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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my research is to inquiry into the immediate constituent and techniques of underwear after 
looking into basic theory of underwear, techniques by material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tter of elasticity, 
and studying flat pattern and draping which are basis of corset and brassiere structure focusing on corsetry among 
undenvears and production techniques. Various papers are referenced fbr theoretical study and the elements and 
techniques of underwear are analyzed based on photographical material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To 
make the flat pattern of corset and brassiere fit to the body ti응htly, design dart two times without any space and 
draw smaller than the body. To support the breast sufficiently, move the side seam 1%” to the front panel and 
the seam should pass the apex in all occasions. For draping, dart should be added into short of elasticity materials 
in the past but dart is no use these days since the material today is extremely elastic. It is possi비e now to show 
the body line with o끼y the seam or a pattern. In a case of elastic material, set the ela마ic direction to the grain 
line and have a drapin잉 as pullin응 from the center to the out side. As production technic, for an hem, put a 
zigzag stitch in elastic materials with a 10〜20% short elastic band, pulling the band. Then make 3/16”〜l/4" short 
inseam.

Key words: brassiere（브래지어）, corset（코르셋）, draping（입체구성）, flat p겨tem（평면재단, production technic 
（제작기 법）

I.서론

원래 속옷은 겉옷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 

전반을 가리키며, 추위로부터 인체 보호, 의복의 형 

태 지지, 청결 유지, 성적 표현, 계급차별의 방법등 

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완벽한 복식이란 속옷과 겉옷이 조화를 이 

룰 때 나타나기 때문에 복식에 관한 연구는 그 근본 

을 이루는 속옷의 역 할을 이해함이 필수적 이라 하겠 

다. 그러나, 속옷이 복식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역 

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그동안의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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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겉옷에 치중되어 왔으며, 속옷에 대한 연구2)는 

주로 역사적 변천이나 종류의 나열에 그쳐 속옷의 

구성 및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속옷의 범주3)중 코르세트리，)의 구 

성 및 기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더〕, 그 이유는 인 

체를 교정(refbrm)하여 의복의 형태를 지지하는 것은 

속옷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Christian Dior 역시 “파운데이션(foundati
on) 이 없는 패션은 있을 수 없다” *며 코르세트리가 

인체의 형태를 조절하고(control)。받쳐주는(support)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코르세트리의 

구성 및 제작 기법을 제시하여 속옷에 관한 근본적 

인 이론의 초석을 다지고 업계와 학계의 발전을 도 

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오경숙,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 - 여성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이인자, “서양복 내의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여성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이순자,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 -16세기〜20세기(전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0), 양취빈, “여성복식에 나타난 속옷패션에 관한 연구 - 낭만주의 시대에서 현대까지-”,「경북실 

업전문대학 논문집」(1995), pp.155-179, 이순홍, 'Underwear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50권, (2000), pp. 
129-144.

3) 본 연구 p. 564.
4) 코르세트리(corsetry): 코르셋(corsets), 와스피 신쳐(wasp-waisted cinchers), 거들(girdles), 브래지어(brassieres), 

바디 수트(bodysuit), 컨트롤 타이츠(control tights) 등 미적이고 기술적인 효과로 여성 안체를 조절해 주는 의 

복 전반을 의미한다 Farid Chenoune, Beneath It All (New York : Rizzoli, 1999), p. 10.
5) Elizabeth Ewing, Dress & Undress (London : B. T. Bastford, 1978), p. 11.
6) 조절(control) : 인체의 나온 부분을 넣어주고, 쳐진 부분을 올려주며, 원하는 형태로 다듬는 것을 의미한다

7) Catherine Bardey, Lingerie (New York : Black Dog & Leventhal Publishers, Inc., 2001), p. 21.
8)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 : 경춘사, 1995), p. 91.
9) 라사라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 도서출판 라사라, 1991), p. 219.
10) Catherine Bardey, op. cit., pp. 21-23.
11) Koichi Tsukamoto,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 FIT, 1982), p. 6.

따라서, 속옷의 역사를 근거로 코르세트리의 기원 

과 종류를 살펴보고,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소재별 기법과 코르세트리의 구성의 기본이 되는 평 

면 재단, 입체 구성, 제작 기법을 살펴보아 코르세트 

리의 구성 및 제작 기법 등을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 

를 하였고, 그림, 사진 자료 등에 근거하여 코르세트 

리의 구성과 제작 기법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림, 사 

진 자료는 실제 구성하고 제작하였던 경험을 바탕으 

로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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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코르세트리의 구성요소 및 기법

1. 정의 및 기원

1)정의 및 범주

19세기 중반 이전의 여성의 속옷(undeiiinen & un- 

derwear)은 언더클로스(underclothes) 혹은 언더가먼 

트(undergarments)라 불렸다. 후에 이러한 의복은 프 

랑스 단어 linen, linen dr叩er, 혹은 "헐렁 하게 맞는 

옷 의 "lin”으로부터 나와 란제리 (lingerie)로 알려졌 

다." 즉, 이 란제리는 프랑스어로 여성 속옷의 총 

칭을 뜻하지만, 원래는 린넨(linen)제품이라는 의미 

였다.*

언더웨어(underwear)에 대한 정의는 복식 사전에 

서는 속옷의 총칭으로 아우터웨어에 대해 가장 속에 

착용하는 의상 전반을 가리킨다" 그러나, 20세기 후 

반 포스트 모더니즘 영 향하에 디자인과 기능적 인 면 

에서 두 영역이 붕괴되어, 겉옷 안에서 입혀지는 의 

복만이 속옷이 아니라 속옷이면서 겉옷으로 입혀지 

는 의복까지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란제리는 프릴이 달리고 자수가 놓인 레이스 캐미솔 

에서부터 스포츠 브래지어까지 혹은 겉옷으로서 속 

옷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속옷의 범주는 Koichi Tsukamoto에 따르 

면,⑴ 어느 시기든 속옷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 네 가 

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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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practical) 것으로 쉬프 

트(shift;슈미즈), 셔츠(shins), 드로워 즈(drawers), 니 커 

즈(knickers), 블루머즈(bloomers), 팬티즈(panties), 콤 

비네이션(combinations) 등이 이에 속하며, 체온 유지 

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의 형태를 교정(mfbrm)하는 것으로 바 

디 쉐이퍼(lexMy shapers)라 부른다. 바디쉐이퍼는 코 

르세트리와 같은 의미로, 브래지어(brassi&es), 밴도 

우(bandeaus), 코르셋 (corsets), 파운데이션(fbundations) 
등이 이에 속하며, 어떤 효과를 위해 인체를 재조정, 

축소 확대시킨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trans- 

fbrm)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인체와 연관이 없다. 

