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은추억회상, 현실에서의탈피, 물건수집, 환

상 속 세계 동경 등의 일탈을 꿈꾼다. 매번 반복되는 지

루한일상속에서누구나간직하고있던어린시절의행

복했던기억들은현대인들의감수성과향수를자극하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키덜트라는새로운문화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키덜트 문화는 복잡한 도심 속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아동의 감

성을 지닌 성인들과, 조기 성인화된 어린이들의 소비 욕

구로인해어른들과어린이들의경계가무너지면서소비

되는 문화 현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유희적 특징을 가지

고 있다[1].

이러한 키덜트 문화의 영향으로 유쾌하거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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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사용하여 즐겁고 자유로운 디자인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네일아트재료

중 UV젤의 무해성과 편리성이 부각되면서 네일아트 디

자인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네일아트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수진(2011), 서수영(2012), 왕선희(2012), 김주희(2013),

남궁수(2013) 등의 논문은있으나사회적이슈를대입한

네일아트 디자인에 관한 작품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2-6]. 또한키덜트문화를이용한디자인에관한선행연

구로는 윤가령(2004), 송영경(2007), 박장민(2009), 박은

경(2010), 원세화(2011) 등의논문이있으나주로장신구,

패션, 화장품 패키지 등에 관한 논문이며 네일아트 디자

인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7-11].

이에본연구는최근사회현상으로부각되고있는키

덜트 문화를 유형별로 큐티즘(cutiesm)키덜트, 판타즘

(fantasm)키덜트, 메모리즘(memorism)키덜트 3가지로

분류하고유형별특징을분석한후UV젤을사용한네일

아트기법을적용하여독창적이고창의적인융합디자인

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현대여성의스트레스해

소방법으로사용되고있는네일아트의디자인영역을확

대하고, 다양한 문화현상을 네일아트 디자인에 접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키덜트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관

련선행논문을연구하였고그에따른디자인사례연구

를위해인터넷자료등을분석하였다. 또한분석한내용

을기초로키덜트유형을큐티즘키덜트, 판타즘키덜트,

메모리즘키덜트로분류하고각각의특징을활용한네일

아트 융합 디자인 총 6작품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키덜트 유형별 특징
키덜트(kidult)란 키드(kid:어린이)와 어덜트(adult:어

른)의 합성어로서 아이 같은 어른 즉,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같은감성과분위기를간직하고향수를불러

일으키는상품을구매하기를즐기는성인을말하며현대

사회에키덜트문화가새로운트랜드문화로자리매김하

고 키덜트의 성향을 가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

지만 표출되는 방법과 성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키덜트 문화를 유형별로 분류한 선행논문을

살펴본 결과, 이성용(2015), 조준호(2016), 김소은(2016),

문연옥(2008)는 키덜트의유형을소비성향에따라현재

지향형 키덜트, 과거 지향형 키덜트로 분류하였다

[1,12-13]. 복고 지향형 키덜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

올리는 상품을 재구매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경험했던문화를즐기려는성향으로원색의캐릭터상품

을 선호하거나, 마법과 환상이 가득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를 선호하여 극장을 찾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행

했던 과거 노래와 만화 등을 재조명 시켜는 등 과거 옛

시절을 떠올리고 위안을 얻는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지향형키덜트는일상속에서동심을느낄수있는

물건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거나 즐기는 성형이다.

이는 어릴 때 소유하던 다양한 의상, 팬시, 완구 등 비슷

한상품을소비하며동심을느끼는사람들로서시각적인

만족감을 원하며 타인과 차별성을 두고 외적인 면을 중

시하기에 문화와 트랜드를 앞서간다고 정의하였다.

