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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복식활동에서 개성이 강하게 표현되기를 원하며 웨딩드레스에서도 차별화된 다 

양한 디자인을 요구한다. 복식의 한 분야인 웨 딩드레스는 복식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디자인 

개발보다는 복식사적 틀 속에서 재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부들의 개성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표면적인 재 

질감의 표현에 있어 예술성 및 가치부여를 비즈장식 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와 웨딩예복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문헌적, 사적 연구방법과 이를 토대로 웨딩드레스 네벌, 웨딩예복 

네벌의 총 여덟 작품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제 I 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제II장에서는 제1절웨딩드레스를 일반적으로 

고찰하여 유래와 시대별 변화를 제시하고 실루엣, 소재, 디테일과 트리밍에 따른 흐름과 특징 

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비즈의 기원과 복식에서 사용된 비즈장식의 시대적인 변천 

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즈의 형태와 종류를 알아보고 비즈장식의 표현기법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레이스 모티브를 고정 후 비즈장식하는 기법, 둘째, 디자인 후 자수를 놓고 자수위에 

부분적으로 비즈장식하는 기법, 셋째, 레이스 원단의 문양에 따라 비즈장식하는 기법, 넷째, 

비즈를 흩뿌리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법, 다섯째, 비즈를 겹쳐 비딩함으로써 입 

체적인 느낌을 주는 비즈장식 기법, 여섯째, 디자인 도안 후 비즈장식하는 기법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과장된 실루엣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의 엠파이어 실루엣과 폭 

이 좁은 A라인 실루엣을 선택하였고 소매모양도 분위기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하여 제 III 장 

에서는 위의 비즈장식 기법을 응용한 웨딩드레스 8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그 중 4작품은 시대 

의 부응에 따라 같은 원리기법으로 웨딩예복 4벌을 시도하여 보았다.

마지막 IV장은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장식을 위한 모티브 선정과 비즈장식 기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 창출을 할 수 

있다.

둘째, 한가지 비즈의 사용기법으로도 디자인에 구애받지 않고 비즈가 가지고 있는 빛깔, 모 

양, 광택을 잘 고려하면 자유로운 분위기 연출의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예복에 있어서 수직실크 원단의 결을 최대한 살려 작은 모티브 선정과 부분적인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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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만으로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돋보임의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다.

웨딩드레스의 장식기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의 개성과 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실루엣 연구 및 개발의 후속연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의 부응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서와 같이 결혼 선서식 때 착용하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결혼예복의 디자인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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