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로 수면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수면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침구선택 기준이 점차 상향되고 수면산업이 최첨단 융합기술과 결합하면서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맥킨

지는 2021년까지 수면산업이 연평균 5%이상 성장해 2021년 95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1] 국내 침구 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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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침구 브랜드 패턴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총 4개 브랜드 200개의 이미지를 해당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수집하여 패턴디자인 모티브, 표현 방법, 패턴의 배치방법의 특성을 분석했다. 패턴디자인 모티브로는 꽃문양이 

가장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뒤를 이어 식물 및 자연문, 각종 전통 문양과 스트라이프, 체크 패턴이 즐겨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턴의 표현방식으로는 양식적 표현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어서 사실적 표현방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패턴의 배치 방법으로는 올오버 레이아웃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보더 패턴 레이아웃과, 단독 레이아웃도 특

정 브랜드에서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국내 침구브랜드 경향과 비교해볼 때 꽃과 식물문양 및 사실적 묘사 방법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점이 일본 침구 디자인의 특징점인 점으로 분석되어 향후 국내 침구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할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전략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bedding brand pattern. To this end, a total of 

200 images of four brands were collected from the relevant brand websit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attern design motifs, 

expressive methods and layout methods. Pattern design motifs showed that flower patterns were us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plants and natural doors, various traditional patterns, stripes and check patterns. As for the expression of patterns, stylistic expressions 

were used the most, followed by factual expressions. The all-over layout was overwhelmingly used as a method of placing patterns, 

and the board pattern layout and solo layout were also frequently used in certain brands. Compared with the trend of Korean bedding 

brands, the high preference for flower and plant patterns and realistic depiction methods was analyzed a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Japanese bedding designs, indicating the need to strategically reflect such features if Korean bedding brands enter Jap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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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기능성 침구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고 있으며[2] 이브자리와 세사리빙, 알레르망 3개사가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의 성장세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브자리는 2007년부터 중국 상해 1호점을 개설하여 8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

으며, 세사리빙은 기능성 상품을 주력으로 2013년 중국에 진출, 칭다오, 단둥, 웨이하디 등의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3]

한편 일본의 수면산업 중 침구류 시장은 2016년 기준 약 8600억(약 8조 6000억원)으로[4] 우리나라 시장의 7배 가까운 시장 규

모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중국에 이어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면부족과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0조원에 가깝

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매년 3월 18일과 9월 3일을 수면의 날로 지정하고 건강한 수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면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시장의 수배에 이르는 규모와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일본 토종브랜드의 확고한 시장점유와 선진 기술력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일본은 한국 업체들의 무덤’이

라고 불릴 만큼 국내브랜드의 일본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제 3차 102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제 3차 한류 붐이 일어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4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1차 한류 붐과는 달리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K뷰티와 K패션이 유행하고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비교적 자유로운 소비자층이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현황이다.[5]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2019년 초 CJ그룹은 일본 현지에서 경영전략 회의를 가지며, K라이프스타일 확산 선도를 목표로 잡고 일본을 전략지로 

선정[6]하였으며, 면세업계에서는 롯데, 신세계가 일본인 입국자 증가를 틈타 일본인을 타겟팅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

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볼 때, 라이프스타일 창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침구업계에 있어서도 진입장벽

이 높은 일본진출을 다시 한 번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침구업계의 디자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일본에서 선호되는 침구 브랜드 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전략을 제안 함으로써 국내 

침구업계의 일본 시장 진출기회를 새로이 모색해볼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침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침구의 개념 및 종류, 관련 연구 동

향을 파악하고 침구디자인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침구 디자인의 주요 요소

인 텍스타일 패턴디자인의 모티브, 표현 방법 및 배치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수집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

다. 이어서 일본 침구 브랜드 제품을 수집하였다. 일본 침구 브랜드는 2018년 인터넷 업계 판매고 및 공유 랭킹 모두 1위를 차지한

[7] 라쿠텐(樂天)에서 시트/커버 인기 랭킹 1~10위를 차지한(2019년 4월 집계 기준) 10개 브랜드 중 일본 브랜드인 레디(Rady), 니

시가와(西川), 프랑프랑(FrancFranc), 니토리(ニトリ) 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브랜드의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침구 전체의 사진 및 문양을 파악할 수 있는 해상도가 확보된 사진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제품의 디자인을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정립한 분석의 틀에 따라 패턴디자인의 모티브, 표현 방법, 모티브의 배치방법을 중심으로 일본 침구 디자인의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브랜드의 일본 침구 시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2. 침구의 개념 및 연구 동향 

2.1 침구의 개념 및 종류

침구는 일반적으로 수면을 취할 때 쓰는 섬유제품을 통틀어 지칭하며 이불, 요와 같이 쾌적한 수면을 위해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생활공간의 연출을 위해 필요한 쿠션 등의 소품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8] 침대의 역사는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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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왕조 시대부터 기록에 남아있으나 르네상스 시대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헤드보드에 화려한 조각을 하고 아름다운 직물로 커튼

