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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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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Variable Wedding Dres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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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variable dress design can be an alternative to satisfy a consumer need for diverse expression and self-real-
ization at a lower cost factor. In the area of wedding dress, the change in the trend of wedding culture (which tends to
demand more units of wedding dress) makes the cost factor more important in the purchase selection. A variable design
has a clear advantage for wedding dresses and the wedding industry. This is the first research on a variable design that
focuses on wedding dresses. This research develops a variable wedding design which respects consumer preferences
independent of a variable wedding dress design that presents a new shape of silhouette or the development ofa new wed-
ding dress materials. A survey on the supply side was conducted to examine market preferences by first browsing the
Naver portal site and then checking the websites of major wedding dress suppli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48 brides-to-be that inquired on wedding dress selection factors and purchase patterns. The survey
shows that consumers prefer mermaid and A-line silhouettes, silk material, white-ivory color, and tube top necklines. The
result conforms to the types commonly found in the designs of suppliers. We apply a detachable design to a basic mermaid
silhouette and implemented change for 7 kinds of styl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We suggest a variable wedding
dress design as a new means to solve the cost concern and the customer need for diverse expression. The research rep-
resents a new life style for wedding culture and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the wedding industry.

Key words: variability(가변성), wedding dress(웨딩드레스), variable dress(가변적 드레스), detachable design(탈부
착 디자인), dress selection factors(드레스 선택요인)

1. 서 론

가변적 디자인은 대체로 한 가지 실루엣을 기본으로 두고 착

장자의 의도에 따라 착장순서나 착장방법의 변화, 길이조절이

나 탈부착 등을 통하여 다른 실루엣이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가변적 디자인의 장점으로 다양성·다변화

성(Kim & Jeon, 2012; Lee, 2007), 다기능성(Lee, 2007;

Nah, 2003; Yoon, 2010), 다목적성(Nahm, 2001; Song, 2011),

혁신성(Hwang & Kim, 2012), 유희성(Park, 2008; Song,

2011; Yoon, 2010), 다용도성(Lee, 2007), 실용성·합목적성

(Hwang & Kim, 2012), 경제적 가치(Nahm, 2001; Song,

2011), 환경보존(Bae, 2004; Nah, 2003) 등을 들고 있다.

가변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있으나 그 중 웨딩드레

스 디자인을 중심과제로 연구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가변적 디자인을 웨딩드레스 분야에 접목시

켜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패션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과 기술의 발달로 세분화, 규모

의 대형화, 글로벌화되어 성장되고 있음에 반해 웨딩드레스 산

업은 상대적으로 다소 발전이 늦은 분야이다. 차별성이 약한 웨

딩 업체들의 난립으로 대형화나 글로벌화 대신에 국내 시장의

과밀화, 업체 간 과도한 경쟁,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 불

안정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웨딩드레스 산업의 발전을 위

해서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

다.

최신 웨딩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컨설팅업체의 등장으로 웨

딩매니저 역할이 생성되어 본식 위주의 예식에서 각각 다른 개

별 서비스가 등장하고, 하우스웨딩의 출현으로 예식 장소도 다

양해지고 있다. 또한 평상복을 입고 결혼 준비 과정만을 촬영

하는 데이트스냅(datesnap)이 등장하여 실용주의 예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결혼식을 통하여 개인 취

향과 자아를 표현하려는 욕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웨딩 트렌드의 변화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요

청하고 있다. 결혼식 문화는 다양한 드레스를 사용하는 방향으

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들어와 예식 당일에만 찍던

기념사진을 예식 전에 찍어놓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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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도 야외촬영에서 스튜디오 내 촬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실내 촬영 시에는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서너 벌 바

꾸어 입게 된다. 웨딩드레스업체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것까

지 다양하게 웨딩드레스를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는 부담이 있

다. 웨딩드레스는 일상복에 비해 고가이면서 웨딩문화가 위와

같이 다양한 연출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의복선택에서 경제적 요

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가변적 웨딩드레스는 위와 같은 웨딩 트렌드의 변화 및 소

비자의 다양성 표현 욕구에 부응하면서도 경제적 요인을 동시

에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웨딩드레스 패션의 대안적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변적 드레스는 그 외에도 실용

적인 이점이 있다. 드레스 제작과 보관에 드는 비용과 자원낭

비를 줄이고, 무거운 웨딩드레스 여러 벌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뿐 아니라 웨딩드레스 전체를 갈아입는 대

신 간단한 탈부착이나 스타일링 변화로 변화를 연출할 수 있어

서 스튜디오 촬영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고객 만족

도를 높이면서 업체의 매출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변적 웨딩드레스 개념의 도입은 하나의 웨딩드레스를 형

