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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ME TO KNOW

AUTHENTIC! 
이탤리언 베이스의 파인 주얼리를 선보이며 빅토리아 베컴의 RTW 디렉팅 디자이너이자 워킹맘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일라리아 이카르디. 아버지와의 추억, 빈티지 사랑, 디자이너 록(Rokh)과의 인연 등 그녀의 주얼리처럼 쿨한 이야기를 나눴다.

카르디의 디자인은 거의 주말에 이루어진다.

인스타그램(@ilaria_icardi)에 리처드 애버던의 

사진집 <In The American West>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

진집이다. 작업의 아이디어와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는가? 그의 사진 속 인물들의 캐릭터를 좋아한

다. 그 안에서 디자인의 맥락을 찾는 것과 서로 대

치되는 요소를 뒤섞는 것도 즐긴다. 그리고 심각한 

플리마켓과 빈티지 마니아다. 다양한 빈티지 컬렉

션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또

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의 스타일에서도 자극을 받

는다. 9살 된 딸아이도 이미지 수집과 미술 작업을 

좋아하는데, 그녀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모습 역시 

디자인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선보인 컬렉션 중 일라리아 이카르디의 

컬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피스를 고른다면? 에메랄

드 피스라 말하고 싶다. 가장 사랑하는 원석이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약혼 반지로 주었던 의미 있

는 보석이기도 하다. 또한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

는 시그닛 링도 에메랄드다. 디자인이 굉장히 남성

적인데 이 또한 나의 성향 중 한 부분이다.

키 펜던트와 진주가 어우러진 목걸이와 볼드한 귀

고리 등 한국인 디자이너 록의 쇼에 선보인 협업 주

얼리도 인상적이었다. 그와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

어졌는가? 우리는 셀린느에서 만났고 가족 같은 팀

이었다. 재능이 많은 디자이너이고, 그가 셀린느을 

먼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냈다. 협

업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누었는데 그의 

2023 S/S 컬렉션의 주얼리를 함께 작업하게 되었

다. 그와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일라리아 이카르디를 지지하는 특별한 멘토 또는 

영향을 받은 디자이너가 있다면? 어느 한 명을 꼭 

짚어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나는 1970년대와 80년

대의 남성적이고 볼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당연

히 그 당시의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했던 여러 인물

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 그보다는 수집한 빈티지 

피스들을 다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즐기

는 편이다.

‘시리즈 02(Series 02)’ 캠페인 모델들이 착용한 의

상이 모두 당신의 옷이라고! 평소의 모습과 취향도 

궁금하다. 당신의 드레스룸은 어떤가? 테일러링과 

구조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며 데님도 무척 즐겨 입

는다. 너무 페미닌한 옷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드

레스도 거의 입지 않는다.

요즘 최대의 관심사와 당신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사실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루 종일 일

하며 다양한 도시로 출장과 이동이 많다. 그리고 

나는 싱글맘이다. 가능한 오후 시간에는 딸을 데리

러 학교에 가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나면 틈틈이 

갤러리에 가거나 전시를 본다.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다.

일라리아 이카르디 주얼리를 보며 탐나는 피스가 

많았는데, 남성 라인에 대한 계획은? 그렇지 않아

도 요청이 빈번하다!(웃음) 일라리아 이카르디는 

젠더리스 주얼리다. 특히 반지나 아버지가 착용하

던 체인 같은 경우는 남성이 많이 구매한다.

새로운 컬렉션의 계획도 궁금하다. 1월에 10개의 

피스로 이루어진 ‘시리즈 03’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기대해도 좋다.

일라리아 이카르디 주얼리는 어디에서 구입이 가능

한가? 현재는 브랜드 웹사이트(www.ilariaicardi.

com)와 인스타그램.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런던의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얼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얼리란 우리의 피부에 맞닿는 섬세하고 감성적

인 요소이자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특히 나에겐 아버지와 가족의 연결고리이기도 하

다. 주얼리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과

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한다. 참 멋진 의미 

아닌가?  인터뷰/ 이승연(파리 통신원) 에디터/ 서동범

밀라노, 파리, 런던…, 현재는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나? 파리에서의 10년 이후 런던에서 지냈고, 지

난 7월에 밀라노로 옮겼다. 이곳의 생활은 런던, 파

리와는 다르다. 원래는 대도시의 분주함을 좋아하

는데, 현재는 보다 차분한 밀라노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일라리아 이카르디’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3년 

전에 시작한 파인 주얼리 브랜드다. 처음에는 주얼

리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아카이브와 틈틈이 

디자인한 몇몇 주얼리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때가 코로나로 록다운이 시작된 시기였는데, 놀

랍게도 반응이 좋았다. 런던과 파리의 클라이언트

에게 연락이 왔고 이후에는 사업을 확장해 조직적

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었다.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오빠 등, 유년시

절의 가족에 대한 기억과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기

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사실 어린 시절에는 옷에 

더 관심이 많아 주얼리보다는 패션 디자이너가 꿈

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얼리를 만들고 있더라. 

(웃음) 일라리아 이카르디는 패밀리 비즈니스이며 

아버지와 가족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도 아버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세공사들과 

작업하고 있다. 특히 보석학자이자 감정사인 오빠

가 다이아몬드나 원석을 고르고 다루는 데 많은 도

움을 준다.

이브 생 로랑과 셀린느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나? 이

브 생 로랑에서 3년, 셀린느에서는 6년의 시간을 보

냈다. 주얼리 디자인에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특히 

사진가 헬무트 뉴턴 등 작업에 필요한 여러 레퍼런

스를 배우고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주얼리 

라인은 당시의 컬렉션을 준비하는 과정과는 많이 

다르다. 특별한 콘셉트보다는 피스 하나하나의 의

미와 퍼스널 디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빅토리아 베컴의 디자인 디렉터를 겸임하고 있다. 

하우스의 기성복 디자인과 비교해 주얼리 디자인

의 매력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다르

다. 옷 제작의 경우 패턴과 샘플을 수정하는 과정

을 수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주얼리 제작은 원석과 

금의 단가가 높은 만큼 모든 것이 정해졌을 때 비로

소 프로토타입(prototype, 생산에 앞서 미리 제작

해보는 시제품, 제작물의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러한 부분이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라리아 이

일라리아 이카르디

(ILARIA ICARDI)
1990년대 초 밀라노의 

마랑고니(Istituto 

Marangoni)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에트로와 휴고 보스, 이브 

생 로랑의 레디투웨어 

시니어 디자이너를 거쳐 

피비 파일로와 함께 

셀린느의 기성복 디자인 

디렉터로 6년간 근무했다. 

2013년부터 빅토리아 베컴 

컬렉션의 모든 비주얼과 

디자인 디렉터를 겸임하며 

2020년 파인 주얼리 

브랜드 일라리아 

이카르디를 론칭했다.

1

5

3

2

4

1, 2, 5 시리즈 01 컬렉션 피스들.

3 록(Rokh)의 2023 S/S 컬렉션을 위한 

네크리스. 

4 시리즈 02 컬렉션의 커닐리언과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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