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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침실을 호텔처럼! 호텔 베딩 노하우. 호텔 이불 / 호텔 침구 / 호우리 집 침실을 호텔처럼! 호텔 베딩 노하우. 호텔 이불 / 호텔 침구 / 호
텔 침구세트 / 호텔 이불커버텔 침구세트 / 호텔 이불커버

이브자리 제품이브자리 제품

정갈하게 놓인 깨끗한 이불과 베개. 호텔 침실의 베딩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호텔을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호텔 베딩의 로망! 우리 집 침실도 호텔 룸처럼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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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침실을 호텔 베딩과 같이 세팅하는 노하우, 함께 알아보아요~

호텔 베딩을 연출하기 위해호텔 베딩을 연출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 3가지고려할 요소 3가지

호텔에서 경험했던 베딩 스타일을 집에서 재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호텔 베딩에는 정해진 원칙이 존재하

지는 않습니다. 호텔 각각의 개성과 원칙에 따라 호텔 베딩 스타일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향하는 호텔 베딩은 무엇

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텔 베딩을 연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래 3 가지입니다.

1. 디자인

2. 아이템 구성

3. 소재

호텔 베딩 뿐만 아니라 침실 인테리어를 구성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호텔 베딩을 주제로 각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01 디자인01 디자인

여러분들이 꿈꾸는 호텔 베딩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디자인 또는 절제된 디테일의 모던한 디자인

등 호텔 베딩 스타일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호텔 베딩 디자인을 명확히 정해야 침구류 디자인을 고르고 그것에

맞춰 아이템이나 기타 디테일을 꾸미기 수월하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호텔 베딩 디자인 컨셉을 정리했어요. 어떤 디자인 컨셉이 가장 맘에 드는지 한

번 체크해보세요!

* All White* All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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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호텔 베딩 스타일입니다.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통일된 호텔 베딩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

낌이에요. 가장 심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꿈꾸는 호텔 베딩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화이트 컬러는 기본색이기 때문에 어떤

침대 프레임의 디자인과도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어요.

단, 새하얀 침구는 얼룩이나 오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녀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꾸준한 관

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이브자리 쉐라톤 |이브자리 쉐라톤 | 호텔 침구의 로망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불, 베개 커버 위에 작은 조각 패턴을 흰색 실 자수로 표

현하여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의 친환경 면모달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 Modern*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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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컬러로 통일하는 것이 다소 심심하다고 느끼신다면 모던한 디자인으로 호텔 베딩을 세팅해보시면 어떨까요? 고급

스러운 컬러감에 절제된 디테일을 더한 호텔 베딩을 연출해보세요. 메인 컬러는 기존 침실의 벽지 컬러나 침대 프레임 등

의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우리 집 침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답니다.

이브자리 자이 |이브자리 자이 | 푸른 쪽빛의 고급스러운 컬러감과 제품 중앙의 사각 자수 디테일이 간결하게 디자인 된 제품입니다. 부드

럽고 통기성이 뛰어난 고밀도 바이오 워싱면을 사용해서 제작했습니다.

* One Color + Stripe* One Color + Str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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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 이미지가 커집니다.

클래식한 호텔에서는 호텔 베딩을 굉장히 절제된 컬러 톤과 디자인으로 세팅하는데요, 부띠끄 호텔에서는 좀 더 젊은 감각

의 디자인으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앞면은 스트라이프 패턴, 뒷면은 한가지 컬러로 디자인된 침구류를 사용하시면 깔끔하

면서도 밝은 호텔 베딩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브자리 블루진 |이브자리 블루진 | 이불 앞면의 블루 데님 컬러와 뒷면의 스트라이프 패턴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이불 앞 부분을 살

짝 접으면 스트라이프 또는 블루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하실 수 있어요. 실크 같은 부드러운 감촉과 색상 지속력, 내구

성을 갖춘 친환경 소재 ‘40수 면모달’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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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이템 구성02 아이템 구성

원하는 호텔 베딩 디자인 컨셉을 정했다면 그에 맞추어 아이템을 구성해보세요. 침실 전반에 쓰이는 소품류를 제외했을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베개

2. 이불

3. 매트리스 패드or 커버

4. 샴쿠션

이 중 1번, 2번, 3번은 침실에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정해진 디자인 컨셉에 알맞은 침구세트(이불커버+베

개커버+패드로 구성된 3점세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 이불/베개 속통에 대한 부분은 ’03 소재’ 파트에서 상세히 설명드

릴게요!)

