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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wedding shops in the domestic market are more focusing on simply copying the designs of foreign 

wedding dress designers than making their own designs. Beyond the purpose of how to improve the wedding dress 

designs which is what other previous studies were aiming, this study goes deeper than that, concentrating on separate 

designing of dress for a wedding celebration and a rehearsal with photo shoots. Add to this, the study also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s in the past, investigating how to make a gown that hides a bride's physical 

shortcoming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studied the literature in terms of theoretical review, and conducted the 

empirical research through the photo analysis of 2,725 wedding dresses which brides really wore according to 

domestic brides' body shapes, their images, and situations. The researcher designed 8 wedding dresses for wedding 

ceremony and rehearsal shooting for brides with thick arms or wide shoulder under the concept of ‘Romantic Story 

in Your Heart’. The wedding dress's image types for photo analysis were limited to the romantic type, the elegance 

type, the modern type, and the classic type. The researcher applied the empire-silhouette, the one-shoulder neckline, 

the raglan sleeves, the cap sleeves, and the shoulder accessories to the wedding dress designs judged as effectively 

making up defects in body shape and making nice images as well as other design factors seen from the analysis 

result.

Keywords: Korean wedding culture(한국 웨딩문화), wedding dress designs(웨딩드레스 디자인)

 

Ⅰ. Introduction

한류의 향과 전문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국 웨

딩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

하고 있다. 이는 웨딩컨설팅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본식과 리허설 촬 으로 이원화된 한국

의 웨딩문화를 접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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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신부들이 한국을 방문해 웨딩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2010년 6월 웨딩산업을 10대 유망 중소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유망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웨딩산업에 비해 웨딩드레스 산업

의 발전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받

아들 으나, 파티를 비롯한 드레스 문화가 서양만

큼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그 결과, 신부들은 사전에 자신의 체형이나 이

미지에 맞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자신에게 적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고, 단순히 연예인이나 연예

인의 신부가 착용한 수입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나 

해외 웨딩드레스 컬렉션, 화나 드라마에서 본 드

레스를 선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한 규모의 국내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이

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기보다는 트렌드의 반 을 넘어 신부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수입 브랜드의 웨딩드레스 디

자인을 단순하게 모방함으로써 디자인의 독창성이

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잃어가고 있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IT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웨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식

과 리허설 촬 으로 이원화된 국내의 독특한 웨딩

문화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특징, 다양한 소비자

의 욕구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능형 융합기술의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증강 현실 및 애플리케이션의 실용

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개

발된 디자인이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

는 무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웨딩드레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이미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패션미학과 패션디자인 분야

의 웨딩드레스 선행연구로는 Oh(2000)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연구, Jeon(2010)의 디자인 요

소에 따른 2000년대 웨딩드레스 스타일 변화 및 미

적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 Choi(2007)의 레

이스를 활용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연구와 Lee(2008)

의 국내 웨딩산업 현황과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

의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한 연구 등이 있다. 체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는 Park and Seo(2006)의 소비자 체형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 연

구가 있으며,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Joh and 

Song(2001)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

지 형성에 관한 연구와 Lee and Lee(2009)의 웨딩

드레스 디자인 요소로 연상되는 감성이미지와 선

호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국내 신부들이 실제로 착용하

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서

양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변천에 대해 연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를 제시한 

후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여 디자인을 개

발하는 것으로, 국내 웨딩문화 및 웨딩드레스를 착

용하는 것과 관련한 디자인 개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연구와 달리 국내 웨딩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는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과 신부들의 체형 결점,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

른 디자인 특징을 반 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연구의 차별화를 제시한

다. 또한, 개발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새롭게 떠오

르고 있는 버추얼 피팅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활

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

하 다. 문헌연구에서는 관련 전문 서적 및 인터넷 

자료 조사와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 다. 실증연구에서는 실제로 신부들이 착용

한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결혼동호회 중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정보교

환이 활발한 곳을 선정하여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

한 후, 신부의 체형, 상황과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

라 적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 다. 

분석내용을 토대로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한 웨

딩드레스 디자인 8벌을 제작하 다. 디자인 개발 시 

체형보완의 필요성이 높고 체형결점의 종류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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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난 굵은 팔 체형과 넓은 어깨 체형을 중

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 으며, 거의 모든 디자인

의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무결점 체형은 체형

보완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에서 

제외하 다. 

Ⅱ. Review of Literature

1. Change of Korean wedding culture

한국사회는 갑오경장 이후 모든 제도가 개편되

면서 결혼의 절차가 간소화되기 시작하 고, 기독

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교회에서 

치러지는 결혼식이 성스러운 웨딩문화로 받아들여

짐에 따라 과거 신부의 혼례복이었던 원삼, 활옷, 

당의, 화관, 족두리는 흰색의 치마, 저고리, 베일, 부

케 등으로 변화하 다(Oh, Son, Hong, & Seok, 2009).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개발 계

획과 산업화, 1980년의 민주화, 1998년 IMF를 겪으

며 한국사회는 급변하 고, 이 과정 속에 웨딩문화

와 웨딩드레스 역시 서구적으로 변화하 다. 특히, 

1930년대 등장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들은 웨딩

드레스를 대여하기 시작하 고, 1950년대 말에는 서

구식 웨딩드레스가 널리 보급되었다. 1960년대 이

후부터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패션트렌드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함에 따라 서양의 웨딩드

레스와 유사한 디자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웨딩문화는 서양의 것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한국 웨딩문화에서 볼 수 있는 

약혼식, 함들이, 폐백, 이바지 등은 전통적인 혼례

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고, 예식장과 호텔, 

교회,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개화기 이후 일본과 서구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정

착된 근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한

국 웨딩문화는 가부장적인 유교적 전통문화의 계

승과 산업화에 따른 상업주의화로 요약할 수 있으

며, 전반적으로 간소화되는 경향과 함께 전문적인 

대행 업무를 맡은 웨딩컨설팅 업체의 등장으로 결

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각자의 소득수준과 라이

프스타일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게 되었다(Park, 1999). 이러한 과정 속에 

한국 웨딩문화는 결혼식과 결혼식 이전에 행해지

는 촬 , 신혼여행 등으로 표준화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서양과 달리 파티문화 및 드레스 문화

가 발달하지 않아 웨딩드레스를 구매하는 경우보

다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독특한 문화를 형성

하 다. 

