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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unveil the dynamic changes of the trends in wedding

dresses during the 20th Century. The studies were carried out in two forms; firstly by

observing the actual wedding dresses worn by people at that time, and secondly by

conducting formative comparisons between those dresses with the ones appeared in

movies corresponding to that period. Movies provide an invaluable insight into the era's

wedding dresses fashion trends since they function as intimate bridges in connection with

the time's audience, and the visible imageries accurate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embedded within that time frame. As there are no precedent studies regarding this topic,

this thesis can serve as vital research data for the wedding dress industry.

Research data regarding the actual wedding dresses were collected from books and

museum web sites. The object of movies were films produced before World War II that

contained both the background settings of the 20th Century and wedding dresses, of

which photographic imageries were captured. Research analysis was then conducted by

merging these data with findings from relevant books and internet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thesis are as the following:

The 1900s was an extension of the 19th Century's popular fashion trend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the S curve silhouettes of the Edwardian period when long trains and long

veils symbolized wealth and social power. In the 1910s, high waist silhouettes with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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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nkles were prevalent as attire suitable for active mobility with practical functionality were

highly regarded. During the 1920s, the flapper style became the dominant trend. Hem lines

of the skirts were curled in the form of the scallop and laces were the most widely used

raw materials. By the 1930s, wedding dresses that reinterpreted the glamorous sheath

lines, practical two piece styles, and retro-styles became predominant. The 1940s saw the

advent of ready-made wedding dresses made of synthesized materials; practical military

style suits and casuals sometimes substituted the wedding dresses. And although the

wedding dresses in the movies were primarily costumes to express the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s, they were also reinterpreted as manifestations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relative period that pursued very distinct and diverse features.

Key Words : 웨딩드레스 유행경향 조형적 특징(wedding dress), (fashion trend), (formative

트레인 베일characteristics), (train), (veil)

서 론I.

복식은 착용자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보를 그대로

나타내어 성별 신분 지위 개성 가치관 인성 심, , , , , , ,

리상태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웨딩드레.

스는 한 사회의 의례복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

식보다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웨딩,

드레스를 입는 본인의 미적 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미적 가치관이 반영

될 수밖에 없다.1) 이러한 복식의 표현적 역할은 영

화에도 적용되어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속의 복식은 이를 착용한 사람의 이미지 뿐 아니라

사회의 관습 사상 기술 환경 등 그 시대의 고유한, , ,

문화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세기 웨딩드레스를 역사적으로 고찰20

하고 이를 동시대의 영화 속에 등장한 영화의상으,

로서의 웨딩드레스와 조형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여,

세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를 고찰하는데 그 목20

적이 있다 영화 속의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유행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영,

화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끊임없이 관객과 유기

적인 관계를 가지며 잠재된 동시대의 특성들을 가,

시화시키기 때문에2) 각 시대의 웨딩드레스가 갖는

유행변화를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방법이라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제 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년2 1940

대까지를 세기 전기로 년 대 부터 년대20 , 1950 1990

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는, 20

세기 전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실제 역사 속의 웨딩드레스에 대한 자료는 영국 프,

랑스 미국의 문헌과 박물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

집하였다 실제 유행경향을 비교하기 위한 영화 속.

웨딩드레스는 동시대에 제작되어 동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화 중 웨딩드레스가 나오는 영

화를 선정하여 웨딩드레스 사진을 캡쳐하였고 관련,

된 문헌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웨딩드레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가 세기 이전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20 3)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창작에 관한 것4)이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웨딩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웨딩드레스,

업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제 차 세계대전 이전II. 2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

년대1. 1900

년 빅토리아 여왕의 죽음은 에드워드 시대1901

의 새로운 스타일을 예고하였다(Edwardian age) .

이 시기의 웨딩드레스는 신부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

라 웨딩드레스의 길이가 다양한 전통적인 스타일과

발목길이의 테일러드 슈트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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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드 슈트 스타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신

부들이 결혼식 후 일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는 세기 말 아르19

누보 스타일의 자 실루엣에 브레이드 태슬 그리고S ,

얇게 접은 주름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스타일로,

곡선 라인을 표현하기 위해 견고한 코르셋을 착용하

였다 소재는 빅토리아 시대의 타프타나 새틴보다.

그림 결혼사진< 1> , 1906
-Marriage a la mode, p.69.

그림 웨딩 드레스< 2> , 1906
-The Wedding Dress, p.11.

그림 결혼사진< 3> , 1909
-Marriage a la mode, p.77.

그림 웨딩드레스< 4> , 1910
-The Wedding Dress, p.39.

쉬폰 섬세한 레이스 얇은 실크 등의 부드러운 소, ,

재를 선호하였다.

그림< 1>5)은 커브라인의 전형적인 웨딩드레스S

로 로우 네크라인에 레이스로 만든 김프를 연결하,

였으며 롱 드레스와 롱 트레인 롱 베일 그리고 이, ,

국적인 꽃들로 만든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웨딩 부케

로 상류사회의 결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롱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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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부와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당시 상류사회의 결혼식은 당대 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6) 그림< 2>7)는 네크라인은 그림<

과 유사하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림 에 비하1> < 1>

여 자연스런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 중심의,

긴 태슬 장식은 중세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림 은 년 당시 영국 로얄 알버트 박물< 3> 1909

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부부의 결혼사진으로8) 신

부의 웨딩드레스는 아이보리 혹은 크림 화이트 칼라

로 보인다 하이 웨이스트 라인에 트레인이 달려있.