4번 샴쿠션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지만 호텔 베딩을 세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급

적 포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샴쿠션* 샴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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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쿠션의 샴(sham)은 영어로 ‘가짜’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베개 뒤편에 배치하는 장식용 쿠션을 의미합니다. 샴쿠션

을 고르실 땐 선택한 침구 세트의 컬러/디자인 톤에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린 스타일링 팁에 따

라서 샴쿠션을 배치해보세요.

- 컬러 통일:- 컬러 통일: 만약 ‘All White’ 컨셉으로 정하셨다면 샴쿠션 역시 동일한 화이트 컬러와 소재의 샴쿠션을 배치하시는 게 좋

습니다.

- 톤다운 or 톤업:- 톤다운 or 톤업: 메인이 되는 침구 컬러와 비슷한 컬러톤으로 고르시되 조금 더 어둡거나 밝은 톤의 샴쿠션을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 패턴 포인트:- 패턴 포인트: 단색 패턴의 침구라면 스트라이프 등 간결한 패턴 디자인의 샴쿠션을 곁들여서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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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자리 듀엣(솔리드) 쿠션커버 |이브자리 듀엣(솔리드) 쿠션커버 | 면 100%로 제작된 이브자리 듀엣 쿠션커버는 피부에 자극이 없으며 잦은 세탁에도 제

품이 잘 손상되지 않습니다. 오렌지 / 레드 / 핑크 / 브라운 / 그린 / 아이보리 / 블랙 / 화이트 / 블루 / 네이비 10가지 컬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3 소재03 소재

디자인 컨셉에 따라 아이템 선정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알맹이를 채울 차례입니다. 침실은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쾌적

한 잠자리’가 본질이기 때문에 계절, 신체적 특성 등에 맞는 이불, 베개 속통을 세심히 고르셔야 합니다.

호텔 베딩의 화룡점정, 속통! 우리 부부의 숙면을 돕는 이불+베개 속통을 추천드립니다.

* 구스 이불+베개 속통* 구스 이불+베개 속통

구스 소재는 가벼우면서도 공기 함유량이 높아서 외부 공기로부터 체온을 유지해주는 천연 에어커튼이 형성되어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통기성과 수분발산성도 우수해서 추운 가을/겨울뿐 아니라 봄/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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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 제품을 고르실 땐 ‘Gold Down’ 마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Gold Down’ 마크는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에서 섬유제품

의 충전물로 사용된 오리털, 거위털을 대상으로 최고급 다운(Down)이 사용된 우수 제품임을 입증했을 때 발급해주는 마

크인데요, 모든 이브자리 구스 제품은 ‘Gold Down’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 이브자리에서는 구스 제품의 퀄리티 유

지를 위해 털 빠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운프루프 가공을 하였습니다.

이브자리 프라임 구스 이불속 |이브자리 프라임 구스 이불속 | 최상급 품질을 자랑하는 폴란드산 구스를 소재로 제작한 이불속입니다. 구스 다운 95%,

구스 페더 5% 비율로 혼합하여 제작했습니다.

이브자리 경추 구스 베개속 |이브자리 경추 구스 베개속 | C자 모양으로 휘어진 경추를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도록 입체 경추 봉제처리한 베개속 입니

다. 충전물은 지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스 다운과 구스 페더를 7:3 비율로 혼합했습니다.

* 양모 이불+베개 속통* 양모 이불+베개 속통

양모 소재는 보온성, 흡·발습성, 통기성이 뛰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 적합한 소재입니다. 양모의 수분 흡수율은 면

의 약 2배, 폴리에스터의 약 45배 뛰어나고, 발습성 역시 우수해서 잠을 잘 때 땀을 많이 흘려도 뽀송뽀송한 잠자리를 유

지해줍니다. 이브자리의 모든 양모 제품은 ‘골드 울마크’를 획득했는데요, ‘골드 울마크’는 호주 양모협회에서 인증한 1등

급 양모를 사용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았을 때 획득할 수 있는 마크랍니다.

이브자리 ‘베리 양모’는 물세탁이 어려운 양모 소재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워셔블 가공 처리하여 물세탁 후에도 수축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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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엉키는 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원단을 조밀하게 직조하는 ‘울프루프 가공’을 통해 양모가 빠져나오는 현상을 최

소화했습니다.

이브자리 베리 양모 이불속 |이브자리 베리 양모 이불속 | 호주 양모협회에서 인증한 1등급 양모를 100% 사용해서 제작한 이불속입니다.

이브자리 베리 양모 베개속 |이브자리 베리 양모 베개속 | 양모와 폴리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충전물을 제작해 복원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불속과 동일

하게 호주 양모협회에서 인증한 1등급 양모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브자리 침구로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세련된 침실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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