태가 확정된 완성품으로 제작해온 국내업계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양한 디자

인 창조와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웨딩드레스 문화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변적 디자인 개

발에 수반되는 다양한 소품 개발을 통해 웨딩산업의 새 분야를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변적 웨딩드레스의 연구와 개

발은 웨딩산업과 패션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의미가 있는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

인의 개발을 위해 공급 측면 및 수요 측면의 기초조사를 진행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요 실루엣과 소

재 등을 추출하여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도

로서 다양한 스타일을 제작하여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가변적 복식 디자인의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Basic Korean dictionary)과 네

이버 사전(Naver dictionary)은 ‘가변성’을 “일정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로 정의한다. 영어에서 가변성을 의미하는 단어

로는 alterability, changeability, variability, transformability 등이

있다. 네이버 영어 사전(Naver English dictionary)에서 alterability

는 불변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작은 변화까지 내

포하는 넓은 의미이고, changeability는 변덕스러움과 같이 변하

기 쉬움을 내포하거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는 단어이

고, variability는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transformability는 탈바꿈과 같은 큰 변화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가변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Park(2008)은 가변성의

개념을 전환(convertible), 변형(transformable), 변이(variable), 교

체(changeable), 조절(modifiable)로 구분하고 있고. Yoon(2010)

은 가변성이 다양성(varia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Nahm(2001)은 다목적성, Kim

(2003)은 다변화성, Bae(2004)는 다기능성, Nah(2003)는 변환

(transformation), Song(2011)은 전환(convertible), Kim and

Jeon(2012)은 조절(modifiable)에 각각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단편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가변적 디자인

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

여 가변적 디자인 개념에 필수적인 4가지 요소를 추출하고, 가

변적 디자인을 다음 4가지 요소를 가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

기로 한다.

2.1.1. 부정형 구조

가변적 디자인은 착장방법, 형태, 색상·재질, 기능, 사용목

적 등이 한 가지로 확정되지 않고 변화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부정형 구조('열린 구조’)라고 할 수 있

다(Hwang & Kim, 2012; Kwon, 2005; Lee, 2007; Nah,

2003; Yoon, 2010).

2.1.2. 착용자의 자유의지 개입

가변적 디자인에서 변화가 초래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착장

방법, 조작, 선택 등 자유의지가 개입되어야 한다(Song, 2011;

Yoon, 2010). 이것은 착용자의 연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착용

자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반응

하거나 변화하는 자동가변(automatic) 의상과 같은 실험적 복식

도 있지만 이런 디자인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2.1.3. 가변성

착용자의 연출에 의하여 내재적인 변화 가능성이 현실화되

는 의미에서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어야 한다(Kim & Jeon,

2012; Song, 2011; Yoon, 2010). 이러한 변화는 옷을 입는 상

태에 따라 주름 잡힌 상태가 우연히 달라지는 것과 같이 비의

도적이고 비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디자인의 부정형적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가변성이 착용자의 연출에 의하여 형태(실루엣,

길이, 크기, 디테일 등)나 색상·재질의 변화, 다른 기능이나

사용목적으로의 변환 등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가변적 디자인은 컨버터블(convertible), 변환(transformable),

탈부착(detachable), 교체(changeable)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

고 있다. 컨버터블(convertible)은 가변성 자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부자재나 기술을 사

용하지 않고 단순한 착용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변화를 연출하

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변환

(transformable)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의복(예, 원피스

를 스커트로) 또는 의복 아닌 다른 용도(예, 재킷을 머플러로)

의 아이템으로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Jang(2002)은 변환을 ‘형

태 변환 가능성’, Park(2008)은 ‘아이템의 가변’, Song(20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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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변환’이라고 부른다. 탈부착(detachable 또는 removable)

은 소매나 치마 하단 등과 같이 아이템의 일부를 탈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변(예, 긴소매를 민소매로, 롱스커트를 쇼트스커트

로)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주로 부자재를 사용한다. 교체

(changeable)는 탈착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교체(예, 긴소매를

반팔로)하는 것을 말한다.

2.1.4. 원형 회복성

디자인이 변화된 후 반드시 원형으로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

(Lee, 2007; Quinn, 2002; Song, 2011; Yoon, 2010). 회복성

은 원래의 부정형적 구조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

단이나 봉제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다른 형태로 변경되거나 탈

착 가능성 없이 영구 부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2. 가변적 복식 디자인 등장의 시대적 배경

1973년 오일쇼크로 시작된 세계적인 불황은 복식 선택에 있

어서 경제적 요인을 부각시키면서 세계 패션산업에 커다란 변

화를 가져왔다. 유가 급등에 따라 합성섬유 등 재료비가 상승

하고 의복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대중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

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가변적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

에는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이나 한 벌로 여러 벌의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변적 복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뒤집어 입었을 때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리버서블(reversible)이 등장했다.