으며 소매는 이 시대에 즐겨 사용한 기계레이스나,

쉬폰 소재를 사용하여 반투명하게 보이고 있다 아.

주 긴 튤 소재의 베일에 장미를 길게 늘어트린 부케

를 들고 있다 그림 는 크림색 실크 웨딩드레스. < 4>

로 스퀘어 네크라인에 김프를 연결하였고 가슴라인,

과 스커트 아랫단에 자수와 태슬 장식을 하였다 전.

체적인 라인은 년대 초기 라인에서 자연스러운1900

실루엣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대2. 1910

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방문 시 레온 박스1911

트 의 무대의상에서 나타난 이국적 취향(Leon Bakst)

이 패션계에 영향을 주면서 신부들도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했다 또한 년 전쟁이. 1914

시작되었을 때 신부들은 군에 입대하는 남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드레스를 잘 입어야 한다는

패션잡지들의 기사에 고무되었으며 당시 잡지,

에 베일에 대한 기사로 전 페이지Girl's own Annual

를 채울 정도였다는 기록에서도9) 그 상황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 베일은 그림 와 같이 스퀘어 베< 5>

일로 바뀌어 한쪽 가장자리를 얼굴라인을 따라 내려

뜨리고 그 위에 오렌지 꽃으로 장식하였다 넓은, .

새시를 두른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드레스인 그림<

의 소매는 기모노 스타일에 팔뚝 부분은 타이트5> ,

하게 내려오다 팔목 부분에서 부드러운 러플로 장식

되었다 스커트 아래 단은 호블 스커트의 영향을 받.

은 것 같으며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

조형예술에서 나타난 단순함 이란 용어(simplicity)

가 년경 패션용어로 사용되었듯이1916 10) 년대1910

는 년대에 비해 스타일이 심플해졌다 특히 트1900 .

레인을 짧게 하거나 분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

능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코르셋을 입지 않은 자연스

러운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네크라인도 년대의. 1900

하이 네크라인 일변도의 디자인에서 자 라운드 네V ,

크라인 숄칼라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드러나는 목, ,

선을 커버하기 위해 진주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장식하였다 스타일이 단순해지면서 허리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 하이 웨이스트에 벨트를 타이트하게 묵

거나 느슨하게 내려뜨렸다 팔은 여전히 노출을 꺼.

려 긴 소매이거나 긴 장갑을 착용해 정숙성을 강조

하였다 동양의 영향을 받은 기모노 실루엣 현대적. ,

느낌의 슈트 형 드레스 등도 유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은 제 차 세계대전으로 오래1

가지 못했고 특히 신랑들은 현역 군인이거나 군 입,

대를 준비하기 위해 군복차림의 예복이 일상적이었

다 그림 에서 신부는 발목길이의 루즈한 레이스. < 6>

스커트에 라인의 상의를 코디한 슈트형 드레스를A

입고 있으며 이 위에 실크 새시를 늘어뜨렸다 베, .

일은 무늬가 없는 튤로 만든 것으로 한쪽 끝을 꽃

장식으로 고정시켰다.

웨딩드레스에서의 동양적인 스타일은 차 대전이1

끝나갈 무렵까지 나타났으며 그림 은 년, < 7> 1917

경 착용된 드레스로 꽃무늬가 직조된 크림색의 중,

국 실크로 만들었다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가슴 앞.

부분과 소매는 쉬폰 소재를 사용했으며 작은 유리,

구슬을 장식하였다 앞 중심의 상부에는 개의 단. 10

추를 달아 장식하였고 스커트부분에는 태슬을 층층,

이 개를 달아 장식하였다 소재와 장식에서 동양11 .

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년대에는 제 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1910 1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형식과 겉치장보다

는 활동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의복이 요구되어,

그림 과 같이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하게 보이는< 8>

슈트스타일의 웨딩드레스가 착용되었다 크림색의.

울 소재에 재킷의 넓은 실크 브레이드 장식과 골드,

빛의 메탈단추 장식은 훨씬 더 예복 같은 느낌을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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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웨딩사진< 5> ,
1914

-Marriage a la
mode, p.79.

그림 웨딩사진< 6> ,
1917

-Marriage a la
mode, p.80.

그림< 7>
웨딩드레스,
1917-18

-Marriage a la
mode, p.82.

그림< 8>
웨딩드레스, 1919
-Marriage a la
mode, p.83.

년대3. 1920

년대는 새로운 패션과 개성의 시대라고1920

가 지적했듯이Vogue 11) 기능주의의 도래와 함께 여

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다 그러나 기능성을 중시한.

사회였음에도 꽃잎 모양의 헴라인은 이 시대를 대표

하는 특징 중의 하나였으며 소재는 흰색 혹은 다양,

한 색상의 새틴 위에 레이스 실크 타프타 튤 쉬, , ,

폰 라메 실버 티슈 등을 겹으로 올려 안의 옷감이, ,

보이도록 사용하는 것이 대중적이었고 겨울에는 벨,

벳을 가장 선호하였다 연도별로 살펴 본 년대 웨. 20

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는 년에 착용된 웨딩드레스로 힙< 9> 1920 ,

라인에 튤 소재의 파니에를 넣은 종아리 길이의 드

레스에 짧은 소매 그리고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새시

가 어우러져 로맨틱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준다.

