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목적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발 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에 한 심도 같이 증가되고 있

다. 헤어, 패션, 메이크업, 네일아트를 함으로써 미 가치

을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성을 살리

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고자 패션의 마지

막 완성인 네일아트 분야는 다른 여러 분야와 융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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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구 목 은 사이키델릭 아트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품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악하여 네일아트 기법에

융합한 디자인을 제시하여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사이키델릭 아트의 개념, 네

일아트 개념과 표 기법을 인터넷 검색과 선행논문 연구, 문서 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한 사이키델릭 아트의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을 모티 로 네일아트 표 기법 핸드페인 , 마블, 네일패치 기법을 융합시킨 디자인으로

총 4작품을 제작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사이키델릭 아트 작품을 모티 로 감각 이고 창의 인 네일아트 융

합디자인을 제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키델릭을 인 감각과 융합시킨 독창 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하

고 향후 네일아트 디자인의 발 과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 네일아트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네일 아티스

트들의 술성과 창조성을 높인 다양한 디자인으로 발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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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sychedelic art works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esent a convergent nail art design and find new directions for design ideas. For these purposes, the

concepts of psychedelic art and nail art, and expressive techniques were analysed based on results of

Internet surfing, previous studies and technical books. For nail art design work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sychedelic art as motivation, hand painting, marble and nail patch techniques were merged to create

a total of four design pieces. This study merged psychedelic art with modern sense to reorganize it into

a unique design. It is hoped that the designs will be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nail art designs.

Also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come a new cultural trend which can express diverse design works with

infinite possibilities in nail art and artistic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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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르게 발 하 고, 다양한 네일아트 재료들을 활용

한수 높은 디자인 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네일아트의

역확 가 이루어지고 련 산업 한 성장하게 되었

다[2].

사이키델릭은 화, 음악, 사진 등에 확 되어 유행을

일으켰으며, 주로 히피족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술가들

에 의해 1960년 에 도입되었다. 패션은 형 성이 강렬

한 색감을 사용하거나 일상 인 감각 역을확 시킨 특

이한 무늬 사용을 심으로 하는 스타일을 말한다[3].

련 선행연구는 김연희(2006)[4]의 패션에 나타

난 사이키델릭 아트와, 송아름(2009)[5]의 사이키델릭

린트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김효진(2015)[6]의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 연구 등 패

션과 메이크업 분야에 한 연구에 제한되어 있으며 네

일아트 사례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키델릭의 감각 인 문양과 다양

한 색채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디자인[7] 개발로 네일아

트의 술성을 높이고 디자인의 다양화를추구하여 네일

아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

본 연구방법은 인터넷 검색과 선행논문 연구, 문서

등으로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사

이키델릭의 특성이 잘 반 된 작품들을분석하고 고찰하

다.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사이키델릭의 기하학 인

문양과 화려한 네온 색채 등을 네일아트 기법에 융합시

켜[8] 총 4작품을 제작하 다.

2. 사 키델릭 아트  정   특

사이키델릭(Psychedelics)은 혼을 의미하는 ‘사이키

(psyche)'와시각 이라는 의미의그리스어 델로스(delos)'

에서 유래하 으며 일반 으로 복잡한 패턴과선명한 색

채를 지닌 무정형을 의미한다[9]. 이것은 마약과 유사한

환각 상태가 느껴지는 란한 사운드나 문양 등을 통해

이상 세계의 경험과 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

한다[10]. 은이들의 은어로는 “마음에 환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것”(something beautiful man, like it blows

your mind)이라는 의미로[11], 1960년 에 주로 히피족

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술가에 의해서 도입 되었다[3].

이들은 모든 물질주의에서 이탈하고자 하 으며, 그 방

법 의 하나가 마약복용이었다. 이는 실도피나 의식

의 확 라는 과는 다른 힘을 표 하고자 하는 이들의

정신세계를 나타내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환각을 연

상 하는 신비롭고 환상 인 사이키델릭아트를 표 하

다.