20세기 들어와 가변적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

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다양한 패스

너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단추, 핀,

후크-아이(hook-and-eye), 스냅단추, 지퍼, 벨크로(Velcro) 등을

활용하여 스타일이나 디테일의 변형 등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가변적 디자인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패스너는 아이템

(item) 부분의 탈·부착이나 변형뿐 아니라 여러 아이템의 연

결·분리도 가능하게 한다.

Nah(2003)는 가변적 디자인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요인으로

①환경적 요인(모바일 환경에 의한 이동성), ②기능적 요인, ③

해체적 요인, ④표현적 요인을 들고 있고, Song(2011)은 가변적

복식의 출현 배경으로 ①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②디지털

환경, ③자연 환경적 요인(문명발달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이

상 기후 변화), ④머추얼리즘(maturialism)을 들고 있다. 2.1항에

서 언급된 다른 선행연구들도 가변적 디자인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으로 유사한 요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주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요인들에 추가하여 20세기 후반부터 본격

화하고 있는 요인들, 즉 ①주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요

인(Lim, 2009), ②1990년대 말부터 확산되는 인터넷과 뉴 미디

어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

③개성표현과 차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다양성 욕구, ④지

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등도 지적하고자 한다. 가변적 디

자인은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보존과 귀중한 생산자원의 절

약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성에도 이바지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요인에 추가하여 가변적 웨딩드레스에 특

유한 요인이 있다. 서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웨딩드레스 산

업에 관련된 요인, 웨딩 트렌드 변화에 나타난 소비자의 다양

성 욕구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증가에 대응하는 경제적 요인 등

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변적 디자인은 착용자의 선

택과 능동적 행위에 의하여 다양한 변화를 연출하면서 경제성

을 갖추고 있으므로 웨딩드레스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다.

2.3. 웨딩드레스의 개념과 선택 요인

웨딩드레스(wedding dress)란 우리나라에서 ‘신부 의상’이라

고도 불리며 서양식 결혼식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복의 총칭

이며, 웨딩드레스의 실루엣과 웨이스트라인, 네크라인, 소매형

태에 따라 전체적인 이미지는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소비자의 웨딩드레스 선택행동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거나 대

여할 때 상호작용하는 많은 변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소비자 개

인이 드레스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Yoon, 2008).

웨딩드레스의 선택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미성이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웨딩드레스의 가장 큰 선택요인

은 체형이나 얼굴형과의 조화로 나타났으며, 웨딩드레스 선택

시 본인 단독보다는 주변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웨딩드레스의 선택 유형에서 착용 후 어울리는 스

타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신부들은 평소 원

하는 웨딩드레스 스타일을 가지고 선택에 임하기보다는 웨딩드

레스를 착용해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Lee, 2008).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웨딩드레스의 의사결정요인으로 경제

적 요인도 중요하다. Yoon(2008)은 '가격'을 웨딩드레스의 품질,

외관적적합성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

적 가치 적합도라고 설명한다. 가격 수준은 서너 벌의 드레스를

착용하는 트렌드인 스튜디오 촬영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고가인

드레스를 여러 벌 선택하여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웨딩드레스

선택에서 제약요인이 된다. 하지만 디자인이 가격 경쟁력이 있

더라도 소비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웨딩드레스를 선택할

수 없기에 심미성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에는 심미성, 다

양성, 경제성에 착용이나 갈아입는 것과 관련된 실용성까지 반

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국내·외 웨딩드레스 브랜드와 디자이너 브랜

드를 중심으로 최근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현황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웨딩드레스 구매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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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가변성 있는 웨딩드레스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한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을 염

두에 두고 먼저 웨딩드레스의 공급 측면에서 트렌드를 파악하

기 위해서 국내를 중심으로 웨딩드레스 브랜드별로 디자인 트

렌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

년 1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사이트 검색

창에 “웨딩드레스”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웨딩드레스 업체·브

랜드 사이트를 검색하고 그중에서 웨딩드레스를 제작하는 업체

를 추출한 후 각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512장 중 가장 최근

사진 217장을 주요한 디자인 위주로 수집하여 실루엣, 디자인,

소재, 색상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업체를 방문하여 전체적인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인터넷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분석에 취약함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을

여러 벌 대신에 한 벌로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므로 상업화된 디자인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상업화한 디자인을 판매하는 업체가 반드시 인터넷상

으로 사이트를 개설했을 것으로 전제했다. 기존 시장에서 선호

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실루엣이나 소재 등을 개발하는 것은

이차적인 연구에 맡기기로 한다.