파딩게 일 (farthingale), 후프(hoop; crinoline), 버슬(bu

stle), 패딩(padcHng) 등이 이에 속하며, 인체의 윤곽을 

왜곡시켜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과시와 지위 같은 상 

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aesthetic) 것으로, 매 

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프릴, 리본으로 장식한 티 

가운(tea gown), 슬립 (slip), 캐미솔(camisole), 페티코 

트(petticoat) 등이 이에 속한다.

복식문화연구

속옷으로서 코르셋은 1300년대의 딱딱한 린넨 

(linen)으로 인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슬림하게 보이 

는 것을 도와주던 "꼬뜨(cotte)"에서 기원하였다. 이 

후, 코르셋은 프랑스 귀족정치의 음탕함과 결부되어 

더 부정적인 흥미로 유인되었고, 18세기 이후는 깊 

게 파인 네크라인, 조인 허리, 패딩으로 아우워 글래 

스 실루엣을 만들어 가슴과 힙으로 성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고안되었다. 이 때, 가슴 부위에 거 

셋(gusset)을 넣음으로써 가슴을 받쳐주고 볼륨을 강 

조한 것은 의도된 것이었으며,顷 19세기 후반에는 타 

이트 레이싱(tight lacing)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처 

럼 코르셋은 분명 성적인 고안물로, 횡격막을 조여 

얕은 숨을 내쉬게 하고 가슴을 부풀리는 것으로 주 

의와 관심을 끌며 낭만적인 패션에서는 대인기였 

다.M)

브래지어의 기원은 그리스 문화의 알카익 시대인 

B.C.1000년 경으로 여성들은 클로스(cloth)로 된 천 

조각인 아포데스메(apodesme)를 입었다. 그것은 밴드 

를 의미하는 가슴밴드(breast-band), 조나(zon6) 혹은 

거들(girdle)로 불렸으며, 가슴을 두드러지게 한다기 

보다는 가슴을 받치고 유방을 지지하여, 걸을 때 흔

2) 기 원

최초의 속옷의 기원은 B.C. 3000년 경, 브리프 

(brief)를 입고 있는 바빌로니안 소녀를 볼 수 있다") 

브리프는 요의(loin cloth)에서 유래했으며, 원시 시대 

로부터 전세계에 걸쳐 흩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옷이다.

코르셋에 관한 기원으로는 B.C. 2000년 경, 코르 

셋과 크리놀린을 입고 있는 크레타(Crete)의 여성들 

로, 그 시대에는 겉옷이었다. 그들은 가죽으로 만들 

어진 코르셋으로 가슴을 지지하고 맨가슴을 밖으로 

내밀었다. 코르셋은 허리를 강하게 조였는데 넓은 

스커트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허리는 더 가늘게 보 

였다(그림 KD). 이러한 의복은 20세기 패션의 직접 

적인 선구자가 되고 있으며, 가슴, 허리, 힙을 강조하 

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①최초 코르셋, 크리놀린(lingerie, p.32)
②모던 브라,팬티(/WODessous, p.28) 

—564 —

12) Elizabeth Ewing, Dress & Undress, (London : B. T. Bastfbrd, 1978), p. 13.
13) Harold Koda, Extreme Beauty :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1), 

p. 55.
14) Caroline Cox, Lingerie ; A Lexicon of Style, (Boston : Periplus, 200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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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거리는 것을 고정하였다. 이러한 그리스 여성의 

정숙성은 미(美)와 조화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의 ②유사). Roman Empire 초기 시대의 여성 

들도 파시아(/ia)라 불리는 붕대를 감아 유방을 조 

였는데 그것은 유방의 성장을 천천히 하려는 것이었 

다.") 현재의 브래지어와 브리프와 비슷한 의복을 

B.C.300~40()년 경 시칠리섬의 노예로 보이는 여성운 

동선수에서 볼 수 있으며”) 당시엔 운동복이었다(그 

림 1의 ②). 그러나 브래지어는 그 이후로 계속 발전 

되지 못하고 가슴을 덮거나 받쳐주는 코르셋으로 대 

체되었다. 20세기 초반 Caresse Crosby가 분리된 가 

슴 형태의 브래지어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가슴(mono bosom) 형태였으며, 브래지 

어로 인한 가슴의 극단적인 강조 형태는 1950년대의 

원추형 브래지어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래지어 

는 밴도우, 바스트 익스텐더 (bust extender), 바스트 

쉐이퍼, 바스트 바디스 등 다양하게 알려져 왔으 

며,卩) 20세기 동안 여성들은 가슴을 받쳐주거나 매력 

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여 왔다.

이렇게 인체를 확대하고 밀착해서 가슴, 허리, 힙 

을 강조하는 속옷의 형태는 16세기 이후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세기에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현재에도 지 

속되고 있다.

2. 코르세트리의 구성 기법

1) 소재별 기법

코르세트리에 많이 쓰이는 소재들을 신축성 정도 

에 따라 구분하여 소재의 특성, 배치, 재단, 봉제기법 

(바늘홋수, 실, 솔기, 밑단 처리, 심지, 여밈) 등을 살 

펴보겠다.

(1) 스트레치 직물(Stretch Wovens严
신축성 있는 직물의 특성은 늘어나고 회복되는 

성질이 있으며, 한 방향 혹은 양 방향으로 신축성을 

갖는다. 비신축성 직물과 비교하면, 25~40%의 신축 

성을 가지고 형태를 유지하며 구김이 덜 가고 잘 맞 

으며 움직이기 편하다. 니트와 비교하면, 형태 유지 

가 뛰어나고 적은 부피감과 가벼운 무게를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바느질하기 쉬우나 가위나 핀, 바늘 

에 흠집이 나기 쉽고 바늘땀이 건너뛰기 쉽다.

