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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ile print designs for local apparel, and fashion trends. 
This was achieved by extracting trend key words and analyzing apparel textiles. The fashion trends and print trends 
from the 2010S/S season to the 2013F/W season as projected by two trend forecasters, the Samsung Fashion 
Institute and First View Korea, were extracted for a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clothing patterns, a total of 
1,582 print designs purchased by local apparel brands targeti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from print design 
companies including Italy’s NEWAGE, MyDesign and England’s Pattern, were analyzed. After classifying the 
designs according to the trend key words which had been extracted, the demands by season, trend dependency, 
and design preferences were analyzed to produce the following results. The major key words for textile print designs 
from the 2010S/S season to the 2013F/W season were Check & Stripe, Flower, Geometric, Natural, Ethnic, and 
Graphical. Patterns corresponding to those design key words were more prominent in recent designs. Considering 
the trends by season, the designs presented in the F/W season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correspond to the 
trend key words than those in the S/S season. A general preference for nature-inspired designs was also found in 
the local print market.

Keywords: textile(텍스타일), print design(프린트 디자인), trend(트렌드) 

 

I. Introduction
1. Propose of study
현대 패션에서 소재는 의상의 재료로서의 역할

을 넘어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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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나아가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 책임에 관

한 이슈의 중심에서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주

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에서 소재의 선택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다양한 소재 중에서 프린트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은 패션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소비자의 욕

구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린트 디자인은 개성화와 감각화를 추구하는 

현 패션마켓에서 브랜드의 독자성을 비교적 손쉽

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겟과 트렌드를 고

려한 프린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 과정에

서 트렌드에 관련된 정보 분석과 브랜드 이미지 및 

시즌 컨셉에 맞는 칼라와 모티브 선택은 중요한 요

소이다(Lee, 2001).
그러나 국내 프린트 디자인 마켓은 수입에 의존

하는 경향이 강하고,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에 치우친 어패럴 산업 형태로 인하여 지속적

인 연구 개발보다는 산발적인 모방 디자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프린트 디자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부가가치에 대

한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트렌드에 발맞춘 디

자인 개발 능력 및 기술력의 축적 등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프린트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트렌드

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

스템에서 이윤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우

위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수용하는 

지적인 디자인 개발의 태도는 주류 거대 시스템만

을 만족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결국 패션이나 

텍스타일에서 인간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차별적 관점’(Kate, 2008)을 가진 계층을 

만족시키는 질적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는 프린트 디자인의 양적 그

리고 질적 성장에 있어서 트렌드와의 통합적 연구

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텍스타일 디자인의 견지에서 예

술사조 및 특정패턴에 관련된 디자인 유형을 대상

으로 하거나(Kim & Kim, 2010; Song, 2006) 트렌드

를 축으로 다양한 텍스타일 소재를 포괄적으로 연

구(Jung, 2009; Yoon, 2012)하는 등 프린트 디자인

과 트렌드의 관계성을 통시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

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프린트 

디자인을 분석하여 국내 프린트 디자인과 트렌드

와의 유기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프린트 디자인 

개발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Methods
본 연구는 트렌드 예측기관의 자료조사와 분석

을 바탕으로 국내에 판매된 프린트 디자인을 적용

하는 실증적 연구로 진행된다. 트렌드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 

까지이며, 시즌별 소재 트렌드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삼성 패션 연구소(www. 
samsungdesign.net)와 퍼스트 뷰 코리아(www.fistview 
korea.com)의 2개의 트렌드 예측기관의 자료를 선

정하였다. 삼성 패션 연구소와 퍼스트 뷰 코리아의 

선정 이유는 패션 흐름에 관한 전문화된 고급정보를 

제공하며, 업계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예측기관(Kim, 2001)으로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즌별 프린트 

트렌드를 키워드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즌별 느낌과 

구체적인 키워드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시즌별로 트렌드를 설명

하는 표현을 통합한 후, 빈도수(Lee & Yang, 2003)
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즌별 대표적인 키워드를 추

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2010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 국내 어패럴 브랜드에서 구매한 프

린트 디자인 1,582개 중 추출된 키워드와 부합하는 

디자인을 분류한다. 프린트 디자인 개발업체인 이

탈리아의 NEW AGE, My Design, 영국의 Pattern 3
사이고, 2010년 S/S 시즌 191점, 2010년 F/W 시즌 

108점, 2011년 S/S 시즌 229점, 2011년 F/W 시즌 

213점, 2012년 S/S 시즌 318점, 2012년 F/W 시즌 

218점, 2013년 S/S 시즌 158점, 2013년 F/W 시즌 

147점으로 여덟 시즌 동안 총 1,582점이다. 자료 분

류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학과 교․강사 5명과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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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ethods

과정 2명, 박사 과정 5명의 대학원생 7명의 12명으

로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자 집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키워드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분

류한 후 판매율에 따른 시즌별 수요, 국내 프린트 

디자인 트랜드 의존도 그리고 키워드별 판매율에 

의한 프린트 디자인의 선호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 본 연구의 단계별 과정은 <Fig. 1>과 같다.

II. Fashion Trend & Key Word 
Extraction from Trend Company 

Analysis by Season 

본 장에서는 두 예측 기관에서 2010년 S/S 시즌

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 프린트 트렌드를 분

류․분석하여 통합된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프린트 디자인의 경향은 패

션트렌드와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지니므로 각 시

즌별 패션트렌드와 함께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키

워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기관에서만 트렌드로 

제시한 키워드도 있었으며, 같은 특성을 이야기하

지만 다른 키워드로 표현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

로 두 기관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류와 특성을 키워드

로 추출하였다. 한 기관에서만 제시를 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또한 키워

드로 제시하였다. 판단의 기준은 시즌의 패션 트렌

드와 전 후 시즌의 프린트 트렌드의 흐름이다. 그
리고 이의 내용을 각 시즌별로 표로 만들었다. 표
에서 제시된 분류와 특성은 삼성 패션연구소와 퍼

스트 뷰 코리아에서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

여 객관성을 높였다. 키워드를 위하여 선정된 단어

들은 추상적인 어휘의 사용을 자제하고, 일반적이

고 상식적인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하 삼성패션 연구소는 삼성패션으로, 퍼스트 

뷰 코리아는 퍼스트 뷰로 줄여서 서술하기로 한다. 