을 드리우면서 지위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유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침대의 역할은 단지 수면을 취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본격적으로 용도별로 공간을 구분해 사용하는 생활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8 세기 

이후부터 일반 주택에서도 침대가 사용되기 시작했다.[9] 침구는 침대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으며 침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 뿐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적이고 화려한 직물을 사용하는 등 상징적이며 감성적인 욕구의 충족도 함

께 요구되어왔다. 과거에는 침대 주위로 화려한 휘장이나 커튼을 장식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오늘날 침구 구성은 일반적으로 아

래 Fig. 1과 같다.

Fig. 1. Composition of bedding (그림 출처: 공간디자인을 위한 코디네이션 & 프로덕트) 

각각 기능 및 용도를 살펴보면 매트리스 커버는 수면 시 배출하는 땀의 흡습을 도우며 침대 매트리스 오염을 방지하며, 베드스

커트는 침대 하단부의 장식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불 커버는 이불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면 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보온 기능을 

하는데 이불깃은 얼굴이 닿는 곳이므로 이불 커버 상단의 소재는 변화를 주더라도 깃 부분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

용해야 한다. 블랜킷 커버는 침대를 덮어 주는 담요를 의미하는데 사이즈가 이불 커버와 유사한 정도로 클 경우에는 보온의 역할

을 주로 하지만 길고 가는 러너형태의 블랜킷 커버는 이불 커버 위에 포인트를 연출하는 장식적인 역할을 주로 한다. 수면을 취할 

때 머리와 몸의 편안한 각도 유지를 위해 베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침구에는 기본적으로 베게 커버(Fillow Cover)가 함

께 셋트로 구성되어 있다. 베게 커버는 베개의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침구에서는 수면 이외에도 기대어 앉아 책을 읽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침구장식 및 헤드 기능을 하는 유로 샴, 장식용 베개 및 쿠션 등을 함께 조합하여 사용

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침구에는 매트리스 커버, 베드스커트, 이불 커버 및 담요, 베개 커버 및 유로샴, 데코러티브 샴, 토스 쿠션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트리스 커버, 이불커버, 필로우 커버는 장식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관련 제

품의 오염을 막고 피부에 직접 닿아 땀의 흡수를 돕고 숙면을 취하도록 보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소재 선택 시 이와 같

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베드스커트, 블랜킷 커버 및 유로샴 커버, 데코러티브 샴, 토스 쿠션 등은 주로 장식적인 요소로서 

활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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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침구 디자인 연구 동향 

현대사회에서 침구는 단순히 숙면을 돕거나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넘어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침실 공간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연출해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줌으로써 라이프 스타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소비자들의 취향과 사회적인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소재개발과 더불어 침구 브랜드의 주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학계에서도 침구 디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침구 디자인 연구는 주로 침구를 

직접 디자인 ‧ 제작하는 작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제는 전통적인 요소를 재해석하여 현대의 침구 디자인에 적

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희란[10] 은 전통 매듭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패턴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활용해 대량생산에 적합한 침구디자인을 제안했다. 엄경희, 최유미[11] , 오석란, 장

민정[12] 은 조각보와 한글을 활용하여 침구 및 침장 주변 용품을 개발하여 제안하였으며, 한연주[13] 는 전통 떡살 문양을 활용해 

호텔 침구를 , 홍세진[14] 은 한국 전통 창살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침구 디자인을 개발했다. 전통 기법을 활용한 침구 디자인 연구

도 있었는데 박성애, 김선화[15] 의 천연염색 기법을 활용한 침구디자인을 개발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모티브를 활용하는 연

구 외에도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활용하여 침구 디자인을 제안한 연구[16] 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 동향에서 파악할 수 있듯, 침구 디자인의 테마를 형성하는 모티브는 침구디자인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전통매듭, 전통 창살, 떡살, 조각보, 한글 등 우리 주변의 사물에서 건축요소, 문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디자인의 모티브로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표현과 배치를 시도함으로써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엄경

희, 최유미[11-1] 는 조각보의 방사형 배치를 활용하여 조각보의 색면을 분할 ‧ 배치하고, 중앙에는 전통 와당문양을 배치하여 적용

하여 변화를 준 뒤, 60센티 크기의 비교적 큰 사이즈의 원리핏을 침구에 적용함으로써 조각보의 바느질선 등 디테일한 부분을 충

분히 표현하고 있었다. 박희란[10-1] 은 전통 매듭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해 디자인을 전개하되, 비례를 고려해 면을 분할하고 매

듭에서 도출한 다양한 디자인 모티브를 스퀘어, 하프드랍, 다이아몬드 배치, 고정 배치 등의 배치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조화

