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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the historical production, process, and design method for 3 pairs of corsets in 18
th         

century France. In the analytical stage of historical materials, it grasped the kind, form, origin, and change         

in style through a lexical definition of relevant terms. Through a precedent study on Garsault's ‘L'art du tailleur’,         

preservation costume, and historical reconstruction of pattern in preservation costume, it confirmed corps size,         

silhouette, pattern form, and material for historical production. The sewing method and the producing         

sequence were analyzed. In the production stage, 3 selective models in corps plein baleine, corps demi-         

baleine, and corset were historically produced. With neckline of forming broad Letter U, the bust part is         

covered roundly. The bodice was composed of 10 panels based on the corps form in the mid-18
th
 century         

of following a curve of a human body. A shoulder strap was allowed to make the arm movement comfortable         

by producing and attaching it separately. The cutting line except the center in the front and the back of         

vertical line wa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natural flow of a form and movement of the human body.         

The curve-based pattern line was confirmed.

Key words: Corset, Corps à baleine, Underwear, Pattern, Production technic; 코르셋, 꼬르 아 발렌느, 속옷,         

패턴, 제작기법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코르셋 3벌의 고증제작과 그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의      

상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코르셋에 관한 사적 고찰(Nam & Lee, 2000), 형태분석       

및 구성방법 고찰(Park, 2008a, 2008b), 착용동기(Lim &   

Park, 2006), 20세기 코르셋 제작기법(Cheon & Kim,   

2003) 및 개발(Kim & Sung, 2007)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외 선행연구의 경우 보존 코르셋의 패턴 복원   

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코르셋의 제작고증방법 및 과   

정에 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에 따라 고증제작방법에 대한 연구모델 개발과 더불   

어 분석된 고증자료 및 코르셋 패턴 등 연관된 자료가   

축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증자료 분석단계에서는, 관련 용어들의 사전적 정의   

를 통해 유형의 종류 및 형태, 기원 및 변화를 파악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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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Garsault(1769)의『의복제작기술(L'art du tailleur)』,   

보존 복식, 보존 복식의 패턴 재현에 관한 국외의 선행        

연구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고증제작을 위한 꼬르의 사       

이즈, 실루엣, 패턴 형태, 소재를 확정하고 봉제방법 및       

제작순서가 분석되었다. 제작단계에서는, 전체 발렌느    

꼬르(corps plein baleiné), 반 발렌느 꼬르(corps demi-      

baleiné) 그리고 꼬르세(corset) 3가지 모델을 선택하여     

고증제작과정 및 방법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코르셋(corset)이라 부르는 본 연구대    

상의 불어 표기는 ‘corset’이며 ‘꼬르세’로 발음된다.     

정확한 개념은 연구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현재의 코      

르셋은 18세기 당시 프랑스에서는 꼬르(corps)라는 유     

형으로 인식되었고, 코르셋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     

이후에 주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러 정착되었다. 따      

라서 이후 연구방법부터는 꼬르라 명하여 연구주제     

를 명확히 하고, 그 외 모든 용어도 불어표기를 기준        

으로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꼬르의 개념과 종류

18세기 꼬르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18세기 전후      

꼬르의 유형 및 변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국내 선        

행논문을 통한 사적 고찰과 더불어, Boucher(1965)와     

Delpierre(1996)가 기술한 복식사 서적의 부록과 Leloir     

(1951)의 복식사전 그리고 프랑스어 사전(Rey, 1987)에     

나타난 꼬르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유형      

의 종류 및 형태, 기원 및 역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유형의 구분과 변화를 파악하였다. 

서양 여성 복식은 여성 인체의 미를 구현하기 위해       

신체를 졸라매거나 처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       

도로 변형시켰었다. 어깨끈 없이 가슴을 드러낸 채 허       

리만 극심하게 압박하여 가늘게 하는 일은 기원전 12세       

기 경 고대 그리스 미케네부터 행해졌던 일이며, 로마       

에서는 가슴을 긴 붕대형 천으로 감아 핀으로 고정하       

였다. 중세로부터 몇 겹의 천을 함께 누벼 몸에 꼭 끼         

고 앞이 트이지 않고 등 뒤에서 끈으로 잡아당기는       

꼬르사쥬(corsage) 같은 자연스런 인체를 변형시킬 보     

조물들의 사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몸통을 납     

작하게 누른 스페인 복식이 유행을 한창 주도하던 16세       

기 당시에는, 몸 앞 중심 혹은 몸통 요소요소에 나무나        

뼈, 금속, 상아 등을 넣거나, 옆이나 뒤가 트인 부분을        

끈으로 여미는 꼬르(corps)를 착용하여 가슴을 들어 몸     

통을 일자로 일으키도록 하고 몸 전체를 조였다. 또 경     

첩과 조이는 못을 사용해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철골구     

조 바스뀐느(basquine)는 금속성의 매끈함 때문에 가슴     

에서 배에 이르는 몸통 부분이 밋밋하게 보이고, 원하     

는 만큼 허리를 조일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의 우아미     

가 전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한 17~18세기에는 단단하     

게 풀을 먹인 캔버스 천 사이에 고래수염을 전체적으     

로 세밀하게 넣어 누벼, 허리를 매우 조이고 가슴을 들     

어 올리는 형태의 실루엣을 섬세하게 구사하였다. 19세     

기 초에는 잠시 신축성 있는 면으로 가벼운 기초를 만들     

어 착용 하므로 인체의 억압이 덜 하였으나, 1810년경     

이후 19세기 드레스의 변화에 따른 형태로 실루엣을     

바꾸어 가며 몸을 조이는 꼬르세(corset)가 다시 착용되     

었다.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입체재단이 기원인 서양 복     

식을 전 세계 공용으로 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인원, 브레지어, 웨이스트 니퍼, 거들 등이 극단적인     

인체 억압이 아닌 기초나 보조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변화를 거듭해 온 일반적으로 코르셋이라     

불리는 보조물 유형에 대한 18세기 당시의 용어 및 형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꼬르사쥬(corsage), 꼬르(corps),    

