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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년 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e study investigated trends in wall-covering displays in interior design stores.

Although studies reported design trends at well-known exhibitions overseas

such as Heimtextil and Maison objet, many different cases present actual

realistic design flow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market flow rather than

design as an exhibition concept, and presents the interior CMF trends in 2019.

The CMF design of wall-covering displayed in New York D&D Building in 2019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 was the most frequently seen show-window,

but like R, which is a strong color, it is also used to convey surrealistic images.

The store entrance was designed to attract consumers' attention inside, and

was constructed to reflect the actual trend. In the 2019 New York market, the

wall-covering of Gray and YR were displayed through the shop entrance to

suggest substantial sales. In addition, the demand for gold metallic

wall-covering is significant as gold was strong in many forms. This study

represents a valuable resource to identify trends in wall-covering from 2017 to

2019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presents a valuable

foundation for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the use of wall-covering for

interior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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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매장 내에 전시된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끼

친다 벽지매장도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수요에 적합한 제품.

을 전시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한다 벽지는 실내의 가장.

넓은 면인 벽면을 장식하여 실내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가구와 소품 카펫이나 마루 바닥재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 독일 하임텍스틸이나 프랑스.

메종오브제와 같은 해외 유명전시회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실제의 시장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 현실적 시장흐름.

과 신제품소개 중심의 전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른 경우

가 많다 특히 최근 전시에서는 제품의 소개보다 소셜 미디.

어에서의 공유를 통해 가상의 이미지만을 높이고자 하는 목

적으로 행해지는 예도 있어 시장의 현황과 전시의 트렌드는

점차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Kim, Lee, & Kim, 2018).

테리어 쇼룸에 전시된 벽지의 시장 분석을 통한 연구는 벽

지의 실질적 유행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실내,

장식의 전반적인 흐름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은 상업과 금융 현대 예술과 디자인,

등의 중심지이다 패션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미 파리를. , ,

능가한 세계 최고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만, 4,700

명 이상의 인구가 방문하는 문화 지배적 도시이다(Choi &

특히 패션과 더불어 마천루와 같은 대형건축물Lee, 2015).

의 인테리어 디자인 발달은 다양한 분야와 함께 세계적 디

자인을 선도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D&D

은 의 약자로Building Design and Decoration Building DDB

라고도 불린다 개 이상의 세계적인 인테리어(Figure 1). 130

관련 쇼룸이 건물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개 이상의, 3,000

Figure 1. Inside Hallway of D&D Building
(www.ddbuilding.com)

선도적 생산회사의 제품이 전시된 세계최대의 인테리어 자

재 시장으로 제품의 트렌드와 판매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장,

소다(“DDB information”, 2019).

는 명품가가 밀집되어있는 번가와 약 떨어진DDB 5 400ｍ

번가와 번가의 접점에 위치하고 주변에3 58 , Blooming

등dale’s, Home Depot, T.J Maxx, Bed Beth & Beyond

의 백화점과 대형 생활용품점이 함께 모여 있어 상호 트렌

드를 창출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또한 도보 분 거리에. , 10

현대 미술관 센트럴 파크 록펠러 센터 트럼프 타MoMA , , ,

워 등의 명소가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은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어있고 오D&D Building ,

직 등록된 업체의 디자이너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콘셉트 디자인이 아닌 실

제 시장의 디자인 흐름을 조사하여 년 현재 미국 벽지2019

시장의 유행을 파악하고 이를 으로 구체화하여, CMF Design

현재의 벽지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기초 삼.

아 국내 벽지의 디자인 다각화를 이루어 더 나은 제품의 개

발과 수출증대를 도모하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II.

뉴욕의 패션과 인테리어 산업1.

인테리어와 패션은 텍스타일이라는 공통점에서 유행 경향을

트렌드를 공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년(Yang, 2013). 1990

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브랜드 간의 협업은 패션에서

시작되어 건축이나 인테리어로 확산하고 있다(Yang, 2010).