결혼식 이전에 행해지는 촬 의 경우, 1960년대 

단순히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던 식장 스냅 

촬 에서 변화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야

외 촬 을 위해 결혼식 당일 외에 웨딩드레스와 이

브닝드레스, 한복 등을 착용하게 되었다(Kim, 1996). 

1990년대 들어서는 야외 촬  초기 결혼식 당일 몇 

시간 전에 촬 하던 것에서 결혼식 이전 촬 으로 

변화하 으며, 1990년대까지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야외 촬 을 선호하 다(Kim, 1996). 2000년대 실

내의 유럽풍 스튜디오 촬 의 등장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이전에 스튜디

오에서 행해지는 웨딩 촬 을 리허설 촬 이라고 

하고, 결혼식 당일을 본식이라고 칭하고 있다. 결혼

을 앞둔 대부분의 신부들이 이러한 웨딩 촬 의 변

화와 함께 리허설 촬 과 본식을 위해 착용할 웨딩

드레스를 대여하고 있다. 

2. The concept of wedding dress Image and 

body shapes and categorization

1) The concept of wedding dress Image and 

categorization

‘이미지’는 라틴어인 ‘Imago’에서 유래되었고, 그 

후에 불어인 ‘Image’에서 다시 어인 ‘Image’로 변

천되어 왔다. 이미지는 내적 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로 

나뉘어지고, 내적 이미지는 정신적인 형상(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외적 이미지는 외모로 

보여지고 인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Lim, Hwang, 

Lee, Lee, & Yang, 2002). Boulding(1956)은 이미지

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과 관련 정보의 인식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 고, Oxenfelt 

(1974)는 이미지를 대상의 특성과 느낌 및 정서 간

의 결합이라고 하 다. 결국 이미지는 어떤 단서에 

의해 지각되거나 인지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해석

이며, 대인지각에서 지각되는 단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상형성에 의한 스테레오 타입과 같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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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특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특

성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Kang, 1995). 즉, ‘마른

-뚱뚱한’, ‘날씬한-풍만한’, ‘키가 큰-키가 작은’ 등

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신체나 외모에 의한 외적

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통적인-현대적인’, ‘조용한-

활발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내용 및 분위기와 같은 내적인 내용

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Kim, 1997). 이상의 내

용을 살펴 볼 때, 이미지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

여 갖는 시각상, 감정을 갖게 하는 상, 정보에 대

한 인식의 결과, 객관적 실체의 주관적 실체화, 대

상의 특성과 느낌의 결합, 복잡한 환경의 단순화, 

의미있는 상징, 전반적인 느낌, 디자인 요소의 시각

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Kim, 1997). 

이 중 의복이라는 시각적 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패션이미지는 패션디자인의 요소인 색채, 재질, 형

태의 특성과 관련되어 변화한다. 이 요소들의 시각

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패션이미지 형성에 향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 결합하여 전체적 이미지 형성

에 더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빨리 감정, 정서들을 전달하

여 심리적인 효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Horn 

& Gurel, 1988). 이러한 패션이미지는 지각자, 상황, 

시간의 향을 벗어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스타일 분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스타일 분류

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패션이미지 스

타일 분류를 통하여 개인이 어떠한 이미지를 선호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Jeong & Lee, 1992). 일반

적으로 패션이미지는 클래식, 로맨틱, 엘레강스, 소

피스티케이티드, 모던, 매니시, 액티브, 에스닉, 아

방가르드로 분류된다.

그러나 웨딩드레스의 경우, 드레스라는 디자인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션이미지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패션 스타일 및 이미

지를 분류한 Gan(2007), Kim, Lee, Joh and Moon 

(2009), Park(2004), Park, Lee, Yeom, Choi and Park 

(2006), Lee and Lee(2010), Han and Kim(2007)과 

웨딩드레스 스타일을 분류한 Yeo(2007), Yoon(2002)

의 웨딩드레스 관련 서적, 선행연구인 Na(2009), Oh 

(2000), Lee(2008), Seon(2010), Jeong(2008), Joh and 

Song(2001)의 연구를 참고로 재분류하여 웨딩드레

스 이미지를 로맨틱,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 섹시, 

에스닉, 키치 & 아방가르드로 분류하 다.

2) The concept of body shapes and catego-

rization

체형(Somato Type)은 개인의 형태적 구조를 결

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서 있을 때의 윤곽(outline)이

라고 할 수 있다. 체형은 각 시대나 문화권마다 아

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이 있으며, 각 시

대별로 유행하는 패션스타일은 이상적인 체형 위

에 표현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현대에는 키가 

크고 마른 패션 모델의 체형이 전형적인 이상적 체

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며, 어느 부위든지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

든 사람의 체형은 신체 크기, 구조, 비례, 몸무게, 

근육, 체중 분포, 자세에 따라 곡선이 달라지기 때

문에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소비자들은 불규칙

한 비례를 가진 자신의 체형을 좀 더 나은 균형과 

비례를 가진 체형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체형

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의 패션 제품을 착용하게 

된다(Yeo, 2007). 