패턴을 배치할 때, 소재는 한겹으로 하여 패턴 가 

장자리에 간단한 테이프를 붙여 소재 겉면에 표시 

(marking)한다. 흠집이 나기 쉬우므로 시접에 볼 포 

인트 핀을 꽂거나 추로 고정시킨다. 표시는 클립, 쵸 

크, 임시적인 마킹펜, 실 등을 이용한다.

봉제기법은 다음과 같다.

재봉틀을 바늘땀 길이 1.5~2mm/inch로 조절하고, 

장력이 가볍게 균형 잡히도록 맞춰 놓는다. 재봉틀 

의 바늘은 일반적인H-point, Yellow Band, 이중 바늘 

(twin needles)로 사이즈 8호(60mnm)에서 14(90mm)X 

를 사용하며, 손바늘은 5호에서 9호를 사용한다. 실 

은 폴리에스테르사, 면/폴리에스테르사, 양모질의 나 

일론사 등을 사용한다.

솔기는 스트레치, 쌈솔, 턱, 슬롯, 파이프, 랩, 테이 

프 솔기 등으로 신축성 직물과 비신축성 직물에 쓰 

이는 봉제기법이 모두 사용된다.

스트레치 솔기는 이중 스티치 솔기, 지그재그 솔 

기, 이중바늘 솔기, 서저(serger) 처리가 있다. 먼저, 이 

중 스티치 솔기는 직선으로 두줄 스티치하는 것으로 

수영복처럼 높은 신축성을 요구하는 소재에서는 적 

당하지 않다. 방법은 겉면을 맞대고 시접을 该'로 한 

후, 약간 당기면서 스티치한다. 두 번째 줄을 스티치 

할 때는 첫 번째 스티치한 줄로부터 %" 간격을 두고 

스티치한 후, 시접은 %" 남기고 자른다(그림 2 ①).
이중바늘 솔기는 왼쪽 바늘이 솔기선에 오게 하 

여 스티치한 후, 스티치 선에 가까이 자른다. 겉면에 

는 장식 상침같이 두 줄의 평행선이 나타나고 안쪽 

에는 지그재그 스티치가 만들어진다户 이 때 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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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eatrice Fontanel, Support & Seduction: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New York : Harry N. Abrams, 1997), 
p. 11.

16) Catherine Bardey, op. cit., p. 31.
17) K. Bressler, K. Newman & G. Proctor, Lingerie; A Century of Style (New Jersey : Quarto Inc., 1997), p. 42.
18) Claire Shaeffer, Fabric Sewing Guide (Pennsylvania : Chilton Book Company, 1994), pp. 191-193.
19) Sewing Specialty Fabrics (Minnesota : Cy DeCosse Incorporated, 1986),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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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① 이중 스티礼 ② 이중바늘솔기, ③ 

서지솔기, ④ 블라인드스티치, ⑤ 바운 

드 솔기, ⑥ 지그재그 솔기 ⑦ 천 덧댄 

솔기, ⑧새틴스티치,⑨엘라스틱대기.

（Fabric Sewing Guide, p.386, 405, 413, 422, 383,
404, 188, 428, 189）

실을 양모질의 나일론사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더 크 

게 할 수 있다（그림 2 ②）.
서지（serge）는 서저로 하거나 오버록 기계로 하 

며, 두겹을 처리할 때 적당하다 서지 솔기 혹은 서지 

가장자리 는 강하고 신축성 있고 부드러 운 표면을 만 

들어내며 장식용 솔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그림 2 
®）.2，）

솔기와 밑단 처리는 블라인드 스티치, 캣치 스티 

礼 이중 바늘, 탑 스티치, 이중 스티치, 바운드 솔기 

등을 사용한다.

〈그림 2 ④〉는 지그재그 블라인드 스티치로 신 

축성있는 소재에 사용된다. 시접을 T'~3"로 하여 가 

장자리 처리를 한 후, %"시접이 남도록 겉면끼리 맞 

대고 접는다. 재봉틀의 땀수를（우,2; 좌,2）로 맞추고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바운드 솔기는 시점을 翳”로 자르고, 바인딩을 위 

한 천은 바이어스로 1%"로 자른다. 겉면을 맞대고 

스티치한 후, 바이어스천으로 싸서 스티치한다. 이 

복식문화연구

때 바이어스 천은 테이프, 레이스, 나일론 트리코트 

등이 쓰인다（그림 2 ⑤）.
가장자리 처리는 자체의 천으로 안단을 대거나 

안감으로 안단을 대거나 바이어스로 싼다.

심지는 위치에 따라 신축성 혹은 비신축성을 사 

용한다. 안감은 선택적이며 여밈은 모든 종류의 여 

밈이 가능하다.

（2） 파워 네트（Power Net产

엘라스토메릭 섬유인 스판덱스로 만들어진 소재 

로 라이크라가 대표적이며, 단순한 네팅（nett血g）, 자 

카드 니트, 전면 레이스 등일 수 있다. 가벼운 무게로 

인체를 조절하며 마모에 강하고 항염소성을 지녔으 

며 브라와 거들같은 파운데이션이나 복부를 편평하 

게 하는 안감으로 사용된다. 34200%로 신축성이 매 

우 크기 때문에 바느질할 때 바늘땀이 건너 뛰며 직 

선으로 박기 힘들다. 패턴 배치는 겉면끼리 맞대며 

더 부드러운 쪽이 겉면이다. 식서는 신축성이 가장 

큰 방향으로 한다.

봉제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봉틀을 지그재 

그나 스트레치 스티치로 맞춰 놓는다. 왜냐하면, 직 

선으로 스티치할 경우, 천이 늘어날 때 스티치한 부 

분이 뜯어질 수 있지만, 지그재그 스티치는 지그재 

그로 인한 여유 때문에 신축성이 큰 소재라도 가능 

하다. 이 지그재그는 신축성 정도에 따라 가로 • 세 

로로 스티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재봉틀의 

바늘은 볼 포인트（ball point）, 소재를 잘 관통하는 스 

트레치 바늘,지 또는 이중 바늘을 사용하고, 바늘 사 

이즈는 11호（75mm）에서 14호（90mm）가 적당하며, 손 

바늘은 7호에서 9호가 적당하다. 실은 폴리에스테르 

사, 양모질의 나일론사 등을 사용한다.

