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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 study on up cycling design to protect nature in order to

postpone global warming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as it has been a

serious global issue to the fashion industry and even to individual consumer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ways to use wedding dress, one of the clothes

made of synthetic fiber, which is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Among

clothing from the 19th century, two styles of clothes, Bustle style and Art

Nouveau style were analyzed ranging from their underwear styles to outwear

styles through collections in books and museums. Two styles of dress using

drawers, chemise, and corset as basic underwears were manufactured. All the

fabric and subsidiary materials except for parts of underwears were made with

discarded wedding dresses. It was developed for rental clothing which women

could try on Western costume, from underwears to outwears. First, for bustle

dress, woman put on basic underwears, then bustle, and bustle-type petticoat.

Dress is a two-piece type, and it was made to put on detachable train on the

back of skirt. Second, based on the Art Nouveau style clothes, our-glass style

dress consists of petticoat, one-piece over drawers, chemise, and corset. After

putting on drawers, both chemise, and corset were the same as Bustle Style.

This research is a practical way of realizing sustainable design. The aim of the

current work is to provide educational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rental

clothes which upcycle wedding dress and let women experience other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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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우리나라 환경부 의(Ministry of Environment [ME], 2018)

보고에 의하면 폐기물 발생량은 년 천톤에서2010 374,642

년 천톤으로 증가했으며 해마다 지속적2016 429,139 14.5%

으로 증가 추세이다 국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

이산화탄소(CO2 는 전량 소각에서 배출되며 폐기물 분야)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를 차지한다 메탄 배출40.1% . (CH4)

량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50%

차지한다 이산화질소. (N2 배출량은 소각 하폐수처리 분O) , (․
뇨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시 배출되고 총 배출량의), ,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9.9% (Figure 1).

관심은 자원순환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은 지속가능. UN

발전을 목표 로 하(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고 있으며 이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체계의 구축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는 자원생산성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 및. OECD ,

관리 순환경제 이슈로 고베 행동계획, 3R (Kobe 3R Action

을 채택하였다 는 년 월 순환경제패키지Plan) . EU 2015 12

정책제안을 발표하여 제품 생(Circular Economy Package)

산 소비 폐기물 처리 재활용촉진 등의 행동계획과 개의, , , 4

폐기물 규정 개정안을 구성하였다(ME, 2011).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여서 이러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구.

축 중에 가치상향형 재활용 기술방법 개발에는 폐기물에·

디자인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자원효율성.

을 향상과 함꼐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순환자원의 적정한 재사용 재･
활용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ME, 2011).

이러한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한 패션업체들

은 순환패션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였다 즉 재. ,

활용과 같은 기본적 개념부터 용도가 다한 중고의류제품으

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생분해 가능한 섬유 염료 약제, ,

를 사용하는 것 기능을 강화하여 내구성 좋은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것 의류해체나 분쇄 작업을 통해 섬유원료로써 재,

사용하는 것 자투리 실 원단이 적게 발생하는 패턴디자인, , ,

설계 중고의류를 구매하고 재사용하는 것 등 생산자와 소비,

자 입장의 다양한 활동 모두를 순환패션으로 제시한 것이다

(Kim,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년 보고에 의하면 바닷속 미세2017

플라스틱 중 합성섬유 세탁물 가 가장 많은 를 차지하( ) 35%

며 타이어 분진 도시 먼지 등 가지 요인이 가, (28%), (24%) 3

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Figure 2).

국내에서 한해 버려지는 웨딩드레스가 만벌로 회170 3~4

입혀지고는 폐기되며 년대 초반 이후 웨딩드레스의 소, 2000 ,

재는 실크 대신 합성 섬유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85%

또한 글래머러스하고 샤이닝한 룩을 선보이기(Lee, 2017).