이러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발전양상을 볼 때 전 세계 상업

과 디자인을 주도하는 뉴욕의 텍스타일 시장의 트랜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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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뉴욕 도시건설의 역사는 세기 더치 인의 도래에17 (Dutch)

서부터 시작된다 현재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걸친 플랑드.

르지방의 더치인 들은 당시 네덜란드의 도시 명을 따 뉴욕,

을 뉴암스테르담으로 명명하였었으나 추후 영국인들이 도‘ ’

시를 인계하여 뉴욕으로 변경하였다 대항해‘ ’ (Jeon, 2017).

시대의 더치인은 세계를 돌며 여러 가지 물품과 함께 플랑

드르의 태피스트리와 인도산 스텐실 프린팅 면직물을 뉴욕

에 판매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 이후(McCabe, 2014).

뉴욕은 막강한 상업을 기반으로 사회와 문화 영향력을 확장

하게 되면서 텍스타일 산업이 자리 잡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들여온 직조기는 년까지 뉴욕의 비약적인 텍스타일 생1960

산을 이루어냈으며 년대 이후부터는 뉴욕에서 디자인, 1990

된 텍스타일을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세계최대 텍스타일 시장으로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Kim & Hong, 2012).

Table 1. Related Articles about Wall-covering Trend

Sampling
source

Author (Year) Title

market

Lee and Kim (2017)
A comparative study on visual expression between domestic-overseas brands of

paperweave wallcovering

Park (2014)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customers’ purchase intention of fabric

wallpaper -With focus on pattern type, aesthetic traits, creativity, and spatial

favorable feeling

Lee (2012) Design trend research of DTP textile wallpaper

magazine
Choi, Park and Lee

(2008)
An analysis of pattern design in domestic and abroad wallpaper brands

exhibition

Hong (2019)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space design of green amenity

Lee and Kim (2018)
A study on CMF design of Belgian natural textile wallcovering at Heimtextil

2018

Hong (2017)
A study on the trend of green space design through the Milan Salone dei

Mobili -Focused on the analysis of Milan Salone dei Mobili 2015-2017-

Eom and Pyo (2013)
A study on wallpaper design trend -Focused on analysis of the ‘Heimtextil

2013-14’ trends-

Kim, Lee, Kim and

Park (2013)

A study on the spatial design trend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 exhibition in

Korea -Focused on the Kyung Hyang housing fair and the Seoul living design fair

Yang(2013)
A case study on collaborations in textile design -Focused on interior textile

companies in U.S.A.-

Rhee(2010)
A study on eco-friendly home textile design trend -Focused on analysis of

Heimtextil in German from 2000s ~ 2011s-

Oh and Park (2009) Materials trend of the chair through the Mila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벽지 디자인 연구 경향과2. CMF

디자인 경향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조사대상,

대부분이 시장 현황보다는 전시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졌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에서 국내 학술. (Riss.kr)

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지난 년간 본 연구와 직접 관련, 10

한 건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중 시장에서 자료를 수집11 ,

하여 분석한 논문이 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건이 모두3 , 9

전시회를 통한 자료의 수집이었다(Table 1).

전시회에서 제시된 트렌드에 관한 연구와 분석은 미래의

색상 소재 가공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인테리어, , .

텍스타일을 포함한 패션비즈니스업계에서 행해지는 많은 전

시는 독창성에 과도한 집중을 하여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

구되는 디자인을 제안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 지금보다 정보.

의 출처가 전시회에 더 의존적이었던 의 석사 논Kim(2000)

문에서 이미 패션쇼의 정보가 상품기획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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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패턴이나 색상 소재를 각각, ,

분석하거나 심미적 감성에만 의존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진

행된 경향이 있고 색 소재 가공방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 ,

디자인으로의 접근은 건에 불과하였다 벽지에서의CMF 2 .