꼬르 삐께(corps piqué), 꼬르 아 발렌느(corps à baleine),     

꼬르세(corset)와 같이 코르셋과 연관된 유형들의 개     

념을 사전적 정의로부터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어 사전(Rey, 1987)에 의하면 꼬르사쥬는 사     

람의 모습을 말하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토르소부터     

허리에 이르는 상체를 덮는 여성 의복을 통칭한다. 꼬     

르사쥬는 중세시대에 여자들이 블리오(bliaud) 위에 입     

는 조끼형 의복으로 옷 길이는 힙선까지이고 허리둘레     

가 꼭 맞는 형태로 천을 두 세 겹 겹쳐서 누비거나 스모     

킹을 하여 신축성을 주었다고 한다(Chung, 1997). 18세     

기에는 때때로 같은 유형에 대해 꼬르와 용어가 혼용     

되며 사용되었고, 19세기 이후 토르소 부분을 덮는 여     

성 상의를 뜻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Leloir, 1951). 17세기 이전의 몸     

에 밀착된 여성 상의를 대체로 꼬르사쥬라고 하였고,     

18세기 이후 꼬르로 대체되며 점차 용어의 사용이 감소     

하였으며, 19세기 이후 현재는 몸에 밀착된 여성 상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꼬르의 경우, 15세기 이전 꼬르 드 꼬뜨(corps de cotte)     

나 꼬르 드 로브(corps de robe)로 표현되면서 여성들이     

사용한 허리부터 어깨를 덮는 밀착된 토르소 부분 혹     

은 상의를 뜻했고, 17세기경부터 꼬르사쥬의 동의어로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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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다가 18세기에 주로 사용된 용어이다(Boucher,    

1965). 16세기 스페인 패션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나무      

뷔스끄(busc)를 넣어 딱딱하게 한 종류의 꼬르를 입었      

는데, 당시 허리를 가늘게 조르기 위해 꼬르에 고래수       

염을 넣어 꼬르 아 발렌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발렌       

느를 넣기 위해 누빈 모습이 보이므로 불어 ‘누빈’의       

의미인 삐께(piqué)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꼬르 아 발렌      

느를 꼬르 삐께라고도 하였다. 흔히 소매를 따로 연결       

하여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17세기부터는 소매 없이     

어깨끈을 앞 쪽에서 묶어 연결하고 끈으로 여민 꼬르       

사쥬 형태의 꼬르를 사용하였다. 18세기에 와서 꼬르      

는 제작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명칭으로 발전하였      

다(Leloir, 1951). 18세기 말엽에는 꼬르가 점차 사라지      

면서 발렌느를 약하게 넣어 유연한 꼬르세를 로브 안       

에 대신 입었고, 엠파이어 스타일 슈미즈 로브가 등장       

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19세       

기 초중반 다시 부활되어 오늘의 꼬르세에 이른다.

중세시대에 출현한 유형인 꼬르세는 상체 압박형     

꼬르사쥬나 꼬르와 그 개념이 달리 겉옷 위에 덧입는       

유형이었다. Boucher(1965)에 의하면 ‘12~15세기 중    

반까지 남자가 입는 소매 없이 짧거나 긴 조끼형 쉬        

르꼬(surcot)의 일종’이나 ‘14~16세기 여성들이 끈으    

로 앞을 여미고 겨울에는 모피로 안감을 넣어 꼬뜨       

위에 입는 다양한 형태의 옷’을 지칭한다. 또 Leloir       

(1951)에 따르면 14세기 말엽 꼬르세는 허벅지에서     

목까지 이르고 허리띠로 허리를 조였으며 넓게 벌어      

지는 소매가 달린 남성 의복이나, 여성의 경우 몸에       

밀착되고 소매가 긴 원피스형 로브를 꼬르세라고 하      

기도 하였으며, 군인들이 사용하는 꼬르세는 가죽이     

나 철로 갑옷처럼 몸을 보호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      

다. 발렌느 혹은 심을 넣은 꼬르를 입었던 근세시대       

에는 소매가 있거나 없는 여성 상의를 일컬었으며, 프       

랑스어 사전(Rey, 1987)에서는 꼬르사쥬 위에 끈으로     

여며 입는 지방 복식의 아이템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18세기 말, 뷔스크 두 개 정도만 넣어 유연한 꼬르세        

가 탄탄한 천에 발렌느를 넣고 끈으로 여며 허리와       

복부를 조르는 꼬르를 자주 대신하였으며, 용어가 혼      

용하는 경우가 많았다(Delpierre, 1996). 혁명 후 고대      

엠파이어 스타일이 유행되면서 꼬르세는 브래지어    

와 유사한 개념이었다가, 점차 길이가 길어져 허리와      

엉덩이를 덮는 올인원형태가 되었다. 19세기 중엽이     

후 발렌느를 넣어 매우 딱딱해진 조끼형태로 다시 변       

했고, 겉옷 실루엣의 변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인체 변형을 보조하는 속옷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오늘날 꼬르세는 허리와 가슴을 조이는     

옷에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꼬르세는 배     

를 누르고 허리를 조여 몸매를 수정하는 개념으로 운     

동 시 형태를 고정시켜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     

우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Leloir, 1951).

이상 꼬르세의 개념 고찰을 통하여 ‘꼬르세의 선조,     

발렌느의 도움으로 몸을 매우 가늘게 조르도록 딱딱     

하게 만든 꼬르사쥬의 일종’으로 정의된 꼬르에 대한     

Delpierre(1996)의 견해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꼬르사쥬-꼬르-꼬르세의 순서로 사용되어온 계보가 파    

악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증제     

작할 기본 모델은 엄밀히 말하면 꼬르 아 발렌느와 꼬     

르세라고 할 수 있다.