위하여 플라스틱 소재의 시퀸 비즈 핫피스 진주 크리스탈, , , ,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간 만 톤의 차 미세플라스. 150 1

틱이 전세계 해양에 방류되고 있고(Boucher & Friot,

2017), 가장 주된 요인이 합성섬유라는 사실은 의류의 폐기

처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다 또한 해양 미세 조각이 바다 속으로 유입되어 바닷속.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현실은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웨딩드레스의 패스트 패션화로 인해 부담없이 손

쉽게 구입하는 소비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는.

패스트 패션화된 폐웨딩드레스는 원단 부피가 크고 시퀸 비,

즈 레이스와 같은 부자재의 업사이클 가치가 높아 폐기물에,

디자인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면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즉, . ,

고부가 가치의 업사이클의 산업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매우

적합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산업현황이나 소비형태

에 대한 연구(Yoon, 2013), 데님 폐가(Lee & Um, 2018),

죽 등 소재 업사이클에 대한 연구와(Park, 2017) 지속가능

차원에서의 교육 사례 조사(Jang, 2015; Yang, 2016), (Lee

& Lim, 2015; 업사이클 패션 액Shin, 2017; Yoo, 2012),

세서리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업사이Bong & Jung, 2015) .

클 패션은 의류 이외에 액세서리 및 방석 앞치마 핀쿠션, ,

등 소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순환패션의 새로운 출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중국 생산의 웨딩드레스가 저가에 손.

쉽게 소비되는 현 시장경제에서 그 처리에 대한 자원순환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선행 연구에

서처럼 폐 의류의 복식사적 업사이클링은 교육적 가치가 있

다 즉 타문화권의 과거 복식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착장 순. ,

서에 따라 입고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

의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물 및 캐(Park, 2018),

릭터 의상 일색인 대여복시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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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eenhouse value

-ME, 2018

Figure 2.
Primary Microplastic in the Oceans, 2017

-Boucher & Friot, 2017

이론적 배경.Ⅱ

세기 여자 복식의 특징1. 19

세기 말 여자 속옷1) 19

세기 여자 속옷에는 슈미즈 드로워즈 콜셋 페티코트로19 , , ,

분류할 수 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

어 속옷이 필요하지 않았고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지 않았다,

왕정복고 나폴레옹 세 시대를 거치면서 드로(Jung, 1997). , 3

워즈 슈미즈 콜셋 힢패드 페티코트를 착용하였다 버슬스, , , , .

타일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속옷에 슈미즈와 드로워즈가 결

합된 하이넥에 밑 트임이 있고 긴소매 페티코트를 고정하, ,

는 단추가 허리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나타나기도 했다.

드로워즈는 세기 초반부터 입혀지기 시작했으며 왕정19 ,

복고 시기에는 스케이팅 체조 승마 여행 등의 특정 상황, , ,

에서만 착용이 시작되었다 또한 무도장에서는 크리놀린과.

함께 착용되었다 초기에는 밑이 트여(Philippe, 1981/2007).

있었으나 년대 후반부터는 밑이 막혀 있었다1870 (Philippe,

은 년 미국에서 입혀졌던 드로워1981/2007). Figure 3 1888

즈로 소재는 면이며 밑이 막혀있는 스타일이다.

정숙함의 상징이기도 했던 슈미즈는 소매가 있거나 없는

슬리브리스형이 있었다 는 년대의 린넨으로. Figure 4 1880

만든 슈미즈로 미국에서 입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는 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입혀졌던 버슬로Figure 5 1880

면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이다 세기 당시의. 19

하이테크 구조로 결합된 레이스 트리밍의 면 패드는 구조‘ ’

적 장식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세기 말의 개인 의상은, . 19

그들 나름대로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착장되고 있었다 특히.

년대에서 년대까지 안쪽에서 형태를 유지하거나1870 1880

뒷모습을 패셔너블하게 강조하는 버슬에 많은 변화가 있었

다 고래뼈 대나무 등나무로 틀에 쿠션 말총 뻣뻣이 풀. , , , ,

먹인 천으로 만든 다양한 버슬 구조가 나타났다(Akikio,

년대 후반의 파리는 버슬에 말총이 꼭 사용되었2005). 1800

다 굴곡이 심한 주름 형태를 잡아주는데 최적이었기 때문이.