솔기 처리는 스트레치 솔기, 탑 스티치, 천을 덧대 

는 방법이 있다.

스트레치 솔기 중 신축성 있는 소재에 주로 사용 

되는 것이 지그재그 솔기이다• 방법은 겉면을 맞대 

고 좁은 지그재그 스티치로 솔기선을 약간 당기면서 

스티치한 후（우,1； 좌,L5）, 천이 당겨긴 상태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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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저(serger): 천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감칠질하는 기계, 오버록과 유사.

21) Jan Bones, Lingerie Secrets, (Iola : Krause Publications, 2000), pp. 28-29.
22) Clare Shaeffer, op. cit., pp. 188-189.
23) Jan Bones, op. cit.,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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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치 땀수를 약간 크게 하여（우,2; 좌,2） 다시 한줄 스 

티치한다（그림 2 ⑥）.

탑 스티치는 양 방향으로 신축성 있는 솔기와 달 

리 편평하게 놓일 것이며 피부에 자극을 덜 준다. 탑 

스티치는 겉면으로 스티치가 보이기 때문에 스티치 

의 간격에 따라 매우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천을 덧대어 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자체의 천 

을 5/8”넓이로 덧대는 것으로, 가름솔 후 지그재그 

스티치（우,3； 좌,1.25）로 천조각의 양쪽을 스티치하면 

훨씬 튼튼하다（그림 2 ⑦）.

밑단 처리는 새틴 스티치（satin stitch）를 주로 사용 

한다. 이것은 지그재그로 인한 신축성과 부드러운 

끝마무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워네트 소재 봉제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시접을 원하는 양보다 1/4" 

더하여 자르고 안이 밖으로 나오도록 접는다. 끝에 

서 1/4" 들어가 직선으로 스티치（좌,1.5） 한 후, 그 위 

에 지그재그 스티치（우,2; 좌,.25）하고 시접을 바짝 자 

른다（그림 2 ⑧）.

가장자리 처리는 엘라스틱（elastic: 고무줄이 든 

천）을 덧대거나 이중바늘로 스티치하는 방법이 있다. 

엘라스틱을 덧대는 것은 파워 네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그림 2 ⑨〉와 같이 천의 겉면 끝 

에 1/4"정도 엘라스틱을 겹치게 대어 지그재그 스티 

치 한 후, 솔기선을 안쪽으로 접 어 엘라스틱 다른 쪽 

끝을 한번 더 지그재그 스티치 한다. 이 엘라스틱 밴 

드는 1/4"~1"로 다양하며 부위에 따라 다른 두께가 

적용된다.

이상과 같은 신축성의 정도에 따른 소재별 기법 

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신축성이 적은 소재를 이 

용한 경우는 일반 소재에 쓰이는 기법과 스트레치 

소재에 쓰이는 기법이 모두 쓰였으며, 신축성이 커 

짐에 따라 지그재그 스티치와 엘라스틱을 덧대어 처 

리하는 기법이 사용되어, 소재가 늘어날 때 스티치 

한 부분이 같이 늘어나도록 하였고, 타이트한 의복 

아래서도 겉으로 솔기나 부피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2） 품목별 기법

（1） 코르셋

코르셋은 가슴부분을 포함하는 형, 허리 부분만 

있는 형（와스피）, 하체만 포함하는 거들 등 여러 형 

태가 있다. 또한, 코슬릿（corslet）은 브래지어와 거들 

이 합쳐진 것이지만, 코르셋이 연장된 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평면재단纳

첫 번째 스타일은 가슴 부분을 포함하는 형이다 

（그림 3~5）.

먼저,〈그림 3〉에서 처럼 기본선과 다트를 그린 

다. 허리선으로부터 4" 내려온 지점이 윗 힙선（top 

hip line）이며, 8" 내려온 지점이 힙선（hip line）이다. 

또한, 가슴선（bust line）과 흉곽선（chest line）의 2/3지점 

이 흉곽둘레 （chest circumstance） 이다.

타이트한 맞음새를 위해 가슴 다트를 두 배로 한다. 

코르셋의 윗단을 제도하기 위해, 앞중심에서 가슴

<3 1> 소재별 기법

— 스트레치 직물 파워 네트

특 성

（신축성 정도）
한 방향 혹은 양 방향 스트레치 양 방향 스트레치

패턴 배치 겉면 한 겹에 배치 겉면끼리 맞대어 두 겹에 배치

재봉틀 조절/ 

바늘홋수

1.5〜2mm/inch의 직선 스티치, 

8 호 (60mm)~14(90mm) 호
지그재그 , 스트레치 스티치, 

11 호（75mm）~14（90mm） 호

실 면/폴리에스테르사 폴리에스테르사

솔 기 일반 솔기, 스트레치 솔기 스트레치 솔기, 엘라스틱 덧대기

밑 단 블라인드, 서지, 바인딩 새틴 스티치, 엘라스틱 덧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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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nn Hagger, Pattern Cutting for Lingerie, Beachwear and Leisurewear, (London : Blackwell Science, 2001), 
pp. 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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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까지 평행하게 선을 그리고, 뒷중심의 가슴선까 

지 선이 경사지도록 그린다. 점선으로 된 늑골(rib

cage) 은 가슴선과 평행하며, 이 간격은 치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size 8 = 3", size 10&12 = 3%”, size 14& 

16 = 3%”).
〈그림 3〉에서 처럼 앞중심, 다트선, 옆선 등을 인 

체 치수보다 작게 제도한다. 즉, 가슴은 4", 늑골부위 

는 4%", 허리는 2%", 힙윗선은 1%"를 인체보다 작 

게 제도하여 코르셋이 인체에 타이트하게 맞게 한다. 

코르셋 밑단을 제도하기 위해 전각기호 원안의 치수 

대로 밑단을 그린다.