1. 2010 S/S Fashion & print trend
2010년 S/S 패션 트렌드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급격한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신

선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퍼스트 뷰

에서는 고전적인 감성과 실용주의를 대두시키면서 

이를 소박하고 자연주의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있다(“2010 S/S Pre-Mood”, 2009). 이러한 분위기는 

삼성 패션에서도 확인되며, 소재 전반에 있어서 밝

고 부드러운 색감의 자연 소재, 가볍고 투명한 소재, 
마, 데님, 중첩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

고 있다(“2010 S/S Style”, 2009). 프린트 디자인에 

있어서는 수채화, 단순하고 가벼운 드로잉 기법 등

으로 서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된 흐

름이며, 이번 시즌 추출된 키워드는 네 가지이다.
삼성패션에서 제시한 키워드 Check의 서정성, 

유동성, 흐릿함은 퍼스트 뷰의 Glam Youngstar의 

변형된 체크, 빛의 효과, Urban Engineer의 추상적 

표현과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Pixel & 
Optical은 삼성패션의 키워드로 Synthetic Lyrics의 

나노 지오메트릭 패턴과 연결되며, 투명감, 수채화 

디졸브 등의 표현 기법이 이 시즌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삼성패션의 Abstract Floral의 특징

과 퍼스트 뷰의 Urban Engineer 키워드에서 보이는 

표현기법상의 특징은 서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Drawing은 삼성패션의 키워드

이자 퍼스트 뷰의 키워드인 Soberness, Urban Engineer, 
Synthetic Lyrics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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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oral

Pixel & Optical

Drawing

Check
Synthetic Lyrics 

lyrical, light technique of expression 
color, watercolor, light, nano-geometric 

pattern, transparent 

Soberness
simple, cold, abstract, limited color, 

freely drawing, moderation

Urban Engineer 
abstract, artistic technique of expression, 
remind of new camouflage, natural

Glam Youngstar
80’s street culture, transformed check, 

standard motive, light effect

Pixel & Optical  
combination & transform of small 
pixel, gradation. dissolve effect, new 

motive with small pixel 

Drawing
ball point, water color, various of 

motive

Check 
casual, lyrical, patch, liquidity, haze

Abstract Floral
abstract shape, silhouette, remind 

camouflage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2> 2010 S/S key word extraction

이번 시즌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2. 2010 F/W Fashion & print trend

Classic Deco

Mixed

Geometry

Stripe & Check

Creativity 
combination of city and country, 

various of check & stripe

Misterious
fantasy, mistery, grungy, dark color, 

rough touch, weird 

Emphasis
dissolution & combination, different 
period & various place, lace pattern, 

dissolution of classic flower

Modifying
3D, optical effect and connecting, 

dislocated and transformed geo

Uncertain Hybrid
print technique ambiquous, creative 
view and mix, mixed of minatal 
and animal skin, combination of 

flower and geometric

New Geometry
kaleidoscope effect, psychedelic, 

pixel gradation check, liquidity line

Mordernized Herringbone
various technique of expression herring-

bone motive

Classic Decoration 
interior decoration of Baroque, 
antique luxury mood, demask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3> 2010 F/W key word extraction

2010년 F/W 시즌 패션 트렌드를 퍼스트 뷰에서

는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invention”에 대한 탐구로

서 새로운 형태와 혼합, 관점을 제시한다(“2010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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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ood”, 2009). 삼성패션에서도 역시 기존의 것

들을 재인식하고 사고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는 것을 제안한다(“2010 F/W Style”, 2009). 이러한 

시즌 트렌드의  주요한 요소인 “새로운 것들의 혼

합”이 소재와 함께 프린트 디자인에 흥미롭게 반영

되었고, 아래의 추출된 4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이

를 알 수 있다.
키워드 Stripe & Check는 전적인 헤링본 패턴을 미

래지향적으로 변형한 삼성패션의 Modernized Herring-
bone과 퍼스트 뷰의 Creativity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체크와 스트라이프를 포함한다. 키워드 Geometry는 
평면적인 기본 도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삼성패션의 New Geometry와 퍼스트 

뷰의 Modifying에서 서술하는 시각적 착시 효과, 그
라데이션 체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Classic 

Abstract 

Flower

Geometry  

Stripe & Check

Ethnic

Hand Drawn Stripe
irreqular, ink, pencle, watercolor 

technique 

Madras
big size, multi-color, simple 
natural, wrinkle, patch work

Hand Drawn Flower
hand drawing, botenical illustrate, 
big size retro, bleached vintage 

effect

New Animal
restructure in modern, artificial 

color, mixed & match 

Blurred, Water Color
haze, watercolor effect sketch, 

floral, ethnic

Abstract
understated future tendency, 

watercolor decalcomanie, light of 
water & natural, roll down, 

iqueidity

Geometry

irregular structure, pop element 
dot, fragment, irregular, haand 

work technique

Flower
rough & lyrical, mix of artistic 

and article technique, rough 
brushed effect, bleached in the sun

Stripe & Check
light nuisance, madras check with 

various width, broken stripe, 
watercolor technique

Ethnic
hand craft, patch work, quilt, india 

& gypsy, ombre, ikat, tie dye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4> 2011 S/S key word extraction

Deco는 삼성패션의 제시로 바로크와 로코코를 재조

명하여 표현된 문양들, 고풍스러운 자카드 문양을 

프린트로 재현하며, 퍼스트 뷰의 Emphasis의 내용

을 포함한다. 키워드 Mixed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날로그적 사회에 대한 향수와 판타지적 요소가 혼

합되어 신비스럽고 음울하다. 삼성패션의 Uncertain 
Hybrid와 퍼스트 뷰의 Creativity에서 제안하고 있

는 것처럼 상반되는 요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혼

합되어 프린트로서 나타난다.