윤가령(2004), 원세화(2011), 송영경(2007), 박장민

(2009), 변지우(2015), 두솔비(2017)의 논문에서는키덜트

트랜드와관련지어큐티즘, 판타즘, 메모리즘 3가지유형

으로 분류하였는데 키덜트가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경

향을 키덜트 트랜드라 말하고, 키덜트 소비자 층을 키덜

트 족이라고 칭했다[7-9,11,15,16]. 큐티즘은 ‘귀엽다’는

것에 가치를 두며, 남의 평가 보다는 스스로가 귀엽다라

고 생각하는 외형에 가치를 두는 소비 성향이다. 시각적

특징으로는 핑크톤의 소녀풍, 공주풍 표현이 많고 귀여

운소녀풍의분위기의스타일과파스텔색상사용등밝

고, 귀엽고, 순수하며친근함을주는특징으로주로많이

나타난다고하였다. 판타즘은코스프레를하거나프라모

델 등을 제작하며 상상의 가치를 두는 성향이며, 상상의

가치를 현실화 하려는 유형이다. 판타지 장르에 열중하

거나 프라모델 조립, 피규어 구매 등 매니아적인 취향으

로트렌드를선도하고자하는성향이있으며현실화하려

는 성향으로 상상 속의 등장인물의 의상을 재현하여 입

고 다니거나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소유하려는 특징이

강한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메모리즘의 경우 추억에

가치를두어어린시절을회상하게하는상품을통해정

서적공감대를형성하는성향이라고하였다. 메모리즘은

유년 시절 사용하던 놀이나 물건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

는 아날로그적 감성의 표현이 주로 나타나며 추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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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각박한현실을사는현대인들에게정서적인따뜻함과

친근감을줄수있다. 또한과거이미지에대한공감대를

형성하고소비를통해즐거움을느끼는유형이라고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키덜트 유형을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

으로선행연구에서가장많이분류하고있는큐티즘키

덜트, 판타즘키덜트, 메모리즘키덜트세가지로제한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2.1.1 큐티즘 키덜트
큐티즘 키덜트는 시각적인 귀여움에 가치를 두고 있

으며,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나 이미지화된 상품을 보여

주고, 자신도 귀엽고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

는외모지향적성향이다[11]. 큐티즘은시각적인귀여움

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귀여움의 가치는 어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성숙함, 우아함, 능숙함과 반대되는 개념

을 가지며 큐티즘 키덜트의 가치는 외적인 부분에서 중

요한 부분이나 귀엽고 예쁘다는 점을 인정받으려 하기

보다는자기만족감에서오는즐거움을즐기고자기중심

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귀여움을 추구한다는

것이자신의이미지를그대로반영하는내적심리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큐티즘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헬

로 키티’, ‘미키 마우스’가 있으며[7] 큐티즘 캐릭터들은

원과곡선으로조합되어부드러운느낌과친근감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2 판타즘 키덜트
판타지(Fantasy)란 공상 혹은 상상이라는 산물의 단

어로서 판타즘이란 환영을 의미하며, 환영은 눈 앞에 없

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11]. 판타즘

키덜트(Fantasm Kidult)는 상상의가치를추구하고상상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 실현의 가치를 두고

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환상이나 동경을 표현하고

자하는꿈의실현이다. 예로 ‘스타워즈’, ‘아바타’, ‘해리포

터’ 등판타지장르의공상영화나소설을접하는것에만

그치지 않고 캐릭터 주인공의 역할을 헤어나 의상, 메이

크업을 직접 코스튬하거나, 프라 모델이나 피큐어 조립

등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용, 유

니콘, 요정들을형태화하여만들어수집, 소장하려는성

향을 나타낸다[11,17,18].

판타즘키덜트의시각적특징은초현실적으로표현한

그래픽스타일이나 몽환적인 컬러감들이 주로 사용이 되

고 색상대비 기법을 통한 그라데이션 기법이 많이 활용

되어지며상상속에존재하는요정이나유니콘등이등

장하기도하는데이는상상속의상황을현실보다더구

체화시켜자신이꿈꾸는삶을현실화시키고자하는것

이다[16,19].