옆판은 가슴 다트 시작점에서 %" 나가서 선을 긋 

기 시작하여 유두점에서 %”, 늑골선에서 5/i6" 들어간 

지점을 잇는다(그림 3). 컵을 제도하기 위해 옆선에서 

1%” 앞으로 나오고, 그 선에서 %" 더 앞으로 나와 

선을 긋는다. 컵의 윗부분을 그리기 위해 앞중심선에 

서 1" 위로 올라간 지점에서 가슴 다트 시작점까지 

둥글게 선을 그린다. 윗컵과 아래컵의 가슴솔기는 가 

슴선에서 %" 내려간 점에서 선을 긋기 시작하여 유 

두점을 지나 다시 가슴선에서 %" 내려간 지점까지 

그린다. 컵의 아래 부분을 그리기 위해 앞중심쪽은 

45° 각도로 1%" 올라간 점을 지나고 옆중심쪽은 45° 

25) Dawn Cloake, Fashion Design on the Stand, (London : B. T. Batsfbrd Ltd, 2001), pp, 66-67.

각도로 1%" 올라간 점이 지나도록 한다(그림 4 (a)).

윗컵의 패턴들을 그림처럼 합쳐서 솔기를 없애고, 

식서방향(SG)은 소재의 신축성의 방향에 따라 결정 

한다(그림 4 (b)).
코르셋 뒷판의 윗부분은 그림의 진한 점선처럼 

가슴선까지 낮춘다. 만약의 경우, 뒷판이 만나는 지 

점이 뾰족하면 부드럽게 선을 다시 그린다(그림 5 

(c)). 서스펜더가 달릴 경우, 그림의 점선처럼 옆선 방 

향으로 %" 나가서 선을 다시 그린다(그림 5 (d)).

두 번째 스타일은 허리부분 코르셋인 와스피이다 

(그림 6). 이것은 브래지어 컵이 없으며 길이가 늑골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그림 3〉에서 처럼 기본 드 

레프트의 늑골에서 힙선까지, 허리선, 윗 힙선을 긋 

는다. 앞 • 옆 • 뒤에서 졸라맬 수 있으며 서스펜더가 

달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선 방향으로 %" 

나가서 선을 다시 그린다(그림 5 (d)). 뒷중심의 늑골 

선에서 %" 내려와 와스피 윗단을 그리기 시작한다. 

아랫단은 뒷 • 옆중심에서 2%”, 앞중심에서 2" 올라 

간 지점과 만나도록 선을 그린다.

② 입체구성

첫 번째 스타일은 뼈대를 댄 코르셋이다(그림 7)251.

〈그림 3> 코르셋 기본 드레프트①.

(Pattern Cutting, p.74) 25

〈그림 4> 코르셋 기본 드레프트②.

(Pattern Cutting,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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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르셋 기본 드레프트③.

(Pattern Cutting, p.77)

(§)에서 처럼 뼈대26)를 패널의 중간이나 솔기선에 

댈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뼈대는 끝이 날카로 

운 경우는 덮개로 싸며, 겉판과 속판 사이에 넣는다.

◎와 같이 신축성이 큰 방향을 식서로 하여 당기 

듯이 각 패널을 드레 이핑한다.

©의 점선 같이 가슴선 윗부분을 줄이면 코르셋 

이 인체에 타이트하게 맞을 것이다. 새로운 솔기선 

을 표시하고(©), 속판에 뼈대를 댄 후 뼈대가 겉판 

안에 닿도록 뼈대를 안으로 넣는다.

두 번째 스타일은 밑위가 있는 길이가 짧은 거들 

의 드레이핑이다(그림 8).26 27) 앞중심을 기본으로 밑위 

에서 허리선까지 소재를 당기듯이 하여 핀을 꽂는다. 

시접은 %" 남기고 자른다(匝)). ⑰는 앞 밑위 선이 없 

는 경우로 천이 뒤 밑위 선까지 연장되는 경우이며, 

©는 앞 밑위 선이 있는 경우이다. 뒷판 드레이핑은 

앞판과 같이 뒷중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드레이핑 

하고佃), 천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힙중간에서 한번 더 

드레이핑한다(그림 9 (e, f)). 〈그림 8〉의 ⑥와 ①는 

26) - 나선형의 뼈대(spiral boning): 앞 • 옆 • 뒤로 굽을 수 있으며 내구성이 있고 세탁 가능하다. 인체가 구부려지 

는 곳에 사용한다.

・ 뻣뻣한 플라스틱 뼈대(stiff plastic): 떳떳한 고래 뼈대를 대체한 것으로, 뒷판이나 옆선에 사용하며, 반드시 

케이스 안에 넣는다

- 나일론 뼈대(regilence): 8개의 나일론 필라멘트로 직조된 조각으로, 고래 뼈대를 대체하지만 강하지는 않다. 

가장자리를 따라 기계로 스티치할 수 있다.

27) Down Cloake, op. cit., p. 47.

〈그림 6> 와스피 기본 드레프트.

(Pattern Cutting, p.79)

〈그림 7> 코르셋 드레이핑.

(Fashion Design on the Stand, p.67)

밑위의 유 • 무를 보여주는데 주로 ⑥의 스타일을 많

이 사용한다. 밑위 길이는 4”〜5”정도이며 뒤 밑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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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짧은 거들 드레이핑.

(Lingerie Design on the Stand, p.47)

앞 밑위보다 넓다.

세 번째 스타일은 두 번째 스타일보다 길이가 긴 

숏츠(shorts)와 타이츠(tights)의 드레이핑이다(그림 

9). 밑위길이는 뒤허리선에서 시작하여 밑위를 지나 

앞허리선까지의 길이이다. 허리선, 밑위선, 밑단, 

앞 • 뒷다리의 중심선에 테잎을 두른다(a). 앞다리 중 

심선에 핀을 꽂고(b), 양쪽으로 당겨 핀을 꽂는다(c). 

뒷판도 같은 방법으로 드레이핑하는데 특히 힙부분 

을 잘 당겨 핀을 꽂고⑴, 패턴을 완성한다.

네 번째 스타일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이 착용 

된 유니타드(unitards)이다(그림 10). 앞중심은 없으나 

뒷중심은 있으므로 2겹으로 한다. 먼저, 앞중심에 핀 

을 꽂고 상체에서 힙선까지 당기듯이 핀을 꽂는다 

(a). 밑위 부분을 위한 시접은 2cm정도 남기고 자른 

다. 하체는 세 번째 스타일과 같은 방법으로 드레이 

핑하며(b), 전체 밑위 길이를 확인한다.