웨딩드레스의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디자인 선호도 및 사

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와 경

기도에 거주하는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2012년 10월 말에서 2013

년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396부 설문지 중 불성

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4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최근 국내외 웨딩드레스 트렌드 분석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의 일차적 목표는 기존 시장에

서 선호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목

표를 위하여 먼저 공급 측면에서 현재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디자인을 조사하여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본 방식으로 국내외 웨딩드레스 전문 브랜드·디자

이너 30개 업체를 추출하여 각 디자인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업체의 특성을 살린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우며 다

양한 스타일의 디자인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업체들이 제

안하는 디자인 중에는 마케팅 목적의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소

Table 1. Analysis of recent domestic & foreign wedding dress brand and design

Brand Silhouette Design Material Color

Viva Tamtam ML, HT, FM, RD
With moderate and exquisite detail, the design embracing tradition and 

modernity, pursue avant-garde and minimal
T, B, L, SS W, Pi

Yumi Katsura ML, MD, HTP
Luxurious detail using glittering materials and layered of rich feeling and 

strong drape design
S, L, O, B W

Jim Hjelm
ML, AL, BL, HtN, VN, 

TS

Focused on detail factors performing unique atmosphere, varied design 

of modern silhouette in vintage style

E, SS, C, PB, Ch, 

T, O

I, W, AI, Gy, 

Br, Pe

Hayley Paige ML, BL, TS, HtN
Display the concept of refined and womanly bride's look expressing 

romantic and girl-like love
Ta, L, O, T I, FA, Pi

Tara keely AL, VN, HtN
Exquisite lace decoration and the design of dramatic silhouette in 

harmony with delicacy, splendor, grace and simpleness
SR, RO, L, TS I

Vera Wang ML, BL, TPL, HiN

A designer who pursues a womanly thin curve and rich feeling 

simultaneously and the design maximizing the beauty with elegance and 

luxury

L, T, O, SR, Ch
I, Gn, Pi, Gy, 

Y

NY Bridal Philippa ML, AL, BL, TTP, HtN The design emphasizing womanliness and refined line O, L, T, SS, E W, Pe, I

Jang Daehee WeddingML, AL, BL, HtN, BN The design focused on feminine and elegant feeling adding classic SL, B, S, E, Sa W, I

Bora Couture ML, AL, BL, TTL, HtN The design with a strong drape pursuing unique luxury L, Sa, FA
W, I, Pu, 

Pe, Br

La Poeme ML, AL, BL, HtN, TS
The design performing varied styles with drape and beads point and 

pursuing refined and modern style

L, B, SE, O, Ch, 

Sa
W, I

Monique Lhuillier ML, AL, BL, HtN, MD
The design expressing romantic, pure and royal feeling womanly lace 

flower motive
O, T, L, Ch W, P

Dearte ML, BL, TL, HtN
Volume design with the points of the magnificence ruffle gives, luxury 

of beads

O, Sa, S, L, C, Sp, 

C
W, I

Jubilee Bride ML, AL, BL, TL, HtN Lovely-styled design emphasizing a bride's appearance from the backB, S, T, L, C, Sa W, I

Florence 
ML, AL, BL, TL, 1S, 

OS, HiN

The design of generally romantic and graceful feeling using soft and light 

materials

O, FM, L, 

Ch, Sa
W,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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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실제 선호하지 않는 실루엣이나 소재까지도 다양하게

제시하려는 동기가 반영된 디자인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장에서 선호하는 실루엣, 소재나 색

상 등을 조사하여 가변적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하여 웨딩드레

스를 개발하려는 목적이므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위와 같이

조사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중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실루엣,

색상, 소재 중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하려는 웨딩드레스

의 실루엣, 색상, 소재를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

내 3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실루엣은 머메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분포(28개)를 나타내고 그 다음이 에이라인(21개), 벨라인

(20개) 순서였으며, 색상으로는 흰색(23개)과 아이보리 색(19개),

소재로는 실크/새틴실크(23개), 레이스(22개), 오간자(22개)를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디자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공급

자의 트렌드를 실제로 구매행동을 할 소비자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하여 개발할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유

형을 최종 추출하려고 하였다.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

대 후반이 45%로 높게 나타났으며, 21세-25세는 28%, 31세-

35세는 18%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예비신부 연령의 통계

 
Table 1. Analysis of recent domestic & foreign wedding dress brand and design (continued) 

Kang Yewon 

Wedding

ML, AL, BL, 

TL, 1S
The design showing lovely and elegant sense L, Ch, S, B, O, FM I, Pi

Abigail Choi 

Hyeseon

ML, AL, BL, 

HtN, 1S, OS
Dramatic and romantic design expressing a bride's roman T, O, S, B, FM W, I

Clara Wedding
ML, BL, HtN, 

HiN, OS

SA dramatic design completed with romantic and delicate detail adding girllike 

emotion and classic

L, S, B, Sa, B, O, 

T, Ch, C
I

Margot Bridal
ML, TTL, HiN, 

HtN
The design emphasizing luxurious and gorgeous and lovely detail O, S, L, Ss I, W