성인 여성의 체형은 남성에 비하여 다양하게 분

류되는데, 일반적으로 패션스타일링이나 패션코디

네이션 분야에서는 어깨, 허리, 엉덩이 너비를 기준

으로 중간 정도의 가슴, 가는 허리, 납작하거나 약

간의 곡선을 이루는 복부, 적당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엉덩이 선과 가는 넓적다리, 어깨와 엉덩이 폭

이 비슷한 경우를 이상적인 체형(Yeo, 2007)으로 분

류하고, 어깨와 엉덩이가 크고 허리가 가는 모래시계

형, 전체적으로 일직선 형태인 직사각형, 하체가 큰 

삼각형, 상반신이 큰 역삼각형, 몸통과 허리가 굵은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살이 많고 둥근 형태의 둥근 형 

등 일곱 가지 타입으로 분류한다(Kim et al., 2009).

이외에도 의복과 체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성

인 여성의 체형을 분류하는 방식이 비만과 비만도

에 의한 체형분류, 군집 분석에 의한 체형분류, 엉

덩이 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 치수를 활용한 드롭

(Drop)에 의한 체형분류 등이 있다. 이 중 일반적으

로 의류학 분야에서 체형을 판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형분류방식은 비만과 비만도에 의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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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류 중 로러(Rӧhrer) 지수에 의한 체형분류이다. 

로러 지수에 의한 체형분류는 키와 몸무게의 관계

를 나타내는 지수로 체형의 형태적 특성에 관계없

이 키와 몸무게가 동일한 사람들은 동일한 유형에 

포함시키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형을 파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Jeong, 1994). 2010

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기관인 사이즈코리아(http:// 

sizekorea.kats.go.kr)에서 발표한 성인여성의 체형분

류에 따르면 어깨, 허리, 엉덩이의 크기에 따라 상

반신의 형태를 이상체형, 삼각체형, 역삼각형체형, 

사각체형, 모래시계형, 마름모꼴체형, 둥근체형, 튜

브체형 8가지로 분류한다(Size Korea, 2010). 그러

나 사이즈코리아의 분류방식은 웨딩드레스 착용과 

관련이 깊은 팔의 두께나 가슴 크기, 엉덩이 크기 

등에 대해서는 분류기준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을 고

려하여 한국 20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연구한 

Lee(1999)의 연구결과와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에 

따른 웨딩드레스를 연구한 Park and Seo(2006)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패션스타일링이

나 코디네이션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로러 지

수에 의한 체형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마른 체형, 보

통 체형, 통통한 체형으로 분류하 다. 이를 다시 세

분화하면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키가 크고 보통 체

형, 키가 크고 통통한 체형, 키가 보통이고 마른 체

형, 키가 보통이고 보통 체형, 키가 보통이고 통통

한 체형, 키가 작고 마른 체형, 키가 작고 보통 체

형, 키가 작고 통통한 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

기에 세부적인 신체적 특징을 구분하기 위하여 인

체를 머리, 목, 팔, 다리, 어깨, 가슴, 등, 배, 엉덩이

로 구분한 Lee(2009)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목 

둘레가 굵거나 가는 경우, 목 둘레가 보통인 경우, 

목 길이가 길거나 짧은 경우, 목 길이가 보통인 경

우, 어깨 너비가 넓거나 좁은 경우, 어깨 너비가 보

통인 경우, 팔 둘레가 굵거나 가는 경우, 팔 둘레가 

보통인 경우, 팔 길이가 길거나 짧은 경우, 팔길이

가 보통인 경우, 가슴크기가 크거나 작은 경우, 가

슴 크기가 보통인 경우, 배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

은 경우, 허리 둘레가 굵거나 가는 경우, 허리둘레

가 보통인 경우, 엉덩이 둘레가 크거나 작은 경우, 

엉덩이 둘레가 보통인 경우, 허벅지 둘레가 굵거나 

가는 경우, 허벅지 둘레가 보통인 경우, 다리 길이

가 길거나 짧은 경우, 다리 길이가 보통인 경우 등

으로 분류하 다.

Ⅲ.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according to the Body 

Shapes and Purpose

1. Methods of information gathering 

신부들이 실제로 착용한 웨딩드레스 사진을 수

집하기 위해 활동이 활발한 인터넷 결혼준비 동호

회를 선정하고,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동

호회에 등록된 사진 자료를 수집하 다. 인터넷 결

혼준비 동호회를 선정하기 위해 웹사이트 분석평가 

서비스 및 사이트 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랭키닷컴(http://www.rankey.com, 2011년 2월 7일 검

색)에서 포털커뮤니티와 커뮤니티포털 순위에서 

공통적으로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다

음, 싸이월드 카페의 결혼 동호회를 검색하 다. 검

색된 결혼준비 동호회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수가 10만 명 이상인 상위 10개의 동호회가 선

정되었다. 이 중 여행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 

1건을 제외하고,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기간 중에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신

부들의 의견 교환과 리허설 촬  사진, 본식 사진 

등 웨딩드레스와 관련된 정보교환이 활발한 결혼동

호회 결사모웨딩(cafe.daum.net/wedding), 결혼할까요? 

(cafe.daum.net/weddingloves), 뷰티풀웨딩(cafe.daum. 

net/beautiwed), 미즈윈(http://weddingsangdam.cyworld. 

com) 4곳을 선정하 다. 