술 측면에서 보면, 히피 문화에 표 된 미술 양식

가장 두드러진 표 이 사이키델릭아트이다[12]. 이는

리세르긴산 디에틸마이드(LSD)와 같은 환각제 흡입 시

보이는 환각의 세상을 재 하는 술로써, 환각 술이

라고도 할 수있으며 화, 회화, 음악, 스, 공학 텔 비

, 그래픽 등을 다양한 효과에 융합시켜서[13] 모든 감

각기 을 동시에 자극한다. 이러한 환각 증세를 보이기

해 색채, 진동, 강렬한 빛, 음향으로 감각기 에 자극

을 으로써 인간의식의 확 를 시도하는 것이다[14]. 사

이키델릭아트는 기존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힘이 있고,

음악과 미술 그리고 패션에서 에 보지 못하던 에시드

(acid) 색감과 만화 인 상상력을 사용하는 환상의 형태

로 표 되고 있다[5].

이러한 사이키델릭아트의 특성은 선명하고 다양한 색,

몽환 인 문양을 특징으로 감각 인 색채와 직선이나 곡

선 등의 기하학 인 패턴으로 융합되어 있으며[15], 마약

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환각증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시각 착시 상을 표 하 다.

사이키델릭아트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연희[4]는 착시성, 신비성, 유희성, 허무성, 반문화성으

로 나 었고, 김미경[16]은 환각성, 역동성, 유희성, 능

성으로, 안선경‧양숙희[17]는 신비성, 유희성, 착시성, 자

아도취성으로, 송아름[5]은 환각성, 추상성, 역동성, 유희

성으로, 김효진[6]은 착시성, 유희성, 신비성, 역동성으로

나 어 분석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이키델릭아트 선

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착시성, 유희성, 신

비성, 역동성으로 특성을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착시

시지각 과정 과 뇌 사이의 신경생리학 과정을

월하는 크기나 형태, 길이나 거리, 색채나 움직임 등과

같은 하나 는둘 이상의 시각 자극속성에 한바르

지 못한 시각 해석을 “착시(Illusion)"라고 한다[6].

사이키델릭아트에서 표 으로 나타나는 색채변화

나 색채 혼합은 색채 착시를 일으켜 실제 인 색채혼합

이 아닌, 을 통한 색 의 혼합인 착시로 인해 색채가

시각 으로 섞이는 것을 말한다. 한, 감성자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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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응을 일으키는 기하학 패턴을 이용한 소용돌이,

나선형, 방사형의 묘사는 사이키델릭의 상징으로 빨려들

어 갈 것 같은 흡입효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18].

2.2 희

행 자체로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희의 개념은

술가가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표 하는 방법이라고할 수

있다[4]. 따라서 유희성은 어떤 외 결과를 실 하기

한 행 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의 재미 때문에 일어나는

심신의 자유로운 발동으로, 긴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일탈하여 원시 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17].

사이키델릭아트의 유희성은 ‘ 기증(Illingos)’ 인 측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하 문화의 경우 그들

이 사용한 약물인 LSD도 기증을 불러일으키지만 LSD

복용 없이 동일한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율동 인 디자

인과 패턴, 반짝이는 조명과 란한 색채, 요란한 음악을

사용하는 록 공연장이나 사이키델릭 스홀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5].

한 사이키델릭아트에서 나타나는 유희성은 1960년

팝아트를 통해 이미 친숙한 만화나 콜라주 기법을 확

시켰다. 이는 혼돈의 시 를 살아가던 사이키델리아가

실을 거부하고 가상의 세계를 실로끌어들여 살고자

하는 욕구를 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9].

2.3 신

신비는 어떠한 상이나 일 따 가 사람의 지혜이나

힘 는 보통의 상식이나 이론으로는 도 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함을 의미하는 말로[6] 신비 인 환각

의 효과는 본질 으로 시각 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각은 물체의 변형, 에로틱한공상, 색깔의 열, 마음속

으로 생각했던 괴물의 출 이 주를 이루면서 란한 조

명 등이 뒷받침 되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4].

한 비 실 인 미래 의상들에 란한 사이키델릭

의 색상이 더해졌고 특히 자연 인 효과의 형 페인

트 데이 로 사용, 네온이나 인공조명과 미세한 표면효

과가 가능한 에어 러시 사용은 미래 이미지를 구성하

는데 큰 역할을 하 다[20].

이 듯 사이키델릭아트에서의 신비성은 네온컬러나

란한 빛을 사용한 환상 인 이미지의 표 , 신기하고

오묘한 미래 표 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17].