연구 사례는 는 하임텍스틸CMF Lee and Kim(2018) ‘2018

에서 나타난 벨기에 천연 섬유벽지 디자인에서 벽지CMF ’

역사의 한 줄기로 벨기에 플랑드르지방의 태피스트리를 제

시하면서 년 현재 벨기에 벽지의 디자인에 관해, 2018 CMF

연구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자에 의해 년 국내외 지사. , 2017 ‘

벽지 브랜드의 시각적 표현 비교연구에서 벨기에와 미국의’

브랜드를 국내 벽지 디자인과 비교연구를 한 바 있다CMF .

디자인이란 즉 색 소CMF , color, material, finishing, , ,

재 가공방법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디자인에, CMF

관한 연구를 통해 제품의 가치와 품질을 핵심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 즉 항(Choi & Choi, 2016). , CMF

목을 이용한 분석은 디자인이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되어

학술적 기반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년 가 대의 디자인 표현2018 Sung and Nah 20

방식에서 고급감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워크숍을 통해CMF

연구함으로써 감성 어휘를 통해 디자인 전략을 수립CMF

한 사례가 있다 는 를 활용한 디자인 사고. Ha(2015) ‘CMF

와 발상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에게 기존의 기능적이나 감’ ,

각의 제품을 넘어 의 특성에 따른 조형 표현 가공방CMF ,

법 발상 기법 등을 제시하여 디자인 절차에서 내용적 절, , ,

차적 측면의 전개를 통해 디자인으로의 완성도 높은CMF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는 감성적. Kim and Bae(2013)

경험에 의한 제품 디자인의 구체화 방법으로 디자인CMF

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은 감성을 넘어 제품의 정량적 품질을 높이고CMF

소비자 인식과 디자이너의 설계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

을 끼친다.

매장 공간 디스플레이3.

Figure 2. Search Screen
(www.ddbuilding.com)

Figure 3. Show Window, Entrance, Inside Wall

매장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

지며 특히 의류 판매장에서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의, (VMD)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범위가 확대된 현시점에 오프라인 매장 디스

플레이는 단순한 판매촉진을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소비자 체험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19).

오프라인 매장의 공간은 주로 외부 또는 입구 내부 디스,

플레이 쇼윈도로 나누어진다 는 매장, . Paek and Woo(2016)

의 입구에서 전달되는 이미지가 브랜드의 차별성을 소비자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Ahn and

는 브랜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외부에Kim(2016)

서부터 매장 안쪽까지 연결되는 기획을 주장하며 고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매장 안쪽으로 이동하여 상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에 대해 논하였다. Min and

은 쇼윈도 공간이 단순히 판매상품의 진열과 함Yoon(2017)

께 문화적인 감성체험 공간으로 구현하여 브랜드의 이미지

를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도 쇼윈도를. Kim and Lee(2017)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상품의 특성연출을 통한 매출 증진 수,

정가공을 통한 소비자 심리 자극 창작형 스토리텔링을 통한,

소비자의 욕망과 상상을 유도하는 초현실적 연출로 구분하

여 쇼윈도의 역할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매를 자극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연구 범위와 방법III.

본 연구 범위는 첫째 의 공식 홈페이지 검색, D&D Building

화면 에서 및 을 키워드(Figure 2) ‘wallpaper’ ‘wallcovering’

로 검색하여 벽지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다 둘째 검색된 매. ,

장을 년 월 일과 월 일 양일에 걸쳐 직접 방문하2019 2 1 2 6

였다 상기 고찰한. Paek and Woo(2016), Ahn and

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Kim(2016), Min and Yoon(2017) ,

각 조사 대상을 쇼윈도 매장 입구 내부 벽면 의, , (Figure 3)

세 군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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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자의 선행 연구인 교토 기온상점‘

가 문화상품점 인테리어 색채연구 와’ (Lee & Kim, 2019)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사진촬영은 보행.