3. 2011 S/S Fashion & print trend
2011 S/S 패션 트렌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로 긍정적인 분위기속에서 경쾌함을 강조한다. 이
를 위해서 자연주의와 함께 안정적인 주제들이 제

안된다. 퍼스트 뷰와 삼성패션에서는 동시에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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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아름다움과 안락한 느낌을 주는 간결하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억지스러운 표현이 자제된 패션 

트렌드를 제시한다(“2011 S/S Pre-Mood”, 2010; “2011 
S/S Style”, 2010).이러한 트렌드를 위한 디자인적 

요소로 빛이 투과할 것 같은 투명한 소재, 수채화와 

수공예적 성격이 강한 프린트 디자인이 활용된다. 
두 예측 기관에서 제안하는 프린트 디자인을 분석

하여 추출된 다섯 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퍼스트 뷰의 Stripe & Check, 삼성패션의 Madras, 

Hand Drawn Stripe는 키워드 Stripe & Check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는 가벼운 뉘앙스의 수채물감과 

잉크를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된다. 
키워드 Geometry는 팝적인 도트 무늬, 잉크와 수채

물감을 사용한 손으로 작업한 기하학으로 경쾌함

을 준다. 키워드 Abstract 또한 수채물감의 사용과 

수작업의 표현기법을 강조하여 흘러내림, 번짐, 가
벼움, 투명함을 표현한다. 키워드 Flower는 붓 터치 

Natural

Ethnic

Geometry  

Stripe & Check

Graphical

Strange Nature
familiar natural imagination, dark 

un familiar, surrealistic world, 
earth, dreamlike flower, mixed 

various digital print

Monochrome
hounds tooth, plate, black & white, 

chic contrast, brushed surface 
effect, over size herringbone

Blanket Plaid
felt, over size wool hair, alpaca, 

wool mixed blanket

Abstract Skin
abstract nuisance, spread, ripple 

overlay, accent color, fantasy mood

Cool Ethnic
north Europe pattern, traditional 

Persian, simplify & pixeled motive, 
blur &spray effect on regular 

repeat pattern  

Glam Geometry
regular, mini size, north Europe 

check, mixed classic & retro, basic 
geometry, flat motive and repeat, 

optical

Edge of Nature
surface of natural, sponge 
technique, artistic filtering, 

camouflage flower

Stripe & Check
bleached classic pattern, north 
Europe, hand drawing, regular 

micro motive  

Real Graphic
textile effect, digital print, pop 

mood, iconic motive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5> 2011 F/W key word extraction

효과와 손으로 스케치한 예술가적인 감성을 번진 

꽃무늬의 프린트로 표현된다. 키워드 Ethnic은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수공예 측면

이 강한 패치, 퀼트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그리고 

인도와 집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홀치기, 옴브레, 
이카트는 이번 시즌 트렌드에서 강조하는 수채화

의 번짐과 수작업과 연계된다. 삼성 패션에서 제시

하는 New Animal은 이번 시즌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2011 F/W Fashion & print trend
퍼스트 뷰에서는 2011년 F/W 시즌에 안정된 현

실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재미를 제시하며, 구체적

으로 북유럽 무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였다(“2011 
F/W Pre-Mood”, 2010). 삼성패션에서는 진부하지 

않으며, 현재와의 소통을 주목하여 클래식함을 유연

하고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2011 F/W 



Vol. 22, No. 3 임소영․서은영․김민정․박선경 127

－ 487 －

Style”, 2010). 전반적으로 역동적 유쾌함과 밝고 가

벼운 실용주의적 경향이며, 이러한 패션트렌드는 그

에 부합하는 소재의 사용으로 이어져 북유럽 라이

프 스타일로 대표되는 가공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 그
리고 고전적인 소재인 방모, 면, 펠트, 트위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시즌의 패션 경향은 다음의 추출된 

5개의 프린트 키워드에 디자인에 잘 반영되어 있다.
키워드 Stripe & Check는 워싱된 효과가 들어간 

고전적 체크, 하운즈 투스, 변형된 헤링본 체크 등

을 포함한다. 키워드 Geometry는 시크한 컬러의 대

비가 있는 클래식 체크와 미니사이즈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스트라이프와 체크로 북유럽 감성을 표

현하고 있어서 키워드 Stripe & Check와 많은 연관

성을 볼 수 있다. 키워드 Natural의 프린트 디자인

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북극의 백야, 오로라, 겨
울 풍경 등 북유럽의 자연환경, 투박한 가죽과 퍼

이고 이는 예술적인 붓터치, 스폰지 기법 실사 프

린트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스킨 디자인도 볼 수 있다. 키워드 Ethnic
에도 이번 시즌 강조되고 있는 북유럽의 영향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북유럽의 전통 문양이 단순하고 

픽셀화된 디자인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흑백의 

컬러 대비가 이를 극대화하고, 뿌리기 기법 등 수작

업이 가미되어 변화를 준다. 키워드 Graphical 또한 

알파카, 펠트, 방모, 니트 등 북유럽을 연상할 수 있

는 소재들의 조직감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구성되

었다. 또한 경쾌하고 팝적인 작은 모티브들이 시즌

의 트렌드인 유쾌함과 잘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5. 2012 S/S Fashion & print trend
2012년 S/S 시즌의 패션트렌드는 새로움에 주목

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퍼스트 뷰에

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수공예와 과학기술 등의 

서로 다른 영역의 자유로운 조합과, 동양문화나 사

막지방에서 영감을 얻은 거친 질감의 느낌을 트렌

드로 제시하였다(“2012 S/S Pre-Mood”, 2011). 삼성

패션은 진보된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2012 
S/S Style”, 2011). 이러한 시즌의 패션트렌드는 그