다(Waugh, 1954).

세기의 콜셋은 더 이상 신체 교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19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도덕적 위생적 미학적 사명을 수행, , , ,

하였다 세기 후반에는 좀더 부드럽(Philippe, 1981/2007). 19

게 둥근 여성 형태가 선호되었으며 콜셋은 배 부분의 형태,

를 보정하기 위해 허리선 아래로 길어졌고 곡선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년대와 년대의 빅토리안 콜셋으로 허. 1870 1880

리를 조이면 두 가슴의 분리가 거의 없는 낮고 부피 큰 가

슴과 아워글라스 허리곡선이 완성되었다(Kim, Choi, Kim,

Ha, Choi, & Ko, 은 년 프랑스에서2010). Figure 6 1891

입혀졌던 것으로 실크로 만들어진 유선형의 콜셋이다.

콜셋을 착용한 후에 약 십여개의 페티코트들을 착용했는

데 몸의 회전이나 돌풍에 의해 엿보일 수 있는 위험성 때,

문에 화려해졌다 전통적인 흰색과 때때로 검은색을 착용했.

으며 많은 레이스들로 장식되기도 했다, .

세기 후반의 페티코트는 뒤허리가 부풀려지는 스타일로19

발전했다 특히 버슬 스타일에는 뒷면에 셔링을 넣은 여려.

겹의 단을 달아 겉옷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었다 은. Figure 7

년대의 미국 페티코트로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뒷면에1880

셔링을 잡아 강조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세기 여자 드레스의 특징2) 19

세기 말은 합성섬유와 합성염료 재봉틀의 발명으로 직물19 ,

의 발전이 급진했던 시기로 기성복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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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rawers, 1888

-www.metmus eum.org

Figure 4.
Chemise, 1880s
-www.metmus

eum.org

Figure 5.
Bustle, 1880s

-www.metmus eum.org

Figure 6.
Corset, 1891

-www.metmus eum.org

Figure 7.
Petticoat, 1880s
-www.metmus

eum.org

여자복식의 변화가 매우 컸다.

버슬 시대(1)

년에서 년대는 스커트를 넓게 퍼지게 했던 크리놀1870 1890

린 시대가 지나고 버슬 시대가 도래했다 크리놀린이 쇠퇴하.

면서 옆의 부풀림이 뒤로 몰려 폴로네즈 스타일과 버슬 스

타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환상적인 아름다움에서 실용성의.

추구로 옮아간 것으로 세기 후반의 사실주의 사조의 영향19

이 외형적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은(Jung, 1997). Figure 8

년의 버슬 드레스로 스커트에 버슬을 넣어 엉덩이가 강1884

조되도록 한 것이였는데 버슬패드를 속치마의 엉덩이 부분,

에 달아준 것과 뻣뻣한 소재로 틀을 만들어 속치마 위에 입

는 것 등이 있었다.

스커트가 땅에 끌려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페티코트

나 드레스 끝단에 먼지 러플인 발레이외즈 를 부착(Figure 9)

하기도 하였다 야회복에는 화려한 트레인을 뒤(Jung, 1997).

허리에 달아 엉덩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치마는 종종 절개선.

에 드레이퍼리를 잡아 봉제했다 드레이퍼리는 년대에. 1880

도 계속 남아 있었다.

아르누보 시대(2)

아르누보 란 아르 와 누보(Art Nouveau) (art) (nouveau, new)

가 합쳐진 새로운 예술이란 뜻으로 년대부터 년‘ ’ 1890 1910

경까지 기계문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예술양식이다 소재.

는 꽃 식물 여인 곤충 동물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색채는, , , , ,

인상주의에 의해 형성된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가 주조를 이

뤘다 직선을 피하고 소용돌이치거나 서로 교차하는 곡선을.

사용하여 유동적 형태를 표현하였다(Jung, 1997).