③ 제작 기법

가슴부분을 포함하는 코르셋은 브래지어 만드는 

기법과 유사하므로, 팬티 거들의 종류로서 브리츠 

(brie®보다는 길며 일반 거들보다는 짧은 팬티 

(panties)를 살펴볼 것이다. 완성 패턴에서 시접은 겉 

옷보다 적게 직선은 %"를, 곡선은 를 준다.

만약, 복부를 편평하게 하기 위한 안감을 댈 경우 

완성선에서 시접쪽으로 '/t6" 나가 앞판과 안감을 함 

께 스티치하여 한 장처럼 만든다.

밑위(crotch)를 만드는 방법끼은 긴 거들이나 짧은 

거들이나 같다. 팬티 앞판의 겉과 밑위 겉감의 겉이 

만나도록 놓고, 밑위 안감의 겉이 팬티 앞판의 안과 

닿도록 핀을 꽂는다(그림 11 ①). 밑위 안감은 면직물

〈그림 9> 숏과 타이츠 드레이핑.

(Fashion Design on the Stand, p.81)

〈그림 10> 유니타드 드레이핑.

(Fashion Design on the Stand,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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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밑위와 같은 소재로 한다. 시접을 %”로 하여 

완성선을 스티치한 후, 시접을 %" 남기고 자른 후 

오버록한다(그림 11 ②). 밑위를 스티치하기 위해 팬 

티 뒷판의 겉과 밑위 겉감의 겉이 만나도록 하고 팬 

티 뒷판의 안과 밑위안감의 겉이 만나도록 하여 핀 

을 꽂고 스티치한 후 오버록한다(그림 11 ③). 밑위 

가 완성된 모습이다(그림 11 ④). 앞판과 뒷판의 겉 

면을 맞대고 옆선을 작은 땀의 지그재그 스티치한 

후, 오버록한다(그림 12 ①).
허리 둘레에 대는 엘라스틱 밴드를 신축성에 따 

라 허리 둘레의 10%~20%정도 짧게 하여 밴드 양끝 

이 1/2" 겹치게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재봉틀에 밴드 

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림처럼 실끝을 잡고 스티 

치한다(그림 12 ②).坳 앞 • 뒷판 허리둘레를 4등분하 

여 핀을 꽂고, 허리 밴드도 4등분하여 핀을 꽂은 후, 

몸판 겉면과 밴드의 4등분 지점이 만나도록 하여(그 

림 12 ③), 밴드를 당기면서 밴드 아래쪽을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12 ④). 엘라스틱 밴드를 몸판 안쪽 

으로 접어 다른 한쪽을 지그재그 스티치한다(그림 

12 ⑤). 다리 둘레에 대는 엘라스틱 밴드도 같은 방 

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제작 기법이 일반적이며, 1970년대 

전후,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 소재의 열가소성 소 

재의 발달로 인해 솔기, 여밈, 시접이 없이 인체에 몰 

딩되는 기법이 개발되어 한 장의 패턴만으로 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봉제선이 

없는 심리스(seamless) 속옷은 특수 기계로 통으로 편 

직되어 밑위나 다리선 등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에 

서 한부분만 연결되어 편안함을 제공하며, 2000년도 

전후하여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에서도 컴포트 존 

(comfort zone)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 브래지어

브래지어는 기본적으로 컵(cup), 앞중심(center 

front), 밴드(bra band), 여 밈 (closure), 어깨끈(strap), 링 

(ring), 슬라이드(slide)3*0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7).

29) Sewing Active-wear, op. cit., p. 32.
30) Karen Morris, Sewing Lingerie that Fits, (Newtown: Tounton Press, 2001) p. 87.
31) Ann Bagger, op. cit., pp. 60-68.

① 평면 재단m

가슴을 충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브래지어는 인 

체에 타이트하게 맞아야 하며 가슴선의 여유분을 없

〈그림 11> 밑위 만들기.

(Sewing Lingerie, p.78)
〈그림 12> ① 옆선박기 ② 엘라스틱 잇기허 

리에 밴드달기(赫?备他 Secrets,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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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브래지어 기본 드레프트① 

(Pattern Cutting, p.63)

애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슴을 잘 받쳐 위로 올려 

주기 위한 브래지어 컵의 솔기는 수평선이나 사선이 

좋으며, 수직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수직 

선을 사용할 경우, 개더같은 디자인을 넣어 시각적 

으로 다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컵 

솔기는 다트 위치의 변화와 같으며 어떤 경우라도 

유두점을 지나야 한다.

또한, 늑골 둘레와 가슴 둘레 사이의 차이는 브래 

〈그림 15> 언더와이어 댄 반컵 브래지어 

(Pattern Cutting, p.67)

지어 컵 차이를 결정한다. 두 둘레의 차이가 A컵은 

4%~5%", B컵은 5^"~6%", C컵은 D컵은

7%"〜7%"이다.

브래지어의 평면 재단은 기본 드레프트(그림 13, 

14), 와이어를 삽입한 경우(그림 15), 와이어를 삽입 

하지 않은 경우(그림 16)를 살펴 보겠다.

가로 길이는 가슴 둘레의 杨길이로 하면, 〈그림 

13〉에서 처럼 앞판과 뒷판의 옆선이 겹친다. 인체

〈그림 14〉브래지어 기본 드레프트② 

(Pattern Cutting, p.64)

〈그림 16〉와이어없는 풀컵(何1 cup)브래지어 

(Pattern Cutting,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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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해 가슴 다트, 앞 • 뒷판의 

허리 다트를 2배로 해주고 뒷판의 허리 다트는 가슴 

선 위로 1" 연장한 지점까지 높여준다. Size 10&12일 

경우, 브래지어 블록(block)의 윗선은 뒷중심에서 % 

", 옆선에서 1%", 유두점에서 3%", 앞중심에 1" 올려 

그린다(각 치수에서 size 8은 - %", size 14&16은 + 

%"한다). 브래지어 블록의 아랫선은 뒷중심에서 % 

", 옆선에서 1%", 유두점에서 3", 앞중심에서 1" 내려 

그린다(상동).

브래지어 컵을 더 잘 조절하기 위해 앞판과 뒷판 

이 겹쳐진 중간선(옆선, 그림 13 (a))으로부터 1%"정 

도 앞판으로 옮겨진 옆선(그림 13 (b))을 사용하며, 

이 옮겨진 선 b의 아래쪽을 %"더 앞으로 기울인다. 