상체와 스커트 하단에 커다란 꽃 문양을 기계자수로

수놓은 드레스 위에 망사소재를 이중으로 올리고,

끝자락을 행커치프 형태로 떨어뜨린 오버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그림 은 년대 중반의 결혼사. < 10> 1920

진으로 웨딩드레스의 스커트라인은 깊게 스캘럽 된,

꽃잎모양이나 행커치프 포인트 모양의 헴라인을 보

여주고 있으며 스커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짧은 스커트는 상체를 거.

의 드러낸 무릎길이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림 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는 티어드 스커11> . < 12>

트 형태의 웨딩드레스로 역시 길이가 짧으며 긴 베,

일을 늘어뜨리고 있고 머리는, 캡 베일을 하였다.

이 시기의 긴 베일은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없어

진 트레인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전 시대

의 하이웨이스트라인도 점차 로 웨이스트라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커트 길이가 무릎길이.

로 짧아지면서 구두와 스타킹이 중요한 패션 요소,

로 등장하였고, 크로쉐 캡 베일 그리고 진주로 장,

식된 긴 장갑 등도 또한 중요한 소품이 되었다. 부

케는 리본 장식이 유행하여 그림, < 11>12) 그림, <

에서 볼 수 있듯이 커다랗게 만든 부케에 여러12>

개의 리본매듭을 장식하여 달기도 했다.

비오네의 작품인 그림< 13>13)과 그림 역시< 14>

년대 전형적인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로 로우 웨이20

스트에 스커트 헴라인이 행커치프 포인트로 된 웨딩

드레스이며 캡 베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는 년 웨딩드레스로 스커. < 15>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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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뒷자락의 길이가 더 길며 앞 중심 라인에서,

웨이스트라인이 자로 낮게 되어 있어 중세적인 느V

낌이 들기도 한다 스커트 가운데 진주 빛 실로 원.

문양을 넣은 패널은 웨이스트라인에서 섬세하게 주

름 잡혀 있으며 네크라인에는 년대 말 등장한 초, 20

현실주의의 조형적 기법인 트롱푀유 기법으로 리본

을 장식하였다 또한 년대는 흰색 드레스 뿐 만. 20

아니라 노랑 핑크 등 파스텔 계통의 다양한 색상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다.

그림 웨딩드레스< 9> ,1920
- Marriage a la mode,

p.83.

그림 결혼사진< 10> , 1920s
-Marriage a la mode, p.88.

그림 웨딩드레스< 11> ,1920
-The Wedding
Dress, p.33.

그림 웨딩드레스< 12> ,1927
-The Wedding
Dress, p.35.

그림 웨딩드레스< 13> ,1928
-VIONNET, p.222.

년대4. 1930

년대 웨딩드레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 길1930

어진 쉬스라인의 스커트이다 헐리우드 영화 속에.

등장한 배우들의 이브닝드레스에서 영향을 받아14),

상체는 몸에 꼭 붙고 웨딩드레스의 스커트 길이는,

다시 바닥 길이로 내려오면서 라인에 하단이 넓어A

지면서 전체적으로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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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웨딩드레스 일러스트< 14> , 1920s
-VIONNET, p.224.

그림 웨딩드레스< 15> , 1929
-Marriage a la mode, p.89.

년 영국 매리 여왕의 째 아들인 켄트1934 4 (Kent)

공작이 그리스의 마리나 공주와 결혼하면서(Marina)

입은 웨딩드레스 그림 은 프랑스 디자이너 몰< 16>

리누 가 디자인 한 것으로 바이어(Edward Molyneux)

스로 재단된 쉬스 라인에 넓은 행잉 슬리브가 달려,

중세적인 느낌이 난다 소재는 영국 왕실 웨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흰색과 은색으로 직조된 브로케이드

를 사용하였다 신체 곡선을 드러낸 단순한 라인에.

매료되어 당시 이 드레스의 모든 디테일이 카피되어

유행하였지만 실제 몰리누가 디자인한 이 웨딩드레,

스에는 상당히 전문적인 커팅라인과 피팅 작업이 들

어가 있었다 그림. < 17>15)은 배우 앤 토드(Ann

가 년 결혼식에서 착용한 웨딩드레스로Todd) 1933

갈린 이 디자인 하였다 상체는 쉬스(Helene Galin) .

라인으로 내려오고 스커트는 바이어스 라인으로 플,

레어 지게 한 년대 대표적인 스타일로 소재는 커30 ,

다란 무늬가 들어간 실크를 사용하였다 신체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뒤에서 끈으로 조여 여몄다 그림. <

은 비오네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로 년대 디18> 20

자인한 드레스 그림 와는 달리 심플하고 슬림< 14> ,

한 쉬스 라인에 바이어스로 플레어지게 한 스커트

라인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지게 하여 엘레강스한,

여성미를 극대화시킨 것 같다.

이외에도 당시 문화현상과 접목되어 년대 웨1930

딩드레스는 다음과 같은 스타일도 잠시 유행하였다.