2.1.3 메모리즘 키덜트
메모리(Memory)란 추억을 의미하며, 메모리즘 키덜

트는 추억의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지나간과거의일을그리워하고아름다운추억으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며 유년

시절의 물건이나 놀이 등을 그리워하고 현재 다시 접하

면서 아날로그의 복고적 감성의 표현이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20,21].

메모리즘키덜트의시각적특징은오래되고바랜듯한

느낌이주는풍경이나인상으로일반적으로사람들이느

껴보았던 과거의 이미지이다. 현재의 소비자가 유년 시

절그당시유행했던복고성이짙은사물을사용하여활

용하는경향이많으며빈티지, 복고등추억의낡은느낌

으로주로사용한다[22,23]. 이처럼메모리즘키덜트는인

간의 본능의 정서적 공감을 추구하는 심리 현상으로 인

해 3가지 키덜트 성향 중 비교적 넓은 연령층의 공감을

얻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11].

2.2 키덜트 유형별 디자인 사례
키덜트는귀여운이미지의큐티즘, 환상적인이미지의

판타즘, 아날로그적감성의복고풍이미지의메모리즘으

로나눌수있으며다양한분야에접목되어나타나고특

히 디자인 사례로 많이 나타났다.

키덜트의 유형별 특징이 활용된 디자인 사례는 다음

과 같다.

2.2.1 큐티즘 키덜트
큐티즘 키덜트는 테디 베어나 헬로키티 등 특정 캐릭

터의제품을구매하며시각적으로귀여움의가치를추구

한다. 또한핑크톤의사랑스러운소녀풍, 동글동글한이

미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캐릭터는 헬로

키티로 큐티즘을 가장 잘 표현해준다.

Fig 1은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 하우스 용기 디자인

으로 에뛰드 하우스는 공주풍 컨셉인 브랜드이다. 에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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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하우스는 너무 과하지 않은 공주풍 디자인과 컬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에

뛰드 하우스의 용기와 패키지 디자인은 장난감 인형 집,

오르골, 귀여운 캐릭터 등을 적용하여 귀엽고, 시각적인

재미를 준다.

Fig. 1. Etude house Package

Fig 2는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빈폴 액

세서리에서 2017 S/S시즌 제품으로 디즈니의 미키마우

스를 모티브로한 ‘미키 콜라보’ 라인이다. 시선을 사로잡

는 캐릭터와 실용성을 더한 제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

랑을 받고 있다. 미키 콜라보 라인은 숄더백, 클러치, 여

권지갑, 카드지갑, 키링 등의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레드

와 옐로우 색상을 활용해 제품마다 포인트를 주었고, 미

키 패치 포인트 등을 가미하여 귀여운 매력을 배가시킴

과 동시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Fig. 2. Beanpole Accessory Mickey Mouse Collection

2.2.2 판타즘 키덜트
판타즘 키덜트는 상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

타지 장르의 영화와 소설을 보고 주인공의 의상을 따라

하거나프라모델조립등상상속의물건들을현실로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판타즘은건담, 해리포터, 레고, 이상한나라의앨리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Fig 3은 Reebok에서 건담과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

다. 이는 홍콩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되었으며 건담과 동

일한 컬러들의 조합으로 건담의 색을 잘 표현해냈다. 또

한 신발 뒷꿈치에는 건담마크를, 펌프에는 건담문양을

넣어 실제 건담처럼 형상화시켜 키덜트 족의 많은 관심

을 이끌어냈다.

Fig. 3. Reebok Gundam Fury Shoes

Fig 4는 아디다스오리지널스(Adidas Originals)가 영

화 ‘스타워즈’와 함께 출시한 ‘STAR WARS ™’ 컬렉션

이다.

스타워즈 컬렉션은 클래식한 신발과 의상에 ‘스타워

즈’의 아이콘이 되는 장면들과 인물을 아디다스만의 감

성으로 표현해 냈으며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은 ‘스타워

즈’ 컬렉션은 영화 팬들과 스타워즈 마니아들, 키덜트족

들 사이에서 큰 이슈를 불러 모았다.

