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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패션 등의 예술분야는 독자적

인 조형성을 구축해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영역과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

[1]. 예술은 개인의 감정과 가치를 표현하며, 더불어 생활

과 환경까지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스크 디자인은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예술 영역에 해당

한다. 

  어떠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또는 무엇

인가에 대한 성찰적인 고찰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시도

하는 것은 그것들을 나름대로의 체계로 분류하고 그룹을 

짓는 일이다[2]. 따라서 마스크에 디자인된 조형미를 살

펴보기 위해 디자인 된 마스크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

다. 

  연구방법은 조형예술에 관심이 있는 20대 대학생에게 

마스크에 디자인하도록 하여 도출된 작품을 토대로 유형

을 분류하였다. 조사 대상 작품은 총 35개로 주제는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본론 
 

1. 연구동향

  오현주(2004)와 이효진, 양아랑(2008)의 연구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특성과 캐릭터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기반

으로 캐릭터패션이미지를 유형화 시킨 연구로써, 오현주

(2004)는 고전적이미지, 초현실주의적이미지, 에로티시즘

적이미지로, 이효진, 양아랑(2008)은 사이버 레지스탕스

이미지, 팜므파탈이미지, 에이섹슈얼이미지로 유형화 분

류가 도출되었다. 다른 연구자는 캐릭터의 의상, 헤어스

타일,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Suit Style 등 5가지

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3]. 캐릭터의 역할과 캐릭터 형

성에 기여해 온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관한 분석

을 토대로 게임에 주로 등장하는 이미지의 유형을 에로

틱이미지, 로맨틱이미지, 영웅화이미지, 그로테스크이미

지로[4], 반면 가상공간에서 추의 미학을 파악하고 캐릭

터 패션에서 어떠한 의미로 표현되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로써 추의 이미지를 아방가르드이미지, 그로테스크이미

지, 데카당스이미지로 나누고 있다[5]. 권민희(2008)는 디

지털 미디어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의 미적 특징을 

럭셔리 글램 스타일, 고스 펑크 스타일, 하이브리드 로맨

틱 스타일, 팜므파탈 페티쉬 스타일, 하이퍼 테크노 스타

일 등의 5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2. 마스크디자인의 유형

  자유주제로 완성된 35개의 마스크디자인 작품을 연구

자 2인에 의하여 유사다고 판단된 작품을 그룹핑 되었으

며, 최종적으로 6가지 유형으로 도출하게 되었다.  분류

된 각 유형은 데카탕스(Decadence), 인사이트(Insight), 

판타지(Fantasy), 러블리(Lovely), 키치(Kitsch), 하이퍼 

테크노(Hyper Techno) 유형이며, 대표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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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스크 디자인은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예술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

서 마스크에 디자인된 조형미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된 마스크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자유주제로 완성된 마스크디자인 

작품을 그룹핑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데카탕스(Decadence), 판타지(Fantasy), 인사이트(Insight), 러블리(Lovely), 키치(Kitsch), 하

이퍼 테크노(Hyper Techno)의 6가지 유형으로 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 연구는 창의적인 마스크 디자인에 대한 정체성

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관련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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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데카당스 유형의 대표이미지

   

▶▶ 그림 2. 인사이트 유형의 대표이미지

 

▶▶ 그림 3. 판타스틱 유형의 대표이미지

 

▶▶ 그림 4. 러블리 유형의 대표이미지

 

▶▶ 그림 5. 키치 유형의 대표이미지

 

▶▶ 그림 6. 하이퍼 테크노 유형의 대표이미지

Ⅲ. 결론 

  마스크디자인에서 새로운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창의

적 사고와 끊임없는 과학적 연구로 예술로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에 디자인된 

조형미를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된 마스크의 유형을 분

류하였다. 그 결과 데카탕스(Decadence), 판타지

(Fantasy), 인사이트(Insight), 러블리(Lovely), 키치

(Kitsch), 하이퍼 테크노(Hyper Techno)의 6가지 유형으

로 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 연구는 창의적인 마

스크 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관련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

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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