선정된 결혼준비 동호회 사이트에 2006년 1월부

터 2011년 1월까지 등록된 20,895장의 사진 중 웨

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관련하여 사진 분석이 

유효한 6,914장의 사진을 수집하 다. 이 중 웨딩드

레스 디자인 분석과 관련이 없는 한복 촬  사진과 

동일한 웨딩드레스 사진을 제외하고 남은 2,725장

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별하 다. 수집된 사진은 

다시 본식용 웨딩드레스 선택 시 조언을 얻기 위해 

등록한 사진인 A 그룹(660장), 본식에서 착용한 웨

딩드레스 사진인 B 그룹(164장), 리허설 촬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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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roup of wedding dress photos

Categorization

Group
Categorization standards Purpose of analysis

Photos

(pcs)

A group
Photos registered to get an advice before selecting 

of a wedding dress for a wedding day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according 

to the body shapes
660

B group
Photos of brides in the wedding dress during 

the wedding celebrations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the 

wedding day
164

C group
Photos of the wedding dress from the photo 

shoots during the rehearsals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photo 

shoots in rehearsals
1,901

Total 2,725

착용한 웨딩드레스 사진인 C 그룹(1,901장)으로 구

분하 다. 이를 정리하면〈Table 1〉과 같다.

2. Methods of information analysis 

분류된 사진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패

션디자인을 전공하는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12

인, 패션 전문인 8인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 다. 

1) A group

A 그룹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187

명의 신부들이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 선택 시 조

언을 얻기 위해 결혼준비 동호회 사이트에 등록한 

660장의 사진으로 신부 한 명이 평균 3.5벌의 웨딩

드레스를 착용한 경우이다. 설문 응시자 20인에게 A 

그룹의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Ⅱ장에서 고찰한 체형

과 신체적 특징 분류에 따라 187명 신부의 체형 결

점을 선택한 후 각각의 체형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의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하 다. 이를 근거로 187명

의 신부 체형에 어울리는 187장의 사진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 요소별 빈도조사를 실시하 다. 

A 그룹의 경우, 동일한 체형의 신부가 다양한 디

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 기 때문에 제시된 사

진을 통해 신부의 체형 결점을 분석하고,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

하기에 용이하 다. 그러나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없었고, 드레스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분석해야 하는 한계

점이 있었다. 

2) B group & C group

B 그룹과 C 그룹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신부들이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해 입은 

사진으로 설문 응시자 20인에게 Ⅱ장에서 고찰한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후, 각각

의 디자인 특징에 대한 빈도조사를 실시하 다. 

3) Standards of design analysis

A, B, C 그룹의 디자인 분석은 웨딩드레스의 실

루엣, 컬러, 패브릭, 디테일, 트리밍 등의 디자인 요

소에 근거하 다. 웨딩드레스의 경우, 사용되는 컬

러가 주로 화이트, 아이보리 등 인 점과 사진 상에

서 명확하게 화이트와 아이보리 등의 컬러 구별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앞모습 위주로 촬 이 된 사진 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트레인의 길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트레인의 분석은 제외하 으며, 체형 결점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의 경우, 베일을 정식으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베일을 분석에서 제외

하 다. 웨딩드레스에서 사용되는 패브릭은 새틴, 

시폰, 조젯, 튤, 레이스 등으로 다른 패션 상품에 비

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사진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Gan(2007), Lee and Lee(2007)와 

Han and Kim(2008)을 참고로 직물의 표면 효과에 

따라 나타나는 재질감에 따라 슬릭(Slick: 힘이 있

으나 얇아서 비치는 느낌), 시어(Sheer: 얇아서 비치

며 하늘하늘한 느낌), 레이시(Lacy:짜임이 성글며 

틈 사이로 비치는 느낌), 벌키(Bulky: 소재의 두께감

과 탄력적인 푹신함으로 따뜻한 느낌), 로프티(Lofty: 

파일이나 보풀이 있는 느낌 파일이나 보풀이 있는 

느낌), 크리미(Creamy: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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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Gorgeous: 금사나 은사를 넣어 광택이 풍부하며 

호화롭고 찬란한 느낌), 실키(Silky: 부드럽고 매끄

러우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크리스프(Crisp: 

풀기가 있어 빳빳하고 손으로 구겼을 때 바삭바삭

한 느낌), 스티프(Stiff: 광택은 적으나 형태가 잘 잡

히고 힘이 있는 느낌)로 재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

로 분석하 다. 

3.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1)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according 

to the body shapes

체형 결점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을 분

석하기 위해 먼저, 패션디자인 전문가 20인에게 A 

그룹의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187명 신부의 체형 

결점과 각각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무결점 체형

(49.7%)을 제외하고, 체형 결점이 있는 94명의 신부 

중 굵은 팔 체형(52.1%) > 넓은 어깨 체형(23.4%) >

작은 가슴 체형(12.8%) > 좁은 어깨 체형(6.4%) > 

굵은 허리 체형(3.2%) > 짧고 굵은 목 체형(1.1%) = 

큰 가슴 체형(1.1%) 순으로 나타났다.

키와 몸무게에 상관없이 한국 신부들의 체형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굵은 팔 체형, 넓

은 어깨 체형, 무결점 체형에게 어울리는 웨딩드레

스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진 164장을 

다시 선별하 으며, 이에 대한 디자인 요소별 빈도

분석 결과는〈Table 2〉와 같다. 인터넷 동호회에 

제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무결점 체형이 A 라인, 

볼 가운 실루엣 외에도 머메이드 실루엣과 같은 다

양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팔이 굵거나 어깨가 넓은 경우, 몸이 

뚱뚱하거나 키가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결점 체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의 실루엣이 제한적이며, 다른 실루엣에 비해 몸매

를 드러내지 않는 A 라인이나 볼 가운 실루엣을 착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테일 중 네크라인은 여러 체형에 잘 어울리는 

베어드 톱 네크라인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슬리브가 없는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 다. 그러나 무결점 체형과 