로운 침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전통 떡살을 활용하여 호텔 침구디자인을 제안한 한연주[13-1] 는 한국적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전

통 떡살문양을 보더 패턴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염색기법, 수채화 기법 등을 통해 제작한 패턴을 디지털화하

여 수작업적인 감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였다. 전통 창살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아 침구 디자인

을 전개한 홍세진[14-1]은 누빔 기법, 아플리케 기법, 프린팅 및 자수 기법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소재 및 기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침구 디자인에서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 요소는 침구디자인에 의미를 부여하

고,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사물에서 도출한 모티브를 다

양한 배치방법과 기법을 활용해 침구를 제작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디자인 개발 연구 이외에도 침구 디자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명품 침장류의 동향[17], 현대화 된 전통 침구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18]하거나, 한국과 중국의 

침구 제품 디자인을 비교 분석[19]하여 한국 침구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디자인 전략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해당연구에서는 한국 브랜드는 기하문을 활용한하여 양식적 표현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디자인이, 중국 침구브랜드는 식물

문과 복합문을 활용해 사실적 표현 및 규칙배열, 혹은 원모티브 고정배열을 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간 침구 디자인 

차이를 디자인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한편 침구 텍스타일 패턴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구 패

턴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거나[20], 국내 침구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다른 분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와 비교연구하여 

국내 침구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방향을 모색한 연구[21], 사회적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국내 침구 디자인에도 자연주의 디자인 경

향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 연구[22]도 있었다. 이와 같이 침구 디자인의 트렌드는 사회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고,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한국과 중국 침구 디자인을 비교한 연구 이외에는 주로 2010년 전후 시기의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어 최근 침구디자인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지 않아 관련 연구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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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3.1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개념 및 요소 

텍스타일(Textile)이란 라틴어로 짜다, 뜨다, 조합하다를 의미하는 ‘TEXPO'에서 비롯된 말로 일반적으로는 섬유, 직물과 같이 

봉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의미하며, 생산 과정에서 상품으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물의 조직과 표면에 무늬와 색상

을 부여하는 행위를 텍스타일 디자인이라 정의 할 수 있다.[23]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소로는 소재, 패턴, 색채를 들 수 있다. 소재는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촉각적인 요소로 

두께나 질감, 유연성 등의 요소가 종합되어 소재감성을 표현하며 패턴은 패턴의 종류 및 관계, 모티브의 크기 및 배열 또는 간격과 

같은 요소에 의해 직물의 인상을 형성한다. 색채는 명암 및 채도대비, 배색 등의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따라 텍스타일 

디자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24] 텍스타일 디자인은 미적인 요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며, 다른 

예술이나 조형적인 작업과 마찬가지로 선, 형태, 공간, 컬러, 텍스처 등 다양한 조형의 기본 요소로 형, 동세, 반복, 강조 ,대비, 통일

성 등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 하지만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 ‘반복’은 매우 중요한 조형원리이다. 패턴과 반복은 텍스타일 디자

인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텍스타일의 제법, 용도, 너비를 고려해 리피트 사이즈를 정하고 배치해야하기 때문이다.[25]

이와 같이 텍스타일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인 패턴, 즉 반복되는 단위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패턴디자인이라 하며, 디

자이너는 선택한 모티브의 속성을 분석하여 표현 방법과 배열방식을 선택하여 디자인을 전개[26]하는데,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하

더라도 배열방식, 밀도, 모티브를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직물 디자인으로 인지된다. 종합하면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이

란 텍스타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표현 요소인 모티브의 각도, 색채, 질감 등을 계획하고 배치하여 아름답게 직물을 구성하

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2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본인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며, 풍부한 디자인의 영감이 되는 원천 소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천 소스를 바로 텍스타일 패턴 티자인의 모티브라 칭 할 수 

있는데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는 자연물에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 나아가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는 추상적 표현

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한정짓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를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인다. 정현미[27]는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를 스트라이프, 체크, 코인도트, 기하, 도큐

먼트, 페이즐리, 추상, 에피소드, 패치워크 패턴으로 분류했으며 이정림[28]은 크게 자연물과 인공물로 분류했으며, 나경주, 권오경

[29]은 자연물, 인공물, 상징물, 상상물, 복합의 5부류로 분류하였다. 한편 최옥수[30]는 꽃, 기하학, 회화풍, 에스닉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권해진, 김수정[31]은 크게 전통과, 현대로 모티브 종류를 나누고 있다. 전통에 해당하는 모티브로 바틱, 다마스크, 페이즐리, 

사라사, 헤르메스, 페르시안, 아르누보, 아르데코 문양을, 현대 모티브는 자연물, 기하, 추상, 스트라이프, 체크, 물방울, 타입, 캐릭

터로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연구자들의 분류방법이 유사하면서도 각기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트 , 스트라이프, 체크와 같이 기하 형태를 가지면서도 단일한 개체가 강한 반복성을 보여주는 문양을 어떻게 분류하는