2. 꼬르의 제작기술

본 장에서는 세부적인 구성방법에 대한 고증을 위     

하여, 18세기 당시 꼬르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다양     

한 종류의 의상제조기술에 대해 패턴 그림과 함께 소     

재, 치수측정, 재단법, 봉제법 등을 과정별로 설명하     

고 있는, Garsault(1769)의『의복제작기술』을 고찰하   

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꼬르는 14세기경 발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꼬     

르는 슈미즈 위에 바로 착용하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몸통 부분을 감싸는 옷이다. 여성들의 인체를 조여 형     

태의 변화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자들     

의 허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위해 사용된다. 또 아직     

은 힘이 없고 탄성이 부족한 연약한 신체를 가진 유년     

기 아동이 사고를 직면했을 때 몸을 유지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접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갑옷이라     

고 말한다. 어깨끈을 포함하여 10조각이었던 것이 앞     

판 2, 뒷판 2, 어깨끈 2의 6조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허리와 엉덩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바스끄를 형     

성하고, 발렌느는 인체의 굴곡을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넣게 되어있다. 어깨끈은 앞 쪽에서 끈으로 묶어 연결     

하였고 흔히 소매를 따로 연결하여 착용하기도 한다.

제작을 위한 작업이 세밀하고 많은 주의점과 지식     

이 필요하며 정확성이 요구되는데, 형태 및 제작방법     

에 따라 다양한 꼬르의 종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꼬르의 여밈은 뒷 중심에 있는데 앞판 두 장이 따로     

분리된 열린 꼬르(corps ouvert)와 이에 비해 앞판을     

하나로 연결한 닫힌 꼬르(corps fermé)가 있다. 발렌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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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몸판 전체에 촘촘히 넣은 전체 발렌느 꼬르나 그에        

비해 반 정도의 발렌느를 띄엄띄엄 넣은 반 발렌느 꼬        

르는 발렌느를 넣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누빈다. 꼬르       

아 발렌느는 발렌느를 넣기 위해 누빈 모습이 보이므       

로 꼬르 삐께라고도 하였다. 덧씌운 꼬르(corps couvert)      

는 제작하는 방법은 같지만 다른 천을 겉감으로 씌워       

발렌느를 넣기 위해 누빈 모습을 볼 수 없다. 

<Fig. 1>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코르셋이 그 기능       

에 맞게 약간씩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 임산부를      

위해 허리를 너무 조르지 않도록 양쪽 옆선에 여밈을       

더하여 제작한 꼬르(corps ouvert par les c té)는 완전       

히 분리되지 않도록 겨드랑이 아래 약간만 트임을 주       

지 않고 허리 끝선까지 열리도록 하여 끈으로 묶었다.       

사냥을 하는 등 말을 탈 경우를 위해 제작된 꼬르(corps        

pour les dames)은 앞 중심의 바스끄를 짧고 둥글게 하        

고 겨드랑이 아래의 발렌느를 약하게 넣어 움직이기      

편하도록 제작하였다. 궁중복용 꼬르(corps de cour ou      

de grand habit)는 어깨가 드러나도록 어깨끈이 눕게      

되어 앞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제작되었고, 앞 중심의     

바스끄 길이가 더 길었다. 여아용 꼬르(corps de fille)       

는 앞 중심이 뾰족하고 큰 바스끄 없이 제작되었고,       

남아용 꼬르(coprs de garçon)는 앞이 둥글고 뭉툭하고      

옆 바스끄가 없다. 처음 바지를 입는 남아용 꼬르(coprs       

de garçon à sa première culotte)는 앞쪽에 여밈이 있        

고, 어깨끈은 앞판에 붙게 만들었으며, 옆선에 단추 구       

멍이 있는 작은 바스끄를 만들어 바지허리와 연결되      

도록 하였다. 발렌느를 몇 개만 넣거나 뷔스끄 두 개    

만 넣은 꼬르세는 바젱(bazin) 이나 투왈(toile)로 두    

겹을 사용하여 앞 중심 양쪽에 뷔스끄 주머니를 만들    

어 넣고 꿰매었다.

『의복제작기술』에서는  형태  및  제작방법, 용도에 따    

라 다양한 꼬르 중 전체 발렌느 꼬르의 제작법을 대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강한 면포(canevas), 고무 입힌 대마포(bougran), 표백    

되지 않은 누런 아마포(toile jaune), 리옹 산 면포(toile    

de Lyon), 퓌뗀느(futaine), 고래수염(baleine), 가는 실    

크 끈(petit de tresse de soie), 폭 넓은 끈(lacet à Duchesse)    

등이고, 일반적인 크기의 콜셋제작을 위해 강한 면포    

1온(aune), 누런 아마포 3/4aune, 고무 입힌 대마포 1/    

2aune, 안감용으로 리옹 산 면포나 퓌뗀느(futaine),    

발렌느 1/2리브르(livre), 가는 실크 끈 1/2aune, 폭 넓    

은 끈 9~10aune이 필요하다. 겉으로 오는 강한 면포    

혹은 누런 아마포와 고무 입힌 대마포 사이에 발렌느    

를 넣고, 리옹 산 면포나 퓌뗀느는 안감으로 사용하였    

다. 당시 측량단위 1aune은 118.8cm, 1livre는 453g으    

로 환산할 수 있다(Saint-Paul, 1989). 패턴 제작에 필    

요한 치수항목과 측정 부위는 <Fig. 2>의 No. 1과 같    

이 뒷 중심에서 진동까지의 길이 뒷 품, 앞 중심에서    

진동까지의 길이 앞 , 허리 폭, 뒤 중심 시작부터 옆 허    

리까지의 길이, 앞 중심 길이 등 이다. 1뿌쓰(pouce)    

현재의 2.7cm 넓이의 긴 종이 테입을 줄자로 사용하    

여, 치수를 재는 즉시 가위로 눈금을 잘라 표시하였다.    

ô

Fig. 1. Type of corps.

From Garsault. (1769). p. 22. 
Fig. 2. Production of corps.

From Garsault. (176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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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미리 준비하여     

둔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종이 패턴 중 치수에 가         

장 근접한 패턴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작업공정에 따      

른 가위, 발렌느 재단용 칼, 골무, 송곳, 누름쇠, 쵸크,        

바늘, 자, 다리미, 인두 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        

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게 하였다. 