첫째는 년 가1931 The Essex county Standard

베일을 벗은 후 볼레로를 걸치기만 하면 완벽한 이“

브닝 앙상블을 가질 수 있다 고 홍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16) 결혼식이 끝나고도 착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인 디자인이다 그림 는 년에 결혼한. < 19> 1933

부부의 사진으로 신부는 레이온으로 안감을 댄 쉬폰

드레스를 웨딩드레스로 착용하였다 당시 레이온은.

다루기 쉬운 소재가 아니어서 결혼식 전날 다림질을

하다 태우는 일이 많아 구멍 난 곳을 덧대어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7) 그림 은 일상적인 원< 20>

피스에 베일을 착용하여 웨딩드레스를 연출한 웨딩

잡지의 표지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션 평론가.

Prudence Glynn18)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년“ 1930

대 웨딩드레스는 패션이라는 영역에서 빠져 나갔다”

고 비평하였다.

둘째는 년대 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0 ‘

의 영향으로 복고 스타일과(Gone with the Wind)

디테일이 반영된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그림. <

의 신부는 직접적인 크리놀린 스타일을 피하였21>

지만 스탠드 업 칼라에 뒷 중심에서 시작된 롱 트레

인 어깨 라인에 주름을 잡고 손목으로 내려오면서,

타이트하게 좁아진 긴소매로 복고적인 분위기를 연

출하였다 소매에는 팔꿈치 아래로 개의 단추를 장. 9

식하였고 상체 뒤에도 개의 단추를 달아 드레스를, 9

여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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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혼사진< 16> , 1934
-The Royal Wedding
dresses, p.100.

그림 웨딩드레스< 17> , 1933
– The Wedding Dress, p.58.

그림 웨딩드레스< 18> ,
1930s

-VIONNET, p.223.

그림 결혼사진< 19> , 1933
-Marriage a la mode,

p.101.

그림 년 월< 20> 1938 6
웨딩잡지 표지 -The
Wedding Dress p.37.

그림 결혼사진< 21> , 1940
-Marriage a la mode, p.103.

년대5. 1940

년대에는 제 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물자가1940 2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의복구매에 제한을 가한 여

러 법령이 만들어졌다 년에 소비세가 발표되었. 1940

고 년에는 연간 한 사람당 의복을 구입할 수, 1941

있는 장의 쿠폰이 지급되었고 년 경에 신부66 , 1944

들은 레이온 새틴 드레스를 장의 쿠폰으로 구입할7

수 있었다19) 미 상공회의소는. “make do and

캠페인을 벌려 유행이 지난 옷의 재활용에mend”

대한 아이디어와 의복을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여

러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평생 한 번만 입는,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때부터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거나 가족이 입던 웨

딩드레스를 고쳐 착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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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합성섬유로 만든< 22>
웨딩드레스 -Forties Fashion
and the New Look, p.97.

그림< 23> ready-made
웨딩드레스 -Marriage a la

mode, p.104.

그림 결혼사진< 24> ,
년대1940 -Forties Fashion

and the New Look, p.119.

하지만 이와 반대로 흰색 웨딩드레스는 더욱 유행

하였는데 이는 그림< 22>20)와 같이 값이 싼 합성섬

유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은 기성복으로 나온 웨딩드레스로 헴라인< 23>

과 요크부분을 퀼팅한 스타일이 마치 나이트가운처

럼 보인다 평화 시에는 결혼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 ,

드레스 꽃 장식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전, , ,

쟁 중에는 신랑이 부대로 바로 돌아가야 했다 따라.

서 결혼이 결정되면 바로 준비해야했기 때문에 기성

웨딩드레스가 유행할 수 있었다.

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물자의 어려움1945

이 있어 년대 까지 의복에 대한 법령이 지속되, 1950

었다 이에 많은 신부들이 밀리터리 스타일의 실용.

적인 슈트를 입고 결혼하거나 그림 와 같이, < 24>

평상복을 웨딩드레스로 착용하였다.

영화 속의 웨딩드레스.Ⅲ

영화는 특별한 사건을 소재로 일정한 시간성과 공

간성을 갖고 어느 한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전달하

는 매체이다 그런데 문화는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

서 이루어진 사회적 소산이므로 영화라는 문화현상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존재 상황과 그와 관

련된 문제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21) 영화의상은

역사적 시대적 기능 상징적 기능 유행 창조적 기, ,⦁
능 및 물리적 기능을 가지고 영화의 사회적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소개하여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의상이 갖는 역사적 시대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시대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

때 영화의상은 시대의 구체화를 위해 각 시대의 복,

식사를 기간으로 문화사회사 풍속사 정신사 등 다, ,

른 영역과 종합하여 그 시대의 정신을 조형적 특성,

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화 속의 웨딩드레스도 영화.

의상의 하나로 동시대의 복식문화가 갖는 조형적 특

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역사복식에서 나,

타난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는 의

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영화의상은 시.

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한 시대의 중요한 패션 아이,

콘을 집약하여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기 후반 웨딩드레스 유행변화 연구를 위한 자20

료영화는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전반기의 영화는, 2

차례의 전쟁과 더불어 웨딩드레스가 나온 영화가 많

지 않은 점이 연구에 한계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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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된 영화는 년대 영화부터 이지만1920

세기는 제 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년‘20 ’ 1 1920

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우저가 지적한 것에
22) 객관성을 얻고 세기 전기 영화에 나오는 웨딩, 20

드레스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대1. 1920

년대 영화로는 년 소련의 지가 베르토프1920 1929

가 감독 각본 촬영한 영화 무비카메(Dziga Vertov) , ,

라를 든 사나이 와(CHELOVK S KINOAPPARTOM)

같은 해에 독일의 팝스트 가 감독한(G. W. Pabst)

판도라의 상자 이다 무비(Die Bűchse Der Pandora) .