2.4 역동

역동성이란 사람들이 공간지각을 할 때 시지각 시 발

생하는 불균형과 이때 긴장에 의해 흐르는 힘을 의미하

는 말로써 힘의 이동으로 공간의 방향성과 시간성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과거에 기계문명에 나타난

경이 인 속력의 동 형상을 화면에 폭발 인 모습으로

방사선 문양에 강한 색을 사용하여 사이키델릭아트를 역

동 으로 표 하 다[6]. 한 리듬과 운동감을강조하기

해 비가 강하거나 주목성이 높은 색을 사용 하 으

며, 빛을활용한 모아 나 방사선 문양등을 사용하여 힘

찬 이미지를 표 하 다[5].

3. 네 아트 개념  표현기

네일아트는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

운 손톱과발톱을 가꾸는 행 이다[16]. 다양한 네일아트

의 기법과 문 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독특한 개

성을 표 하고 장식할 수 있다.

네일아트의 표 기법은 다음과 같다.

3.1 핸드

핸드페인 기법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표 인 아트

기법으로 아트 러쉬와 아크릴릭 물감을 사용하여 손톱

에 그림을 그려 디자인 하는 기법이다. 표 으로 포

크아트가 있으며 젤을 사용할 경우 큐어링 하기 에 수

정할 수 있어 아크릴릭 물감보다 컨트롤하기가 쉽고, 고

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 기법은 시술자의 기술과 재료에 따라 다양하고 개

성 있는 표 이가능하다. 풍경, 캐릭터, 꽃, 사물 등은 물

론 창의 이고 감각 인 그림을 손톱 에 디자인이 가

능해서 요즘 살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Fig. 1] Hand Panting techniques

[출처] http://blog.naver.com/mkmkshop/80199623276

       http://blog.naver.com/ows0501/101140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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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

마블 기법은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색상을 섞는

방법으로 크게 워터마블과 유성마블로 구별할 수 있다.

워터 마블은 용기에 담긴 물 에 네일 폴리쉬를 떨어뜨

려 우드스틱이나 이쑤시개 등으로 휘 어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마블링 하여 손톱에 담아내는 방식이다.

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을 손톱 에 표 할 수 있다. 유성마블은 손톱 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러쉬 등을 이용하여 마블링

하는 방식이다. 클리어 젤을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색상을 마블링 하면 연하게 표 되고, 클리어 젤을 큐어

링 한 상태에서색상을 마블링 하면 진하게표 된다. 이

러한 방법을 반복 으로 사용하면 선과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블의 깊이감을 더해주어 고 스러운 느낌을

표 할 수 있다.

[Fig. 2] Marble techniques

[출처] http://blog.naver.com/imissu0227/220235980021

       http://www.pholar.co/pic/469300/7157325

3.3 네  치

[Fig. 3] Nail Patch techniques

[출처] http://cafe.naver.com/bloomingsweet/3526

       http://cafe.naver.com/bloomingsweet/3525

네일패치 기법은 손톱 에 완성된 그림을붙여 사용

하는 방법으로 네일 스티커와 워터 데칼로 구별할 수 있

다. 네일스티커는 뒷면에 착력이 있어손톱 에 붙이

는 방식이며, 워터 데칼은 이미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잘

라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어 종이와 그림이 분리되면 손

톱 에 그림을 올려붙이는 방식이다. 네일 패치를 손톱

에 붙인 뒤에 들뜨지 않고 오래 유지 될 수 있도록 클리

어 젤을 도포하여 잘 막아 다. 그림을 그리지 않기때문

에 살롱에서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한 시술자는 물론 보자들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4. 품 제   분

본 연구는 술성과 몽환 인 문양을 추구하는 사이

키델릭을 분석하여 각 특징별 표 작품을 선정해 색상,

이미지 등을 도출한 후, 네일아트 기법 살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핸드페인 , 마블, 데칼 기법을 융합

시켜[21] 총 4작품을 제작하 다.

재료는 최근 살롱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쓰이는

UV젤을 선택하 다. 젤은 냄새가 없고, 택과 컬러의

지속력이 좋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에따른작품제작을계획하여정리하면[표 1]과같다.

Work Motif
Nail

techniques
Character Material

Ⅰ
Hand

painting,
Nail patches

Illusion UV Gel

Ⅱ
Hand

painting,
Nail patches

Enjoyment UV Gel

Ⅲ
Hand

painting,
Marble

Mystique UV Gel

Ⅳ
Hand

painting
Dynamics UV Gel

<Table 1> Work plane

4.1 품 Ⅰ

(1) 모티 : Optical illusions of 2015　

(2) 기법 : 핸드페인 , 데칼

(3) 색상 : 블랙,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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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 [Fig. 4]는 작품 “Optical illusions of 2015”

를 모티 로 핸드페인 기법과 네일 패치 기법을

융합시켜[22] 제작하 다. 체 으로 모티 로

한 작품의이미지를 반 시켜 디자인하 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표 하

기 해 기하학 인 패턴을 묘사하여 제작하 다.