Oscar de la renta
ML, AL, BL, 

HtN

Womanly and elegant design adding varied color, Latin-styled exotic splendor 

and detail
L, C, O, SS W, I

Jenny Packham
ML, AL, TTL, 

1S, HaN, VN
^The vintage design of natural line pursuing modern and chic grace Ch, C, Sa, S A, I, Pe, Gy

Pronovias-Elie AL, BL, TTL, RN
The design emphasizing dramatic and exquisite womanliness with elegant and 

luxurious materials and splendid lace and transparent layered 
S, L, O, Sa W, P

Kimvelo ML, TTL, HtN, TS
Trendy design stressing urban and refined feeling using a high-class gemstone 

point
Ta, O, SS W, I

C;zac by Lee 

Myung Soon

ML, AL, BL, TTL, 

VN, OS, 1S, BS
Romantic and simple design expressing the elegance of a top quality L, PB, O, C, S, Sa W, I

Mong-u-ae ML, BL, TTL
Three-dimensional design adding Western sense and Oriental feeling, 

emphasizing romantic style and expressing the line of body

S, Ta, O, E, L, T, 

Sa, B
W, Pu

Bride Son Yoonhee
ML, BL, AL, TL, 

HaN, OS, HtN, 1S

The design pursuing modern and romantic mood with elegance of lively avant-

garde detail
S, B, C, L, Sa I, C, W, Bk

Hestia
ML, AL, BL, HtN, 

VN, OS
Clean and simple design emphasizing luxurious and minimal feeling O, S, C, Sa, B, E C

Lee Seung

Jin Sposa

ML, AL, HaN, 1S. 

VN, OS
The design of global sense based on classic and womanly line and pattern. Sa, B, O, C W, S

Hwang Jae Bock 

Wedding

ML, AL, HWL, 

VN, OS, 1S, 
The design orienting moderate and aristocratic classicism S, Sa, Ch, L W, I, C

Choi Jae Hoon 

Wedding

ML, AL, BL, TTL, 

OS, BN, VN, HiN, 

HaN, HtN

The design where sensuous design meets delicate detail and performs a 

dramatic moment

C, S, Sa, L, PB, T, 

Ch, O, Ta
I, C, Bl, W

DeniCheur

Seo Seung Yeon

ML, AL, BL, OS, 

1S, SN, TN, HaN

The design transcending the times in harmony with retro romantic mood with 

the motive of the portrait of the Renaissance era and modern sense

L, S, B, O, Sa, E, 

C, T, Ta, J

I, Pu, C, W, Y, 

Bk, Pe

* ①Silhouette: ML(Mermaid Line), AL(A-Line), BL(Bell Line), TL(Top Line), TTL(Tube Top Line), HWL(High Waist Line), HT(Heart Top),
FM(Flower Mitive), RD(Ribbon Detail), MD(Mini Dress), HTP(Heart Tube Top), HtN(Heart Neckline), VN(V-Neckline), HiN(High Neckline),

RN(Round Neck), HaN(Halter Neck), BN(Boat Neckline), SN(Square Neck), TN(Tube Neck), TS(Tiered Skirt), BS(Balloon Skirt), 1S(One Shoulder),

OS(Open Shoulder). ②Material: S(Silk), B(Beads), C(Crystal), Ch(Chiffon), E(Embroidery), FA(Flower Applique), FM(Flower Motive), J(Jacquard),
L(Lace), O(Organza), PB(Pearl beads), SE(Swarovski Embroidery), SL(Silk Lace), Sp(Spangle), SR(Satin Ribbon), SS/Sa(Satin silk), T(Tulle),

Ta(Taffeta). ③Color: A(Antique), AI(Antique Ivory), Bk(Black), Bl(Blue), Br(Brown), C(Cream), FA(French Almond), Gn(Green), G(Grey), GB(Grey
Brown), I(Ivory), Pe(Peach), Pi(Pink), Pu(Purple), S(Silver), W(White), Y(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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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에서는 대학

졸업이 50.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210만-300만 원대가 26%를 차지하였고, 예

식장소의 경우 일반 예식장를 선호하는 경우(35%)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4.3. 웨딩드레스 선택·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 선호사항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딩드레스 선택하는 방식과 행

태의 유형은 최근 웨딩 이벤트 업체들의 다양한 패키지를 선택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패키지 포함한 경우가

27%로 일반대여 26%와 함께 높게 나타났다. 맞춤대여도 1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 관련하여 드레스착용 예

상 벌수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0%가 3-4벌 정도를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결혼식 과정 중 특