카메라를 든 사나이는 다큐처럼 흘러가듯 한 인생을

찍은 영화로 교회가 아니라 등기소에서 결혼과 별거

와 이혼하는 부부를 보여주어 결혼에 대한 기존 관,

념과는 다른 새로운 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영화사적,

으로는 기존의 영화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서사적 구

조로 연출하여 영화제작의 가능성에 커다란 공헌을

한 영화이다.23)

영화 속 웨딩드레스는 등기소 앞에서 결혼식을 하

는 평범한 여인의 웨딩드레스로 년대 길이가, 1920

짧아진 무릎길이의 웨딩드레스에 민속적인 디테일이

그림 등기소 앞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 25>

차에서 내리는 여인

무비카메라를 든 사나이-< (1929)>DVD

그림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에 앉아 있는< 26>

모습

무비카메라를 든 사나이-< (1929)>DVD

들어간 흰색 웨딩드레스이다 그림< 25>24) 그림,<

사각형의 베일 네크라인 짦은 소매 커다란26>. , V , ,

부케 등은 앞서 실제 역사 속 웨딩드레스에서 볼 수

있었던 년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영20 .

화의 서사적인 주제로 인해 디테일한 장식을 가능,

한 배제하고 있으며 웨딩드레스의 전체적인 느낌도,

부드럽고 경쾌하기 보다는 무거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소재도 년대 사용했던 부드러운 소재가 아. 20

니라 투박한 느낌이며 햄 라인도 년대의 스캘럽, 20

된 곡선 라인이 아니라 직선라인이다 여기에 중간.

중간 보석이 장식된 폭 넓은 가장자리 장식이 햄라

인과 네크라인에 둘려있어 민속적인 느낌이 들며 동

시에 둔탁해 보인다 보통사람의 인생을 통해 기존.

의 통념을 깨어 부수려는 감독의 의도에 따라 웨딩

드레스도 극 중 분위기를 어둡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판도라의 상자 에서 주인공 룰루가< >

착용한 웨딩드레스는 당시 유행한 스타일을 관능적

으로 표현하였다 순진한 룰루는 의도적이지는 않지.

만 타고난 관능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멸시

키고 마는 유혹적인 여성이다 그녀가 착용한 웨딩.

드레스는 네크라인에 앞 뒤 길이가 언밸런스한 스V

커트와 자연스럽게 플레어지게 한 여성스러운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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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문사 사장과 결혼하는 룰루의< 27>

웨딩드레스

판도라의 상자-< (1929) > DVD

그림 결혼파티에 온 나이트 클럽사장을< 28>

유혹하는 룰루

판도라의 상자-< (1929)> DVD

롱 베일 등 년대 유행한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20

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만 깊은 네크라인 타, V ,

이트한 상체라인 그리고 허리라인을 강조하기 위한

술 장식이 달린 벨트 등으로 에로틱한 느낌을 연출

하였다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다가가 결.

국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녀만의 관능을 표현하였다 그림.< 27>25) 그림< 28>

년대2. 1930

웨딩드레스를 착용한 년대 영화에는 년1930 1932

미국의 토드 브라우닝 이 감독 제작(Tod Browning) ,

한 프릭스 와 같은 해 메르빈 르 로이< (Freaks)>

가 감독한 워너브라더스의 호적수(Mervyn Le Roy) <

세여인 이 있다(Three on a match)> .

프릭스 는 여주인공 클레오파트라가 남자 친구< >

와 모의하여 한스라는 난쟁이 곡예사와 결혼한 후,

그를 독살하여 그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하는 과정

을 영화로 만든 공포영화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웨딩.

드레스는 년대 스타일의 전형적인 조형적 특징1930

을 표현한 웨딩드레스로 그림< 29>26) 성숙한 여성미,

를 나타내는 쉬스 실루엣에 스커트 길이는 바닥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힙 라인에서 절개하고 아래쪽을.

바이어스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게 했,

다 뒤쪽 힙 부분에는 볼륨이 더 들어가게 하고 길. ,

이를 앞 보다 길게 하여 마치 트레인처럼 보이게 했

다 네크라인은 깊게 데콜레트하여 레이스를 불규칙.

하게 커팅하고 이 위에 장식한 진주목걸이와 커다,

란 귀걸이는 탐욕스런 욕망과 잔인함을 가진 여인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으며 그림<

광택이 살아있는 값싼 느낌의 실크 소재는 클30>,

레오파트라의 욕망과 천박한 화려함을 더 해주고 있

다.

호적수 세여인 은 서로 다른 인생을 꾸려나가는< >

삶의 여정을 그린 영화로 어린 시절 세 친구가 성,

인이 되어 만나 성냥 한 개로 세 명이 동시에 담뱃,

불을 붙이면 불행이 오고 마지막에 붙인 사람은 가,

장 먼저 죽을 것이라는 미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으로 시작된다 엔터테이너로 성공한 마리는 셋 중. ,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 비비안이 게임과

마약에 빠져 남편과 이혼하게 되자 부자 변호사인

그의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되고 비비안은 자신의 행,

동을 후회하며 결국 자살하게 된다 마리가 착용한.