자의 동선과 유사한 거리와 높이로서 벽으로부터 약 떨, 3m

어진 위치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방문160cm .

Table 2. Analysis Showrooms Show Window, Entrance, Inside Wall–

No Showroom Suite Show Window Entrance Inside Wall

1 Armani / Casa 1424 X O O

2 Arnitex 1207 X X O

3 Brunschwig & Fils 234 X O O

4 Clarence House 205 X O O

5 Cowtan & Tout 1022 X O O

6 Donghia 700 X O O

7 Duralee, RADG 620 X O X

8 DzineNY 301 O X X

9 Edelman Leather 207 X O X

10 litisÉ 611 O O X

11 Fabricut 915 X O O

12 Farrow &Ball 1519 X O O

13 Garrett Leather 1107 X O O

14 Gracie 1411 X X O

15 Holland & Sherry 1402 O O O

16 Holly Hunt New York 503 X O O

17 Innovations 1717 X O O

18 JAB Anstoetz 102 X O O

19 Knoll Luxe 1702 X X O

20 Kravet 1202 X X O

21 Lee Jofa 234 O O O

22 Liora Manné 1811 X O O

23 Maya Romanoff 922 X O O

24 Michael Taylor | Jim Thompson 1640 O X O

25 Nobilis 508 X O O

26 Osborne & Little 520 X O O

27 Pollack | Weitzner 1722 X O O

28 Quadrille 1415 O X X

29 Ralph Lauren 404 X O O

30 Robert Allen, RADG 305 X X O

31 Rodolph 818 X X O

32 Rogers & Goffigon Ltd. 1718 X O O

33 Romo 808 O O X

34 Rose Tarlow Melrose House 1616 X X O

35 Schumacher 832 O O O

36 Stark 1102 O O O

37 Studio K New York/Koroseal 842 O O O

38 Studio Zen Wallcoverings 1809 O O O

39 Style Library (Zoffany) 409 X O O

40 Thibaut 615 X O O

41 Wolf-Gordon 413 X O O

42 Zimmer + Rohde Ltd. 932 O O O
Number of Total (80) 12 32 36

(www.ddbuilding.com)

조사 중 벽지가 벽면에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집기나 책으

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와 같은 기.

준으로 총 개 인테리어 매장 중 개의 매장 개소를124 42 80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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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는 디자인 요소인 색상 소재 가공방법CMF , ,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 분석은. CMF Lee and

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색상은Kim(2018) (Table 2).

먼셀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무채색을 추가하고 서로10 , ,

다른 색상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때에는 로 구분하multi

였다 소재와 가공(Choi & Kim 2016; Kim & Lee, 2014).

방법은 의 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한 뒤Lee and Kim(2018) ,

미분류된 대상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년 월2019 2

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비슷한 범주를 구분한 뒤 월1 , 2 6

일 재조사를 통해 와 같이 구분하였다Table 3 .

분석 결과 및 고찰IV.

전체 대상 분석1.

분석대상 중 벽지가 디스플레이 된 쇼윈도는 개 였12 (29%)

Table 3. Items for Analysis

Items Subsections

Color R, YR, Y, GY, G, BG, B, PB, P, RP, W, Gy, Bk, Multi

Material Paper, textile. grass, wood, leather, cork, cupis, bead, nonwoven, PVC, etc.

Finishing Printing, weaving, patchwork, string, embroidery, scattering, none, etc.