아르누보 시대 복식은 아르누보 운동이 국제적으로 개화

되면서 낭만주의 시대 버슬의 거대한 부풀림이 사라지고 신

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시작한 년경까1890~1900

지 나타난 아워글라스 스타일 과(hourglass style) 1900~1910

년경까지 나타난 커브 스타일로 구분된다S- (Jung, 1997).

아워글라스 스타일은 강조점이 상체의 어깨와 소매로 옮

겨지면서 심한 곡선을 이루는 과장된 소매와 잘록한 허리, ,

플레어스커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거대한 퍼프 레그오브머,

튼 슬리브 지고, (gigot)슬리브 꼭끼는 보디스 어깨에 요크, , ,

프릴장식 하이네크라인 라인스커트가 그 특징이라 할 수, , A

있다.

년대 소매는 부풀려졌으며 년대의 지고 슬리브1890 1830

가 다시 유행했다 소매 윗부분은 뻣뻣하고 매우 컸으며. ,

년경에는 가장 큰 소매가 나타났다 이1895 (Akikio, 2005).

는 허리를 더욱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은 워스 하우스에서 디자인한 년 아워글라Figure 10 1895

스 실루엣의 외출복으로 팔꿈치 윗부분을 크게 부풀린 지고

슬리브와 플레어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지. Figure 11

고 소매의 아르누보 스타일의 드레스이다 아직 여성용 스포.

츠 웨어는 없는 시기였지만 여행이나 스포츠가 대중화되면

서 입기 편한 옷을 찾기 시작했다.

대여복2.

대여복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웨딩드레스에 한정되지

않고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대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와 같이. Figure 12 2011~18

년 국내 렌탈시장은 연평균 의 고성장을 기록하면B2C 17%

서 국내 렌탈시장의 성장축이 에서 로 빠르게 이동B2B B2C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Ah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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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Bustle Dress

-Cho & Lee, 2004, p.190

Figure 9.
Balayeuse

-Akiko, 2005, p. 266

Figure 10.
Hour-glass Dress

-Kim et al., 2010, p.348

Figure 11.
Dress of Art Nouveau Style
-Cho & Lee, 2004, p.341

Figure 12.
Rental Market

-Ahn, 2018

Figure 13.
Salon_de_Charlotte

-Kim, 2017

Figure 14.
The First Day

–www.dolbokhouse.com

Figure 15.
Rental Dress of Rose

Festival 2019

보센터인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차량 대를 이1

용할 때 승용차 대의 이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대기오염14.9 .

은 물론 교통 수요를 억제할 수 있어 연간 억 원의 경제355

적 편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한 번 구입.

하고 입지 않는 옷 가방 가전제품들도 렌탈서비스를 이용, ,

한다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Jeon,

2018 렌탈은 가장 일반적인 성인 예복 정통 및 생활 한복). ,

이외에 일반복으로 확장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프엔.

씨 는 남성 캐쥬얼 편집브랜드에서 스타일링 렌털 서(FnC) ‘

비스를 하고 있으며’ ( 롯데백화점 또한 패션 전Lee, 2018),

문 렌탈 매장인 살롱드 샬롯(Figure 13)을 열어 소비자가"

자주 쓸 일이 없고 비싸서 구매가 쉽지 않은 여성아동 드·

레스 남성 정장 명품 핸드백 주얼리 등을 빌릴 수 있게, , ,

하여 렌탈 시장에 뛰어들었다 수익성을 높일(Kim, 2017).

뿐 아니라 환경에 가치를 두는 지속가능성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패션을 공유하는 더클로젯 코너마켓 등. ' ', ' '

이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몰 쿠팡 위메프 마켓 옥션에서도 교, , G ,

복 셀프웨딩드레스 아동용 캐릭터드레스와 같은 여아 코스, ,

튬 의상 돌드레스 발레복 등을 대여하고 있다 국내 전문, , .

대여복 업체로는 파티코디 한솜방송미술센터 고려의상 루, , ,

이엔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공연에서 착용 할 드레스류.