웨딩드레스도 베일에 치일 듯 한 아주 긴 베일과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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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처럼 보이는 쉬스 드레스 두 줄의 목걸이에서,

프릭스 의 클레오파트라가 착용한 웨딩드레스와< >

유사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림< 31>27) 전체,

적인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프릭스 의 웨딩드레스. < >

가 천박함이 묻어나는 싸구려 느낌이라면 호적수<

세여인 에서 마리가 착용한 웨딩드레스는 도회적이>

면서 트렌디한 느낌이 난다.

년대3. 1940

년대 영화로는 년 오선 웰스1940 1941 (Orson

가 감독한 시민케인 과Wells) < (Citizen Kane)> 1947

년 찰스 채플린 이 감독 제작한(Charles Chaplin)

살인광 시대 가 있다 시민케< (Monsieur Verdoux)> . <

인 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리스트에서 정>

상을 차지한 영화로 최우수 작품상과 아카데미 각본

상을 받은 영화이다 웰스 본인이 연기한 찰스 포스.

터는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을 가진 젊은이로 미,

국 대통령 조카딸과 결혼하고 주지사에 출마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면서

그림 남자친구와< 29>

한스를 죽이는 클레오파트라

프릭스-< (1932) > DVD

그림 한스와 다투는< 30>

클레오파트라

프릭스-< (1932) > DVD

그림 친구의 전남편과< 31>
결혼하는 마리의 웨딩드레스

호적수 세여인-< > DVD

소박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혼자 죽어간다.

영화에서 그의 첫 번째 부인인 대통령 조카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에드워드 시대의 웨딩드레스를 연상케

한다 그림< 32>28).

년대 전후 물자가 어려워 가족들이 입던 웨1940

딩드레스를 빌려 입는 것이 흔해서 당시 이전시대

스타일이 일시적으로 유행했고 여기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향으로 년대 스타일이 잠시1860

유행했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대통령 조카가 가진,

사회적 위치와 부를 나타내기 위해 에드워드 시대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체적으로 자 실루엣에 하이네크라인 양어깨의S ,

커다란 퍼프 슬리브 긴 장갑 올린 머리 헤어스타, ,

일 등을 하고 있다.

살인광 시대 는 오선 웰스에게 천 달러를 주고< > 5

아이디어를 산 영화로 채플린은 오선의 아이디어에,

사회풍자를 가미하여 냉전시대의 정치에 대하여 반

기를 든 영화를 제작하였다 쁘띠 브루조아였지만.

불경기가 닥쳐오자 성실한 은행원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여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한 후 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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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통령 조카와 결혼하는 케인< 32>

시민케인-< ( 1941)>DVD
그림 돈많은 과부의 웨딩드레스< 33>

살인광시대-< (1949)> DVD

여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전쟁이라는 형, .

태의 공적인 살인은 찬양되는데 왜 개인의 살인은

처벌을 받느냐며 자신을 변호하게 된다 이 영화에.

서 착용한 웨딩드레스는 돈 많은 과부의 드레스이긴

하나 일상적인 투피스 슈트에 부케와 머리장식으로

웨딩드레스를 표현하였다 그림.< 33>29) 년 전. 1947

후 물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

이기도 하겠지만 감독 자신이 기존 정치권에 반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과부의 웨딩드레스를,

의도적으로 평상복 슈트로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

실제 역사 속의 웨딩드레스와 영화IV.

속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 비교

실제 역사 속의 웨딩드레스는 년대 초기부터1900

그 유행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었으나 영화 속 웨딩,

드레스에 대한 자료는 년대부터 구할 수 있어1920 ,

영화 속 웨딩드레스와는 년대부터 비교할 수1920

있었다 영화의상의 중요성은 실제 년대 헐리우. 1920

드 영화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영화제작에 전문,

디자이너가 고용된 것은 헐리우드가 스튜디오 시대

에 진입한 년대부터 이기 때문에1920 30) 연구의 한

계성은 있지만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을 살피는 데

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역사 속 웨딩드레스는 같은 시대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준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으로 그 시대의 시

대적 아이콘을 반영한 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착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스토리와 극의 분위기에 따라

디테일 소재 등을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점이 실제,

웨딩드레스와 비교하여 유행변화를 살펴보는데 차이

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역사 속의.

웨딩드레스와 동 시대 영화 속의 웨딩드레스는 조형

적으로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유행변화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세기 전. 20

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를 살펴보는데 영화는 충

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디테일한 조형적

특징과 유행변화는 표 과 표 에서 살펴볼 수< 1> < 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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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기 전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와 조형적 특징< 1> 20

연대 조형적 특징

1900

년대

실루엣의 성숙한 여성미 선호S curve⦁
레이스 장식 하이네크라인 긴 장갑 코르셋 착용, , ,⦁
롱 트레인 롱 베일로 부와 지위를 표현 부케가 화려해짐, ,⦁
쉬폰 오간디 조젯 크레이프 레이스 등의 부드러운 직물 사용, , , ,⦁
실용적 목적의 슈트형 웨딩드레스 등장⦁

