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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첸카 소개



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자존감 쥬얼리 : 나스첸카나를 나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자존감 쥬얼리 : 나스첸카



나스첸카는 대한민국 전통미를 사랑합니다. 

항상  옛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내외에 두터운 마니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he most desirable KOREA's ICONIC design, NASCHENKA 

나스첸카 작품들은 김성은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기획하고  

수십 년 경력의 보석 세공 장인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스첸카는 이 모든 작업들을 국내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토산품 주얼리 브랜드로서  

면세점에 입점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최고의 핸드메이드 주얼리 브랜드입니다.



온라인은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과 나스첸카 공식 웹사이트 www.naschenka.com 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영 쇼룸과 호텔 기프트샵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서초 나스첸카 쇼룸  

플라자호텔 서울, 기프트샵 

http://www.naschenka.com
http://www.naschenka.com


최근에는 사극에 대한 열풍으로 옥과 비취, 산호, 호박 등의 전통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패션의 메카 유럽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전통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 사극이나 영화의 전통 장신구는 대부분 저희 나스첸카 에서 협찬 제작을 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저희 브랜드는 국내 대기업 임원들이 해외 일본, 중국, 유럽 등에 거주하는 중요한 바이어를 위한 선물을 위

해 선택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6년 KBS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는  

주인공 이 영(박보검)의 상투관을 위해 제작진과 협업하여 

특별히 제작하여 협찬하기도 했습니다. 



“철인왕후”는 2020년에 공식 협찬한 tvN 드라마로 

한국, 중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크게 히트한 작품입니다. 

인기에 힘입어 코리아 타임즈에서 2021년 12월 14일 자  

특별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https://www.koreatimes.co.kr/www/culture/2021/03/135_305354.html



“김성은 대표가 직접 디자인 기획하고  

수십년 경력의 보석 세공 장인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핸드메이드 쥬얼리” 

나스첸카는 대한민국의 전통 공예 기술을 지켜내는 회사입니다 

사라져가는 가장 한국적인 쥬얼리를 지금도 

오롯이 장인분들의 손으로 제작하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공예를 사수해 나가는 과정에 따뜻한 이해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NASCHENKA MAKING STORY
나스첸카 작품 제작 이야기 [떨잠 브로치 편]



한국 전통 장신구중 떨잠이라는 장신구는 '떨철판자'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장식을 말한다. 왕비
를 비롯한 상류층 부녀자가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이미 드라마 TV 속 나스첸카 의 협찬 장신구를 통해 눈에 많이 익은 장신구 이기도 하다. 이마 윗부분 즉 머리 
앞 부분에 꽂는 걸 ‘선봉잠’이라 하며 대부분 나비 문양의 옥판으로 셋팅하고, 좌우에는 원형 떨잠으로 장식
하곤 한다.  

떨잠의 가장 큰 특징은 옥판 위에 가느다란 은사로 용수철 모양의 떨을 만들어 부착하고다시 그 끝 부분에 
꽃, 새, 나비 모양의 떨새를 붙이는데 이것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떨게 되어있어 머리에 율동감을 주고 화려
한 느낌으로 연출이 된다. 박물관의 떨 뒤꽂이를 보면 대부분 옥판이 흔들리고 돌아가게 셋팅되어 있다.  우
스개소리로 떨 뒤꽂이를 나스첸카에서 실물로 처음 보신 분들의 첫 반응은 옥판의 흔들거림을 작품의 오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것은 역사의 고증 그대로 작업했기에 흔들거림의 본래의 
형태임을 알려드린다. 

이번에 소개되는 나스첸카 떨잠 브로치는 이 떨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 해석하여 머리에만 하는 옛날 장신
구라는 기존 개념을 과감히 탈피, 목걸이 겸용 퓨전 떨 브로치라는 김성은 디자이너 & 대표의 아이디어로  6
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최고난이도 정통 은 세공기법으로 완성되었다. 

자체 품평회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몇 안되는 작품중 하나로 디자이너와 세공장인 모두 인정한 그러한 작품
이다. 

먼저 소개하는 작품은 꽃잎 원형 떨 브로치이다. 