를 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의상.

은 돌잔치용 성인 한복 및 돌드레스 가 가장 주된(Figure 14)

아이템으로 아직 다양성에 있어서는 매우 한정적이다.

년 월부터 방영된 미스터션샤인 드라마 이후 개화2018 7 ,

기 의상 대여가 대여복 시장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들

의 니즈와 대여복의 트렌드를 반영한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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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참여한 년과 년 서울장미축제의 업2018 2019

싸이클링 대여 웨딩드레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은 타

문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기회였다(Figure 15).

연구방법 및 절차.Ⅲ

연구방법은 해당 시대의 복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의복의 실

루엣과 패턴 착용 순서 착장방법 트리밍을 조사하여 대여, , ,

복을 목적으로 실물을 제작하였다 선행 연구인 제 보에서. 1

는 가슴을 강조하는 실루엣과 허리를 강조하는 자형 실H X

루엣이 나타나는 나폴레옹 세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 왕1 ,

정복고 시대의 왕정복고 시대의 크리놀린 스타일 가지로2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둔부를 강조하는 버슬스타일,

과 아르누보 스타일 중 아워글라스 실루엣(1870~1890)

의 드레스를 제작하였다(1890~1910) .

웨딩샵에서 기증받은 여벌의 웨딩드레스에서 업사이클20

할 버슬과 아워글라스 드레스 디자인에 가장 적합한 폐웨딩

드레스를 선별하였다 그 외 부자재는 학교 수업 후 남은. ,

웨딩드레스 부자재를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소재는 언더웨어용의 아마와 면 혼방 원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웨딩드레스를 사용하였다 버슬의 폐웨딩드레스 소재.

는 능직의 폴리에스테르이다 금사로 자수된 헴 레이스 위에.

는 시퀸 및 비딩이 되어 있는 소재이다 아워글라스 스타일.

Table 1. Body Size unit: cm

Item

Eight-year-old Girl

Dummy
Mean Minimum Value

Ceiling
Value

Stature 126.3 113.1 144.8

Waist Back Length 29.0 23.5 35.6 26

Bust Circumference 64.3 55.0 79.2 63

Chest Breadth 20.4 16.3 26.3 21

Bishoulder Length 27.5 23.8 32.4 27

Hip Circumference 67.3 55.7 85.3 66

Waist Circumference 56.0 45.5 73.0 54.2

Waist Height 76.4 67.2 89.9

Arm Length 42.2 36.6 51.7

Waist to Hip Length 14.0 9.5 19.0

Outside Leg Length 77.9 67.5 91.0

Knee Height 32.7 27.7 38.8

Crotch Height 57.4 49.2 66.3

의 드레스는 폴리에스테르 의 라셀 과 공단 느100% (raschel)

낌의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되었다 자료조사는 문헌 온오프. ,

상의 학술자료 뮤지엄의 온라인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의복, .

제작 치수는 제 연구와 같은 세 여아의 사이즈 코리아1 8

치수를 참고하였으며 제 연구 결과물인 상의 평면 패턴, 1

을 활용하고 스커트 부분은 입체재단하였다 세를 중심 연. 8

령으로 치수 조절 부자재를 활용하여 세 즉 세 세±2 , 6 ~10

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및 고찰.Ⅳ

대상 여아의 신체 치수 및 속옷과 드레스의 패턴과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 완성품에 대한 착장 순서대로 과정을 소개하

여 다른 문화권의 복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 하고 순환패션

으로서의 대여복의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신체 치수1.

세 여아 신체 치수는 년8 2010 Korean Agency for

의 평균치수로 제 보 엠파이어와Technology and Standards 1

크리놀린 드레스 연구 제작 치수와 동일하게 하였다(Table

패턴은 아동 바디에 입체 재단한 후 대상 치수를 적용1). ,

하여 참고한 샘플 드레스의 실루엣이 나오도록 차 수1~2

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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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Drawers Pattern

Figure 17.
Chemise Pattern

Figure 18.
Corset Pattern

속옷 패턴 및 구성2.