달리 굵은 팔 체형의 경우, 대부분 베어드 톱 네크

라인을 사용하지만 팔의 굵은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라글란 슬리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깨가 

넓은 신부의 경우 캡 슬리브를 사용하여 어깨가 좁

아 보일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the 

wedding day

체형에 따른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분석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

징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전문가 20인에게 

B 그룹의 사진자료 164장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미

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로맨틱(54.9%) > 

엘레강스(18.3%) > 클래식(12.2%) > 모던(10.4%) > 

섹시(3.7%) > 키치 & 아방가르드(0.6%) > 에스닉(0.0%) 

순으로 나타나,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주

로 로맨틱,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 이미지를 추구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1% 미만의 빈도

를 보인 키치 & 아방가르드, 에스닉 이미지의 사진

은 디자인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나머지 163장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이미지별로 구분한 후, 그에 따

른 디자인 요소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Table 3〉

과 같다. 인터넷 동호회에 제시된 본식을 위한 웨

딩드레스 디자인을 이미지별로 분석한 결과, 본식

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신부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로맨틱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

문에 A 라인과 볼 가운 실루엣이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또한, 로맨틱과 엘레강스, 클래식한 이미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셔링, 드레이프와 같은 여성성

을 강조한 디테일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트렌

드의 향으로 턱과 플리츠 등 모던한 느낌을 가미

하는 디테일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와 비교해, 본식

을 위한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

미지를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드레

스로 예식 당일에 착용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선

택 시 중요도가 더 높은 드레스를 입고 하객을 맞

이하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럽고 섬세하면서 우아

한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로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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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according to the body shapes

Design 

elements

Body

shapes

Rate

(%)
Silhouette Fabric

Detail

Trimming Photos

Neckline Sleeve Waistline Others

Big arms 52.1

-A line 

(57.1%)

-Ball gown

(26.5%) 

-Lacy

(43.2%)

-Silky

(24.7%)

-Creamy

(13.6%)

-Bared top

(55.1%)

-Sweet heart

(10.2%)

-Sleeveless

(85.7%)

-Raglan

(10.2%)

-Natural

(95.9%)

Having 59.5%

-Shirring

(60.0%)

-Drape

(16.0%)

-Tuck

(12.0%)

Having 91.8%

-Spangle

(35.9%)

-Beads

(33.3%)

-Guipure 

lace

 (21.8%)

Nothing 40.5% Nothing 8.2%

Broad 

shoulders
23.4

-Ball gown 

(40.9%)

-A line 

(27.3%)

-Princess line

(22.7%)

-Lacy

(35.0%)

-Silky

(30.0%)

-Sheer

(10.0%)

-Creamy

(10.0%)

-Crisp

(10.0%)

-Bared top

(68.2%)

-Sleeveless

(86.4%)

-Cap

(9.1%)

-Natural

(95.5%)

Having 84.6%

-Shirring

(59.1%)

-Drape

(13.6%)

-Nothing

(15.4%)

Having 78.4%

-Spangle

(44.8%)

-Beads

(44.8%)

-Nothing

(21.6%)

Nothing 15.4% Nothing 21.6%

No short-

comings
49.6

-Ball gown

(35.5%)

-A line

(24.7%)

-Mermaid

(22.6%) 

-Lacy

(39.7%)

-Silky

(27.8%)

-Creamy

(11.9%)

-Bared top

(60.2%)

-Sleeveless 

(90.3%)

-Natural

(89.2%)

Having 84.4%

-Shirring

(52.6%)

-Drape

(22.4%)

Having 93.5%

-Spangle

(37.5%)

-Beads

(35.4%)

-Guipure 

lace

(17.4%)

Nothing 15.6% Nothing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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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the wedding day

Design 
elements

Body
Shapes

Rate
(%)

Silhouette Fabric

Detail

Trimming Veil Photos
Neck-
line

Sleeve Waistline Others

Romantic
 
54.9

-Ball 
gown
(42.2%)

-A line
(33.3%)

-Mermaid
(23.3%)

-Lacy
(37.3%)

-Silky
(32.1%)

-Crisp
(14.9%)

-Bared 
top
(80.0%)

-Sleeve-
less
(98.9%)

-Natural
(76.7%)

-Un-
balanced
(12.2%)

Having 100%

-Shirring
(34.5%)

-Drape
(32.7%)

-Tuck
(10.0%)

Having 66.1%

-Spangle
(28.9%)

-Beads
(21.1%)

-Crystal
(14.5%)

Having 95.6%

-Chapel
(34.9%)

-Fingertip
(19.8%)

-Waltz
(15.1%)

Nothing 0.0% Nothing 33.9% Nothing 4.4%

Elegance 18.3

-Mermaid
(36.7%)

-A line
(36.7%)

-Sheath
(20.0%)

-Lacy
(40.0%)

-Silky
(40.0%)

-Creamy
(14.0%)

-Bared 
top
(33.3%)

-Sweet 
heart
(20.0%)

-High
(20.0%)

-Sleeve-
less
(100.0%)

-Natural
(100.0%)

Having 70.0%

-Shirring
(52.4%)

-Drape
(38.1%)

Having 86.0%

-Spangle
(43.2%)

-Beads
(35.1%)

-Guipure 
lace
(16.2%)

Having 100%

-Chapel
(43.3%)

-Fingertip
(23.3%)

-Mantilla
(20.0%)

Nothing 30.0% Nothing 14.0% Nothing 0.0%

Classic 12.2

-A line
(80.0%)

-Princess 
(10.0%)

-Ball 
gown
(10.0%) 

-Lacy
(39.4%)

-Silky
(36.4%)

-Creamy
(12.1%)

-Bared 
top
(40.0%)

-High
(30.0%)

-Sleeve-
less
(70.0%)

