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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Third, it was found that pattern design
influences more than 70% of purchases when
purchasing dog products, and that natural and
geometric patterns such as tree flowers are
preferred to sculptures and food patterns as motifs
of pattern design. Lastly, the point of consideration
for the purchase of the product was the practicality,
durability, convenience of use, safety, etc., and the
opinion that the trend is reflected and the tendency
of the dog.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continue
the study, which includes design directions based
on product usabi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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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국문초록

The study began with an interest in the growing
pet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strategic design direction of dog supplies
suitable for the consumer who pursues a fusional
lifestyle with dogs. The result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lack of existing dog
product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dog products and brands, and produced a product
design containing differentiated strategies. Ten
pattern designs, 12 design cyan, and eight
prototypes were produced. Second, a survey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prototype was carried
out. First, the purchasing power of small items is
high, and design elements such as color, exterior
design, and pattern design are revealed as appeal
points,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these
elements. Next, it was found that consumers often
use internet shopping and dog shops to purchase

본 연구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에 관심을 두고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반려견과
의 융합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층에 적합
한 반려견 용품의 전략적인 디자인적 방향을 도출하
는 것이다.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
려견 용품 및 브랜드 현황 고찰을 통해 기존의 반려
견 용품들의 미흡한 점을 모색하여 이와 차별화된 전
략제시방안이 담긴 제품디자인을 제작하였다. 패턴디
자인 10개와 12개의 디자인 시안, 그리고 8개의 시
제품이 제작되었다. 둘째, 시제품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
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작은 용품의 경우 구
매력이 높으며, 칼라, 외관디자인, 패턴디자인 등의 디
자인요소들이 어필 포인트(appeal point)로 드러나 이
요소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터넷쇼
핑과 반려견 전문점 등을 소비자들이 제품구매시 많
이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패턴디자인이 반
려견 제품을 구매할 시 구매에 70% 이상으로 미친다
는 것과 패턴디자인의 모티브로는 나무 꽃 등 자연물
과 기하학 문양이 조형물이나 음식문양보다 선호됨을
조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품구매 시 고려하는
점으로는 실용성과 내구성, 사용 편리성, 안전성 등
기능에 관한 내용과 트랜드의 반영 여부, 그리고 반려
견의 성향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등이 논의되었다. 향
후의 연구에서는 제품 사용성 조사에 기반한 설계 방
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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