Fig. 4. Adidas Originals STAR WARS ™ Collection

Fig 5는 2013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레고백으로 플

렉시유리로 만들어졌으며 가운데 샤넬 마크가 박혀있으

며 초록색, 노랑색, 분홍색, 파랑색 등 다양한 색으로 제

작되었다. 장난감이나레고를연상시키는디자인으로대

중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장난감에 불과했던 레고가 명

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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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el Plastic Dream Collection

2.2.3 메모리즘 키덜트
메모리즘키덜트는유년기에사용하던물건이나놀이

등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복고적 감성 표현이다. 복고

적인 그래픽이나 낡은 느낌의 색상, 패턴 등을 이용하여

따뜻하고 친근감을 표현한다.

메모리즘 특징을 표현한 제품으로는 Fig 6의 베네피

트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이 있다. 프랑스 LVMH (Louis

Vuitton-Moet-Henessy) 코스메틱의브랜드인베네피트

는 독특한 패키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Fig 6의 베

네피트제품의용기와패키지디자인은복고풍의캐릭터

와 패턴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은 여성의 소비심리를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개성을

살린캐릭터와강렬한컬러톤을사용하여유머러스하면

서도 유니크 하게 표현하였다.

Fig. 6. Benefit Package

Fig 7은 컨버스(converse)가 2013 S/S 콜렉션 제품으

로 미국의만화출판사 DC Comics와콜라보레이션을진

행한원더우먼컨버스화이다. 대중적인캐릭터를컨버스

운동화에 접목시켰으며 팝아트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색

상, 화려한 패턴으로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다.

또한 원더우먼의 표정과 동작 등 디테일한 설정을 통해

현실감있게표현하였고본래의원더우먼을그대로표현

하여 복고풍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Fig. 7. Converse Wonder Woman Collection

Fig 8은 복고풍의 캐릭터로 디자인된 여러 가지 제품

이다. 바른생활시리즈는 1970∼1980년대교과서를모티

브로 하였다. 복고성이 가미된 사물을 디자인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래된 종이의 느낌이나 색상을 이

용하여 복고적 성향을 더욱 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정갈한글씨체를사용하여이미지가없어도복고감성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하였고 넓은 연령층의 공감을 얻어

친숙하게 다가왔다.

Fig. 8. Sandoll Tium Package

3. 작품 제작 및 분석
본연구는키덜트유형을큐티즘키덜트, 판타즘키덜

트, 메모리즘키덜트 3가지로분류하고그특징들을분석

한 후 네일아트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네일아트 재료는

최근살롱에서각광받는 UV 젤을중심으로사용하여각

2점씩 총 6작품을 제작하였다. 각 작품들은 키덜트의 특

징을 잘 표현하고 살롱에서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

록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자의 작품 제작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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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pe

