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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use fast-fashion wedding dresses continuously 

which usually have worn three or four times and just wasted, which is an 

current interesting issue over the society. Among clothing from the 19th 

Century, three styles of Empire, and Crinoline were analyzed from their 

underwear styles to outwear styles through library and museums and are made 

for rental service. Based on 8-year-old girls' physical dimensions, openings and 

closing methods of each size were applied to develop and make rental dress 

designs.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study history and develop creativity if 

children can try different styles of dresses from different cultures and times and 

also experience difference wearing ways as they also have such desire. 

Underwears were designed to be worn by adjusting cloth rings, rubber bands, 

or hook and eye to fit different dimensions. The final products are as follows. 

First, empire dress doesn't need underwear to wear.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rental dress, the back side of upper clothes have lace up by using cloth 

rings like empire style. Skirt was cut to use hem lace suitably from wasted 

dress. Second, Crinoline dress is usually configured of Crinoline, Petticoat, Two 

Piece on Drawers, Chemise, and Corset. It was designed by flat front, bigger 

sides and backs by Crinoline and Pettic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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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목적�및�의의1.�

국내에서 한해 버려지는 웨딩드레스가 만벌로 회 입170 3~4

혀지고는 폐기된다 인터넷 웨딩드레스의 경우(Seo, 2018). , 

만원대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오트쿠틔2 . 

르 웨딩드레스 브랜드의 세컨드 라인이나 번가 옥션 쿠11 , , 

팡 등 대기업의 온라인 뿐 만 아니라 브랜드 과 SPA 'H&M'

앤아더스토리즈등에서도 정기적으로 웨딩드레스를 내놓고 ' '

있어 웨딩드레스는 패스트 패션화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년대 초반 이후 웨딩드레스의 소재는 실크   2000 , 

사용이 줄고 석유계 합성 섬유 사용율이 이상을 차지85% 

하게 되어 자연분해가 쉽지 않아 매탄가스 발생 지하수 오, 

염 침강 등의 환경 피해를 야기한다 폐 웨딩드, (Lee, 2017). 

레스를 가치 있는 지속가능 상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착용하는 것은 친환경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플라스. 

틱병에서 추출한 섬유에는 안티몬 촉매제 찌꺼기 자외선 , , 

안정제 사고제 산화방지제 등이 있다, , (William, 

우리는 리싸이클링이나 새활용 자체에 의미를 2002/2003). 

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직물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여종. 8,000

에 이른다(William, 2002/2003). 

환경 오염을 지연시키고 감소시키는 최선은 리싸이클링이  

나 새활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을 최대한 줄이고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가공을 피하고 버려

질 때를 염두하며 생산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디자인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 에너지 감소를 나타내고 버려지는 재료

를 사용하여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Lee & Lim 

2015)

  최근 증가로 인한 소비생활이 증가되면서 생활의 편GDP

리함을 추구하는 영향으로 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

고 있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위협요인으로 인, 

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제품 생산 초기부터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 

용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채취 생산 소비 폐기 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  ‘ - - - ’

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 ’(circular economy) 

추진 중인 것이다 순환경제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 

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 ‧
에 환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2018). 

  최근의 새활용 연구를 살펴보면 데님, (Lee & Uhm, 

한지니트 재생가죽2018), (Kim ,2015), (Bong & Jung, 

폐가죽 등 소재 새활용에 대한 연구와 2015), (Park, 2017) 

재단 방법에 의해 폐원단을 감소시키는 연구(Park, 2017),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연구(Lee & Kim, 2017) 

등이 있지만 현재 쏟아져 나오는 웨딩드레스의 보다 효율적

인 처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미흡하다 디자인 단. 

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장의 효율성과 이익성을 고려한 시장 

현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므로 더 의미 있는 폐 웨딩

드레스의 새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렌탈시장 성장 규모는   KT 2011

년 조 억 원에서 빠르게 성장해 년 조 억 19 5000 2017 31 9000

원 년에는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020 40

패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박 일간 유명 디(Uhm, 2018). , 2 3

자이너의 드레스 및 돌잔치용 한복 명품가방 보석 등을 대, , 

여하고 있는 살롱드샬롯 의 올해 분기 매출 신장률은 전년‘ ’ 1

대비 를 달성했다 특히나 234. 5% (Kim, 2018). Kim and 

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유아복 구입 경향이 유아Son(2003)

의 월령에 비해 큰 치수를 구입한다고 한 것처럼 한 번 구

입한 의복을 년 이상 입히기 어려운 아동복에서 특별한 날2

을 위한 대여복 수요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폐기 대신 디자인 단계부터   

가공을 피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해서 경제에 환류시키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타문화권의 과거 복식을 속옷부. 