그림처럼 다트선에 어깨끈을 그린다(그림 13).
브래지어 밴드의 다트를 닫고 점선처럼 선을 부 

드럽게 그린다. 브래지어 윗컵과 밴드 만나는 부분 

도 그림의 점선처럼 그린다(그림 14 (a)). 브래지어 

윗컵과 아래컵의 다트를 닫고 점선처럼 컵의 수평솔 

기를 부드럽게 그려준다(그림 14 (b)).

다음은 언더와이어를 삽입 한 하프 컵(half cup) 브 

래지어이다.

브래지어 컵의 둥근 형태를 그리기 위해 앞판으 

로 옯겨진 옆선에서 1cm 더 앞으로 옯겨 점선을 그리 

고, 그 선 아래에서 45° 각도로 2cm 올라간다. 앞중 

심에서 lan안으로 들어가 점선을 그리고 그 선에서 

45° 각도로 1cm 올라간다. 그 점들이 지나도록 컵의 

둥근 형태를 그린다. 다트가 만나는 곳 a와 컵 가장 

자리와 브래지어 블록 아래선이 만나는 곳 b를 표시 

한다(그림 15 (a)). 브래지어 컵의 다트를 닫고 윗컵 

과 아래컵의 각진 솔기를 점선처럼 부드럽게 그린다. 

앞중심에서 접힌 부분을 펴 앞조각을 만든다(그림 

15 (b)). 윗 컵의 솔기를 낮출 경우는 점선처럼 브래 

지어 밴드와 거의 같은 높이로 그려준다(그림 15 

(c)). 이렇게 언더 와이어를 대고 아래컵에 패드를 넣 

는 경우는 1990년대 유행한 큰 가슴과 가슴골을 형 

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와이어가 없는 풀 컵(何1 cup) 브래지어의 경우, 

가슴을 잘 받쳐주기 위해 어깨끈이 필요하며 위치는 

다트 부분이 좋다. 앞조각 밑단에서 1cm 아래로 내린 

후 옆선(SS)까지 이어 컵 아랫 부분을 만든다• 윗컵 

선을 점선처럼 다시 그린다(그림 16 (a)). 앞중심에서 

옆선까지 한 패널일 수 있고, 앞조각을 만들 경우 길 

이는 a까지로 옆선이 없어지게 된다(그림 16 (b)).
이러한 패턴은 과거 신축성이 적은 소재일 때는 

인체에 맞추기 위해 패턴 조각이 많았으나 신축성이 

커짐에 따라 패턴 수가 감소되었다. 즉, 거들과 마찬 

가지로 열가소성 소재의 개발 이후 한 장의 패턴만 

으로도 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컵의 밑부분에 이음선이 없어 니트와 같이 붙는 옷 

을 입을 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살려주며 

가슴 볼륨를 나타내주는 심리스 브래지어는 2000년 

전후하여 속옷 마켓에 매출을 가속시키고 있다.

② 입체구성岡

먼저 원하는 디자인을 바디에 테이프를 둘러 표 

시한다. 겉옷 드레이핑과의 차이점은 옆선이 앞판쪽 

으로 1%” 나오게 한다(그림 18 ©)•
첫째, 다트가 있는 브래지어로 주로 비신축성 소 

재에 많이 쓰이며, 속옷뿐만 아니라 매우 타이트한 

바디스나 이브닝 웨어에서도 많이 쓰인다.(그림 18)

@ 가로X세로 길이를 9痔로 자른다.

0 천을 가슴 위에 바이어스 방향으로 올려놓고 

앞중심(CF)으로부터 어깨끈 시작점까지 핀을 꽂는 

다.

© 어깨끈 시작점에서 암홀까지, 앞중심에서 아래 

컵까지 천이 부드럽게 놓이도록 핀을 꽂는다.

@ 암홀쪽 아래컵도 핀을 꽂은 후 시접을 %" 남 

기고 여분의 천을 자른다.

© 컵 외곽선에서 유두점 쪽으로 다트를 만들면 

서 핀을 꽂는다. 외곽선, 다트, 너츠(notches)를 표시 

하고 천을 떼어낸다.

® 브래지어컵 아래 미드리프(midriff) 부분을 드 

레이핑하기 위해 천의 식서를 그림과 같이 한다. 앞 

중심에서 옆선까지 핀을 꽂는다. 시접을 %” 남기고 

여분의 천을 자른 후, 외곽선과 너츠를 표시하고 천 

을 떼어낸다.

® 브래지어 뒷판은 그림과 같이 천을 올려 놓고 

옆선으로부터 뒷여밈까지 핀을 꽂는다. 시접을 %"

32) Down Cloake, op. c社.,pp.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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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브래지어 각 부분 명칭.

(Sewing Lingerie that Fits, p.87)

남기고 여분의 천을 자른 후, 외곽선과 너츠를 표시 

하고 천을 떼어낸다.

® 완성된 패턴이다.

둘째,〈그림 19, 20〉은 컵에 다트 대신 솔기선이 

있는 브래지어로 신축성 있는 소재에는 주로 사용된다.

〈그림 19〉신축성 소재, 솔기브래지어①.

(Lingerie Design, p.34)

컵의 솔기가 수평선応)), 수직선(⑥), 혹은 사선 

(©)으로 들어간 경우이며, 어떠한 디자인이든 유두 

점을 지나게 해야 한다. 드레이핑 방법은 위와 같 

으며, 차이점은 신축성 있는 소재이므로 천을 당기 

듯이 드레 이핑 해야 하고 식서 방향은 그림과 같이 

한다.

(§) final pattern

八 酒 final pattern
으 

第 M二? ◎

■a © final pattern

關史二八早

〈그림 18〉비신축성 소재, 다트있는 브래 

지어*  (Lingerie Design, p33)

〈그림 20〉신축성 소재, 컵솔기브래지어

②.(Lingerie Design,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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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작 기법33>

@ 브래지어 윗컵과 아래컵의 겉면끼리 맞대고 

완성선을 스티치한다. 컵의 시접은 한쪽으로 하거나 

가름솔로 한 후, 솔기 안쪽에 트리코트를 덧대고 컵 

밖에서 가장자리 스티치 한다（그림 21, step 1）.

® 브래지어 윗컵 솔기 마무리는 엘라스틱을 접 

어 솔기를 감싼 후, 당기면서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그림 21, step 2）.