1910

년대

년대에 비해 단순해짐1900⦁
이국적 취향 특히 동양적 취향의 웨딩드레스, -⦁
호블 스커트 유행 기모노 스타일 중국 실크 디테일 장식, , ,

⦁제 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활동성과 실용성 추구1 -

가볍게 주름을 잡은 하이웨이스트 실루엣 유행

기능적인 면을 부각 트레인을 짧게 하거나 분리 코르셋 제거- , ,⦁
투피스 스타일이나 슈트스타일의 웨딩드레스도 유행

네크라인 다양 자 라운드 네크라인 숄칼라- V , ,⦁
여전히 긴소매 혹은 긴 장갑 선호 팔목에 레이스 장식,⦁
사각형 형태의 베일을 머리 앞쪽에 고정 캡 베일의 형태로 발전-⦁

1920

년대

새로운 패션과 개성 시대 기능주의 도래,⦁
여성들의 사회 참여 웨딩드레스도 실용화,

로 웨이스트라인의 슈미즈 스타일 평편한 가슴라인 무릎길이 스커트- ,⦁
허리선을 강조한 티어드 스커트 스타일 짧은 소매 구두와 스타킹이 중요- , .⦁
스커트 헴라인은 공통적으로 스캡럽 행커치프 형태, .⦁
베일은 긴 것과 짧은 것 혼용 긴 베일은 트레인을 대신하기도 함, .⦁
크로쉐나 캡베일 형태 리본장식을 매달은 부케 유행,

소재 레이스 새틴 크레프 타프타 쉬폰 튤: , , , , , .⦁
겨울에는 벨벳 왕족의 웨딩드레스 소재는 실크쉬폰 모아르 브로케이드, ,

다양한 머리장식 심플한 헤어밴드 티아라 왕관 조화를 장식한 실크밴드 등- , , ,⦁
흰색 핑크 엘로우 등 다양한 색상의 웨딩드레스 착용, ,⦁

1930

년대

년대에 비해 디테일이 단순해짐20 .⦁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의 영향을 받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라인 실루엣으로 상체는 몸에 꼭 맞고 스커트는 하단이 넓어지는 스타일이 유행A ,

소재 실크와 레이욘으로 된 새틴 브로케이드- ,

아이보리 크림색 페일핑크 페일블루 등의 컬러 드레스도 착용, , ,

실용적인 스타일로 일반 원피스 앙상블이나 슈트에 부케 모자 짧은 베일 등의 소품으, ,⦁
로 웨딩연출.

복고 스타일과 디테일이 잠시 유행⦁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영향 경제공황으로 가족의 것을 물려받아 착용< > ,

1940

년대

의복구매법령과 캠페인 고쳐서 재활용Make do and Mend! ,⦁
웨딩드레스는 쿠폰 장으로 구입7

평상복에 화관과 장갑을 착용하여 웨딩드레스로 착용⦁
값싼 합성 섬유 웨딩드레스 등장 기성복의 등장으로 흰색 웨딩드레스의 보급이 더 많-⦁
아짐

대여드레스 등장 가족의 드레스를 물려 입음 이전 시대 스타일 혼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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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화 속의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와 조형적 특징

영화제목
조형적 특징

동시대적 유행성 영화적 표현성

무비카메라를 든

사나이

소련( , 1929)

분 무성 흑백80

년대 무릎길이의 웨딩드레스 스1920⦁
타일

사각형의 짧은 베일 머리에 꽃이 장,⦁
식된 밴드를 두름

네크라인 짦은 소매V , ,⦁
커다란 부케

평범한 여인의 웨딩드레스⦁
서사적인 영화의 주제로 부드러운⦁
느낌의 디테일을 가능한 배제

소련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민속적인 요소가 들어간 듯함.

투박한 느낌 폭 넓게 박은 가장 자,

리 장식의 보석장식

판도라의 상자

독일( , 1929)

분 무성 흑백97

년대 무릎길이의 웨딩드레스 스1920⦁
타일

언밸런스한 햄 라인⦁
롱베일을 들어 숄처럼 팔에 걸치고⦁
있음

네크라인V⦁

선천적인 유혹과 관능으로 주변 을⦁
파멸시키는 여인의 웨딩드레스

관능을 강조하기 위해 상체를 타⦁
이트하게 강조

술장식이 달린 가느다란 벨트로 더⦁
욱 관능적이게 보이게 함

프릭스

미국( , 1932)

분 흑백64

년대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 내1930⦁
는 쉬스라인,

힙라인에 절개선을 넣고 아랫부분,⦁
을 바이어스로 연결 프레어지게 하,

고 힙 뒤쪽에 패널을 연결하여 트레,

인처럼 보이게 함.

재산을⦁ 얻기 위해 난장이와 결혼 후

독살하는 잔인한 여인의 웨딩드레스

광택이 살아있는 값싼 느낌의 실크⦁
소재로 탐욕스런 여인을 연출

몸에 꽉 끼는 상체 깊게 판 레이 스,⦁
네크라인 진주목걸이와 커다란 귀걸,

이는 허영과 욕망에 찬 여인을 잘

표현 해줌.