가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는데, 정현미[27-1]는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를 기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였으며 이은옥[32], 

전지은 ‧ 박영미[33]는 이를 기하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 나경주 ‧ 권오경[29-1]은 도트, 스트라이프, 체크를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

들어낸 것으로 간주하여 상상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가에 있어서도 차

이점을 보였는데 노신영[8-1]은 식물, 동물, 기하, 추상, 전통으로 분류하여 전통 문양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으며,권해진, 

김수진[31-1] 또한 노신영과 유사하게 전통 문양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바틱, 사라사 등 역사가 긴 에스닉 문양에서부터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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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에 해당하는 아르데코 패턴 또한 전통적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통 문양 해석과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최

옥수[30-1]는 다른 연구자와는 달리 에스닉 문양을 전통문양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에스닉 문양이란 주로 비(非 )

서양 지역의 사상과 철학이 반영되어 나타난 문양으로[34] 주로 남미, 아프리카, 중동 , 중앙아시아 등의 직물에서 나타나는 문양을 

지칭하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서구권과는 현격히 다른 미적 감각과 표현 특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의 패턴 디자인의 모티브 분류 방법 및 의미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pattern design motif 

연구자명 분류

정현미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기하 ,도큐먼트, 페이즐리, 추상, 에피소드 , 패치워크 

이은옥 / 전지은 ‧ 박영미 자연물, 인공물,기하물, 상징물

이정림 자연물, 인공물

나영주, 권오경 자연물, 인공물, 상징물, 상상물, 복합

노신영 식물, 동물, 기하, 추상, 전통

최옥수 꽃, 기하, 회화풍, 에스닉 

권해진, 김수정 

전통적 현대 

바틱, 다마스크, 페이즐리, 사라사, 헤르메스, 

페르시안, 아르누보, 아르데코 

자연(꽃, 동물) 기하(옵티컬, 캘리그래피, 그래픽), 

추상, 스트라이프, 체크, 물방울, 타입, 캐릭터 

이와 같이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의 소재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

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디자인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창의적인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차별화를 위해 새로

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더해져 그만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의 표현 방법 

패턴 디자인의 소재, 즉 모티브가 동일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디자인 결과물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형

성하게 된다. 현대의 산업적 요구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량생산을 전제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기획하고 설

계하기 때문에 텍스타일 패턴의 소재를 정하면 해당 시즌의 트랜드 , 계절감, 타깃 소비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표현 스타일의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침구 텍스타일은 인테리어 트렌드 및 계절감을 고려해

야하며, 봄 ‧ 여름에는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깨끗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표현법을, 가을 ‧ 겨울에는 깊이감이 있으며 대담

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8-2]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모티브와 마찬가지로, 표현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여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정현미[27-2] 

는 캐드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붓에 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표현한 듯한 마른붓 기법, 면의 음영이 뚜렷하게 표현되는 면분할 

기법, 수채화처럼 음영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라데이션 기법, 에어 브러쉬로 뿌린 듯한 뿌리기 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 이은옥

[32-1]은 크게 사실적 표현, 추상적 표현, 양식적 표현으로 분류한 뒤 색 표현 기법에 따라 수채화, 파스텔, 그래픽화, 점묘, 펜화, 소

묘기법으로 다시 분류했다. 전지은 ‧ 박영미[33-1]는 크게 사실적 표현, 추상적 표현, 양식적 표현 세 가 지 방식으로 분류했으나 세

부적인 분류는 하지 않았다. 한편 나영주, 권오경[29-1]은 약화적 표현, 기하학적 표현, 추상적 표현, 사실적 표현, 복합적 표현으로 

분류 하였다. 노신영[8-3]은 캐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수채화 기법, 거친 텍스츄어, 에어브러쉬 기법,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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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터치를 이용한 사실적인 표현, 유화적 표현, 워프기법 등을 사용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이와 같이 텍스타일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티브의 종류 및 기획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

르다. 연구자들의 분류방법을 종합해보면 모티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표현하는 법, 약화적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는 법, 뚜

렷한 형태를 가지지 않도록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양식화하여 표현하는 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실적 묘사 여부를 중심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펜화, 수채화, 점묘, 소묘, 그래픽화 등) 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echniques of Textiles Design 

연구자명 분류

정현미 마른붓 기법 ,면분할 기법, 그라데이션 기법, 뿌리기 기법

이은옥 / 전지은, 박영미
사실적 표현 기법, 추상적 표현 기법, 양식적 표현 기법

수채화 기법, 파스텔 기법 , 그래픽화 기법 ,펜화 기법 ,점묘기법, 펜화 기법 , 소묘기법

나영주, 권오경 약화 , 기하학, 추상적, 사실적, 복합

노신영 수채화 기법, 거친 텍스츄어, 에어브러쉬 기법, 굵은 터치를 이용한 사실적인 표현, 유화적 표현, 워프기법

3.4 텍스타일 패턴의 배치방법 

텍스타일 패턴은 직물로서 생산하기 위해 일정한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제판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는데 이와 같이 모