기본이 되는 가로세로 7cm 정도되는 옥판은 꽃잎 모양으로 세공되었으며 나스첸카 공방의 브로치 세공기술
로 뒷 판에 옷핀과 목걸이용 고리를 세공하였다. 

브로치 제작은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작업같으나 옷에 부착시, 덜렁거림이라던가 처짐 문제, 원석의 무개에 
따른 옷 핀의 강도, 원석을 고정해주는 뒷판의 강도와 세공기술등 많은보이지 않은 기술을 필요로하는 고 난
이도 작업이다. 기계로는 불가능하며 숙련된 장인의 손기술로 처음 부터 끝까지 제작된다. 

꽃잎 떨 브로치의 앞판에는 가운데 핑크색 천연산호를 중심으로 세 마리의 나비 두마리의 학으로된 떨이 원
형으로 배치되었다.  

두 개의 천연 진주, 두 개의 호박, 두 개의 산호 빛 구술은 서로 대칭을 이루며 떨 주위에 다시 원형으로 배치
되었다. 그 하나 하나가 꽃잎이 되어 전체적으로 꽃밭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백옥 위에 떨의 파르라니 떨리는 장식은 학과 꽃과 나비를 은 조각 세공하여 섬세하게 움직이도록 장식하였
고 백옥 위에는 얇은 실버 판을 이중으로 조각 세공하여 불로초무늬 위에는 꽃이 조각되어  더욱 더 화려함을 
표현되었음을 눈여 겨 볼 필요가 있다.정통 떨잠이기 때문에 청색 파란 입힘 작업을 놓치지 않음은 물론이다. 

특히나 은 세공 기본에 골드 도금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골드빛이 화려하면 자칫 화려하기만 할 뿐 골동 장
신구의 빈티지스러움이나 무게감이 없어지기에 특수 도금 기법을 연마하여 오래된 듯, 빛바랜 듯, 유물인 듯 
오묘한 색감을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꽃잎  떨 브로치는 초기 제작 시. 단 두 작품만 제작되었다. 뒷면에 각인된 나스첸카 로고와 함께 이 세상에 
두개만 존재하는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다시 제작된다 하더라도 천연 소재를 사용하는 관계로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은 나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으나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나스첸
카 수공 작업의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두번째 소개드리는 작품은 나비 떨 브로치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려한 나비를 컨셉으로 제작되었
다. 가로는 꽃잎 떨 브로치보다 크며(약 7.5cm) 세로는 작다(5cm) 

중앙에는 나비몸통 모양의 틀 위에 작은 산호빛 구슬로 눈을, 큰 산호빛 구슬로 가슴을, 그리고 전통 기법에
선 자주 사용되지 않은 터키석으로 배를 연출하여 세공하였는데, 터키석의 신비한 푸르름이 한층 현대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중앙 나비를 중심으로 두마리의 나비, 두마리의 학으로 구성된 네 개의 떨이 배치되었으며 다시 두개의 호
박, 두 개의 천연 진주가 나비의 날개를 장식한다. 

나비 떨 브로치는 꽃잎 떨 브로치와 달리 사용된 소재의 제약으로 인해 아쉽게도 초기 제작 시 우선 한 개 만 
제작할 수 밖에 없었지만 더 유니크한 가치로 소장될 작품이기도 하다. 

착용시 꽃잎 떨 브로치에 비해 한층 귀여워 보여 보이며 그 귀여움이란 것이 앙증 맞다거나 큐트하다거나 하
는 느낌이 아닌 기품있는 귀여움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20대 여성의 가슴에 브로치로 연출된 그 모습을 본

다면, 조신하게 잘 성장한 양갓집 규수임이 끄덕여지는 힘이 있는 장신구가 바로 나스첸카 궁중 장신구 이
다.  

두 작품 모두 뒤 면에는 목걸이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 브로치와 목걸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
한 것이 또다른 매력이다. 또한 노리개 술에 부착하면 현대적 감각의 완벽한 노리개로 재 탄생된다. 

전통이라고 해서 서랍이나 장농속에 고이 모셔두는 작품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패션의 완성을 점 찍어주는 
작품으로, 착용시 화사한 느낌으로 피부톤이 밝아보이며 그 크기로 인해 얼굴이 작아보이는 착시효과까지 
나타난다.  

