처: 월곡주얼리재단.

[그림 4-1] 월별 평균 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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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재단.

[그림 4-2] 분기별 평균 금 가격

2. 국내 금 시세 동향

국내 귀금속 시세는 국제 표준 가격에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이에 더불어 부가세 및 

수입 관세 등이 적용되어 책정된다. 그래서 보통은 국제 가격 변동이 국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국제 시세가 올라도 국내 금값은 내리는 경우도 있다. 금의 경우, 수입 

금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는 국제 가격에 환율을 적용한 값을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 전문 

기업들이 수입 비용과 중간 이윤(margin) 등을 더한 프리미엄을 0.3~0.7% 정도 적용하여 

국내 금 시세를 책정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련 금, 즉 고금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 업자들의 금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금 가격 또

한 업체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때로는 국제 표준 가격(국제 가격에 환율을 적용

한 값)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 시세에 ‘온스’나 ‘그

램’이 아닌 ‘돈’단위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 가격과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4-3] 2015 월별 평균 국내 금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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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국내외 은 시세 동향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주얼리 동향 연구 자료

Ÿ 금은 시세 관련 인터넷 사이트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터

안전 ･ 유의 사항

Ÿ 시세는 하루에도 몇 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입해야 한다.

Ÿ 국제 시세, 도매 시세, 소매 시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행 순서

 국제 은 시세 동향을 조사한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2. 주얼리 동향 연구 자료를 활용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4-4] 분기별 평균 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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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4-5] 분기별 평균 은 가격

3. 국제 은 시세 동향을 파악한다.

2015년 3분기(7~9월) 국제 은 시세는 평균 온스당 14.9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 하락

했으며, 2015년 2분기 대비 9.1% 하락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2015년 7월 은 시세는 평균 온스당 15.07달러로 전월 대비 6.4% 하락했

으며, 이후 8월에는 전월 대비 0.9% 하락한 14.94달러, 9월에는 전월 대비 1.5% 하락한 

14.72달러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저액으로 3분기를 마감했다.

 국내 은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1.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2. 주얼리 동향 연구 자료를 활용한다.

3. 국제 은 시세 동향을 파악한다.

국내 은 시세는 7월 1돈당 2,226원으로 전월 대비 3.5% 하락했으나, 8월에는 2,278원으로 

전월 대비 2.3% 상승, 9월에는 2,246원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64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4-6] 2015 월별 평균 국내 은 시세

 수행 tip

Ÿ 자료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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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매 가격 적합성 조사 

학습 목표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시장 가격 조사

소비자 가격과 재료 원가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거래되는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소비자들도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력이 가지고 있어서  보석의 

가격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로서의 가격 조사는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높이

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 타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가격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행 내용 1 / 보석 가격 현장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필기도구

기기(장비 ･ 공구)

Ÿ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안전 ･ 유의 사항

Ÿ 업체를 방문할 때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나 혼잡한 시간은 피하도록 한다.

Ÿ 한 조에 3~4명이 넘지 않도록 인원을 구성한다.

Ÿ 한 업체의 가격을 조사하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조사하여 비교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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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순서

 조사할 보석 목록을 작성한다.

1. 구매하고 싶은 보석이나 조사하고 싶은 보석 목록을 작성한다.

2. 보석 목록을 구체화한다.

3. 보석 가격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조사할 지역을 선정한다.

1. 귀금속 도매 시장이 형성된 어느 지역으로 현장 조사를 나갈지 결정한다.

2. 인터넷이나 주얼리 업체 사이트를 통해 방문 업체를 미리 선정해 둔다.

[그림 4-7] 종로 귀금속 상가

 현장 조사를 나간다.

1. 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정리해 둔다.

2. 보석 가격 체크리스트에 가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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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즈(7mm×10mm) A 업체 B 업체 C 업체

가격 4,000원 3,500원 4,000원

색 상 중 중

내포물 상 중 상

커팅 중 중 상

<표 4-1> 보석 가격 조사 리스트

 결과물을 만든다.

1. 조사한 목록을 토대로 조별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결과를 다른 조와 공유한다.

 수행 tip

Ÿ 조사 목록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업체

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주를 조사할 경우에 비드인지 낱알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담수인지 해수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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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재료에 따라 보석 가격 산정하기

재료·자료

Ÿ 필기도구, 종이

Ÿ 샘플 보석

기기(장비 ･ 공구)

Ÿ 계산기

안전 ･ 유의 사항

Ÿ 가능한 한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가격을 측정해 본다.

 

수행 순서

 가격을 산정할 주얼리 제품을 선정한다.

1. 제품을 분석한다.

2. 중심석과 보조석의 사이즈를 측정한다.

3. 중심석과 보조석의 개수를 센다.

출처: 젬프라이즈.

[그림 4-8] 가격 산정 샘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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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산정할 주얼리 제품을 선정한다.

1. 기존의 제품으로 가격을 산정해 본다.

2. 중심석과 보조석의 변경된 경우의 가격을 산정해 본다.

중심석 가격

사파이어 700,000원

합성 사파이어 120,000원

토파즈

루비

아콰마린

자수정

<표 4-2> 중심석이 변경된 경우의 가격

보조석 가격

다이아몬드 450,000원

큐빅 지르코니아 15,000원

수정

사파이어

<표 4-3> 보조석이 변경된 경우 가격

 수행 tip

Ÿ 보석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며, 보석을 변경하여 

원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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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4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국내외 시세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 국내 주얼리 시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방법을 설명한다.

•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 시장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 방법

• 국내외 시세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주얼리 시장 가격 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 국내 주얼리 시장에 대해 현장 조사 방법을 이해하고, 시장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판매 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다.

• 시장 가격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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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4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재료 원가 조사

방법

- 국내외 시세 동향을 파악하여 원재료비를 조사하

고, 시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감정 기관을 활용한 원재료 검품 및 평가 후 원가

를 조사할 수 있다.

판매 가격 적합성

조사

- 소비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제품 판매 가격의 적

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서술형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재료 원가 조사

방법

- 해외 시세 동향의 이해와 해석

- 국내 시세 동향의 이해와 해석

- 시장 보고서의 작성

- 가격 평가 후 원가 산정

판매 가격 적합성

조사
-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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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재료 원가 조사

방법

- 해외 시세 동향의 이해와 해석

- 국내 시세 동향의 이해와 해석

- 시장 보고서의 작성

- 가격 평가 후 원가 산정

판매 가격 적합성

조사
-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가격 산정

피 드 백

1. 서술형 평가

  - 국내외 시장 동향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시장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확인한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국내외 시장 동향을 활용하여 시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피드백한다.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연습을 통해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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