반으로 접어 두 겹이 된 아마포를 다리미로 다려       

합쳐질 수 있도록 붙인 후 패턴을 그 위에 올려 다림         

질을 가볍게 하여 붙인다. 필요량 두 배의 충분한 고        

무 입힌 대마포를 물에 담가 적신 후, 준비된 모든 바         

디 조각의 대마포를 캔버스 위에 옮겨 다시 치수를       

확인하고 쵸크로 그린다. 허리에서 엉덩이 쪽으로 벌      

어지는 부분을 편안히 하기 위해 겨드랑이 아래 옆선       

에 조각 무 구쎄(gousset)를 덧붙일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 두 개의 폭 정도의 2도와(doigt), 현재의 2cm       

더 작은 치수로 바디를 재단한다. 전체 발렌느 꼬르       

의 경우 약 1/4pouce(=0.7cm) 간격으로 발렌느를 넣      

을 선을 전면에 촘촘히 박음질(arriere-point)한다. 재     

단된 조각마다 <Fig. 2>의 No. 2와 같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바느질한다. 발렌느 칼로 발렌느를 전체 길      

고 가늘며 고르게 손질하고, 허리를 가늘게 조를 수       

있도록 앞 중심과 허리에 들어갈 것은 더 강하고 굵        

게 만든다. 준비된 발렌느를 넣을 수 있도록 바느질한       

사이에 손으로 먼저 밀어 넣은 후 누름쇠(poussoir)를      

사용하여 끝까지 밀어 넣고 합쳐서 바느질하여 고정      

한다. 가봉할 시점까지 겨드랑이 아래에는 발렌느를     

넣지 않는다. 앞 중심선과 옆선을 모두 연결한 후, 뒤        

집어 안쪽에서 <Fig. 2>의 No. 4와 같이 위 부분에        

가로 발렌느를 교차뜨기(point croisée)로 부착한다.    

중심보다 소매 겨드랑이가 있는 끝 쪽을 더 강하게       

한다. 뒤 중심 오른쪽과 왼쪽에 송곳으로 구멍을 만       

들 위치가 충분한지 보면서 끈 구멍 밴드를 단다. 뒤        

중심을 끈으로 여미고 어깨끈을 연결한다. 전체를 다      

리고 발렌느가 아직 뜨거울 때 둥글게 형태를 잡는다.

이렇게 제작된 바디를 신체에 입혀 둘레항목, 길이      

항목, 견갑골과 어깨의 위치 등 각 부분의 맞음새를       

면밀히 살핀다. 착용자가 불편이 없는지 관찰자가 보      

기에 모양이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수정할 부분을 쵸       

크로 표시하고, 수정을 위해 옆선을 분리하기 전에 모       

든 위치도 표시한다. 팔 아래가 너무 높을 경우 가장자        

리의 앞과 뒤를 동일하게 잘라낸다. 맞음새 보정 후       

<Fig. 2>의 No. 4-5와 같이 겨드랑이 아래까지 가는 발        

렌느 한 개와 그 아래에 중심을 잘 유지하도록 짧은 발         

렌느 두 개를 더 부착한다. 어깨와 견갑골을 지나는 두     

개의 발렌느를 부착하여 최대한 납작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옆선 허리 부근에 콜셋의 형태가 뒤틀리지 않도     

록 식서 방향의 천 조각을 댄다. 바스끄까지 발렌느를     

넣고, 바스끄 위쪽 엉덩이 둘레에 바이어스 밴드를 잘     

라 붙인다. 가로 부착한 발렌느 사이가 들뜨거나 골을     

형성하지 않도록 등 부위에 종이나 더 딱딱한 소재로     

너무 두껍게 되지 않도록 하며 겹겹이 부착한다. 끈 구     

멍을 뚫을 부분에 길이로 종이를 넣고 구멍을 뚫는다.     

가장자리 둘레 전체를 홈질하여 단단하게 마무리하고,     

꼬르 안쪽을 적신 후 모양이 자리를 잘 잡도록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한다. 코르셋의 겉감을 씌우기 원한다     

면 투왈이나 다른 옷감으로 재단하여 봉제한 후 연결     

하고 뒤 끈 구멍을 낸다. 안쪽에 뷔스끄를 넣기 위해     

뒤 중심 위에서 아래까지 투왈 밴드를 부착하여 뷔스     

끄 주머니를 만든다. 겉감 밑단을 안으로 넘겨 고정시     

킨 다음 시접을 정리하고 안감을 덮어 꿰매고 어깨끈     

을 연결한다. 옆선 허리에 치마를 연결하기 위한 끈을     

달고, 뷔스끄를 넣어 꼬르를 완성한다. 

꼬르세의 제작법은 비교적 단순하게 소개되어 있는     

데, 종이 패턴을 가지고 계측한 사이즈에 맞게 앞판 2장,     

뒤판 2장, 소매 혹은 어깨끈 2장을 안감으로 사용되는     

투왈이나 바젱으로 재단한다. 인체에 적용시켜 사이즈     

를 확인하고 크고 작은 부분을 체크한다. 투왈로 식서     

밴드를 안감에 가로질러 단단히 꿰메어 형태가 변형되     

지 않도록 하고, 여밈은 앞이나 뒤에 둔다. 안감과 똑같     

은 겉감을 재단하여 안감과 꿰맨다. 어깨끈이나 소매는     

구멍과 끈으로 연결하거나 단추 혹은 리본으로 여민다.     

치마를 연결하기 위해 옆에 고리를 부착하고, 뷔스끄를     

앞 중심 양쪽 뷔스끄 주머니에 넣고 꿰맨다.