Table 4. Overall Color, Material, Finishing in D&D building

Color Frequency % Material Frequency % Finishing Frequency %

W 20 25% Paper 37 46% Printing 33 41%

Gray 13 16% Textile 22 28% Weaving 23 29%

YR 10 13% Grass 9 11% Mosaic 11 14%

Multi 10 13% Wood 3 4% etc 5 6%

Y 6 8% Leather 3 4% String 4 5%

R 5 6% Cork 1 1% Embroidery 2 3%

B 5 6% Cupis 1 1% scattering 1 1%

P 3 4% beads 1 1% (none) 1 1%

G 2 3% Nonwoven 1 1%

PB 2 3% PVC 1 1% 　 　 　

Black 2 3% etc. 1 1% 　 　 　

BR 1 1% 　 　 　

BG 1 1% 　 　 　 　 　 　

Total 80 100% Total 80 100% Total 80 100%

으며 각 매장의 입구 정면에서 벽지가 보이는 경우는 개, 32

소 내부 벽면에 전시한 경우는 개소 로 총(76%), 36 (86%) 80

개소에 벽지가 전시되어있었다 매장별로 세 군데 모두 벽지.

를 전시한 경우가 개소 두 군데만 전시한 경우가7 (17%), 24

개소 한 군데만 전시한 매장은 개소 였다 두(57%), 11 (26%) .

군데에 전시한 매장 대부분인 개소는 쇼윈도가 없거나 쇼21

윈도에 벽지가 없는 경우로 한정적인 좁은 공간에 벽지를,

전시하기보다는 매장의 입구나 내부의 넓은 벽면을 활용하

여 전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한 군데만 벽지를 전.

시한 매장에서도 그 양상이 보이는데 쇼윈도만 벽지를 전시,

한 경우는 두 군데로 전체의 에 지나지 않고 모두 입구5% ,

정면 또는 내부의 넓은 벽을 사용하여 전시함을 알 수 있

다.

의 전체의 벽지색상 소재 가공방법을 분D&D Building , ,

석한 결과는 과 같다 색상으로는 가 전체의Table 4 . W 25%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가 뒤를 이, Gray(16%), Y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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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년 뉴욕시장에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벽. , 2019

지색상은 내지는 의 밝은 무채색계열로 판단된다W Gray .

년 의 연구에서는 이2017 Lee and Kim YR 26%, Gray

가 비교할 때에 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19.2%, W 7.3% W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년 의 연구에서. 2018 Lee and Kim

벨기에의 섬유벽지 중 와 가 각각 로 예년W Gray 27%, 18%

보다 증가하여 트렌드의 변화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와. W

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재의 차이에 기인한 것보다는Gray

년 현재의 벽지 유행 경향이 또는 계열임을2019 W Gray

알 수 있다.

소재에서는 종이가 섬유가 로 종이가 절반가량46%, 28%

을 차지하였다 모든 소재를 살펴본 결과 부직포와 가. PVC

각 건씩만 전시되었을 뿐 모두 천연재료를 사용한 것을 볼1

수 있었다 벽지에서의 친환경 재료 개념은 재활용이나 업사.

이클 개념의 지속 가능보다는 천연재료사용의 유기적 재료,

즉 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organic .

가공방법은 가 프린팅 가 제직이었다 현재까지41% , 29% .

의 유행 경향을 종합하여 보면 색상의 종이로 제작된, W

Figure 4. White Printed Wallpaper Figure 5. Mosaic Wall-covering

Table 5. Color, Material, Finishing of Show Window

Color Frequency % Material Frequency % Finishing Frequency %

W 6 50% Textile 5 42% Printing 4 33%

R 2 17% Paper 3 25% Weaving 2 17%

B 1 8% Grass 1 8% String 2 17%

P 1 8% Cork 1 8% Mosaic 2 17%

Gray 1 8% PVC 1 8% Embroidery 1 8%

Multi 1 8% etc 1 8% etc 1 8%

Total 12 100% Total 12 100% Total 12 100%

프린팅이 현재 유행을 대표하는 벽지의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가공방법에 있어 특이점은 그간 모자(Figure 4).

이크로 이루어진 수공벽지의 출시가 많지 않았으나 현재 뉴,

욕시장을 중심으로 모자이크 벽지의 출시가 눈에 띄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몇 년간 모자이크(Figure 5).