© 앞중심 조각과 브래지어컵의 겉과 겉을 맞대 

고 완성선을 스티치한다（그림 21 step 3）.

@ 〈그림 22〉의 중간에 있는 플러쉬 엘라스틱 

（plush elastic）의 안쪽에 플러쉬는 견면벨벳（깊은 보 

풀이 있는 벨벳 종류）으로 피부와 맞닿는 면 사이에 

서 완충역할을 한다. 이 플러쉬 엘라스틱은 신축성 

이 크기 때문에 밴드 길이의 80% 정도 되도록 짧게 

한다. 밴드 밑단과 플러쉬 엘라스틱의 길이를 각각 4 
등분한다. 밴드의 겉과 플러쉬 엘라스틱 겉을 맞댈 

때, %” 겹치고 4등분 지점이 만나도록 하며 엘라스 

틱의 작은 고리모양 레이스가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지그재그 스티치로 한 후, 엘라스틱을 안쪽으로 넘 

기면 엘라스틱의 고리모양 레이스가 위로 보일 것이 

다（그림 22 하단, step 4）. 엘라스틱의 밑단이 박히도 

록 다시 한번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 밴드 겉면과 컵 겉면을 맞대고 스티치한다（그 

림 21, step 5）.

（£） 밴드와 컵 사이 솔기선에 케이스를 대고 플라 

스틱 뼈대를 넣는다. 이 때, 뼈대는 움직임을 위해 솔 

기선보다 1/4"시/2"정도 짧아야 한다（step 6）.
® 와이어를 넣을 덮개를 컵 안쪽에 대고 박은 후 

컵 겉에서 탑스티치한다（그림 21, step 7）. 덮개는 앞 

중심 조각과 컵, 밴드와 컵의 시접을 커버해줄 것이 

며, 앞중심쪽의 덮개 끝은 1/2"정도 남겨 놓는다（그 

림 22, step 11）.
® 밴드 윗단도 ©와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한다

〈그림 21 > Step 1:컵솔기탑스티치, Step 2:윗컵솔기 마무리, Step 3:앞조각과 컵잇기, Step 5: 밴드와 컵잇기, Step 
7:채널링 부착, Step 10:훅 달기 （Sewing Lingerie, p.102）.

33) Karen Morris, op. cit., pp.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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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step 4; 엘라스틱 부착, step 9; 어깨끈 달 

기, step 11; 와이어 넣기.

（step 8）.
① 어깨끈을 부착시키기 전에 끈 한쪽 끝에 슬라 

이드（slide 踊uster）를 끼우고 1/2정도 시접을 두고 좁 

은 지그재그 스티치한다. 끈 다른 쪽에 링을 끼운 뒤, 

슬라이드에 그림과 같이 끼운다（그림 22, step 9）. 어 

깨끈을 부착시키기 위해 윗컵 엘라스틱에 링을 끼운 

후, 좁게 지그재그 스티치한다.34）

34) Karen Morris, op. cit., p. 58.

① 왼쪽 밴드에 고리를 달고 오른쪽 밴드에 훅을 

단다（그림 21, step 10）.
® 언더 와이어를 넣고 마무리는 지그재그 스티 

치한다. 이 때 언더 와이어는 와이어의 움직임을 위 

해 1/2”~3/4"정도 채널링보다 짧게 한다（그림 22, step 

11）.

ID. 결 론

본 연구는 속옷에 관한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 신 

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소재별 기법과 속옷 중 

코르세트리를 중심으로 코르셋（거들）과 브래지어 구 

성의 기본이 되는 평면 재단, 입체 구성, 제작 기법을 

살펴보아 속옷의 구성요소 및 기법을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 

를 하였고, 사진자료 등에 근거하여 속옷의 구성요 

소와 기법을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재별 기법은 소재에 신축성이 적을 때는 일반 

소재에 쓰이는 기법과 스트레치 소재에 쓰이는 기법 

이 모두 쓰였으며, 신축성이 커짐에 따라 지그재그 

스티치와 엘라스틱을 덧대어 처리하는 기법이 사용 

되어, 소재가 늘어날 때 스티치한 부분이 같이 늘어 

나도록 하였고, 타이트한 의복 아래서도 겉으로 솔 

기나 부피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작되었다.

코르셋과 브래지어의 평면구성은 인체에 타이트 

하게 맞게 하기 위해 여유분을 주지 않고 다트를 두 

배로 주며 인체보다 작게 뜬다. 또한 가슴을 충분히 

받쳐주기 위해서 옆솔기를 앞판으로 1%"정도 옯기 

며, 솔기는 어떤 경우이든 유두점을 지나야 한다.

입체구성은 과거 신축성이 적은 소재일 때는 다 

트를 넣어야 했으나 소재에 신축성이 커짐에 따라 

다트는 사라지고 솔기만으로 혹은 한 장의 패턴만으 

로 인체의 곡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축성 

있는 소재는 신축성이 큰 방향을 식서로 하여 중심 

에서 밖으로 당기듯이 드레이핑한다.

제작 기법은 단처리시 주로 신축성 있는 소재에 

10-20% 짧은 엘라스틱 밴드를 대어 당기듯이 지그 

재그 스티치하고, 시접을 정도로 적게 두며, 

뼈대를 넣을 때는 완성선보다 杨"정도 짧게 한 

다.

또한, 1970년 전후로 개발된 열가소성 소재 이후, 

여러 장의 패턴이 아닌 한 장의 패턴만으로 인체의 

곡선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솔기선 

이 없는 심리스 속옷은 2000년 전후로 특수 기계로 

통으로 편직되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에서도 컴포 

트 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속옷에 관한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소재별 기법과 코르셋 

（거들）과 브래지어 구성의 기본이 되는 평면 재단, 

입체 구성, 제작 기법 등 속옷의 구성 요소 및 기법 

을 살펴보았다.

속옷은 여러 다른 형태와 이름으로 가슴, 허리, 힙 

을 주조하며 겉옷 이상의 역할을 하여 왔고, 겉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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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는 차이가 크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이 간과되 

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 속옷이 겉옷으로 가시화 

되어 속옷의 구성요소와 기법이 패션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속옷 연구에 관한 중요 

성은 더욱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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