3. 꼬르 재현품의 치수

파리의상박물관 소장 보존 복식 1점과 보존 복식     

의 패턴 재현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인 Leloir(1933-     

1949)의 『복식의 역사(Histoire du costume)』, Waugh(1968)     

의『코르셋과 크리놀린(Corsets & Clinolines)』, Salen(2008)    

의 『코르셋, 고증 패턴과 기술(Corsets, Historical patterns     

& techniques)』에서 제시하고 있는 꼬르 및 패턴을 자료     

로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몇 개 패턴의 치수를 재어     

보니 아래 <Table 1>과 같았다. Salen(2008)의 경우     

와 같이 가슴과 허리둘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체     

형 상태를 제외하고 가슴과 허리둘레의 차이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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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코리아 2005의 경우보다 상회하고 있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에 의해 형성되는 토르소의 볼륨과     

형태가 실제 인체보다 굴곡이 더 있는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비교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재현하게 될 모델을 확정하기에 앞서     

<Table 2>와 같이 18세기 꼬르의 시기별 비교를 통해     

Table 1. Comparison of size of corps 

Bust girth Waist girth Back length Differences (bust & waist)

Museum Collection 86cm 57cm - 29cm

Reconstructive pattern of Leloir 84cm 60cm 39.5cm 24cm

Reconstructive pattern of Waugh 86.4cm 63.5cm 40.5cm 22.9cm

Reconstructive pattern of Salen 86.4cm 73.2cm 37.1cm 13.2cm

Size Korea 2005 87cm 66.8cm 37.2cm 20.2cm

Reconstructive pattern 88cm 64cm 39cm 24cm
Table 2. Comparison by period of form and pattern of corps

Date Form Pattern Property

1730

-Side line is reduced with a for-      

ming rapid slant. It is a flat      

and straight silhouette as a    

whole. 

-Neckline is formed having a    

square with a shoulder string    

or is a curve-linear width neck-     

line.

-Bodice consists of 10-12 panels.

-It is a linear pattern line.

1720

-1730

-It is composed 10 panels.

-Each panel is estimated to be a linear form wholly         

without curve. 

1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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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및 패턴의 형태를 가늠해 보았다. 18세기 전       

기 보존 꼬르의 형태와 재현된 패턴을 살펴보면, 옆       

선이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줄어들고, 가슴부터 허리      

까지 일자로 비교적 편편한 직선적인 실루엣을 구사      

하고 있다. 네크라인은 어깨끈과 함께 스퀘어를 이루      

거나 가로로 곡선적인 가로 네크라인을 이루고 있다.      

10~12개의 패널로 몸판이 구성되어 있으며 패턴 라      

인이 직선적이다. 중기에는 넓은 U자를 이루는 네크      

라인에 가슴 부분을 둥글게 감싸며 인체의 굴곡을 따       

르는 실루엣으로 변하였고, 8개 정도의 패널로 몸판      

이 구성되었으며 곡선적 패턴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꼬르의 경우는 깊게 파인 U자형 네크라인에 가       

슴 아래를 집중적으로 조여 윗 가슴의 볼륨을 크게       

하고 가슴과 허리 차이가 심하게 나는 실루엣이 되었       

다. 패턴은 8개 정도의 패널로 구성되었으며 앞 중심       

패널의 옆선이 곡선을 이루고 각 패널이 전체적으로     

급한 경사의 사선 형태이다. 18세기 중후반에 꼬르를     

대신하여 많이 사용된 꼬르세는 동일한 시기의 꼬르     

와 유사한 실루엣과 패턴 구성을 따르되 발렌느 없이     

두 겹의 면포로 제작되거나, 앞 중심 혹은 뒤 중심에     

만 발렌느를 삽입하여 유연한 바디스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현할 패턴은 직선적인 18세기 초반의     

모델도 아니고 가슴 아래 허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밀     

착시킨 18세기 후반의 모델도 아닌 18세기 중반의 대     

표적인 형태의 인체 흐름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살     

리며 조이는 곡선적인 패턴을 모델로 지향하였다.

4. 꼬르 착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원하는 인체의 실루엣을 만들기 위하여 서양 여성들     

Table 2. Continued

Date Form Pattern Property

1750

-It is a curve-linear silhouette    

of following the silhouette of    

the human body and roundly    

covering the bust part.

-Neckline forming the wide   

letter U. 

-Bodice consists of about 8    

panels.

-Curve-linear pattern line.

1760

1769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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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Date Form Pattern Property

1776

-Silhouette that allowed the   

difference in bust and waist    

to be pronounede by inten-    

sively tightening below the   

bust; in addition, the upper bust     

becomes large in volume.

-Neckline of with low-cut   

U-lettered pattern.

-Bodice consists of about 8    

panels.

-The side-line in the front-    

centered panel is a curve. 

-Each panel is estimated to    

be an oblique-line form in    

rapid slant as a whole. 

1775

-Bodice consists of about 8 panels.

-Side line in the front-centered panel is curve. 

-Each panel is estimated to be an oblique-line       

form in a rapid slant as a whole. 

1780

1769

-Silhouette and pattern con-   

struction similar to corps in    

the same period.

-A flexible bodice is formed    

by inserting the Baleine only    

into the center of the front     

and the back in production    

with a twofold cotton cloth. 

1790

–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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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착용해 온 코르셋은 과도한 의복압력으로 인해 호       

흡곤란, 두통, 빈혈, 소화 장애, 잦은 유산, 인체 변형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질병을 초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 착용은 멈추지 않아 왔다. 인체 억압의 지난        

역사가 보여 주듯이, 허리를 극도로 조이고, 납작한 가       

슴을 만들기도 하고, 휘어진 등, 일직선의 몸통, 복부       

를 누르기까지, 몸을 단단히 속박하는 고통스런 기구      

의 장기간 착용으로 인한 인체 변형과 질병에 대해서       

는 역사가, 비평가, 행정가, 의학자들에 의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동안 논의되어 왔다. <Fig. 3>       

은 해부학자 Soemmering(1775-1830)이 묘사한 코르    

셋 착용의 결과로 초래된 척추 측만의 경우를 보여주       

고 있다(as cited in “Le corps”, 1964). 가슴에서 허리까        

지 극도로 조여 본래의 위치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빈 공간으로 자리를 잡다보니 척추가 심한      