에 대한 개발과 수요 및 시장 출시가 계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쇼윈도2.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된 벽지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는CMF

와 같다 색상은 전반적인 경향과 같이 계열이Table 5 . W

가장 높은 비율인 를 차지하였으나 전체색상에서50% , 6%

만 차지하는 이 에 달하고 는 오히려 에 불R 17% , Gray 8%

과해 전반적인 색상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Kim and

의 연구에서처럼 쇼윈도가 상품의 전시와 심리 자Lee(2017)

극 또는 초현실적 이미지 전달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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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hite Figure 7. White Figure 8. Red Figure 9. Blue and Yellow

Figure 10. Gray Grass Figure 11. Paper Figure 12. Printing

과 은 실제 상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Figure 6 7 ,

의 경우 벽지 자체를 보여주는 용도로 은Figure 6 , Figure 7

벽지가 인테리어 디자인의 배경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과 는 초현실적인 구성이 돋보이는데 소비자의 심Figure 8 9 .

지를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의 경우에는 실제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가구나 오Figure 9

브제와는 별개의 도형을 구현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만을

전달하려는 구성이 보였다.

소재는 방적사 또는 필라멘트의 실로 이루어진 텍스타일

이 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방법은 단순 프린45% (Figure 9),

팅이 가장 많은 로 조사되었다 즉 쇼윈45% (Figure 6,7,9). ,

도 구성에 있어 전반적인 유행의 흐름과는 별개로 질감의,

표현이나 패턴을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를 한정,

된 공간 속에서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입구 벽지3.

매장 입구의 벽지의 를 분석한 결과 색상은CMF

가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Gray(Figure 10) 22% YR 19%,

가 그 뒤를 이었다 소재는 종이 가 가장W13 % . (Figure 11)

많았으며 가공방법은 프린팅 이 가장 많은(53%), (Figure 12)

로 나타나 매장 입구 벽지의 는 전반적50% (Table 6) CMF

인 유행양상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의 연구결과와 같이 입구에서 보이는Ahn and Kim(2016)

상품은 매장 안쪽으로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시선을 유도하

게 되므로 매장 외부에 디스플레이 되어있는 벽지가 실질적,

으로 매장에서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벽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장 입구의 벽지는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행.

하는 벽지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전체적 유행 경향과 별개로 소재와 가공방법의 특이점은

식물을 이용한 직물이 소재의 가공방법의 가 나16%, 22%

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와 비교해. Lee and Kim(2017)

볼 때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천연식물을 사용한 직물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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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lor, Material, Finishing of Entrance

Color Frequency % Material Frequency % Finishing Frequency %

Gray 7 22% Paper 17 53% Printing 16 50%

YR 6 19% Grass 5 16% Weaving 7 22%

W 4 13% Textile 4 13% Mosaic 5 16%

Multi 4 13% Wood 2 6% String 1 3%

B 3 9% Leather 2 6% Scattering 1 3%

R 2 6% Nonwoven 1 3% etc 1 3%

PB 2 6% beads 1 3% none 1 3%

Y 1 3%

BG 1 3%

BR 1 3%

Black 1 3%

Total 32 100% Total 32 100% Total 32 100%

Table 7. Color, Material, Finishing of Inside Wall

Color Frequency % Material Frequency % Finishing Frequency %

W 10 28% Paper 17 47% Weaving 14 39%

Y 5 14% Textile 13 36% Printing 13 36%

Gray 5 14% Grass 3 8% Mosaic 4 11%

Multi 5 14% Wood 1 3% Embroidery 1 3%

YR 4 11% Cupis 1 3% String 1 3%

G 2 6% Leather 1 3% etc 3 8%

P 2 6%

R 1 3%

B 1 3%

Black 1 3%

Total 36 100% Total 36 100% Total 36 100%

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색상에 있어 년 연. 2017

구에서는 이 에 달하였으나 일부 감소하였고YR 35.3% , ,

는 여전히 대를 유지하고 있어 의 유행이 당Gray 20% Gray

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내부 벽면4.