귀엽게 살랑거리는 떨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나스첸카 떨 브로치를 착용하고 햇살을 받으며 
라떼 한 잔을 함께하면 기분까지 좋아 진다. 

나스첸카는 전통 궁중 장신구라 하여 전통스럽게만 고집하지 않는다. 나스첸카 김성은 실장은 궁중장신구
을 디자인 할 때 먼저 스토리부터 만든다.  

언젠가 할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 었을때,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세대에서 세
대를 넘어  여인에서 여인으로 전달되는 애틋한 사랑의 징표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집안의 유물이 되는 멋진 궁중 장신구를 만들어 가족 간의 사랑의 끊이지 않는 여인들만의 속닥속닥 사랑의 
메신저 장신구를 만들고 싶은 게 그녀의 꿈이자 바램이라 한다. 

고부간의 갈등 없이 여자끼리 사이 좋은 집안이 평온하고 남편을 비롯해 모든 일이 잘 되기 마련이다 (웃음) 

우리 조상들이 즐겨 착용하였고 간직하였던 전통 규방 장신구의 현대화, 이제 나스첸카의 어깨가 무겁다. 나
스첸카의 환생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EPILOGUE
로고 / 매경 보도자료 / 나스첸카 19년 발자취 / 연락처 안내



로고 디자인
로고 / 매경 보도자료 / 나스첸카 19년 발자취 / 연락처 안내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 나스첸카 쥬얼리 나스첸카는 고전을 사랑하고 옛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해서 항상 옛 것

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 캘리그라피 글씨의 나스첸카'는 붓의 유려함을 표현한 '아름다운 선'을 강조한 

아름다운 한글 자형입니다.



매경 보도자료

대한민국 전통 궁중 장신구 브랜드, 나스첸카. 

“나는 행복을 안고 매일 매일 전통 장신구를 디자인 합니다” 모던하고 세계화된 전통 장신구 연구에 매진나스

첸카 CEO & DESIGNER 김성은  

김성은 (72년생) / 명지대 컴퓨터공학과 / 연세대 정보대학원 IT정책 석사 / 한진정보통신 / 한국음원제작자협

회 정책실장/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 팀장 / 2011년 나스첸카 운영(현) 

나스첸카는  <선덕여왕〉, 〈동이〉, 〈김수로〉, 〈정조 이산>, <계백> 등 화제 속 에 방영된 사극 드라마의 장

신구 제작을 담당한 업체로서,  순수 자연 모티브의 동양적 디자인에 전통을 이어가는 고귀한 장인 기술이 이뤄

낸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이다.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장신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창업주의 딸이 전공과 직업을 바꿔가며 우리 전통 장

신구를 현대화된 실용 장신구로 세계화 하겠다는 일념 으로 장신구를 디자인 하고 제작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

스첸카 CEO & DESIGNER  김성은 대표이다. 

나스첸카 라는 브랜드 이름은 2002년 창립 당시, 창업자인 한희정 대표가 자신의 딸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평소 딸의 예명이었던 나스첸카를 그대로 브랜드 이름으로 하되, 나스첸카 디자인의 기본 정신

은 대한민국 전통의 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그녀의 갤러리 ‘나스첸카’는 도곡동과 서초동에 자리 잡고 있다. 자칫 할머니들만 낄거라는 전통 가락지를 

2002년부터 온라인 닷컴과 쇼핑몰에 선보이면서 우리내 전통 가락지를 손쉽게 접할 수 없었던 20대 여인들부

터 고가의 브로치 작품들만 접했던 5060대 여인들에게까지 ‘전통은 촌스럽다’ “브로치 작품은 고가다” 라는 인

식 전환과 전통 장신구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닷컴에는 만여점의 디자인이 전시, 매일 매일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전 작품 그녀의 디자인으

로 탄생된 자체 제작품으로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선사하고 있다. 

외국의 전시 쇼를 경험한 나스첸카 는 우리의 전통 장신구가 그들의 상류층에서 더욱 시선 집중을 받고 있다는 

걸 몸으로 체험한 후, 한 나라의 장신구는 그 나라의 문화이자 역사라는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고 모던하고 

새로운 감각의 현대적 고품격 궁중 장신구를 제안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다” 라고 강조하며, 옛 것을 기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한민

족 여인들만의 규방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는 그날까지 나스첸카 의 임직원 모두 오늘도 바쁜 일정에 행복해 하

고 있다. 

