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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드로잉키트로 재물과 행복 받으세요”
나지수 나짓구 대표 (아이디어팩토리)

설립 연도 2020년 11월 │ 주요 사업 미술제품 통신판매
성과 풍수드로잉키트 개발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주 명리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스타트업 나짓구는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려 액자로
보관할 수 있는 풍수드로잉 키트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나지수
(29) 나짓구 대표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미술
작가다. 졸업 후 작가로서 미술활동을 하던 그는 지난해 11월 풍
수드로잉키트를 제작·판매하는 나짓구를 설립했다.
“요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주, 타로, 미신 등을 통해 미래
에 대한 기원이나 소원을 빌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잖아
요. 그런 점에서도 풍수드로잉키트는 기원에 관련된 그림으로
집 안 풍수 인테리어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지인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로 전하기도 합니다.”
풍수드로잉키트는 일러스트로 프린트 된 도안과 미니 파렛트,
물감, 붓, 액자, 설명서로 구성돼 있다. 도안은 감과 해바라기 두
종류다. 감과 해바라기는 명리학적으로 재물과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고객 한 분이 감 그림을 구매하신 뒤 효과가 있었다며 추가로
구매해 지인에게 선물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좋은 기운
을 전달해드리진 못하지만 작은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
도 힘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죠.”
풍수드로잉키트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만 끝나지
않고 액자가 포함돼 있어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재물과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감과 해바라기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두면 부적과 같은 의미도 있다고 나 대표는 설명했다.
“요즘엔 뭐든지 간편하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선물도 간단하게
기프트콘으로 전달하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풍수드로
잉키트가 선물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점도 각자의 진심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현재 감과 해바라기 두 종류
의 도안에서 물고기 그림을 추가할 계획이에요. 물고기는 합격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시나 취업 등 매년 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키트죠.”
현재 풍수드로잉키트는 나 대표의 블로그와 SNS채널을 통해
서만 판매되고 있다. 향후 물고기 등 도안 수를 늘려 제품의 다
양성을 확보한 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계획이다. 여기에 그
림에 관심 있는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방창업을 오픈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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