티브의 배열이 반복, 연결되는 지점을 원리피트라고 한다.[23-1] 원리피트를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패턴 디자인

의 전개가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규제와 리듬을 부여하여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각적인 다양성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패턴을 배치해야 한다.[26-1]

많은 연구자들(임선양, 권해진 ‧ 김수정, 안미화 ‧ 장애란 등 다수의 연구자)이 패턴을 분류, 혹은 디자인 하는 방법으로 리처드 

M. 프록터( Richard M. Procter)의 8가지 단위형의 배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모티브가 어긋남 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은 스

퀘어 패턴, 계단형으로 어긋나게 이어져 있는 하프드롭 패턴, 벽돌을 쌓은 듯이 배치되어 있는 브릭 패턴, 패턴이 사선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 은행잎 모양을 쌓은 듯한 스케일 패턴, 트라이앵글 패턴, 핵서건 패턴, 오지패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외에 이은옥[32-2]및 전지은 ‧ 박영미[33-2]는 모티브의 배열 방법을 크게 규칙배열, 뿌리듯이 배치하는 불규칙 배열, 원모티

브만 넣는 고정배열로 분류하고 구성형태를 하프드롭, 다이아몬드, 스케일, 브릭,오지, 핵서건, 턴라운드, 턴오버(회전하는 방법)

로 분류했다. 나경주, 권오경[29-2]은 올오버, 원웨이, 투웨이, 포웨이, 스페이스드 , J. Wilson[25-1]은 기본적인 반복의 방법을 스트레

이트 리피트, 하프드랍 리피트, 브릭 리피트,미러드(수직수평) 리피트 , 크게 네가지로 분류했다.

한편 최옥수[30-1]는 패턴의 모티브와 배경과의 면적 관계를 기반으로 배경이 넓고 모티브가 작은 스페이스드 레이아웃(spaced- 

lay out), 모티브가 배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올오버 레이아웃(allover lay out), 모티브가 전 화면에 꽉 차게 밀접하게 배치되

는 팩트 레이아웃(packed lay out), 정돈된 세트 안에 문양이 배치되는 세트 레이아웃(set lay out), 무작위하게 뿌린 듯 한 토스드 

레이아웃(tossed layout), 띠 형태 안에 문양을 배치하는 보더 패턴(border pattern)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정돈된 세트안에 

문양이 배치되는 세트 레이아웃을 스퀘어, 다이아몬드, 오지, 보더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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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ay out of Textile Pattern

연구자명 분류

리처드 M. 프록터 스퀘어 ,하프드롭, 브릭, 다이아몬드., 스케일, 트라이앵글, 핵서건 , 오지 

이은옥/

전지은 ‧ 박영미

규칙배열 

(스퀘어, 하프드롭, 다이아몬드, 스케일, 브릭, 오지, 핵서건, 턴라운드, 턴오버)
 불규칙 고정

나영주 ‧ 권오경 올오버, 원웨이, 투웨이,포웨이, 스페이스드 

노은희 ‧ 류옥희 같은 형식으로 반복, 대칭으로 반복, 변화상태의 반복 

J. Wilson  스트레이트, 하프드랍, 브릭 , 미러드 

최옥수

배치방식 전개방향 반복여부

스페이스드 , 올오버 , 팩트 , 셋트, 토스드 레이아웃, 보더 

패턴 

비방향적, 위쪽 방향으로 정돈된 문양, 

상하방향으로 정돈된 문양 
반복, 단독 

김선미 ‧ 서은경
방향에 따라 패턴 생성 모양에 따라 

사방이음, 평스텝, 천지스텝, 계단스텝 사각형 ,벽돌형, 마름모, 삼각형, 비늘형, 반곡형, 육각형

종합해보면 텍스타일 패턴의 배치 방법은 크게 반복적으로 규칙 배열하거나, 불규칙하게 배열하거나, 아니면 단독 문양을 고정 

배열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모티브와 배경의 비중 관계에 따라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레이아웃으로, 패

턴의 이음 방향에 따라 사방이음, 평스텝과 같은 바로이음(direct jointing) 방식, 천지스텝, 계단 스텝과 은 스텝이음(step jointing) 

방식, 생성된 패턴의 양에 따라 사각, 브릭, 다이아몬드, 스케일, 삼각형, 핵서건, 오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4. 사례 수집 및 분석 

4.1 분석 기준 수립

침구 제품 사례 수집에 앞서 이론 고찰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텍스타일 디자인

의 주요 요소인 모티브, 표현 방법, 배치방법의 세 요소를 분석하며, 모티브를 분류하는 방법은 선행연구 정현미, 노신영, 권해진 ‧ 

김수정의 분류기준을 수정 ‧ 보완해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기하, 꽃, 식물 및 자연물, 동물, 인공물, 전통문, 상징문, 추상문, 복합