곡선을 그리며 뒤틀려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것과 같이       

당시 코르셋으로 겪었던 생리적 고충의 정도파악은 오      

랜 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이외에도 Framboisière     

박사가 1639년에 발표한『건강 유지를 위한 유용하고     

필수적인 의견(Avis utile et necessaire pour la conservation       

de la sante)』이나, 1772년 A. Leroy의『여성과 어린이      

의복과 입는 방법에 대한 연구(Recherche et consideration      

sur les habillements des femmes et des enfants, ou examen         

de la maniere)』 그리고 1746년 당시『의학, 수술, 화학,       

식물, 약학 사전(Dictionnaire universel de medecinen,     

de chiruregie, de chimie, de botanique, d'anatomie, de       

pharmacie, d'histoire naturelle)』에서 코르셋으로 인한    

인체 변형과 치료 및 보정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에    

제작방법을 수록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코르셋에     

대하여 1727년 무명의 비평가는『코르셋에 대한 옹호     

혹은 반대(L'apoplogie ou la defense des corsets)』에     

서, 건강을 해치기까지 과도한 형태로 미에 대한 추     

구와 집착은 인체 뿐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뛰어 넘     

어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을 무너뜨린다고 하며 반대     

의 입장에서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III. 꼬르의 고증제작방법

1. 모델선정

치수와 소재를 포함하는 실물자료 및 선행연구의 결     

핍으로 완벽한 고증은 어려우나, 고증모델의 형태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분석결과, Garsault(1769)의『의복   

제작기술』에 소개된 꼬르 중, 전체 발렌느 꼬르, 반     

발렌느 꼬르 그리고 꼬르세 3가지 모델을 선택하였다.     

이중 전체 발렌느 꼬르는 앞판을 하나로 연결하여 앞     

중심에 뷔스끄를 넣은 닫힌 꼬르(corps fermé)로 하였     

다. 꼬르세의 경우 Garsault(1769)이 제안하는 단순화     

된 형태를 지양하고 꼬르와 동일한 형태로, 발렌느를 전     

혀 넣지 않고 뒤 중심에 뷔스끄 두 개만 넣은 것(corset     

blanc sans baleiné à deux busc)으로 선정하였다. 확정된     

3가지 모델은 <Table 3>이 제시하는 도식화와 같다.

2. 패턴 설계

선택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치수의 경우, 18세기 프     

랑스인의 신체치수에 관한 인류학적 분석자료가 부재     

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단지 몇몇 보존 꼬르에     

의해서 당시의 평균치수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일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체치수를 알 수 없는 실정     

이다. 그런데 고증복의 쾌적성 평가 실험 시, 제작된 꼬     

르와 근접하거나 요구되는 치수 차이를 가진 피 실험     

자를 선택하여 착의시키는 방식으로 연구진행이 가능     

하기 때문에 형태와 제작방식에 중점을 둔 본 연구에서     

는 꼬르 제작에 필요한 치수를 제안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입체패턴 제작을 위해 시판하는 가봉용 바디     

8사이즈를 보정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제작할 모델     

의 치수는 가슴둘레 88cm, 허리둘레 64cm, 등길이 39cm     

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파리의상박물관 소장 꼬르     

(재무번호65-44-13)와 Waugh(1968), Leloir(1933-1949),  

Salen(2008)의 선행연구에 소개된 재현 패턴의 사이즈     

를 분석한 결과, 가슴둘레 84.0~86.4cm, 허리둘레 60.0     

Fig. 3. Results of wearing a corset.

From Le  corps et l'habillement: Aperçu rétrospectif. (1964). p. 6.
– 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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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cm, 등길이 37.1~40.5cm 범위를 보이고 있고<Table     

1>, 제5차 한국인 성인여성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2005(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5) 결과도 가슴둘레      

87cm, 허리둘레 66.8cm, 등길이 37.2cm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으므로 제작치수로 선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몸판은 어깨끈을 제외한 10개의 매우 직선적인      

패널로 구성되며, 몸판의 각 패널은 몸의 곡선의 흐름       

을 잘 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식서를 정하고 발렌        

느를 이 식서와 일치하게 넣었다.

3. 소재와 봉제방법

정확히 제시된 소재 규격이나 평균값에 관한 정보      

역시 부재하므로, 소재 및 부자재는『의복제작기술』    

에서 묘사하고 있는 재료들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대마포와 강한 면 캔버스 사이에       

발렌느를 넣어 누비고, 면포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고래수염을 대신하여 현재 영국과 프랑스에서 고증     

을 위한 부자재로 당시의 것과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     

어 시판하고 있는 플래스틱 발렌느와 뷔스끄를 사용     

하였다. 0.5cm 간격 누빔에 4겹의 가는 플래스틱 발     

렌느를 삽입하여 간격을 채웠으며, 2cm 납작한 플래스     

틱 와이어를 뷔스끄로 사용하였다. 직경 0.4cm 면끈     

과 직경 0.6cm 쇠 아일렛으로 여밈을 만들었다. 봉제     

역시 자료분석 시 고찰한『의복제작기술』의 과정과 방     

법을 토대로 재현하였다.

4. 맞음새 검토

발렌느를 삽입하고 몸판을 연결한 후, 도식화를 기     

준으로 Garsault(1769)의 모델, 보존 복식사진, 선행     

연구의 그림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인체와 인대 상에     

서 각 1회 맞음새를 검토하였다. 보정 후 마무리 봉제     

를 하여 꼬르를 완성하였고, 보정된 항목에 대한 패     

턴을 수정하여 CAD로 최종 패턴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자료분석 결과에 따른 꼬르 제작순서는 크게 패턴     

제작, 봉제, 맞음새 검토 및 완성으로 이루어지며, 세     

부적인 순서는 아래 <Fig. 4>와 같다. 