에 맞는 소재로 표현되는데 퍼스트 뷰의 경우, 레
이져 커팅, 수공예 느낌의 자연스러운 손맛의 소재, 

패치워크 등으로 제시했고(“2012 S/S Pre-Mood”, 
2011), 삼성패션의 경우 불규칙한 섬유의 결을 살

린 직물, 거친 패턴을 가진 소재, 태양빛을 머금은 

경쾌한 색감의 면, 건조한 느낌을 제안하는 단단한 

짜임, 야생적 정글의 모습을 담은 광택소재를 제시

한다(“2012 S/S Style”, 2011). 2012년 S/S의 전반적

인 패션트렌드인 다양한 시도, 자유로운 창조와 조

합은 프린트 트렌드로 이어져 모티브들의 믹스매

치, 홀치기, 회화적 기법 , 핸드 프린팅, 3D 패턴 등

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두 예측기관의 프린트 트렌

드를 분석, 통합한 5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 Stripe & Check는 옵티컬 효과가 나는 디

자인과 변형된 스트라이프가 특징이며, 삼성패션의 

Retro Check Plaid를 포함하고 있다. 삼성패션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 Retro & Optical은 50, 60년
대의 작은 모티브로 이루어진 패턴과 움직임이 느

껴지는 시각적 표현들로 이루어졌으며, 퍼스트 뷰

의 Digital Daynamic과 삼성패션의 Subtle Delicate
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Abstract는 삼성

패션의 Watercolor와 퍼스트 뷰의 Watery Vagueness
의 특징을 포함하고, 수채화 프린트, 몽환적, 추상

적이고 모호한 패턴, 우연한 효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Natural 키워드는 삼성패션의 Bird, Jungle과 

퍼스트 뷰의 Artificial Bloom의 정글의 모티브를 활

용한 화려한 식물 패턴, 아티스틱 스킨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Ethnic은 삼성패션의 분류에는 빠져 

있으나,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의 내용에 그 특징

을 포함하고 있어서 키워드로 추출하였으며, 불규

칙한 모티브들의 혼합, 기하학적인 패턴을 혼합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6. 2012 F/W Fashion & print trend
2012년 F/W 시즌의 패션트렌드는 먼저 퍼스트 

뷰에서 제시하는 어둡고, 변칙적인 조합의 어우러

짐을 중요한 포인트로 제안한다. 어둠은 우주의 이

미지로 이어져 은하계, 운석, 빛의 효과들이 중요하

게 사용되고, 실용성과 어우러져 새로운 도시룩을 

표현한다. 또한 이슬람 무드와 오리엔탈 감성의 에

스닉 무드 그리고 최근의 가장 화두인 내추럴 무드

의 조합 등을 설명하고 있다(“2012 F/W Pre-Mood”, 
2011). 삼성패션에서는 풍요로움과 함께 소박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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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Ethnic

Abstract  

Stripe & Check

Retro & Optical

Acid Floral
calm floral accent color on print, 

white color match, fresh

Retro Check Plaid
cross stripe,pastel color, vintage 

beach cloth &chair

Watercolor
water color flower on white 

background, dream like wavy 
flower & leaf

Subtle, Delicate
delicate pen drawing, naive print, 
small size floral, micro dot, simple, 

calm feminine 

Bird, Jungle
exotic jungle bird & flower, 
butterfly, tropical plant, bold 

technique of expression

Retro, Optical
50’s &60’s op-art, regular repeated 

circle &line, cheerful graphic

Watery Vagueness
abstract & ambiguous, tie dye, 

water color, hand printing, accident 
effect, street artist sensitivity

Artificial Bloom

nature graphic, glamorous plant 
pattern, intensity & lyrical, 

artificial color mixed with tropical 
plant & animal skin, lyrical flower, 

Ethnic Assemblage
coexistence of analog and digital 
mood, combination & transform of 
various cultural pattern, mixed & 
match of irregular ethnic motive, 

high chroma color

Digital Dynamic
dynamic geo pattern, 3D element, 

optical pattern,  dynamic micro 
dot, accent color, rhythmical 

repeat, pictorial technical, mixed 
retro

Stripe & Check
pop mood, clean nuisance, optical 

effect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6> 2012 S/S key word extraction

양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으며, 이러한 패션 경향은 

무거운 모 소재와 가죽, 에스닉을 모티브로 한 수

공예 영감의 자카드와 러프한 수공예 짜임의 소재, 
자연의 색감을 활용한 울과 니트, 퍼, 스웨이드로 

표현됨을 제시하고 있다(“2012 F/W Style”, 2011). 
2012년 F/W 시즌 패션트렌드인 어둡고 음산한 분

위기는 프린트 트렌드로 이어져 동양적인 에스닉, 
음산한 분위기의 표현기법과 큰 사이즈의 투박한 

레트로 등의 특징을 보여주며, 트렌드 분석 후 추

출된 5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퍼스트 뷰에서 제시한 Stripe & Check의 흐릿하

고 상반된 체크의 연결은 삼성패션의 Black & White 
Drama의 규칙 또는 불규칙한 체크의 내용을 포함

한다. 키워드 Geometry는 퍼스트 뷰의 제시로 삼성

패션의 Maxi Geometry와 Kaleidoscope Effect의 내용

을 포함하며, 그 특징은 아주 작지만 대담하고 선

명한 표현의 기하학, 만화경 이미지, 2차원적이면서 

복고풍의 색감으로 표현된 디자인이다. Natural은 퍼
스트 뷰의 키워드로 삼성패션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지만, 2011년 F/W 시즌, 2012년 S/S 시즌에 이어 