호적수 세여인

미국( , 1932)

분 흑백63

슈미즈 스타일의 쉬스라인 웨딩드⦁
레스

긴 베일⦁

친구의 전 남편과 결혼하는 여인의⦁
웨딩드레스

슈미즈 스타일의 네크라인으로 유⦁
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긴 베일로 성공한 여인의 도회적이

면서도 트렌디한 분위기의 웨딩드

레스 표현

시민케인

미국( , 1941)

분 흑백119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영< >⦁
향으로 복고 스타일과 디테일이 일

시적으로 유행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야망을 가진 남⦁
자와 결혼하는 여인의 웨딩드레스

하이네크라인 긴 장갑 자 실루엣, , S⦁
등 에드워드 시대의 스타일로 부와

권력을 과시

살인광시대

미국( , 1947)

분 흑백124

평상복에 화관과 장갑을 착용하여⦁
웨딩드레스로 착용

흰색 투피스의 일상복에 부케와 모⦁
자로 표현.

돈 많은 과부의 웨딩드레스⦁
감독 자신이 기득권층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과부의 웨,

딩드레스를 의도적으로 평상복 슈

트로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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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교결과 년대 영화는 년대 실제1920 1920

웨딩드레스의 조형적 특징 중 짧아진 드레스 길이,

네크라인 롱 베일 등의 조형적 특징으로 시대적V ,

배경을 나타냈으며 여기에 영화의 주제에 따라 타,

이트함의 정도 소재 디테일 등으로 주인공의 웨딩, ,

드레스를 연출하였다 년대 영화는 타이트한 쉬. 1930

스라인의 롱 드레스 실루엣으로 동시대의 유행을 나

타내었고 소재 디테일 네크라인의 변화 액세서리, , , ,

등으로 주인공의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년대 영. 1940

화는 년대 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1930 < >

영향으로 나타난 복고현상을 이용하여 에드워드 시,

대의 복고스타일로 대통령 조카와의 결혼을 연출하

였고 동시에 년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실, 40

용적인 일상복에 소품으로 웨딩을 표현하려 했던 상

황을 반영하여 돈 많은 과부의 웨딩드레스임에도,

불구하고 흰색투피스에 부케를 들어 결혼식을 하려

는 신부임을 표현하였다.

결 론.Ⅴ

우리나라의 웨딩산업은 사회 문화 경제 현상으, ,

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

는 산업분야이나 웨딩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기반과,

교육기반의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웨딩산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

로 세기를 전후기로 나누어 웨딩드레스의 유행변, 20

화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중 전기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현대인들에게 영화는 취미나 기호를 넘어.

당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은 물론이고 시대의 정서,

나아가 대중의 집단적 무의식까지 반영하는 영상매

체이기 때문에31) 역사속의 웨딩드레스와 동시대의,

영화 속에 입혀진 영화의상으로서의 웨딩드레스와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년대는 세기의 연장으로 에드워드 시대의1900 19

자 실루엣이 유행하였으며 롱 트레인과 롱 베일은S ,

부와 지위를 표현하였다 년대는 활동성과 실용. 1910

성을 추구하여 가볍게 주름을 잡은 하이 웨이스트의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년대는 플래퍼 스타일을. 1920

반영한 로우 웨이스트의 라인 웨딩드레스와 짧은H

티어드 스커트 형태의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레.

이스는 가장 인기 있는 소재였으며 스캘럽되거나,

행커치프 형태로 된 헴 라인이 일반적이었다.

영화 무비카메라를 든 사나이 에서의 웨딩드레스< >

는 소련의 민속적인 이미지가 이입된 무릎길이의 흰

색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판도라의 상자 에, < >

서 룰루는 상체가 꼭 맞으면서도 짧은 길이의 웨딩

드레스에 관능적인 언밸런스한 헴 라인과 롱베일 등

으로 훨씬 트렌디 한 년대의 웨딩드레스를 보여주20

었다 년대는 신체라인을 강조한 쉬스라인 실. 1930 ,

용적인 원피스 앙상블 복고스타일의 디테일을 반영,

한 웨딩드레스가 유행하였다 영화 프릭스 에서 클. < >

레오파트라는 상체는 타이트하고 스커트부분은 플레

어지게 한 라인의 웨딩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A ,

호적수 세여인 에서 롱베일과 슈미즈스타일의 쉬< >

스 드레스를 착용하였다 년대는 합성섬유로 만. 1940

든 기성 웨딩드레스가 등장하였고 밀리터리풍의 실,

용적인 슈트나 평상복을 웨딩드레스로 착용하였다.

시민케인 에서의 웨딩드레스는 에드워드 시대의< >

스타일의 복고드레스였으며 살인광 시대 에서 돈, < >

많은 과부는 실용적인 흰색 투피스의 일상복에 부케

와 모자로 웨딩드레스를 표현하였다.

연구결과 세기 전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는20

오늘날과 달리 일반복식과 거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영화 속 웨딩드레스는 각 시대마다 변화,

하는 웨딩드레스의 유행 아이콘을 집약적으로 사용

하여 시대적 유행현상을 반영하고 여기에 인물의,

특성에 맞는 디테일을 조정하여 영화의상으로 연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년대 영화는 짧아진. 1920

스커트 길이가 년대 영화에서는 성숙한 여성미, 1930

를 나타내는 쉬스 라인의 롱 스커트가 년대 영, 1940

화에서는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이 영화의상에 반,

영된 시대적 아이콘이었다 따라서 영화 속 웨딩드.

레스도 결국은 실제 웨딩드레스와 그 유행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세기 후기 웨딩드레스의 유행변화에 대20

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가 웨,

딩드레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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