드로워즈는 밑이 막혀 있는 스타일로 패턴은 제 보 연구 결1

과물을 사용하였다 린넨과 면 혼방이며 앞 허리밴드에 개. 3

의 단추를 달아 허리둘레 치수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슈미즈와 콜셋은 제 보 연구에서 제작한 결과(Figure 16). 1

물을 활용하였다.

슈미즈는 슬리브리스형이며 풀온 형태로 착장하는 무릎길,

이의 형태이다 콜셋은 가슴에 고어를 넣고 앞(Figure 17). ,

중심에 플라스틱 스냅을 넣어 착장하기 쉽게 하였으며 뒷면,

사이드 부분에 고무 밴드를 줄 봉제하여 치수 조절5mm 4

및 피팅감을 향상시켰다 또한 뒷중심에서 좌우(Figure 18).

로 들어가 금속 아일렛 개씩에 끈을 레이스업 하여30mm 6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세기 버슬에 말총이 꼭 사용 된 것처럼 본 연구의 버슬19

은 폐웨딩드레스 트레인 부분의 폭의 인조 말총에90mm

오간자 느낌의 폴리에스테르를 감싼 부자재를 폴리에스테르

원단 뒤 바탕에 단으로 봉제하여 버슬을 만들었다 앞 여4 .

밈 가장자리는 원단에 폭의 프릴을 잡아 봉제하였다70mm

튤이라 불리는 라셀 에 자수 된 폐원(Figure 19). (Raschel)

단 폐웨딩의 페티코트 부분을 활용하여 버슬형 페티코트,

를 만들었다 안쪽에는 겉감 무게를 지탱하기 위(Figure 20) .

하여 폭의 인조 말총을 세로로 봉제하여 힘을 받도130mm

록 하였다 페티코트 양 옆은 트임을 주고 허리끈을 앞 뒤. ,

에서 각각 달아 뒤 허리끈을 먼저 묶고 앞 허리끈을 묶어,

치수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페티코트는 뒤 부분에. 19mm

폭의 육각망사를 간격으로 단 봉제하고 가장 아래75mm 8

쪽 헴라인은 원단으로 프릴을 잡아 봉제하였다70mm .

아루누보 스타일 드레스의 페티코트는 버슬용 페티코트에

서 뒷면의 인조 말총을 제외한 패턴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겉옷 패턴 및 구성2.

선행 연구의 상의 평면 패턴 결과물을 활용하여 변형하였으

며 아래 스커트는 입체재단하였다 소재는 폐웨딩드레스와, .

대학교 수업에서 활용하고 남은 다른 웨딩드레스의 분해 후,

해체된 부자재를 활용하였다.

버슬1)

버슬스타일 드레스에 활용된 폐웨딩드레스는 아이보리색 능

직의 폴리에스테르에 레이스 크리스탈 스팽글 막대 비즈, , , ,

진주가 수놓아져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Figure 21).

본 연구의 모델로 찰스 프레드릭 워스의 의상 중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의 드레스 을 선택하였다 년의(Figure 22) . 1887

이브닝 드레스이며 가 사용되었, silk, glass, metallic thread

다 본 연구 결과물의 도식화는 과 같다. Figure 23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스커트는 라인이며 뒤 중앙에 트레A ,

인을 단추로 탈착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안쪽에는 바이어스.

테잎으로 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고정하여 끈

을 당겨 주름을 잡을 수 있게 하였으며 개의 끈을 볼륨, 2

보다 짧게 단추로 고정하게 하여 볼륨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버슬 드레스의 패턴은 와 같(Figure 24). Figure 2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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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Bustle Pattern

Figure 20.
Bustle Petticoat Pattern

Figure 21.
Parts of Abandoned

Wedding Dress

Figure 22.
Ball gown House of Worth,

1887
-www.metmus eum.org

Figure 23.
Flat pattern of Bustle Dress

2) 아르누보 시대

아우워글라스 스타일 드레스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100%

의 라셀에 발포 고무로 꽃무늬가 인쇄된 위에 스팽글 진주. ,

크리스탈 리본 테잎이 수 놓아진 오간자 느낌폴리에스테르,

의 폐웨딩드레스를 사용하였다(Figure 26).