히 리허설 촬영 시 여러 벌의 드레스를 갈아입게 될 때 예상

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웨

딩드레스의 가격에 있어서 대부분이 조사대상자들은 100만-200

만원 사이(34%)를 선택했고, 웨딩드레스 가격과 상관없이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가격은 대부분 선택할 웨딩드레스보

다 좀 더 고가의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웨딩드레스 요소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Table 4와

같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 유형이나 선호도에 상당한 차

이가 있고, 연령대별 선호도의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디

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실루엣은 머메이드(21%), A라인(18%)

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재는 실크(28%)와 레이스(23%)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화이트 아이

보리 색(3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크라인의 형태

에 있어서는 개인에 따라 골고루 다양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의 다양화, 개성화,

세분화 경향이 소비자들의 웨딩드레스 선택 행동에도 그대로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objects         n=348(%)

Section Item Frequency %

Age

21-25 years 98 28.2

26-30 years 156 44.8

31-35 years 61 17.5

36-40 years 33  9.5

School 

background

Higher than college graduation 177 50.9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ion 164 47.1

Other 7 2

Monthly 

income

(unit: million 

Won)

Below 1 40 11.5

1-2 65 18.7

Over 2-3 92 26.4

Over 3-4 65 18.7

Over 4 86 24.7

Preferring 

wedding 

place

General wedding hall  121 34.8

Church/cathedral 69 19.8

Hall/auditorium 42 12.1

Outdoor house 49 14.1

Hotel wedding hall 67 19.3

Table 3. Consumer preference as to wedding dress use                                                                      n=348(%)

Item 21-25 years 26-30 years 31-35 years 36-40 years Total

Wedding dress 

selection-expected type

Customized lending 28(8) 27(7.8) 2(0.6) 10(2.9) 67(19.2)

General lending 26(7.5) 48(13.8) 17(4.9) 1(0) 92(26.4)

Package included 26(7.5) 34(9.8) 26(7.5) 9(2.6) 95(27.2)

Customized production 12(3.4) 9(2.6) 3(0.9) 6(1.7) 30(8.6)

Received from acquaintance 3(0.9) 11(3.2) 5(1.4) 5(1.4) 24(6.8)

Other 10(2.9) 27(7.8) 1(0.3) 2(0.6) 40(11.4)

Number of suits of wearing 

expected dress

1 suit 13(3.7) 33(9.5) 11(3.2) 20(5.7) 77(22.1)

3-4 suits 65(18.7) 88(25.3) 11(3.2) 10(2.9) 174(50)

4-5 suits 18(5.2) 35(10.1) 38(10.9) 3(0.9) 94(27)

over 5 suits 2(0.6) 0 (0) 1(0.3) 0(0) 3(0.8)

Price of wedding dress 

to be selected

(unit: million Won)

less than 1 28(8) 27(7.8) 19(5.5) 15(4.3) 89(25.5)

1~2 29(8.3) 58(16.7) 27(7.8) 3(0.9) 117(33.6)

2~3 26(7.5) 44(12.6) 10(2.9) 9(2.6) 89(25.5)

over 2 15(4.3) 27(7.8) 5(1.4) 6(1.7) 53(15.2)

Consumers 

communication

Price down 8(2.3) 17(4.9) 10(2.9) 5(1.4) 40(11.4)

Varied style 48(13.8) 48(13.8) 10(2.9) 6(1.4) 112(31.8)

Easy wearing and taking off 35(10.1) 34(9.8) 27(7.8) 8(2.3) 104(29.8)

Other 7(2) 57(16.4) 14(4) 14(4) 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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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소비자들이 과거의 정형적 형식과 이미지에서 탈피

하여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네크라인이

나 실루엣, 디테일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5. 가변적 웨딩드레스의 소비자 선택요인에 관한 사항

Table 5와 같이 가변적 웨딩드레스는 차별화된 착장방법이나

형태변화가 가능하여 개성 표현(4%)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

에 부응하며 여러 벌을 입지 않고 변형만으로도 연출할 수 있

어 경제성(44%)을 가장 큰 장점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편안함(22%)과 실용성(15%), 다양성(7%)을 장점으로 생각

했다. 이런 결과는 가변적 디자인이 기존 선호하는 실루엣이나

소재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변적 웨딩드레스를 개발하면 소비

자의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도 61%의

소비자가 가변적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

웨딩드레스 공급 측면 조사와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가변성의 개념을 웨딩드레스에 접목시켜 가변적 디자