2013년 S/S 시즌, 2013년 F/W 시즌까지의 흐름과 

연결성을 가진다. 또한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의 

내용에 그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서 키워드로 제시

하였다. Natural 키워드 그룹의 디자인은 기괴한 느

낌의 동물을 표현하고, 어두운 색감을 활용해 음울

함을 부각하고 뭉개진 듯 전개되는 플라워 디자인

을 포함한다. 키워드 Ethnic은 퍼스트 뷰의 제시로 

삼성패션의 Paisley, Fokalonic의 중동 아시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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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ic, Twisted
Chines or Japanese flower, 

transformed classic

Mini Micro Pattern
manswear influence, mini micro 
motive, regular repeat, hounds 

tooth, classic pattern’s Jacquard & 
knit

Black & White Drama
typical check, various graphic 

application, regular or irregular 
change

Maxi Geometry
over scale, graphical Jacquard, 

glamourous bold combination, retro

Paisley, Fokalonic
various style of paisley, middle 

Asia mood, orange & gold color

Kaleidoscope Effect
graphic of kaleidoscope style, 

repeat

Stripe & Check
blur effect, opaque, mix & match 

with ethnic, join with contray 
checkes 

Graphical
indian-ink, fog, spread, mysterious, 
artistic mood, distort shape, optical 
illusion, surrialreasm split graphic

Ethnic
ethnic patterns over rap, cross 

different in kind, pop oriental Islam 
culture ethnic, black background, 

mysterious & gloomy

Natural
weird animal skin pattern, dark 

tone, gloomy, squashed flower, line 
print from natural, frost of cold 
winter, animal bone of deep sea

Geometry

coexistence with micro & bold, 
kaleidoscope, deep sea organism, 
various size of dots, spread color 

or stencil of dot

Natural

Ethnic

Geometry  

Stripe & Check

Graphical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Fig. 7> 2012 F/W key word extraction

람 문화권의 페이즐리, 어두운 바탕의 패턴, 신비스

럽고 음산한 분위기를 표현한 디자인을 공통으로 

서술하고 있다. 퍼스트 뷰에서 제시한 Graphical의 
특징과 삼성패션에서 제시한 Artistic Twisted의 수

묵의 느낌, 물감의 번짐, 신비로움 등은 이번 시즌 

패션 트렌드인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를 잘 드러내 

준다. 삼성 패션에서 제시한 Mini Micro Pattern은 

작은 크기의 지오메트리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전반 적인 트렌드와는 관계성이 적다고 판

단하여 키워드 추출에서 제외하였다. 

7. 2013 S/S Fashion & print trend
2013년 S/S 시즌의 패션트렌드는 퍼스트 뷰에서

는 대담한 시도와 역동적인 표현으로 기술과 열대 

자연의 에너지가 합쳐진 듯한 상상속의 도시의 룩

을 제안한다(“2013 S/S Pre-Mood”, 2012). 삼성패션

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환경이 우아한 이미로 표현

되며, 야생적 자연의 감성을 웅장한 실루엣이나 강

렬한 모습의 연출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즌

의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소재로 표현되며, 주로 

섬세하고 세련되게 연출한 단단한 개버딘, 질감이 

살아있는 트위드,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면 효과의 

합성 소재를 삼성패션에서 제시하고 있다(“2013 S/S 
Style”, 2012). 퍼스트 뷰에서는 열대지방의 표현 효

과로 광택소재들과 건조한 느낌의 면 혹은 마 소재

를 제시하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불규칙한 질

감의 소재들, 3D 장식과 오가닉 소재의 조화를 제

시하고 있다(“2013 S/S Pre-Mood”, 2012). 2013년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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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Natural

Ethnic

Geometry  

Stripe & Check

Scarf Print
upgrade of scarf pattern, floral, 

geometric, mixed in modern with 
ethnic pattern

Patchwork Print
collage, patch work, overay with 

stripe & print 

Fresh Garden
bright sun light, white or pale tone 

back ground, neon color accent 

Bold Tropics
Hawaiian tropical, intensive 
expression, digital print with 

artificial color

Multicultural
ikat, modern tie dye, geometric 

reconstitution with ethnic 

Geometric Impact
small & large scale, flat to 3D, 

mixed eith interesting geo motives, 
retro, bright color, dot & polygon, 

cross over with line & side

Stripe & Check
simple shape, flat, over size, clean, 

pastel color, soft transparency, 
gradation, contrast of colors, 
rhythmical movement, sporty 

mood

Graphical 
various effect, division of screen, 
distort motive shape, surrealism 
motive, camouflage, one-point  

Ethnic 
spirit of East, oriental ceramic, 
intaglio technique, indian- ink, 

space, force of brush, moderation 
color, indian- ink graphic 

Natural 
actual image of natural, 

illustration, digital touch, technical 
color & light, fatastic natural, 
jungle motive, tropical flower

Geometry 
simple shape & technique, clear, 
fresh, ethnic geometric, dynamic 

color play, white backgrounf 

<Fig. 8> 2013 S/S key word extraction

시즌의 자연과 디지털의 만남으로 이어진 현대적

인 분위기는 프린트 트렌드로 이어져 자연을 담은 

실사, 정글 모티브, 열대지방의 프린트, 기하학 프

린트의 혼합으로 표현되며, 프린트 트렌드를 분석, 
통합한 4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Stripe & Check는 퍼스트 뷰의 제시로 리드미컬

한 움직임의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특징을 가지며, 
삼성패션의 Patchwork Print의 특징인 패치워크와 

스트라이프 프린트의 특징을 포함한다. Geometry
는 퍼스트 뷰에 제시되어 있고, 삼성패션의 Geometric 
Impact와 Muticultural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특징은 간단명료하게 변형된 기본 도형, 에스닉에

서 영향을 받은 기하학, 클린한 디자인이다. 삼성패

션의 Natural은 정글 모티브, 열대의 꽃 모티브, 자
연의 실사 등의 특징을 가지며, 삼성패션의 Fresh 
Garden, Bold Tropics의 빛나는 태양 빛, 열대지방

의 프린트 등 그 특징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퍼스

트 뷰에서 제시한 Ethnic은 삼성 패션의 Multicultural 
에서의 필력, 농담 등 동양의 정신이 담긴 디자인

과 전통 기법 표현을 포함한다. 삼성패션에서 제시

하고 있는 Scarf Print와 퍼스트 뷰의 Graphic은 키

워드 추출의 기준이 되는 특정 모티브나 시즌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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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느낌이 일치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시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여 키워드 추출에

서 제외하였다.