-Three-
quarter
(20.0%)

-Raglan
(10.0%)

-Natural
(100.0%)

Having 22.2%
-Shirring
(100.0%)

Having 90.9%

-Beads
(35.0%)

-Spangle
(35.0%)

-Guipure
lace 
(22.5%)

Having 100%

-Chapel
(35.0%)

-Mantilla
(25.0%)

-Elbow 
length
(15.0%)

-Waltz
(15.0%)

Nothing 77.8% Nothing 9.1% Nothing 0.0%

Modern
 
10.4

-Mermaid
(41.2%)

-A line
(29.4%)

-Sheath
(23.5%)

-Silky
(57.9%)

-Crisp
(15.8%)

-Stiff
(15.8%)

-Bared
top
(58.8%)

-Off-
shoulder
(23.5%)

-Camisole
(11.8%)

-Sleeve-
less
(100.0%)

-Natural
(76.5%)

-Dropped
(11.8%)

Having 75.0%

-Drape
(38.9%)

-Shirring
(33.3%)

-Tuck
(27.8%)

-Nothing
(25.0%)

Having 75.0%

-Beads
(46.2%)
-Spangle
(23.1%)

-Crystal
(23.1%)

Having 100%

-Mantilla
(76.5%)

-Chapel
(17.6%)

Nothing 25.0% Nothing 25.0% Nothing 0.0%

Sexy  3.7

-Mermaid
 (50.0%)
-Ball gown
 (33.3%)
-A line
 (16.7%)

-Silky
(54.5%)

-Lacy
(45.5%)

-High
(50.0%)

-Halter
(33.3%)

-Scoop
(16.7%)

-Sleeve-
less
(100.0%)

-Natural
(83.3%)

-Un-
balanced
(16.7%)

Having 83.3%
-Shirring
(100.0%)

Having 100%

-Beads
(50.0%)

-Spangle
(37.5%)

-Braid
(12.5%)

Having 100%

-Chapel
(50.0%)

-Fingertip
(16.7%)

-Waltz
(16.7%)

-Mantilla
(16.7%)

Nothing 16.7% Nothing 0.0% Nothing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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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엘레강스, 클래식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

각시키기 위하여 A 라인이나 볼 가운 실루엣에 레

이스, 스팽클, 비즈, 크리스털 등 섬세하고 고급스러

운 소재와 디테일의 사용을 특징으로 도출하 다.

3)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photo 

shoots in rehearsals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 분석과 마

찬가지 방식으로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전문가 

20인에게 C그룹의 사진자료 1,901장을 제시하고, 

각각의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로맨

틱(50.1%) > 엘레강스(24.5%) > 모던(12.3%) > 클래

식(9.5%) > 섹시(2.1%) > 키치 & 아방가르드(0.8%) > 

에스닉(0.7%) 순으로 나타나,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주로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클래식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1% 미만의 빈도

를 보인 키치 & 아방가르드, 에스닉 이미지의 사진

은 디자인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나머지 1,872장

의 웨딩드레스 사진을 이미지별로 구분한 후, 그에 

따른 디자인 요소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인터넷 동호회에 제시된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이미지별로 분석한 결

과, 본식을 위한 웨딩드레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맨틱 이미지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 A 라인과 

볼 가운 실루엣이 많이 사용되었고, 엘레강스와 모

던 이미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머메

이드 실루엣도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드

레스 길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본식 

웨딩드레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귀엽고 여성스

러운 느낌을 강조하는 무릎 위 길이의 미니드레스

가 나타났다.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섬세한 트리밍이나 소재의 사용보다는 

실루엣을 확실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색 컬러

의 리본이나 드레스가 나타나, 여러 벌의 웨딩드레

스 착용으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실루엣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플로어 

길이의 A 라인, 볼 가운 실루엣과 함께 미니 길이

의 A 라인 실루엣과 머메이드 실루엣 등 다양한 이

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실루엣을 사용하는 것이 특

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촬  시 연출 효과를 극대

화시킬 수 있는 벨트, 긴 길이의 트레인이나 베일

의 사용을 특징으로 도출하 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 웨딩문화의 특징

을 반 하여 본식과 리허설 촬 의 특징에 맞는 로

맨틱,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 이미지 위주의 웨딩

드레스 디자인 개발과 함께, 상체의 노출이 많은 

웨딩드레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체형 결점 

중 굵은 팔과 넓은 어깨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웨딩드레스의 다

양한 디자인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나 특히, 실루엣

과 네크라인, 슬리브를 통한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

며, 기존에 체형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A 

라인, 볼 가운  실루엣과 베어드 톱 네크라인을 활

용한 디자인 개발 외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머메이드, 엠파이어 실루엣, 

미니드레스, 언밸런스 네크라인 등을 활용한 디자

인 연구가 필요하다. 

Ⅳ. Wedding Dress Design 

Development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총 8

벌로 Ⅲ장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디자인의 웨딩드레

스가 어울리는 무결점 체형은 디자인 개발에서 제

외하고, 체형 결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체형 보

완의 필요성이 있는 굵은 팔 체형과 넓은 어깨 체

형의 신부를 위한 본식용 웨딩드레스 2벌, 리허설 

촬 용 웨딩드레스 6벌로 구성하 다. 웨딩드레스

의 이미지는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클래식 이

미지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 다. 