문, 기타로 분류하였다. 스트라이프와 체크, 도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기하문으로 포함시키는 연구자도 있었으나 스트라이

프와 체크는 사용빈도가 일반적인 기하문 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기하문과는 별도로 분류해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따로 분리하였다. 꽃문양 또한 다른 식물 및 자연물과 비교했을 때 출현 빈도가 매우 높고, 독립적인 문양으로서 분류

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 식물문에서 별도로 분리하였다. 전통문은 국내의 전통문에 한정짓지 않고 권해진, 김수정의 분류 기

준을 따라 지역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틱, 다마스크, 페이즐리 등의 에스닉한 문양을 모두 포함하여 전통문으로 분류 하였

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은 추상문, 이 외에 문자, 하트 등은 상징물로, 이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했

을 경우는 복합문으로, 어느 쪽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현 방법은 나경주, 권오경의 분류방법인 약화, 기하학, 추상적, 양식적, 복합적 표현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나경주, 권오경의 

분류 용어 중 기하학적이란 표현을 양식적이란 표현으로 대체 한 이유는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여 양식화한 표현법이라는 의미

를 양식적이라는 용어가 보다 잘 표현하고 있으며, 선행연구 중 이은옥 외 2인이 이와 같은 의미로 양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턴 배치 방법은 최옥수의 분류 방법에 따라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레이아웃, 보더 패턴으

로 분류하여 분석했으며, 반복적인 배치가 아닌 단독 문양인 경우는 단독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모티브의 종류, 표현방법, 배치방

법의 분류 및 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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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method of Pattern design 

구분 분류 정의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패턴

체크 가로세로의 스트라이프가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패턴

도트 원이나 점을 모티브로 하는 패턴

기하 여러 기하 도형등이 선이나 면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꽃 꽃을 중심으로 문양을 구성한 경우 

 식물 및 자연물 꽃을 포함한 나뭇잎, 덩굴 등 기타 식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및 기타 자연문

동물 동물, 곤충, 새 등 주변의 동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인공물 건물, 자동차 등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물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전통문
바틱, 다마스크, 페이즐리, 사라사, 헤르메스, 페르시안, 아르누보, 아르데코 지역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는 문양으로 구성된 경우

상징문 하트, 로고 이니셜 등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재로 구성된 경우

추상문 사물을 사실적이 아닌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한 패턴

복합문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문양 

기타 위의 어느 것에도 분류되지 않는 경우 

표현방식

약화적 대상물을 간략하게 약식화 하여 드로잉 하듯이 표현하는 경우 

양식적 대상물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 양식화 하여 표현하는 경우 

추상적 대상물의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

사실적 대상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복합적 두 개 이상의 표현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배경이 넓고 모티브가 작아 넓은 공간에 모티브가 떠있듯이 배치

올오버 배경보다 모티브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팩트 모티브가 화면에 밀접하게 전체적으로 배치되어 배경이 거의 없음

셋트 정돈된 세트 안에 문양이 배치되는 경우 

토스드 레이아웃 무작위적으로 뿌린 듯 배치되어 있는 경우 

보더 패턴 띠 형태 안에 문양이 들어가거나 밑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단독 모티브 한 개가 단독으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 

4.2 일본 침구 브랜드 제품 사례 수집 

일본 침구 브랜드 사례 수집은 2018년 인터넷 업계 판매고 및 공유 랭킹 모두 1위를 차지한 라쿠텐(樂天)에서 시트/커버 인기 

랭킹 1-10위를 차지한(2019년 4월 집계 기준) 10개 브랜드 중 일본 브랜드인 레디(Rady), 니시가와(西川), 프랑프랑(FrancFranc), 

니토리(ニトリ) 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0개 랭킹 중에 일본 브랜드 순위는 2위 니토리, 4위 니시가와, 5위 레디, 6위 

무지루시(무인양품), 8위 프랑프랑 5개 브랜드가 있었다. 그 중 무지루시의 경우 침구의 개수가 10개로 많지 않고, 체크 문양의1

개 제품을 제외하고 9개 제품은 모두 단색의 제품이었으므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침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

성품인 이불커버와 베개 커버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이 패턴디자인의 경향 분석에 있으므로 패턴디자인이 전

혀 적용되지 않은 단색 컬러의 제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순위가 높았던 니토리의 제품부터 총 4개사의 제품을 수집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6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4.2.1 니토리 침구제품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사는 ‘생활의 풍요로움을 세계의 사람들에게 제공한다’을 기업가치로 삼고 있는 가구, 인테

리어 용품 전문 회사이다. 1967년 ‘니토리 가구점’으로 창업하여 1978년 사명을 ‘주식회사 니토리가구’로 변경[37]하고 현재는 일

본 홈퍼니싱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2019년 침구제품 중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55종을 중심으로 분류

해보면 아래 Table 5와 같다.