아르누보 스타일 드레스 모델은 로 하였으며 지Figure 11 ,

고 소매와 실루엣 위주로 해석하여 제작하였다 원피스 형태.

이며 상의는 앞 뒤 각각 진동에서부터 시작하는 프린센스, ,

라인이며 원피스 형태로 원래의 드레스 형태를(Figure 27),

살려 앞 뒤 옆선이 차이나는 패턴이다, 133mm (Figur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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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Bustle Train

Figure 25.
Bustle Dress Pattern

Figure 26.
Parts of Abandoned

Wedding Dress

Figure 27.
Flat pattern of Hour-glass Dress

Figure 28.
Pattern of Hour-glass Dress

소매는 Heo and 의 정장소매에 진동둘레를 적Seo(2001)

용하여 제도한 후 지고 스타일의 소매로 제(Figure 29, 30),

도하였다 소매 총길이는 소매부리는(Figure 31). 600mm,

로 제작하였다 아루누보 스타일의 특징인 지고 스타190mm .

일의 소매를 제작하기 위하여 소매부리에서 팔꿈치 부위까

지는 타이트하게 제작하여야 하는데 어린이들의 활동성을

위하여 변형된 소매에서 처럼 고무사로 줄을 봉Figure 32 13

제하여 부분과 같은 모양으로 재단하여 부위와 봉제하였A B

다 지고 스타일의 실루엣이 나오면서도 활동성 있는 소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원피스 스커트 부분의 폴리에스테르 소재 스커트(Figure

위에 라셀에 발포 우레탄으로 꽃무늬를 인쇄한 원단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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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Sleeve Original Form
-Heo & Seo, 2001

Figure 30.
Sleeve Suit

Figure 31.
Sleeve Deformation

Figure 32.
Sleeve Cut Out

Figure 33.
Basic Skirt Pattern

Figure 34.
Over Skirt Pattern

이중으로 제작하였다 뒤 허리선에는 셔링을 잡(Figure 34).

아 아래 드레스와 함께 봉제하였다.

뒷면의 라셀 허리선에는 와 같은 뻣뻣한 육각망Figure 35

을 셔링을 넣어 겹 겹으로 함께 봉제하750mm 2 , 280mm 4

여 볼륨감을 주었다.

착장3.

버슬과 아루누보 스타일 드레스의 속옷과 겉옷의 착장 순서

는 다음과 같다.

버슬 스타일 드레스1)

의상 구성은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위에 버슬 페티코트, , , ,

투피스 드레스형식이다.

드로워즈는 밑이 막혀 있는 형태이며 앞 허리단에서 단,

추로 치수를 조절하게 하였다 그 위에 슈미즈(Figure 36).

콜셋 을 입었으며 버슬의 허리 끈을(Figure 37), (Figure 38) ,

앞쪽에서 묶어 고정하였다 버슬용 페티코트는(Figure 39).

뒤 허리끈을 앞쪽으로 먼저 묶고 앞 허리끈을 뒤로 묶어,

고정하였다 스커트는 앞이 쪽 뒤는 쪽으로(Figure 40). 3 , 2

구성되어 있다 는 뒤 트레인을 펼쳐(Figure 41). Figure 42

놓은 상태이며 은 볼륨감을 주기 위해 안쪽에 주, Figure 43

름을 잡은 상태이다 뒷면의 트레인은 허리라인에서 단추로.

탈착이 가능하며 중앙에 줄의 통로를 만들어 끈 조절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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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Hexagonal Net Pattern

Figure 36.
Wearing a Drawers

Figure 37.
Wearing a Chemise

Figure 38.
Wearing a Corset

Figure 39.
Wearing a Bustle

Figure 40.
Wearing a Petticoat

따라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다 상의는 프린세스 라인이며.