로고 / 매경 보도자료 / 나스첸카 19년 발자취 / 연락처 안내



2002-2006 
나스첸카 닷컴 오픈 

옥션, 위즈위드 입점 

제1호 방배점 로드샵 오픈 

갤러리아 백화점 입점  

dnshop 입점 

신세계몰 입점 

CJ오쇼핑 입점  

서초점 로드샵 이전 오픈 

2007  
MBC드라마 주몽 공식협찬 

프랑스 파리 Premiere Classe 쥬얼리 쇼 전시 

2008 
MBC드라마 정조이산 공식협찬 

영화 불곷처럼나비처럼 공식협찬 

KBS드라마 바람의나라 포스터 

제 1회 나스첸카 쥬얼리 쇼  

with ART GROUP 20 EXHIBITION  

09 S/S Seoul Fashion week Fair show 

나스첸카 공방의 전통 장신구 유럽 수출 

국악팝스오케스트라 '여민' 후원 

2009 
롯데닷컴 입점  

GS이샵  입점  

09 F/W Seoul Fashion week Fair show 

MBC드라마 선덕여왕 공식협찬 

MBC드라마 탐나는도다 공식협찬 

10 S/S Seoul Fashion week Fair show 

영화 걸프렌즈 공식협찬 

매경 ECONOMY 이달의 PEOPLE 김성은 실장 

MBC 기분좋은날 연예플러스 방송인터뷰 

2010 
10 F/W Seoul Fashion week Fair show 

10 F/W Seoul Fashion week PT Show 

KBS드라마 거상김만덕 공식협찬 

KBS드라마 프레지던트 공식협찬 

MBC드라마 동이 공식협찬 

MBC마당놀이 평강온달전 공식협찬 

MBC드라마 김수로 공식협찬 

선덕여왕 쥬얼리전 with 씨앤보코(최복호 패션) 

영화 방자전 공식협찬 

영화 부당거래 공식협찬 

국악그룹 미지 콘서트 공식협찬 

E채널 조선첩보활극 비밀기방 앙심정 공식 협찬 

제2호 도곡점 로드샵 오픈 

일본 매거진 "한류열풍" Vol.32  나스첸카 촬영 

2011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공식협찬 

11 F/W Seoul Fashion week Fair show 

MBC 드라마넷 미인도 공식협찬 

KBS 수목드라마 로맨스타운 공식협찬 

플라자호텔 THE PLAZA HOTEL SEOUL 입점  

KBS 광개토태왕 공식협찬 

국보 제160호 무령왕릉 은제 팔찌 재현 성공 

MBC 드라마 계백 공식협찬 

롯데 면세점 본점 (소공동) 입점 

신라 면세점 (서울) 입점 

EBS Plus2 STAR ENGLISH 쥬얼리 공식협찬 

국내 최초 전통 족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아라 출시 

TV 방자전 공식협찬 

영화 바람과함께사라지다 전통장신구 공식협찬  

KBS 드라마스페셜 미련 전통장신구 공식협찬 

jTBC 개국 특집 드라마 인수대비 공식협찬 

시사서울 전통 궁중장신구 나스첸카 김성은 실장   

2012 
Jtbc  개국 특집 드라마 “인수대비” 공식협찬 

MBC 드라마 “무신” 공식협찬 

SBS 드라마 “옥탑방왕세자” 공식협찬 

2.20 포커그 나스첸카 기사 

2.21 메트로,노컷,스포츠한국 나스첸카 기사 

2.22 스포츠동아 나스첸카 기사 

2.23 일간스포츠, 스포츠경향 나스첸카 기사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공식협찬 

KBS “각시탈” 공식협찬 

MBC “아랑사또전” 공식협찬 

THE PLAZA HOTEL SEOUL “나스첸카 옥 비
취 전시전” 