Table 5. Bed cover of Nitori Co. Ltd 

구분 이미지 개수 구분 이미지 개수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9 체크 5

도트 0 기하 5

꽃 10 식물 및 자연물 8

동물문 3 인공물 2

전통문 10 상징물 0

복합문 2 추상/기타 1

표현방식

약화적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 복합적

13 36 4 1 1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보더 패턴 단독

0 40 4 3 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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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니시가와 침구 제품

니시가와사는 무로마치 시대인 1566년부터 생활용품 판매업으로 창업,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이어오고 있어 일본 섬유업

계에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다.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좋은 수면을 취해 생활으

리 질을 높이기 위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이다. 공학적 수면 베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

으며 다수의 하위브랜드 및 라이센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38]니시가와 제품 18종을 분류하면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Bed cover of Nhisigawa Co. Ltd 

구분 이미지 개수 구분 이미지 개수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3 체크 4

도트 1 기하 3

꽃 3 식물 및 자연물 3

동물 0 인공물 0

전통문 1 상징물 0

복합문 0 추상/기타 0

표현방식

약화적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 복합적

5 12 1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보더 패턴 단독

18

4.2.3 레디 침구 제품

레디는 주식회사 SM Brand 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집중적으로 타게팅 하는 기업이다. ‘귀엽게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라는 컨셉으로 의류에서 패션 잡화, 생활 잡화까지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모델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무토 

시즈카(武藤静香)가 프로듀싱한 브랜드이다.[39]레디 제품 총 34종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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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ed cover of Brand Rady

구분 이미지 개수 구분 이미지 개수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0 체크 2

도트 0 기하 0

꽃 13
식물 및 

자연물
1

동물 1 인공물 0

전통문 1 상징물 12

복합문 3 추상/기타 1

표현방식

약화적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 복합적

1 17 15 1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보더 패턴 단독

11 2 2 8 11

4.2.4 프랑프랑 침구 제품

1990년 수입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프랑프랑은 일상에 놀라움과 감동을, 편안한 일상을 제안하기 

위한 기업 목표를 세우고 기능적이면서 편안한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는 생활잡화 기업이다. 디자인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40] 프랑프랑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화려하고 개성있는 패턴 디자인 제품을 중심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게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이다. 프랑프랑의 제품 총 13점을 분류해보면 아래의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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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ed cover of Brand Franc Franc 

구분 이미지 개수 구분 이미지 개수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0 체크 0

도트 0 기하 1

꽃 5 식물 및 자연물 3

동물 인공물 

전통문 1 상징물

복합문 1 추상/기타 2

표현방식

약화적 양식적 사실적 추상적 복합적

1 3 6 2 1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올오버 팩트 셋트 토스드 보더 패턴 단독

1 8 1 2

4.3 사례 분석 

4개의 브랜드 총 120점을 수집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 침구 브랜드를 종합하여 패턴 디자인 모티브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 모티브는 다

양한 소재가 활용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꽃이 가장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총합은 31건 이었다. 이는 특정한 브랜드

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으며 니토리, 레디, 프랑프랑 3개 브랜드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꽃은 침구 디자인에

서 가장 애용되는 모티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 등장한 모티브는 식물 및 자연물이었다. 뒤이어 전통문, 상징문 및 스트

라이프, 체크, 기하, 복합문, 추상문 및 동물, 인공물, 도트 순의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식물 및 자연물은 덩굴, 나뭇잎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높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어 꽃을 포함하여 식물류의 모티브, 즉 자연물은 침구 텍스타

일 패턴 디자인의 소재로서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트라이프, 체크는 잦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으나 니토리와 

니시가와 두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는 중성적인 느낌의 패턴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강한 

개성을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 보다는 폭넓은 연령층을 타겟팅 하는 브랜드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전통

문은 주로 브랜드 니토리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에스닉한 문양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는 

상징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브랜드 레디는 로고 및 하트, 입술, 문자 등 다양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복합문은 주로 꽃과 같은 자연물과 스트라이프, 도트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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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별 패턴디자인 모티브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브랜드 니토리는 스트라이프, 꽃, 에스닉한 전통문이 유사한 비중

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브랜드 니시가와의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체크, 기하, 꽃 ,자연물 등의 모티브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

었다. 브랜드 프랑프랑은 꽃, 식물 및 자연물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레디의 경우 압도적으로 꽃 모티브의 활용

도가 높았다.