8. 2013 F/W Fashion & print trend
2013년 F/W 시즌의 패션트렌드는 퍼스트 뷰에

서는 자연을 즐기려는 도시인들의 욕구에서 영감

을 얻는다. 또한 새로운 기술적인 면과의 조합에 

주목한다(“2013 F/W Pre-Mood”, 2012). 삼성패션에

서는 자연이 주는 삶과 기술적 진보를 제시하여 마

법같은 예술적 상상, 디지털과 에스닉의 조화 등으

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표현을 제시한다. 또한 다

양한 민속의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 러시아, 중

Small Scale
small size, bold geometry, repeat 
micro, 3D effect, small size tile 

ethnic

Fantastic Blur
mixed with various of motives, 

digital print, animal skin print, lace 
& flower, spread check, ombre, 

contrast color composition. 
mysterious change

Bewitched Nature
reality & imagination, photo & 

drawing, mixed landscape, abstract 
place ment with natural and 

geometry &building, unfamiliar & 
modern

Digital Tapestry
graphical tapestry, digital pixel 
print, vivid red orange, green 

accent color

Geometry
simple, clean, natural geometric, 
ethnic geometric, simple & clean 
stripe & check, ambiguous bother 
of check & stripe, blanket pattern

Graphic
everyday life & familiar kitsch, 

street culture, fantastic seen, street 
artist, actual image texture

Contemporary Multi-Culture
very simple or complicate, 

geometry expression, various 
paisley, line from building, multi- 

cultural ethnic

Urban Mini Garden
calm wild flower, Scandinavia style 
flower, copperplate, Liberty pattern 

Action Fantasy
abstract & wondeful natural, 

aurora, fantastic mood of space, 
formless natural, various of animal 

skin, actual animal skin image

First View KoreaKey Word ExtractionSamsung Design Net

Natural

Ethnic

Graphic  

Stripe & Check

<Fig. 9> 2013 F/W key word extraction

국, 인도, 동유럽 등의 화려한 민속 모티브들이 미래

적 시각으로 디자인됨을 제시하고 있다(“2013 F/W 
Style”, 2012). 시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에 맞는 

소재로 표현되는데, 퍼스트 뷰에서는 미래적인 분위

기를 위한 광택 소재, 트위드, 펠트, 레이스 등을 압

출한 소재, 컬러코팅, 레이저 컷으로 흐트러짐을 정

돈시킨 소재를 제시한다(“2013 F/W Pre-Mood”, 2012). 
이번 시즌 패션트렌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프린

트 디자인에 흥미롭게 반영되어 자연풍경을 추상

적으로 표현한 프린트, 빛을 통한 상상 속의 자연, 
단순하고 그래픽적인 에스닉 프린트, 실사 프린트, 
3D 효과의 그래픽적 프린트로 반영된다. 프린트 트

렌드를 분석, 통합한 4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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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패션에서 제시한 Small Scale과 퍼스트 뷰의 

Geometry는 경계가 모호해진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특징을 가지므로 Stripe & Check로 키워드를 제시

하며, 그 특징은 작은 사이즈의 반복으로 에스닉 분

위기를 나타낸다. 퍼스트 뷰의 Action Fantasy, Urban 
Mini Garden, 삼성패션의 Bewitched Nature의 특징

들은 다양한 스킨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과, 빛을 통한 상상 속의 자연, 향수를 불러일으키

는 작은 꽃 디자인이 있으므로 Natural로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Ethnic은 삼성 패션에서 제시한 Digital 
Tapestry의 그래픽적 직물 표현, Fantastic Blur의 이

국적 자연과 디지털 프린트, 그리고 퍼스트뷰에서 

제시한 Geometry의 기하학적 에스닉 표현, Contemporary 
Multy-Culture의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페이질리, 다
양한 문화와 패턴의 혼합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Ethnic을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이번 시즌 Ethnic
은 전반적으로 더욱 단순해진 형태로 나타나며, 그
래픽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키워드 Graphic은 퍼

스트 뷰의 제시로 삼성패션의 Digital Tapestry의 내

용을 포함한다. 그 특징은 모티브들이 환상적으로 

변화되거나 실사에 가까운 질감을 재현한 디자인

과 일상적인 소재들을 3D로 표현한 디자인이 Graphic 
키워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상 2010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

지 여덟 시즌의 패션트렌드와 프린트 트렌드와의 

분석을 통해서 시즌에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트렌

드의 분위기가 프린트 디자인에도 그대로 반영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린트 디

자인은 패션트렌드를 직접적, 구체적, 시각적으로 

반영하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New Age My Design Pattern

Location Italy, Como Italy Como Uk, London

Opening year 1990 2008 2005

Employed designers 14 7 10

Design production per year 8,500 pcs 3,000 pcs 5,500 pcs

City of slaes Milano and other 15 cities Milano and other 15 cities London and other 15 cities 

Design sales per year 70% of production 70% of production 60~70% of production

<Table 1> Design studio information

한편, 트렌드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Check & 
Stripe, Flower, Geometry, Natural, Ethnic, Graphical 
여섯 개의 키워드로 축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반복

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프

린트 디자인 이미지들은 시즌마다 다른 느낌과 다

른 기법으로 제시되었고, 시즌 트렌드에서 강조하

는 다른 단어로 다양하게 서술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키워드들에 의해 디자인을 분류

하고자 한다.  