1. 머슬린 패턴 제작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르셋의 형태는     

동일하되 발렌느의 분량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발렌느 꼬르, 반 발렌느 꼬르 그리고 꼬르세를 선정     

하여 제작하였다. 

1) 인대형태보정 

등이 약간 굽는 실루엣을 지니는 17세기의 꼬르에     

비해 18세기에 와서는 등과 허리를 일직선으로 세워     

자연스레 가슴을 내민 자세를 취하고, 가슴을 들어     

올려 평면적으로 눌러 위 가슴이 부풀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실루엣을 구사하기 위하여 인대의 형태     

를 먼저 보정해야 하므로, 부직포를 사용하여 뒤 허     

리에서 등, 가슴정점에서 허리를 일직선으로 보강하였     

다. 그리고 직선적인 앞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     

을 들어 올려 등과 허리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     

하고 위 가슴을 부풀리는 형태로 만들어 가슴골이 들     

Table 3. Diagram of selected model 

Corps plein 

baleiné

Corps demi-

baleiné

Corset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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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지 않게 실루엣을 구성하였다(Table 4).

2) 기준선 및 형태선 표시

먼저 입체재단을 위해 기준선을 표시하는데, 검정     

으로 표시된 둘레항목의 목, 가슴, 허리, 진동선, 앞 중        

심과 뒤 중심 세로선, 옆 목점부터 어깨 끝점을 잇는        

어깨선, 겨드랑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옆선 등을 기       

준선으로 하였다. 다음은 도식화로 제시한 선정모델     

을 제작하기 위해 꼬르 형태선을 표시한다. 앞 중심       

패널의 가슴에서 배에 이르는 앞 중심선을 식서로 하       

고, 가슴선 위 3cm에서 시작하여 허리선 아래 10.5cm       

길이로 굴곡 없이 직선으로 한다. 위 가슴선에서 15cm,       

가슴선에서 13.5cm, 허리선에서 7cm 넓이로 앞 중심     

패널의 옆선은 사선이 되고 앞 중심 끝이 뾰족한 예     

각을 그리게 된다. 앞 옆 패널은 어깨끈과 만나는 지     

점에서 앞 중심 패널의 끝보다 2cm 짧은 길이이고,     

가슴선에서 10.5cm 넓이가 되도록한다. 옆 패널과 만     

나는 선은 진동선을 따라 10.5cm 지난 지점에서 부터     

앞 중심 쪽으로 가파른 사선으로 형성된다. 옆 패널     

은 진동선에서 3.5cm, 가슴선에서 5.5cm, 허리선에서     

13.5cm 폭이 되고, 허리선은 앞 뒤 방향으로 내려가     

는 곡선을 이루어 엉덩이와 허리선이 맞닿는 부분을     

편안하게 만든다. 뒤 중앙 패널의 중심선이 식서로 하     

고 이곳에 여밈이 있게 된다. 뒤 목 중심에서 5cm 내려     

Fig. 4. Production flowchart.

Table 4. Production of muslin pattern 

Front Side Back

Correction in body form

Indication of form line 

Production of muslin pattern
– 1001 –



136 한국의류학회지 Vol. 35 No. 8, 2011

    

   

  

   

   

  

  

  

  

  

  

 

   

  

 

    
온 지점에서 허리선을 10cm 지나 44cm 길이이고, 가       

슴선에서 8cm, 허리선에서 3cm 폭으로 옆선은 사선      

을 이루며, 뒤 어깨끈에서는 반만 만나게 된다. 뒤 옆        

패널은 가슴선에서 6cm, 허리선에서 5cm 폭이며, 어      

깨끈과 만나는 지점부터 허리 약간 아래로 약간 예각       

을 이루는 지점까지의 길이로 전체적으로 사선으로     

배치된다. 어깨끈은 앞이 좁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직선적인 형태를 이룬다. 허리 아래 달린 여러 개의       

바스끄는 양쪽 6개씩 총 12개가 된다. 직사각형 형태       

로 재단하고 바이어스 테이프로 마무리 단계에서 둥      

글게 봉제하게 된다(Table 4). 

3) 머슬린 패턴 제작 

수직선 앞 뒤 중심을 제외한 재단선은 인체의 형태       

와 움직임의 자연스런 흐름 따라 모두 사선으로 배치       

되었고, 여러 패널로 분리 구성하였으며, 어깨끈은 따      

로 제작하여 붙여 팔 움직임을 편하게 하였다. 앞 중        

심선을 대칭으로 하는 앞 중앙 패널 1장, 앞 옆 패널         

2장, 옆선을 포함하는 옆 패널 2장, 여밈이 있는 뒤        

중심선을 포함하는 뒤 중앙 패널 2장, 뒤 옆 패널 2장,         

어깨끈 2장의 총12장으로 구성하였다(Table 4). 

2. 봉제과정 및 방법

1) 발렌느 선 박음질 및 삽입

대마포와 강한 면 캔버스를 풀 스프레이를 뿌린 뒤       

합쳐 다림질하여 12장의 패널을 재단 한다. 각 패널       

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식서를 형성하게 되는데, 뒤       

중심을 식서로 하고, 뒤 중심 바로 옆 패널은 뒤 중심     

패널의 오른쪽 사선을 식서로 한다. 앞 중심 패널은 앞     

중심을 식서로 하고, 나머지 패널들은 옆 패널의 오른     

쪽 사선을 식서로 한다. 어깨끈은 긴 길이 방향을 식서     

로 한다. 전체 발렌느 꼬르의 경우, 발렌느 넣을 선을     

각 패널의 식서 방향과 동일하게 전체를 세로로 약     

0.5cm 간격으로 박음질(arrière-point)하여 발렌느를 삽    

입한다. 반 발렌느 꼬르의 경우, 전체 발렌느 꼬르와     

식서와 발렌느 넣는 선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되 발     

렌느 삽입선 간 간격을 2cm 띄어 박음질한다(Table 5).     

꼬르세의 경우는 발렌느를 전혀 넣지 않는다.