매장 내부의 벽지를 분석한 결과 색상은 가 가장 많은W

를 차지하고 이어 계열과 계열이 각각 를28% , Y Gray 14%

차지했다 소재는 종이가 로 가장 많았으며 텍스타일이. 47% ,

로 그 뒤를 이어 두 가지의 소재가 에 달했다 가36% 83% ,

공방법은 제직이 프린팅이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39%, 36%

다 내부 벽면의 특이점은 색상에서는 가 두드러(Table 7). Y

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가공방법에 있어 제직이 가장 많이,

나타나 다른 부분의 벽지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내부 벽면.

장식에 는 과 같이 수공예벽지에 골드 메탈릭을Y Figure 13

기반으로 제조한 벽지와 부직포에 프린팅한 와 같Figure 14

은 벽지에서도 골드 메탈릭으로 코팅한 벽지가 많이 나타났

기 때문이다 또한 직물 벽지에서도 처럼 골드 메. , Figure 15

탈릭 잉크로 마감처리 한 경우나 원단의 뒷면종이를 골드,

메탈릭으로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Figure 16).

골드 메탈릭이 쇼윈도나 입구에 장식되지 않고 매장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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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old Metallic Hand Printed

Figure 14.
Gold Metallic Coated

Figure 15.
Gold Metallic Ink Finished

Figure 16.
Backed on Gold Metallic

전시된 경우를 공간과 조명의 한계를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쇼윈도나 매장 입구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조명 효과보.

다는 매장 내부에서 여러 각도로 연출한 효과가 더욱 소비

자에게 상품성을 어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재와 가공방법에서도 상기의 원인을 통해 직물이 내,

부에 더 많이 전시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직물 고유,

의 텍스츄어가 전달하는 느낌을 매장 입구의 한정된 공간과

조명에서 보여주기보다는 매장 내부에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고유의 효과를 더욱 상세

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IV.

벽지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벽에 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

므로 일정한 면적의 벽 평면에 붙여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또한 벽지의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전시된 벽지 상품. ,

의 판매를 유도하는 예도 있으나 매장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간 많은 연구에서 전시회.

의 콘셉트에 의한 벽지 출시 경향을 연구하였으나 전시회에,

출시된 벽지가 반드시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는 벽지의,

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의 벽지CMF

개발 방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년 뉴욕 벽지 트렌드에 대해 논하였2019

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의 판매점에서의 벽지를 분석함으. ,

로써 시장 현황을 더욱 정확히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특히 매장의 구성을 선행연구에 따라 쇼윈도 입구 매. , ,

장 내부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디자인의 속,

성인 로 정량화된 분석을 수행하였다CMF .

년 뉴욕의 에 디스플레이 된 벽지의2019 D&D Building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CMF .

개소의 색상으로는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소재는80 W ,

종이가 가공방법은 프린팅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쇼윈도 역.

시 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초현실적 이미지 전달을 위W ,

한 의 강한 색상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매장 입구는 소비R .

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매장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공간으

로 실제의 유행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년 뉴욕시장에, . 2019

서는 계열의 벽지와 계열의 벽지가 실질적인 매Gray YR

출을 형성하고 있음을 매장 입구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장 내부에서는 골드 메탈릭이 여러 가지 형. ,

태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수공을 이용한 벽지 부직포 직물, , ,

등에 골드 메탈릭을 사용한 벽지를 공간과 조명의 제약 없

이 연출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있어 골드 메탈릭 벽지에,

대한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그간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년부터 년 현재까지 벽지의 유행 흐름을 파악할2017 2019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본 연구 자료가 벽지를 포.

함한 모든 실내 장식용 섬유와 관련된 분야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되었기를 희망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

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대되고 경제 활성에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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