III. Apparal Print Design 
Categorization by Key Word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디자인은 프린트 디자인 

개발 업체인 이탈리아의 NEW AGE, My Design, 
영국의 Pattern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

재 에이전트 “임소영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서 

국내에 유통한 것이다. 
국내 패션 텍스타일 시장에 공급되는 유럽의 프

린트 디자인 개발 업체는 10여개로 이들 업체의 디

자인은 국내 에이전트 6개의 업체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유럽의 디자인 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고 하고 있는 NEW AGE, My Design, Pattern사는 

밀라노, 파리, 뉴욕, LA, 일본, 한국, 중국, 브라질 

등 15개 도시의 어패럴 회사를 마켓으로 하며, 자
체 개발한 디자인의 약 60~70%가 매 시즌 실수요

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Paris Primere Vision의 

한 섹션이며, 프린트를 비롯한 니트 직조 등의 텍

스타일 디자인 회사들만이 참여하는 Indigo 전시에 

매 시즌 참가하여 세계적 프린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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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하고 있다. NEW AGE사의 경우, 상해 Intertex 
전시에도 참가하여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주력하

고 있다. 국제적 측면과 국내 시장 점유율 측면에

서 위 3사의 디자인은 본 연구의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Table 5>에 사용된 “실질적으로 판매

Extraction key word Images from sales design Images from trend company

2010
S/S

Check

Pixel & Optical

Abstract Floral

Drawing

2010
F/W

Stripe & Check

Geometry

Classic Deco

Mix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Im so young design studio

<Table 2> 2010 Design image

된 디자인”의 이미지는 프린트 생산 업체인 신우 

텍스타일, 금원 텍스타일, 실트 나비, 미코 텍스타

일, 세빈 텍스타일이 각 디자인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각 회사의 동의하에 디자

인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 어패럴 브랜드 35개사에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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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key word Images from sales design Images from trend company

2011
S/S

Stripe & Check

Geometry

Abstract

Flower

Ethnic

2011
F/W

Stripe & Check

Geometry

Natural

Ethnic

Graphical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Im so young design studio

<Table 3> 2011 Desig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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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key word Images from sales design Images from trend company

2012
S/S

Stripe & Check

Retro & Optical

Abstract

Natural

Ethnic

2012
F/W

Stripe & Check

Geometry

Natural

Ethnic

Graphical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Im so young design studio

<Table 4> 2012 Desig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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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key word Images from sales design Images from trend company

2013
S/S

Stripe & Check

Geometry

Natural

Ethnic

2013
F/W

Stripe & Check

Natural

Ethnic

Graphic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 & Im so young design studio

<Table 5> 2013 Design image

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 여덟 시즌

동안 선택한 위 3사의 디자인 총 1,582점을 2장에

서 추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키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트렌드 예측기관에서 제시한 이

미지 중 가장 대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세 개씩 

선택하여 <Table 2>~<Table 5>로 나타내었다. 삼성 

패션과 퍼스트 뷰에서 감성 전달 위주의 이미지와 

의복 착장 사진을 제외하고 삼성 패션과 퍼스트 뷰

에서 제시하는 이미지 중에서 같은 내용의 이미지

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이미지를 비교하였을 때 퍼

스트 뷰의 이미지가 내용 전달에 더 구체적이고 명

확하였기 때문에 트렌드 예측기관의 이미지는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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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뷰에서 제시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상 2010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 

여덟 시즌의 프린트 디자인을 각 키워드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으로 분류하여 키워드 그룹으로 나누었

고 이를 이미지에 따라 트렌드와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즌에서 제시하는 전반

적인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판매된 프린트 디자인

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프

린트 디자인이 패션트렌드를 직접적, 구체적, 시각

적으로 반영하는 효과적인 표현 방법으로 사용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한 시즌에 포함된 각각 다른 키워드 그룹

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분위기나 느낌 등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첫 번째로는 시즌별로 제안되

는 전반적인 트렌드이며, 두 번째로는  디자인 표

현 기법이다. 트렌드와 각 시즌으로 나누어진 키워

드 그룹들은 시즌별로 확연히 다른 분위기와 아이

디어가 새롭게 제안되거나 소멸되기도 하였고, 자
연스럽게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변화 과정과 흐름

을 보였다.

IV. Revolve around Correlation between 
Apparel Print Design and Trend 

1. Demand of season by sales rate
프린트 회사인 New Age, My Design, Pattern이 

국내 어패럴 브랜드에 판매한 프린트 디자인 1,582
점을 S/S와 F/W 시즌으로 나누었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S/S 시즌이 F/W 시

<Fig. 10> Print design number by season 

즌보다 프린트 디자인의 판매수가 높은 것을 통해 

국내 어패럴 프린트 디자인은 S/S 시즌이 F/W 시
즌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Apparel print design dependence on trend  
전체 디자인 1,582점을 2장에서 추출한 키워드

를 기준으로 각 키워드 그룹으로 분류한 수치는 

2010년 S/S에는 191점 중 95점, F/W에는 108점 중 

44점, 2011년 S/S 229점 중 123점, F/W 213점 중 

129점, 2012년 S/S 318점 중 168점, F/W 218점 중 

131점, 2013년 S/S 158점 중 94점, F/W 147점 중 95
점이 추출된 키워드와 부합되는 디자인이었다. 이
를 <Fig. 11>에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 S/S 시

즌 50%, 2010년 F/W 시즌 40%, 2011년 S/S 시즌 

53%, 2011년 F/W 시즌 60%, 2012년 S/S 시즌 52%, 
2012년 F/W 시즌 60%, 2013년 S/S 시즌 59%, 2013
년 F/W 시즌 64%로 2010년 F/W를 제외하고는 판

매된 디자인 중 추출된 키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

이 50%를 넘었다. 추출된 키워드에 부합하는 디자

인은 각 시즌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국내 패션 

마켓의 프린트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트렌드의 영

향을 받고 있으며, 근래에 올수록 트렌드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즌별 백분율을 <Fig. 12>와 같이 연도

별로 묶어 S/S 시즌과 F/W 시즌을 비교하였다. 2010
년을 제외한 2011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추출된 키

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비율이 S/S 시즌보다 F/W 
시즌에 더 많았다. 
<Fig. 10>에서 시즌별 프린트 디자인 구매는 F/W 

<Fig. 11> According design with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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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ccording design with key word