2) 몸판 연결

뒤 여밈 부분을 남기고 옆선과 어깨끈 모두를 연결     

한 후, 시접을 가름솔로 하고 꼬르를 다림질하여 형     

태를 잡는다(Table 5).

3. 맞음새 검토 및 완성

1) 맞음새 검토 및 보정

제작한 모델과 같은 치수의 착의자를 선정하여, 직선     

적인 앞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을 들어 올리고 등     

과 복부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하고 여밈의     

끈을 조이며 착의 시켰다. 도식화를 기준으로 Garsault     

(1769)의 모델, 보존 복식사진, 선행연구의 그림자료     

들을 참고하면서 가슴둘레, 허리둘레, 전체길이, 진동     

둘레, 끈길이, 네크라인 등 전체 및 세부 위치 및 형     

태항목에 대하여 맞음새를 검토하였다. 둘레항목이    

Table 5. Primary sewing

Corps plein baleiné Corps demi-baleiné

 Backstitch and insertion

of baleine

Cutting and connection

of the bo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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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길이항목은 동일한 치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리 없는 맞음새를 보였으나, 인대와 인체의 형태      

및 자세에서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      

별로 맞음새를 보정할 필요가 있었다. 인대보다 착의      

자의 유두길이가 길고 가슴선 위 부분의 볼륨이 부족       

하여 넥크라인이 들뜨는 현상을 보이므로 앞 중심에      

서 제일 가까운 봉제선의 BP점 위를 양쪽 1cm씩 줄        

여주므로 위 가슴 부분을 모아 주었다. 앞 몸판보다       

뒤 몸판이 올라가도록 앞으로 약간 잡아당기듯 착용하      

게 되므로 진동둘레의 겨드랑이 부분이 닿아 1.5cm 파       

주고 끈길이도 1cm 짧게 줄여 연결하였다.

2) 마무리 봉제

맞음새 검토 및 보정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양        

하고 세밀한 마무리 봉제가 요구된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고정을 위해 안쪽 가슴에 가로로       

그리고 견갑골 부근에 사선으로 발렌느를 보강하여     

볼륨을 형성한다. 허리를 조이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찢어지기 쉬운 옆 허리에 가로 6cm 세로 4cm의 직사        

각형 테이프를 부착하여 보강한다. 안감을 연결하여     

안쪽 전체에 덮어 감치는데 바스끄 부분은 몸판과 연       

결한 모양 그대로 안감을 넣는다. 앞 가슴 중심과 뒤        

중심 여밈 가까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뷔스끄를 넣을       

선을 박아 삽입한다. 꼬르세의 경우 뒤 중심에만 뷔       

스끄를 넣는다. 어깨끈과 여밈 구멍을 만들고 그 부분       

은 안감을 넣지 않는다. 전체 가장자리를 바이어스      

테이프 마무리 한다. 

3) 완성 

완성한 결과는 <Table 7>과 같고, 머슬린 패턴을 기     

준으로 보정된 항목을 수정하여 <Fig. 5>와 같이 CAD     

패턴을 제시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 코르셋 3벌의 고증제작     

과 그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관련 용어들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파악된 유형의     

종류 및 형태, 기원 및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일     

반적으로 인체의 실루엣을 유지 혹은 변형시키는 기초     

혹은 보조물인 코르셋은 18세기 당시 프랑스에서는 꼬     

르라는 유형으로 인식되었고, 꼬르세라는 용어는 18세     

기 말 이후에 주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러 정착되었     

다. Garsault(1769)의『의복제작기술』, 보존 복식, 보존    

복식의 패턴 재현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 등의 자료     

를 통해서 고증제작을 위한 꼬르의 사이즈, 실루엣,     

패턴 형태, 소재를 확정하고 봉제방법이 분석되었다.     

전체 발렌느 꼬르, 반 발렌느 꼬르 그리고 꼬르세 3가     

지 선택 모델을 확정하였고, 넓은 U자를 이루는 네크     

라인에 가슴 부분을 둥글게 감싸며 인체의 굴곡을 따     

르는 18세기 중엽의 꼬르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대마포와 강한 면 캔버스 사이에 발렌느를 넣어 누비     

Table 6. Final sewing 

Adhesion of width and 

slant baleiné and 

reinforcement tape

 

Basques Eyelet Shoulder strap Bucs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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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면포를 안감으로 사용하였다. 0.5cm 간격 누빔에      

4겹의 가는 플래스틱 발렌느를 삽입하여 간격을 채웠      

으며, 2cm 납작한 플래스틱 와이어를 뷔스끄로 사용      

하였다. 제작치수는 가슴둘레 88cm, 허리둘레 64cm, 등      

길이 39cm으로 하였고, 꼬르 제작은 패턴 제작(인대      

형태보정-기준선 표시-형태선 표시-머슬린 패턴 제작)    

1차 봉제(발렌느 선 박음질-발렌느 삽입-몸판 연결) 맞      

음새 검토 및 수정 마무리 봉제(볼륨 고정을 위한 가        

로 및 사선 발렌느 부착-옆 허리 보강 테이프 부착-안        

감 넣기-앞 가슴 중심에 뷔스끄 넣기-바이어스 테이프      

마무리-여밈 만들기) 완성 및 CAD 패턴 제작의 순서     

로 이루어졌다. 패턴은 10개의 패널로 몸판이 구성되     

었으며, 어깨끈은 따로 제작하여 붙여 팔 움직임을 편     

하게 하였다. 수직선 앞 뒤 중심을 제외한 재단선은 인     

체의 형태와 움직임의 자연스런 흐름 따라 모두 사선     

으로 배치되었고, 곡선적 패턴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 모델의 고증제작을 위해 필요한 18세기 프랑     

스인의 신체치수와 소재 조건의 평균에 대한 계량적인     

자료의 부재는 본 연구의 가장 큰 연구 제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도된 고문서자료의 분석     

과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현된 보존 복식을 비교하여 고     

증제작을 실현할 수 있었던 점과 개발된 고증제작방     

법에 대한 연구모델 그리고 코르셋 패턴 등의 결과물     

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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