인을 제작하였다. 웨딩드레스 브랜드에서도 보편적으로 조사되

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온 베이직 한

머메이드 실루엣의 드레스를 기본으로 하여, 새틴실크 소재와 레

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소품의 부자재로는 노방과 신축 망, 실크

소재로 코사지를 제작하여 스팽글과 크리스털로 장식했으며 머

메이드 웨딩드레스 위에 탈부착하게 했다. 또한 레이스와 노방

소재를 이용하여 상의를 제작하여 머메이드 웨딩드레스 위에

착용함으로써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색상은 화이

트 아이보리 색으로 제작하여 디테일의 변형을 통해 다양한 디

자인으로 스타일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변성 웨딩드레스를 제작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Table 4. Wedding dress design preference                                                                                  n=348(%)

Item 21-25 years 26-30 years 31-35 years 36-40 years  Total

Silhouette

A line 10(2.9) 23(6.6) 18(5.2) 12(3.4) 63(18.1)

H line 7(2.0) 14(4.0) 15(4.3) 14(4.0) 50(13.7)

X line 10(2.9) 13(3.7) 5(1.4) 1(0.3) 29(8.3)

Mermaid 15(4.3) 27(7.8) 23(6.6) 9(2.6) 74(21.2)

Bell line 11(3.2) 33(9.5) 7(2.0) 2(0.6) 53(15.2)

Mini

Empire

Princess

12(3.4)

1(0.3)

2(0.6)

24(6.9)

2(0.6)

10(2.9)

6(1.7)

2(0.6)

14(4)

0(0)

1(0.3)

5(1.4)

42(12)

6(1.7)

31(9.0)

Color

White 34(9.8) 30(8.6) 18(5.2) 8(2.3) 90(25.8)

White Ivory 14(4.0) 77(22.1) 24(6.9) 9(2.6) 124(35.6)

Ivory 12(3.4) 36(10.3) 31(8.9) 23(6.6) 102(29.3)

Other (Colored dress) 6(1.7) 9(2.6) 15(4.3) 2(0.6) 32(9.1)

Material

Chiffon 9(2.6) 21(6) 11(3.2) 5(1.4) 46(13.2)

Organza 14(4) 22(6.3) 18(5.2) 10(2.9) 64(18.3)

Tulle 9(2.6) 10(2.9) 8(2.3) 4(1.1) 31(8.9)

Taffeta

Lace

Jacquard

Satin Silk

5(1.4)

10(2.9)

2(0.6)

20(5.7)

6(1.7)

42(12.1)

3(0.9)

43(12.4)

5(1.4)

23(6.6)

1(0.3)

22(6.3)

4(1.1)

6(1.7)

1(0.3)

14(4)

20(5.7)

81(23.2)

7(2.0)

99(28.4)

Neckline

Square

V neck

3(0.9)

8(2.3)

7(2.0)

33(9.5)

7(2.0)

15(4.3)

4(1.1)

2(0.6)

21(6.0)

58(16.6)

Tubetop 18(5.2) 26(7.5) 13(3.7) 3(0.9) 60(17.2)

One shoulder 6(1.7) 26(7.5) 6(1.7) 1(0.3) 39(11.2)

Boatneck

Halterneck

High neck

Off shoulder

Sweet heart

U neck

Round

Other

4(1.1)

2(0.6)

1(0.3)

4(1.1)

17(4.9)

2(0.6)

0(0)

1(0.3)

15(4.3)

9(2.6)

8(2.3)

10(2.9)

13(3.7)

2(0.6)

1(0.3)

2(0.6)

13(3.7)

11(3.2)

3(0.9)

9(2.6)

8(2.3)

1(0.3)

2(0.6)

0(0)

4(1.1)

13(3.7)

9(2.6)

3(0.9)

2(0.6)

0(0)

1(0.3)

0(0)

36(10.3)

35(10.0)

21(6.0)

26(7.4)

40(11.4)

5(1.4)

4(1.1)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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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능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변을 연출하는

부분의 변화를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도

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가변성의 유형 중 탈부착(detachable) 디

자인을 적용하였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드레이퍼리(drapery)

스타일 복식과 같이 탈부착 없이 두르기, 걸치기, 매기, 묶기,

매듭짓기 등 순수한 착용방법에 의하여 가변성을 연출하는 디

자인도 가능하나(Kim & Jeon, 2012) 본 연구에서는 탈부착

유형을 주로 선택하였다. 

둘째, 탈·부착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

화되고 통일적 이미지를 갖추도록 한다. 웨딩드레스의 경우 전

체적으로 흰색과 같이 통일된 하나의 색상을 사용하고, 재질도

동일하거나 통일된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셋째, 예식 후에 다른 용도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

성을 살려 실용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웨딩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이나 다시 탈착 부분을 재부착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부착할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체 사용할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결혼예식 때는 짧은 원피스를 안에 입고 그 위로 롱스커트

를 덧입었다가 피로연 때는 벗는 디자인, 결혼예식 때는 롱 원

피스를 입었다가 피로연이나 촬영 때는 스커트 중간을 분리하

여 짧은 드레스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결혼예식 때는

어깨 부분을 부착했다가 촬영 시 탈착하여 어깨를 드러내는 디

자인, 웨딩드레스 기본형이 투피스로 되어 있어서 피로연때는

스커트만 갈아입는 디자인 등 쉽게 웨딩드레스의 일부를 분리

하거나 변경시켜 피로연용(파티용)으로 바꿀 수 있는 형태 등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변성의 유형 중 주로 탈부착 디자인을 적

용하여 디테일을 변형하거나 소품을 탈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7

가지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연출하였다.