시즌보다 S/S 시즌에 더 많은 디자인을 구입하였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입한 디자인 

가운데 트렌드와 부합하는 디자인의 비율은 S/S 시
즌보다 F/W 시즌이 더 높은 것을 볼 때 국내 20, 30
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패럴 브랜드는 F/W 시즌에 

트렌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브랜드에서 판매를 위해 S/S 시즌에는 전략적

으로 상품구색을 다양하게 하거나, 브랜드의 개성

을 더 반영하고 있는 디자인을 S/S 시즌에 더 발주

하는 등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3. Print design preference tendency by sales 
rate with key word

본 절에서는 트렌드 예측기관 분석으로 추출된 

시즌별 키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분포를 분석

함으로써 국내 어패럴 프린트 디자인의 선호 경향

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0년 S/S 시즌에서는 <Fig. 13>과 같이 Check 

12%, Pixel & Optical 26%, Drawing 34%, Abstract 
floral 26%로 나타났다. Drawing 그룹이 가장 수치

가 높은데, 다른 키워드 그룹에서도 수채화나 붓 

터치 등 핸드드로잉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표현

기법 면에서 통일감이 나타났다. 
2010년 F/W 시즌에는 <Fig. 14>와 같이 Stripe & 

Check가 38%, Geometry 31%, Classic Deco 9%, 
Mixed 20%로 나타났다. Classic Deco는 낮은 비율

이지만 새롭게 제시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11년 S/S 시즌에서는 Stripe & Check 17%, 

Geometry 10%, Abstract 14%, Flower 39%, Ethnic 
18%로 나타났다. <Fig. 15>에서 보듯이 Flower가

<Fig. 13> 2010 S/S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14> 2010 F/W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15> 2011 S/S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16> 2011 F/W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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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 S/S 시즌에서 

강조되었던 핸드드로잉의 느낌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Ethnic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2011년 F/W 시즌에는 51%인 Natural을 중심으

로 Stripe & Check 8%, Geometry 17%, Ethnic 16%, 
Graphical 10%로 분포되었다. 이 시즌에서 Natural
의 비율이 높은 것은 2010년 S/S 시즌의 Abstract 
floral, 2011년 S/S 시즌의 Floral 등이 공통된 특성

으로 묶여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S/S 시즌에는 Natural 33%에 이어 Ethnic 

17%, Retro optical 11%, Abstract 18%, Stripe & 
Check 9%로 나타났다. 2011년 F/W 시즌에 이어 

Natural이 강세이며, 2011년 S/S에서 나타났던 Ethnic
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F/W 시즌에는 계속해서 Natural이 41%
로 강세이며, Ethnic 17%, Geometry 15%, Stripe & 
Check 17%로 나타났다. Ethnic은 다른 키워드들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시즌 전체가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Ethnic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S/S 시즌 역시 Natural이 48%로 나타나

며, 강세이고 뒤이어 Geometry 24%, Ethnic 15%, 
Stripe & Check 10%로 나타났다.

2013년 F/W 시즌은 Natural이 17%로 급격히 줄

어들고, Ethnic 35%로 높은 판매율을 보이면서 Graphic 
27%, Stripe & Check 18%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덟 시즌의 키워드별 판매율 가운

데 가장 비율이 높은 키워드의 우선순위 3을 선정

하면 <Fig. 21>과 같이 2011년 F/W 시즌의 Natural 

<Fig. 17> 2012 S/S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18> 2012 F/W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19> 2013 S/S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20> 2013 F/W Design sales rate by key word

<Fig. 21> Three highest key wor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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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2년 S/S 시즌의 57%, 2012년 F/W 시즌의 

Natural 54%로 모두 Natural로 분석이 되었다.

V. Conclusion

국내 패션 마켓에서 어패럴 텍스타일 프린트 디

자인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창조적이

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션의 독자

적 표현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체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패럴 프린트 디자인이 패션 트렌드

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내 트

렌드는 글로벌한 트렌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관

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내 어패럴 프린트 디자

인도 트렌드와의 관계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패럴 브랜드가 프린트 회사인 이탈리아의 

NEW AGE, My Design, 영국의 Pattern으로부터 2010
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 구매한 프

린트 디자인 1,582점을 트렌드 예측기관인 삼성패

션 연구소와 퍼스트 뷰 코리아에서 제시하는 해당 

시즌의 트렌드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프린트 디자

인과 트렌드와의 관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트렌드 예측기관에서는 Stripe & Check, Flower, 

Geometric, Natural, Ethnic, Graphical 등 여섯 개로 

축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각 시즌 제시된 개별 트렌드 키워드들은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으나, 표현기법이나 추상적 분위기

는 일관성 있게 담고 있었다. 또한 한 시즌 출현했

다가 다음 시즌에 바로 사라지는 키워드가 있는가 

하면 여러 시즌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축

소되거나 확대되는 키워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을 통해 트렌드의 유기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1,582점의 프린트 디자인을 트렌드 예측기관 

분석을 통해 추출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

을 때,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비율이 근래에 

올수록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통해 국내 프린

트 마켓이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국내 20, 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어패럴 브랜

드는 S/S 시즌에 더 많은 디자인을 구입하였으나, 
트렌드와 부합하는 디자인의 비율은 S/S 시즌보다 

F/W 시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F/W 시즌에 

트렌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여덟 시즌 중 구입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개의 

키워드가 모두 Natural로 확인되었으며, 디자인 모

티브에 있어서는 S/S 시즌에는 꽃, 나뭇잎 등의 식

물 모티브,  F/W 시즌에는 애니멀 스킨 등 동물 모

티브가 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내 프린트 마켓에

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선호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프린트 디자인과 트렌드와의 유

기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프린트 디자인의 규모 있

는 개발과 질적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내 프린트 디자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트렌드 키워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분

류된 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타겟을 대상으

로 하는 브랜드의 프린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나
아가 프린트 디자인의 내용적 측면인 모티브와 컬

러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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