둘째, 표현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잦은 빈도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양식적 표현 방법으로 니토리, 니시가와, 

레디 세 개 브랜드 모두 양식적 표현 방법을 가장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사실적 표현방법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

지했다. 약화적인 표현 방법도 잦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추상적인 표현방법이나 복합적 표현방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각 브랜드 별로 분석해보면 브랜드 특성에 따라 표현 방법의 편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브랜드 니토리, 니시가와 모두 약화적인 

표현 방법도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만 양식적 표현방법을 2배 이상 잦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브랜드 프랑프랑은 사실적인 표

현방법을 가정 선호하여 사용했으며 추상적이거나 복합적 표현 방법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니토리, 니시

가와와는 달리 각 표현 방법을 비교적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브랜드 레디의 경우 양식적 표현방법과 유사한 빈도로 사실

적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이 외의 표현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모티브 크기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큰 편으

로 사실적인 묘사의 정도가 매우 섬세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9. Distribution of Pattern design

구분 니토리 니시가와 레디 프랑프랑 계

모티브 종류

스트라이프 9 3 12

체크 5 4 2 11

도트 1 1

기하 5 3 1 8

꽃 10 3 13 5 31

식물 및 자연물 8 3 1 3 15

동물 3 1 4

인공물 2 2

전통문 10 1 1 1 13

상징문 12 12

추상문 1 1 2 4

복합문 2 3 1 6

기타 

표현방식

약화적 13 5 1 1 20

양식적 36 12 17 3 58

추상적 1 1 2 4

사실적 4 1 15 6 26

복합적 1 1 2

배열방식

스페이스드 1 1

올오버 40 18 11 8 77

팩트 4 2 6

셋트 3 3

토스드 레이아웃 2 2 4

보더 패턴 4 8 1 13

단독 1 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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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턴의 배치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배경보다 문양이 차지하는 면적을 높여 침구 전면에 패턴모티브를 배치하는 올오버 

레이아웃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단독 문양과 보더 패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브랜드 

특성을 분석해보면 니시가와, 프랑프랑 3개 브랜드의 경우 올오버 배치 외에 다른 배치 방식은 전혀, 혹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

었으며, 니토리의 경우 사용 빈도는 낮지만 팩트, 세트, 보더 패턴 등 각기 다른 배치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디자인하고 있었다. 브

랜드 레디는 비교적 큰 사이즈의 꽃 모티브를 침구 아래쪽 단에 배치하거나, 로고나 꽃을 반복하지 않고 단독 배치하는 경향을 강

하게 보이고 있었다. 반면 다른 브랜드는 보더 패턴 레이아웃이나 단독 배치를 올오버 레이아웃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빈도

로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올오버 배치방식에 이어 단독문양과 보더패턴의 빈도가 높았던 이유는 특정 브랜

드에 의해 발생한 편차 즉, 브랜드 레디에서 다른 배치방식에 비해 단독 배치와 보더 패턴 배치를 많이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5. 결 론

4개 브랜드 총 120점의 침구디자인을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타일 패턴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모티브 종류는 꽃을 사용한 경우가 총합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니토리, 레디, 프랑

프랑 3개 브랜드 모두 꽃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어 식물 모티브와 함께 자연 모티브는 침구 디자인에서 가장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침구 디자인모티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기하문(29%)과 식물문(27%)이라는 2018년도의 선행연

구[19-1]결과와 비교해 볼 때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를 기하문에 포함시켜 계산해도 꽃과 식물문이 14건 이상 더 많아 일본 침구브

랜드는 국내 브랜드보다 꽃 모티브와 자연물 모티브가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양식적 

표현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었으며, 국내 침구 브랜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 양식적(49%)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사실적 표현방법의 활용이 7%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침구 브랜드 현황을 

볼 때 일본 침구 브랜드에서 사실적인 표현방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모티브 배열방

식은 침구 전면에 모티브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내 침구 브랜드의 동향과 크게 상이한 점

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 여성을 타겟팅하고 있는 브랜드 레디에서 국내 브랜드 및 일본의 타브랜드에서도 크게 활용하

고 있지 않은 보더 패턴 배열 및 단독 배열 등을 다소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본 진출 전략을 제언할 수 있겠다. 첫째, 비교적 모던하고 심플한, 기하학 모티브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국내와 달리 일본은 꽃과 식물 모티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적인 표현 방법을 많

이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인지하고 디자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4차 한류 붐에 편승한 세대는 과

거와 달라 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들이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점을 브랜드의 가치로 내세우며 폭넓은 세대를 

타켓팅하는 디자인 전략을 구사하는 니시가와, 니토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브랜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로 젊은 세대

에게 선호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 온 레디, 프랑프랑의 디자인은 화려하고 과감한 모티브의 사용, 강렬한 색상을 사용한 사실적 

묘사, 강한 인상을 형성할 수 있는 단독 배치 등을 즐겨 사용하는 디자인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침구 브랜드로서 긴 역사를 가지고 

무난하고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침구 디자인으로 폭넓은 소비자층을 견고하게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 보다는 소비자층의 폭을 

좁혀서 새로운 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강한 아이덴티티와 개성을 추구하는 젊

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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