6. 결   론

가변적 웨딩드레스는 소비자가 여러 벌을 구매·대여하지

않고 한 벌로 다양성을 연출할 수 있어서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경제성이 강점이다. 실제 조사결과에서

도 소비자들은 가변적 디자인의 장점으로 경제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비자

Table 5. Affairs related to variable wedding dress                                                                               n(%)

Item 21-25 years 26-30 years 31-35 years 36-40 years  Total

Area to be changed

Top 20(5.7) 47(13.5) 27(7.8) 13(3.7) 107(30.7)

Bottom 5(1.4)  13(3.7)  7(2.0)  3(0.9) 28(8.0)

Both top and bottom 41(11.8) 92(26.4) 54(15.5) 26(7.5) 213(61.2)

Reason(merit) variable 

dress selection

Unique(personal) 3(0.9)  6(1.7) 4(1.1) 2(0.6) 15(4.3)

Comfortable 15(4.3) 35(10.1) 20(5.7) 9(2.6) 79(22.7)

Merriment 4(1.1) 9(2.6) 5(1.4) 3(0.9) 21(6.0)

Usefulness

Economic nature

10(2.9)

 5(1.4)

29(8.3)

24(6.9)

11(3.2)

67(19.3)

14(4.0)

 6(1.7)

39(11.2)

7(2.0)

 3(0.9)

18(5.2)

55(15.8)

25(7.1)

153(44)

Variability Wedding 

dress select or not

Select 41(11.8) 94(27) 54(15.5) 26(7.5) 215(61.7)

Think 19(5.5) 44(12.6) 26(7.5) 12(3.4) 101(29.0)

Not select  6(1.7)  14(4.0)  8(2.3)  4(1.1) 32(9.1)

Reflecting Specialist's opinion

Accept positively 57(16.4) 132(38) 76(21.8) 36(10.3) 301(86.4)

Accept more or less  7(2.0) 17(4.9) 10(2.9) 5(1.4) 39(11.2)

Not accept  2(0.6)  3(0.9) 2(0.6) 1(0.3) 8(2.2)

Table 6. Wedding dress design applying variable factors

 

  

Image 1. Basic style : 

Mermaid Silhouette

Image 2. Diversity-

improving wedding 

dress design by adding 

varied detail(corsage, 

decoration reform etc.) 

on bosom line.

Image 3. Wedding 

dress design enabling 

to replace varied detail 

by giving the change 

on shoulder line with 

one should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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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형이나 얼굴

형과의 조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변적 디자인 개발이 성공하

려면 심미성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변적 디자인

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개발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의 일차적 목표는 시

장이 선호 디자인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선호하

는 디자인을 가변적 디자인 방식으로 제작하여 심미성을 유지

하면서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관점에서 가변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시장 조사를 하여 가변적 디자인 개발에 반

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하여 최근 웨딩드레스 브랜드의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머메

이드라인과 A라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재는 실크

소재가 두드러지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색상에 있어서는 대

부분의 소비자들이 화이트아이보리 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크라인은 튜브 탑 네크라인이 높게 선호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실루엣, 소재와 색상은 웨딩

드레스 브랜드들이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유형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머메이드 실루엣의 가변적 드

레스를 탈부착 유형으로 제작하여 7가지 스타일의 변화를 연

출하였다. 탈부착 디자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편안함과 실용성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유형과 선택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가변적 디자인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가변적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다양성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경제성을 높

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며, 독창성, 실용성, 다양성 및 경

제성에서도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고가의 명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선호하는 소

비자들이 늘면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안목과 감각은 높아

진 반면, 높은 가격으로 인해 선택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가

변적 디자인 방식으로 소재와 용도 면에서 다양화한 디자인은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21세기 능동적 문화소비자의 다양성 욕

구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키고 다양성 추구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처하는 실용적 디자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

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개성표현과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문화

생산 참여자 역할까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독특한 새로운 트

렌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웨딩문화에 있어

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의미가 되는 가변적 디자

인은 산업적 요인에도 부응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업체별 차

별화가 약한 웨딩드레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의 전문화

가 요구되는 최근 우리의 문화와 체형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디

자인 개발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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