[Fig. 4] Application of the Optical illusions Fusion Nail Art

4.2 품 Ⅱ

[Fig. 5] Application of the Psychedelic Party Fusion Nail Art

(1) 모티 : Psychedelic Party, 2011

(2) 기법 : 핸드페인 , 데칼

(3) 색상 : 블랙, 화이트, 핑크, 록, 노랑, 랑, 보라

(4) 해설 : [Fig. 5]는작품 “Psychedelic Party”를 모티

로 제작한 디자인이다. 체 으로 UV젤을 사

용하여 핸드페인 기법으로 네일 작품을 디자인

하 다. 모티 작품에 나타난 형 색채와배경에

나타난 율동 인 패턴, 캐릭터 등을 그려 넣어

란한 음악 속에 취한 느낌 즉, 마치 기증이 나는

듯한 느낌을 표 하 다.

4.3 품 Ⅲ

[Fig. 6] Application of the Holly warburton Fusion Nail Art

(1) 모티 : Holly warburton

(2) 기법 : 핸드페인 , 마블

(3) 색상 : 블랙, 화이트, 노랑, 랑, 빨강, 골드

(4) 해설 : [Fig. 6] 작품은 “Holly warburton”를 모티

로 제작한 융합디자인[23]으로 마블기법을 사용

하 다. 체 으로 신비로운 환각의 이미지를 표

하기 해 UV젤을 사용하여 단차를 이용한 마

블 기법을 용시켜 디자인하 다. 두 번째와 다

섯 번째 에는 서로 색을 다르게 하여 마블의 기

법 하나인 와니 아트로 모티 작품의 느낌을

살려 제작하 다.

4.4 품 Ⅳ

[Fig. 7] Application of the Explosion Fusion Nail Art

(1) 모티 : Explosion, 1968

(2) 기법 : 핸드페인

(3) 색상 : 노랑, 빨강, 주황, 하늘, 랑, 연두

(4) 해설 : [Fig. 7]은 작품 “Explosion”을 모티 로 핸

드페인 기법과 융합시켜 디자인하 다. 동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주조색

으로 사용하 고, 비되는 란색을 사용하여 주

목성을 높이며힘 있는 이미지를 표 하 다. 노란

색을 여러 방면으로 튀기듯이 표 하여 악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미지를 표 하 다.

5. 결론

과거에 비해 인의 생활수 과 삶의 질이 높아져

미에 한 심이 보다 증가되면서 네일아트는

더 빠른 속도로 화 되고 있다. 매체를 통해 감

각 이고여러가지 디자인을쉽게 할 수 있어 창

의 이고 술 인 융합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창 인 디자인을 해 사이키

델릭이 반 된 작품을 분석하고 도출한 특성 착시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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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성, 신비성, 역동성을 심으로 네일아트 기법 핸드

페인 , 마블, 네일패치 기법을 용하여 재 추구하고

있는 네일 트랜드를 융합시킨 디자인으로네일아트 작품

을 제작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Ⅰ은 모티 작품에 반 된 이미지를 네일

기법과 융합시켜 빨려들어 갈 것 같은 느낌을 기하학

인 패턴을 묘사하여 디자인하 다.

둘째, 작품Ⅱ는 “Psychedelic Party”를 모티 로 작품

을 그 로 나타내 디자인하 으며 형 색채와 핸드페인

기법을 사용하여 율동 인 느낌을 강조하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희화화시켜 표 하

다.

셋째, 작품Ⅲ는 모티 작품과 네일 아트 기법 핸드

페인 기법과 마블 기법을 융합시켜제작하 고 반

으로 몽환 이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극 화시켜 제작하

다.

넷째, 작품Ⅳ는 모티 작품 속에 나타난 색상인 원색

을 그 로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역동 인 이미지를

강조하 다.

이상과 같이 사이키델릭 아트를 응용한 네일아트 디

자인을 작품으로 제작한 결과 술작품에 감각을

반 시켜 독창 으로 재구성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표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 네일아트 디자인 련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꾸

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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