1. Concept

결혼식에서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주목받는 존

재로 신부를 위한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는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이 많은 나날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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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n wedding dress designs for photo shoots in rehearsals 

Design 
elements

Body
Shapes

Rate
(%)

Silhouette Fabric

Detail

Trimming Veil Photos

Neckline Sleeve Waistline Others

Romantic 50.1

-Ball 
gown
(41.5%)

-A line
(39.5%)

-Mermaid
(12.1%)

-Lacy
(27.5%)

-Silky
(24.7%)

-Sheer
(21.9%)

-Bared 
top
(90.0%)

-Sleeve-
less
(97.8%)

-Natural
(84.7%)

-Un
balanced
(11.6%)

Having 100%

-Shirring
(40.5%)

-Ruffle
(21.8%)

-Drape
(20.9%)

Having 20.4%

-Guipure
lace
(23.4%)

-Beads
(19.1%)

-Rosebud
(18.7%)

Having 75.6%

-Veil
(10.3%)

-etc.
(65.4%)

Nothing 0.0% Nothing 79.6% Nothing 24.4%

Elegance 24.5

-Mermaid
(43.1%)

-A line
(30.9%)

-Sheath
(15.3%)

-Silky
(45.4%)

-Lacy
(20.8%)

-Sheer
(16.3%)

-Bared 
top
(46.5%)

-High
(13.4%)

-Sleeve-
less
(98.5%)

-Natural
(82.9%)

-Empire
(10.4%)

Having 59.1%

-Shirring
(64.9%)

-Drape
(11.8%)

Having 16.1%

-Crystal
(32.9%)

-Guipure 
lace
(20.0%)

-Beads
(12.9%)

-Spangle
(12.9%)

Having 53.8%

-Veil
(11.3%)

-etc.
(42.5%)

Nothing 40.9% Nothing 83.9% Nothing 46.2%

Modern 12.3

-Mermaid
(59.6%)

-A line
(28.1%)

-Sheath
(10.0%)

-Silky
(63.3%)

-Crisp
(18.9%)

-Stiff
(10.0%)

-Bared 
top
(54.1%)

-Halter
(13.3%)

-Sweet 
heart
(13.3%)

-Sleeve-
less
(95.6%)

-Natural
(87.8%)

-Drooped
(10.7%)

Having 64.2%

-Tuck
(34.0%)

-Shirring
(31.4%)

-Drape
(30.1%)

Having 12.3%

-Crystal
(37.1%)

-Bow
(31.4%)

-Beads
(11.4%)

-Spangle
(11.4%)

Having 71.8%

-Veil
(14.0%)
-etc.
(57.8%)

Nothing 35.8% Nothing 87.7% Nothing 28.2%

Classic 9.5
-A line
(90.8%)

-Silky
(38.5%)

-Sheer
(21.8%)

-Lacy
(20.2%)

-Bared 
top
(84.7%)

-High
(9.9%)

-Sleeve-
less
(90.8%)

-Natural
(98.5%)

Having 100%

-Shirring
(93.3%)

-Tuck
(4.2%)

-Nothing
(0.0%)

Having 13.1%

-Bow
(47.4%)

-Beads
(26.3%)

-Spangle
(26.3%)

-Nothing
(86.9%)

Having 95.6%

-Veil
(24.3%)

-etc.
(71.3%)

-Nothing
(4.4%)

Nothing 0.0% Nothing 86.9% Nothing 4.4%

Sexy  3.6

-Mermaid
(59.4%)

-A line
(18.8%)

-Princess
(5.8%)

-Silky
(62.8%)

-Crisp
(14.1%)

-Lacy
(11.5%)

-Halter
(39.1%)

-Bared 
top
(26.1%)

-Un-
balanced
(15.9%)

-Sleeve-
less
(100.0%)

-Natural
 (82.6%)
-Un-
balanced
(13.0%)

Having 77.3%

-Shirring  
(43.1%)

-Drape
(25.5%)

-Nothing
(22.7%)

Having 44.4%

-Crystal
(50.0%)

-Beads
(19.4%)

-Spangle
(19.4%)

-Nothing
(55.6%)

Having 92.8%

-Veil
(0.0%)

-etc.
(92.8%)

-Nothing
(7.2%)

Nothing 22.7% Nothing 55.6% Nothing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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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행복해 하는 신부의 모습을 돋보이게 해 줄 뿐

만 아니라 신부의 순결함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전체 컨셉은 ‘Romantic 

Story in Your Heart’로 여성이라면 한번쯤 상상해 

보는 자신만의 아름답고 로맨틱하며 행복한 결혼

식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 다. 특히, 한국의 경

우, 결혼식에 앞서 신부의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 

수 있는 리허설 촬 이 선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로맨틱한 이미지를 유지하되, 2000년대 후

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패션 트렌드인 모던함을 가

미하 으며, 신부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로맨틱 

이미지 외에도 엘레강스, 클래식, 모던한 이미지를 

가미한 디자인을 함께 전개하 다. 또한, 웨딩드레

스는 다른 패션 상품에 비해 어깨와 팔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신부들은 결혼식과 리허설 촬 을 앞

두고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Ⅱ장과 

Ⅲ장의 분석 결과, 팔과 어깨의 경우 다이어트로 결

점을 보완하기 어려워 자신의 체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신부들이 많았고, 이상적인 체형의 소유

자에 비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의 디

자인은 다양하지 않았다. 이에 2011년 F/W 웨딩드

레스 트렌드와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형 

결점을 보완하면서 본식과 리허설 촬 에서 사랑

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목받을 수 있는 웨딩드

레스 디자인을 제시하 다.

2. Target

본 연구의 타깃은 결혼을 앞둔 20～30대 국내 

여성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기에 이상적인 체형을 

소유한 경우가 아닌 팔이 굵거나 어깨가 넓은 체형

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신부가 체형 결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로맨틱한 결혼식을 상상하지 않거나 

자신이 아름답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

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보 수집이 자유롭고 자

신이 원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며, 개성 표출

이 자유로운 21세기 국내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있

으며, 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200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여성 결혼 

평균 연령인 29.6세를 기준으로 Main Target을 28～

32세로 하고, Sub Tarket을 25～35세의 여성으로 설

정하 다. 