Wo
rk

Image Characteristics
Nail

Technique
Material

C
u
t
I
s
m

Ⅰ
Cute
colorful
Character

Hand
Painting
Embo
Stone Art

UV Gel
Stone

Ⅱ
Cute
colorful
Character

Hand
Painting
Embo
Stone Art

UV Gel
Hologram
Stone

F
a
n
t
a
s
m

Ⅲ
Imagination
Fantasy

Hand
Painting
Marble

UV Gel
Film

Ⅳ
Imagination
Fantasy

Hand
Painting
Marble
Stone Art

UV Gel
Stone
Glitter
Hologram

M
e
m
o
r
i
s
m

Ⅴ
Reminiscence
Character

Hand
Painting
Decal Art
Embo

UV Gel
Decal
Glitter
Hologram

Ⅵ
Reminiscence
Character

Hand
Painting
Embo

UV Gel
Wire

Dry flower

Table 1. Work plane

3.1 작품 Ⅰ

Fig. 9. WorkⅠ

1) 유형 : 큐티즘 키덜트

2) 특징 : 귀여움, 화려함, 캐릭터 차용

3) 기법 : 핸드페인팅, 엠보, 스톤아트

4) 재료 : UV 젤, 스톤, 찡, 엠보젤

Fig 9는 큐티즘 키덜트의 특징인 아기자기하며 귀엽

고화려한공주풍을표현한작품으로전체적으로파스텔

계열의베이비핑크색상과연보라색을사용하였다. 또한

공주를주제로하여공주를연상시키는왕관, 손거울, 드

레스, 목걸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큐티즘 키덜

트의특징인동글동글한이미지를부각시켜공주의얼굴

을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려 넣었고, 엠보 젤과 스톤을

이용하여 귀여운 드레스를 표현하였다. 왕관과 손거울,

목걸이는스톤과찡을활용하여반짝반짝한아이템의특

징을 살려 표현하였다.

3.2 작품 Ⅱ

Fig. 10. WorkⅡ

1) 유형 : 큐티즘 키덜트

2) 특징 : 귀여움, 화려함, 캐릭터 차용

3) 기법 : 핸드페인팅, 엠보, 스톤아트

4) 재료 : UV 젤, 홀로그램, 스톤

Fig 10은 큐티즘키덜트의 부드러운느낌과친근감을

주는미키마우스캐릭터를모티브로제작하였다. 사랑에

빠진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핸

드페인팅 기법으로 캐릭터를 표현하였고, 사랑에 빠진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사이에

글리터 하트를 엠보 기법으로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나

머지팁에는라인을시스루로디자인하여심플하게표현

하였고 그 위에 홀로그램과 스톤으로 포인트를 주고 전

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3.3 작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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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orkⅢ

1) 유형 : 판타즘 키덜트

2) 특징 : 상상의 가치, 판타지

3) 기법 : 핸드페인팅, 마블

4) 재료 : UV 젤, 필름

Fig 11은 판타즘키덜트의특징으로상상의가치를두

고있으며판타즘을대표할수있는판타지영화 ‘스타워

즈’를모티브로제작하였다. 스타워즈의캐릭터를핸드페

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스타워즈의 대표 글씨체를

똑같이사용하여전체적인디자인을단조롭지않게표현

하였다. 전체 배경으로는 마블 기법을 사용하여 판타즘

적인 우주를 표현하였고 그 위에 필름지를 사용하여 우

주의 반짝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디자인 안에 광선 검을

그려넣어상상속에만있는판타즘키덜트현상을강조

하여 표현하였다.

3.4 작품 Ⅳ

Fig. 12. WorkⅣ

1) 유형 : 판타즘 키덜트

2) 특징 : 상상의 가치, 판타지

3) 기법 : 핸드페인팅, 마블, 스톤아트

4) 재료 : UV 젤, 스톤, 글리터, 홀로그램

Fig 12는 판타즘의특징인상상의가치를적용하여상

상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현실화 시켜 표현한 작품이

다. 전체적으로밝은톤의색상을선정하였고, 마블기법

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첫 번째 팁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니콘을 그려 넣었고, 두 번째 팁에는

무지개를 표현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팁에는 팅커벨

을핸드페인팅기법으로그려넣고글리터와홀로그램을

이용하여마법을부리는팅커벨을표현하였다. 마지막으

로스톤을이용하여전체적인느낌을세련되게표현하였다.

3.5 작품 Ⅴ

Fig 13. WorkⅤ

1) 유형 : 메모리즘 키덜트

2) 특징 : 추억회상, 캐릭터 차용

3) 기법 : 핸드페인팅, 엠보, 데칼아트

4) 재료 : UV젤, 스티커, 글리터, 홀로그램, 찡

Fig 13은 어린시절의추억을회상할수있는메모리

즘키덜트를표현한디자인으로 70년대유행한원더우먼

을모티브로제작하였다. 전체적인색상으로는원더우먼

을대표하는색상인빨강, 파랑, 노랑의원색을사용하여

원더우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데칼과 홀로그램

을 사용하여 디자인안의 별을 표현하였다.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원더우먼을 그려 넣고 클리어 젤을 사

용하여엠보기법으로원더우먼가슴을입체적이게표현

하여 유니크하며 개성있게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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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작품 Ⅵ