영화 “광해, 왕이된남자” 공식협찬 

영화 “광해, 왕이된남자” (이병헌 분) 상두관 제작 

영화 “광해, 왕이된남자” 비녀 책갈피 MD 라이선
스 체결 

MBC 드라마 “마의” 공식협찬 

SBS 드라마 “대풍수” 공식협찬  

영화 "조선미녀삼총사" 공식 협찬 

영화 "조선미녀삼총사" 스토리텔링 작품 특별 제
작 협찬 

영화 "관상" 공식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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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TBC 드라마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공식협찬 

MBC 드라마 "구가의서" 공식협찬 

MBC 드라마 "허준" 공식협찬 

제주 호텔 샤롯데 입점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공식협찬 

KBS 드라마 "마귀" 공식협찬 

KBS 드라마 "의궤" 공식협찬 

MBC 드라마 "수백향" 공식협찬 

jTBC 드라마 "맏이" 공식협찬 

플라자 호텔 1층 로비 전시회   

겔러리아 명품관(East) 1층 플라자 기프트샵 입점 

골프헤럴드 12월 송년특집 “진격의 나스첸카”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1층 베키아 에 누보 입점 

고난이도 전통공예기법 삼베 옻칠 파티백 출시  

2014  
플라자 호텔 “궁중장신구전” 

제주 중문 롯데 에비뉴엘 입점  

MBC 드라마 "기황후" 여주인공 특별 협찬  

영화 "역린(현빈)" 공식 협찬 

영화 "상의원" 소품 협찬 

KBS 드라마스페셜 "곡비" 협찬 

2015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공식 협찬  

MBC 드라마 "화정" 공식 협찬  

2016 
KBS 드라마 "장영실" 공식 협찬  

영화 "해어화" 공식 협찬  

MBC 드라마 "옥중화" 공식 협찬  

명동 신세계 면세점 나스첸카 브랜드 런칭 

KBS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공식 협찬  

영화 "덕혜옹주" 공식 협찬  

2017 
평창 알펜시아 면세점 나스첸카 브랜드 런칭 

MBC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공식 협찬 

MBC 드라마 "군주" 공식 협찬 

서울 플라자 호텔 1층 작품 전시회 

KBS "7일의신부" 상투관 외 전통장신구 협찬 

SBS "엽기적인그녀" 노리개.가락지 협찬 

tvN 드라마 "명불허전" 공식협찬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1층 팝업 스토어 행사 

압구정 갤러리아 명픔관 VVIP 용 PSR ROOM 전시 

KBS 드라마 "흑기사" 공식협찬 

2018 
영화 "조선명탐정3" 공식협찬 

TV조선 "대군- 사랑을 그리다" 공식협찬 

영화 "안시성" 공식협찬 

영화 "공조" 공식협찬 

영화 "킹덤" 공식협찬 

영화 "여곡성" 공식협찬 

TvN드라마 "백일의 낭군님" 공식협찬 

영화 "창궐" 공식협찬 

2019 
MBC "신입여사관 구해령" 공식협찬 

tvN "아스달 연대기" 공식협찬 

JTBC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 공식협찬 

TvN 드라마 "왕이 된 남자" 궁중소품 공식협찬 

NETFLIX "킹덤" 공식협찬 

2020 
NETFLIX "킹덤" 시즌2 공식협찬 

JTBC 드라마 "쌍갑포차" 공식협찬 

SBS 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공식협찬 

tvN 드라마 "철인왕후" 공식협찬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공식협찬 

2021 
TvN "어사와 조이" 비녀 스토리텔링 및 소품협찬 

MBC "옷소매 붉은 끗동" 공식협찬 

KBS "달이 뜨는 강" 공식협찬 

NETFLIX "킹덤 Kingdom : 아신전" 공식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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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전적인 장신구에 만족하지 않고,  

섬세하게 투각 된  은 (Silver) 작품부터 최고급 천연석의 현대적인 작품까지  

자신의 인품을 최대한 이끌어 대는 작품만을 고집하는 나스첸카 입니다. 

고객의 마음이 설렐 수 있도록 저희 나스첸카 는 오늘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597-4842 

서초 쇼룸 : 02-597-4844 

이메일 : nas@naschenka.com (협찬, 단체제작 문의) 

공식 홈페이지 : www.naschenk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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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schenka.com


나스첸카와 혜윰한복 콜라보 화보



나스첸카와 혜윰한복 콜라보 화보



나스첸카와 혜윰한복 콜라보 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