- Main Target : 28～32세의 체형 결점 소유자

- Sub Target : 25～35세의 체형 결점 소유자

3. Design

이를 토대로〈Table 5〉의 작품 디자인 계획을 진

행하 으며, 그 결과 총 8벌의 디자인을 제안하 다.

Ⅴ. Conclusion

한국은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함

께 웨딩드레스를 받아들 으나, 파티를 비롯한 드

레스 문화가 서양만큼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않았

기 때문에, 신부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수입 브랜

드의 웨딩드레스나 해외 웨딩드레스 컬렉션, 화

나 드라마에서 본 드레스를 선망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한 규모의 국

내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기보다는 트렌드

의 반 을 넘어 신부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수입 브랜드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단순하게 모

방함으로써,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브랜드 아이덴티

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연구와 달리, 국내 

웨딩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특징과 신부들의 

체형 결점,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특징을 

반 한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연구의 차별화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웨딩문화는 결혼식과 함께 리허설 촬

이 행해지고 있으며,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구

매하는 경우보다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독특

한 웨딩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웨딩드레스 디자인 요소 도출을 위해 인터

넷 동호회에 제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체형 결

점이 없는 신부가 다양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형 결점이 있는 경

우 다른 실루엣에 비해 A 라인이나 볼 가운 실루엣

을 많이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테일 중 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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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board

Design

Categori-
zation  

Design Ⅰ Design Ⅱ Design Ⅲ Design Ⅳ Design Ⅴ Design Ⅵ Design Ⅶ Design Ⅷ

Body 
shape

Big arms Broad shoulders

Purpose Weddign day
Rehearsal 
shooting

Rehearsal 
shooting

Rehearsal 
shooting

Wedding day
Rehearsal 
shooting

Rehearsal 
shooting

Rehearsal 
shooting

Image Classic Romantic Elegance Modern Romantic Romantic Elegance Modern

Title Spring Garden Tiny Dance
My Romance 
Dreamed You

Shapely Shapers Pure Porcelain The First Dance Mermaid's Tear Love the Shine

Silhouette A line Ball gown A line Mermaid Ball gown A line Empire Mermaid

Color

Fabric
Tulle, 

embroidery lace, 
satin, chiffon

Tulle, 
embroidery lace, 

satin, chiffon 

Cord lace, racel 
lace, satin, tulle

Satin
Tulle, satin, 

taffeta, crêpe de 
chine

Satin, crêpe de 
chine, organza, 

taffeta, tulle
Tulle, satin Satin

Detail
Raglan, shirring, 

pleats
Bared top, 

shirring, pleats
Scoop, pleats Bared top, tuck

One-shoulder, 
shirring, drape

Bared top, drape, 
shirring, tuck

Sweet heart, 
puff, shirring

Bared top, 
drape, tuck

Trimming
Beads, spangle, 
guipure lace, 

crystal

Crystal, beads, 
spangle, feather

Guipure lace Crystal, beads
Beads, spangle, 

guipure lace
Spangle

Rosebud, beads, 
spangle, hot-fix

Belt, crystal

Flat

Photos

라인은 여러 체형에 적합한 베어드 톱 네크라인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굵은 팔 체형의 

경우 대부분 베어드 톱 네크라인을 사용하 지만 

라글란 슬리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넓은 

어깨 체형의 경우 캡 슬리브를 사용하여 어깨가 좁

아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시된 사진

을 이미지별로 분석한 결과, 로맨틱이나 엘레강스

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A 라

인이나 볼 가운 실루엣에 레이스, 스팽클, 비즈, 크

리스털 등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테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동호회에 제시된 리허설 촬 을 위

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이미지별로 분석한 결과, 

실루엣은 본식에서 보여진 웨딩드레스와 마찬가지

로 A 라인과 볼 가운 실루엣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머메이드 실루엣의 빈도가 본식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섬세한 트리밍이나 소재의 사용보다는 

실루엣을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본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릎 위 

길이의 미니드레스나 유색 컬러의 리본 등 다양한 

이미지 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벌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하 다. 무결점 체형의 경우, 거의 모

든 디자인의 웨딩드레스가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

나 디자인 개발에서 제외하 으며, 실증연구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굵은 팔 체형과 어깨가 넓은 

체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 다. 웨딩드레스

의 이미지는 본식과 리허설 촬 을 위해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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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로맨틱, 엘레강스, 모던, 클래식 이

미지로 한정하 다. 

신부의 개성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구매하는 외

국과 달리, 한국은 웨딩드레스를 대여하는 것이 보

편화되어 있어 국내 신부들에게 제공되는 웨딩드

레스의 디자인은 여러 체형에 적합한 베어드 톱 네

크라인과 A 라인, 볼 가운 실루엣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 브랜드 웨딩드레스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부들의 체형과 이미지에 맞는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등 디자인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굵은 팔 체형과 넓은 어깨 체형의 

신부를 위한 본식과 리허설 촬 용 웨딩드레스 디

자인 개발 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디자인 요소 

외에도 체형 결점 보완과 이미지 연출을 위해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는 엠파이어 실루엣과 원 숄더 네

크라인, 라글란 슬리브, 캡 슬리브, 어깨 장식 등을 

함께 사용하 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결과, 본식과 리허설로 이원화

된 국내 웨딩문화의 특징을 반 한 디자인 개발은 

한국을 방문해 웨딩문화를 소비하는 해외 소비자

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추고 있는 웨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부들의 체형 결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을 통해 국내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독창성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한국 웨딩문화와 소비자에게 적

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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