짧은 퍼프 소매로 구성되어 있다 허리 아래에는 턱이 잡혀.

있는 페플럼이 연결되어 있어 화려함을 더하였다(Figure

상의 뒤 중앙에는 레이스업으로 치수를 조절 할 수 있44).

게 하였다 트레인이 끌리는 옆모습은(Figure 43). Figure 45

와 같다.

아루누보 스타일 드레스2)

아루누보 스타일 중에서도 아워글라스 스타일의 드레스 의

상 구성은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위에 페티코트 원피스, , ,

형식이다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착용은 버슬 스타일과 동. , ,

일하게 착용한다(Figure 36 38).∼

아루누보 페티코트 역시 뒤 허리끈을 앞쪽으로 묶어주고,

앞 허리끈을 뒤쪽으로 묶어 주어 착장한다 그(Figure 46).

다음 원피스를 착장한다 아루누보 드레스 양 옆(Figure 47).

에 걸고리가 있어 끈을 손쉽게 걸어 치수 조절하여 착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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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Wearing a Skirt

Figure 42.
Wearing a Train

Figure 43.
Front of Dress

Figure 44.
Back of Dress

Figure 45.
Side of Dress

Figure 46.
Wearing a Petticoat

Figure 47.
Wearing a Hour-glass Dress

결론.Ⅲ

본 연구는 수년전부터 글로벌 이슈이자 패션 기업 소비자,

개인들까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연구이다 지구 온난화.

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자연을 지키자는 지속가능 차원에서

의 업사이클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즉 지구 온난화의 주범. ,

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의류 중 하나인 웨딩드레스의 활

용 방안에 대한 것으로 세기 복식 중에서 버슬 스타일19

과 아르누보 스타일 두 가지 스타(1870~1890) (1890~1910)

일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온오프 상의 자료를 연구하고 대여,

용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밑위 의 밑이 막힌 스타일. 25cm

의 드로워즈 슬리브리스의 무릎 길이 슈미즈 뒷판 옆부분, ,

에 고무줄을 넣어 치수 조절이 가능한 콜셋을 기본 속옷으

로 두 스타일의 드레스를 제작하였다 이 기본 속옷들은 엠.

파이어 스타일과 크리놀린 스타일 드레스를 연구한 제 보1

의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하였으며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 ,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원단과 부자재는 모두 폐웨딩드레스

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세 여아의 신체 치수를 기본으. 8

로 치수별 조절 가능한 걸고리로 레이스 업 또는 고무줄,

단추 등을 사용하여 착장하도록 하였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착용 순서에 따라 세기 서구복식의 대여복을 개발 하였19

다.

첫 번째 버슬 드레스는 기본적인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 ,

을 착용한 후 버슬을 착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버슬을, ,

현대식 호스 헤어로 제작하였으며 엉덩이 부분을 더욱 강조,

하기 위하여 버슬형 페티코트를 착용하였다 드레스는 투피.

스 형태로 쪽의 스커트에 뒷면에 길게 끌리는 트레인을 탈5

착 형식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상의는 프린세스 라인으로.

앞 중앙에는 더블 리본 쌍과 허리에 턱을 잡은 페플럼을3

넣어 버슬의 특징인 화려함을 더했다.

두 번째 아루누보 스타일 중에서도 아워글라스 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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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의상 구성은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위에 페티코트, , ,

원피스 형식이다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착용은 버슬 스타. , ,

일과 동일하게 착용한 후에 페티코트와 원피스를 착장하였

다 원피스 소재는 합성섬유 위에 가장자리에 레이스로 장식.

된 육각망 소재를 이중으로 제작하였다.

폐웨딩드레스의 비딩 진주 크리스탈 시퀸 스팽글 레이, , , , .

스를 활용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유발하는 쓰레기를

최소화 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의 한 실천 방안이다.

폐기되는 웨딩드레스를 업사이클링하고 타 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대여복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완벽한 고증

복식으로의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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