Fig 14. WorkⅥ

1) 유형 : 메모리즘 키덜트

2) 특징 : 추억회상, 캐릭터 차용

3) 기법 : 핸드페인팅, 엠보

4) 재료 : UV젤, 와이어, 생화

Fig 14는 메모리즘키덜트의특징인추억을회상할수

있는 80년대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톤

다운된 색상으로 사용하고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캐릭터

들을 그려주었다. 또한 생화와 와이어 등의 재료를 사용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80년대는 올림픽이 진행

된해로서그시대를표현하기위해월계관과상모를돌

리는 아이 등을 디자인에 넣었으며, 캐릭터들을 사용함

으로서키덜트문화의향수를자극하며귀여운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키덜트

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활용한네일아트디자인을작품으로제작하여제시

함으로써네일아트융합디자인의영역을확대하는데목

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키덜트의 3가지 유형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큐티즘 키덜트는 귀여움, 화려

함, 캐릭터차용이라볼수있고, 판타즘키덜트는상상의

가치, 판타지, 메모리즘키덜트는추억회상, 캐릭터차용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 Ⅰ은 큐티즘 키덜트의 아기자기하며 귀여

움을 표현한 작품으로 공주를 주제로 하였고 큐티즘 키

덜트의특징을살린동글동글한이미지의공주와공주를

연상시키는 왕관, 손거울, 드레스, 목걸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고네일아트기법은핸드페인팅, 엠보, 스톤아

트를활용하여반짝반짝한아이템의특징을살려표현하

였다.

둘째, 작품 Ⅱ는 큐티즘 키덜트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모티브로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핸

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하였고, 글리터 하트를 엠보 기

법으로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시스루로 디자인하

여심플하게표현하였고, 홀로그램과스톤으로포인트를

주어 표현하였다.

셋째, 작품Ⅲ은판타즘키덜트의특징인상상의가치

를두는이미지로서대표적인판타지영화인스타워즈를

모티브로 스타워즈의 캐릭터를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

현하였고, 스타워즈의 대표 글씨체를 똑같이 사용한 것

이 특징이다. 바탕을 마블 기법으로 우주의 몽환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였고 마블위에 필름지를 사용하여 우주의

반짝임을 표현하였다. 또한 스타워즈의 광선 검을 그려

넣어 판타즘 키덜트 현상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넷째, 작품 Ⅳ는 판타즘 키덜트의 상상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체적인 색상은 밝은 톤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마블 기법을 사용하여 몽환적인 느

낌을 표현하였다.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과 팅커벨은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그려 넣고, 글리터와 홀로그램 스

톤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다섯째, 작품Ⅴ는메모리즘키덜트의추억을회상하

는 원더우먼 캐릭터를 모티브로 제작함으로써 원더우먼

을대표하는색상인빨강, 파랑, 노랑의원색을사용하여

원더우먼을표현하였다. 데칼과홀로그램을사용하여디

자인 안의 별을 표현하고 핸드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원더우먼옷을그려넣고클리어젤을엠보기법으로원

더우먼 가슴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여섯째, 작품Ⅵ은메모리즘키덜트의특징인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80년대를 표현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색감을 톤 다운된 색상으로 제작하였고, 핸드페인팅 기

법을 사용하여 월계관과 상모를 돌리는 아이,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또한, 꽃을 생화를 사용하면서 디자인을 단

조롭지 않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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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있어 필수요소이며 창의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 여성의 스

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일아트

분야에서키덜트문화의특징을활용한디자인은고객들

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일탈을 꿈꾸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사회생활을 이어가

야하는 현대여성들을 대상으로 즐겁고 유쾌한 네일아트

디자인이지속적으로개발되어야하며본연구가네일아

티스트들에게 네일아트 융합디자인의 표현성을 향상시

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제 고객에게 적용하여 만

족도를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한 작품을 실제 고객들에게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양한 사

회적 현상을 접목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네일아트 디

자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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