터 겉옷까지의 구성 및 착장 방식을 교육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변화가 없는 대여복 생산 시스

템에 새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및�범위2.�

연구방법은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해당 복식의 특징, , 

을 분석하고 복식의 실루엣 속옷의 구성 봉제방법 디테일, , , 

한 장식을 조사하고 대여복을 목적으로 제작한다 본 연구는 . 

가슴을 강조하는 실루엣과 허리를 강조하는 자형 실루엣H X

이 나타나 복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다양성

을 체험 해 볼 수 있는 세기 복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19 . 

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직시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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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lf� Wedding� Dress� Shop

� Guide
(m.post.naver.com)

Figure� 2.�
Semi-�Wedding

� Dress
(supsokdress.com)

Figure� 3.�
Rental� Dress� of� Rose� Festival� 2018

(Photos were taken by the author, 2018)

속가능 디자인의 관점에서 웨딩홀의 폐기되는 흰색 웨딩드

레스 여벌을 기증 받아 연구복의 디자인과 디테일에 최대20

한 밀접한 폐 웨딩드레스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소재는 언. 

더웨어와 크리놀린 버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 웨딩드레

스를 활용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문헌 및 메트로폴리탄 뮤지. 

엄의 온라인자료 및 학술자료를 통해 세기 서양 여성복의 19

시대적 배경과 실루엣 디테일에 따른 특징을 알아보고 그에 , 

따른 속옷의 구성과 착장 순서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기 . 19

복식은 정흥숙의 분류에 의하면 나폴레옹 세 왕정복고 나1 , , 

폴레옹 세 세기말 세기말 가지 스타일로 분류된3 , ( ), ( ) 5Ⅰ Ⅱ

다 이를 바탕으로 서양 복식 중 가슴 허리 엉덩이를 강조. , , 

하는 대표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나폴레옹 세 시대의 엠파1

이어 스타일 왕정복고 시대의 크리놀린 스타일(1800~1820), 

가지로 한정하였다 의복 제작 치수는 사이(1815~1848) 2 . 

즈 코리아 치수를 참고하였으며 패턴은 입체재단하였으며, , 

세 여아의 대여드레스를 제작하였다 년 서울 장미축8 . 2018

제에서 아동 드레스 대여를 한 결과 가장 입고 싶어 하고 , 

속옷부터 겉옷까지 착용 과정을 이해하는 연령은 최소 세 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세를 기준으로 드레. , 8

스를 제작하고 세 정도 치수조절을 하여 체격에 따라 , ±2 6

세 세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0 .

이론적�배경.�Ⅱ

웨딩드레스1.�

블랙 등 다양한 색상으로 입혀지던 웨딩드레스는 년대 1840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부터 공식적으로 흰색으로 입혀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년대에 처음 서양 웨딩드레스가 . 1930

등장하였으나 년대 후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였다1950

(Jang, 2016).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인 웨딩에서 드레스는   

신부들의 로망이며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은 순간이다 역사, . 

적으로는 신부의 가문이나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에 사람들은 웨딩드레스에 더욱 더 정성을 들

이고 화려한 기교를 더하였다 최근에는 세미 웨딩과 젊은 . 

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가격 및 디자

인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 웨딩. Figure 1

에 점퍼와 스니커즈를 착용하여 색다른 멋을 표출하였으며, 

상하의가 분리되어 캐쥬얼 웨어와 믹스매치 할 수 있는 연

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온라인상에도 웨딩드레스의 . 

가격 및 디자인이 평상시 이벤트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

는 제품을 제시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Figure 2). 

서울장미축제에서 학생들과 폐 웨딩드레스를 업싸이  2018 

클링하여 대여를 한 결과 한복 대여처럼 아이부터 어른까지 , 

매우 큰 호응을 얻어 교육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의류 활용 , ,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Figure 3).   

세기�여자�속옷의�특징2.� 19

슈미즈1) (chemise)

정숙함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했던 슈미즈는 엠파이어 시

대에 목이 사각으로 파였고 머슬린으로 주름 장식의 단을 

단 무릎 길이였다 폭이 넓은 이 슈미즈는 폭이 (Figure 4). 

좁은 드레스에는 생략되었다 소매부리에는 프릴(Lee, 2000). 

이나 레이스를 달았고 소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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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복고 시기에는 소매를 부풀리기 위해 소매 패드를 달기

도 했다 년대 후반부터 허리선이 높고 퍼프 소매의 엠. 1880

파이어 슈미즈가 등장하였다(Lee, 2000).

드로워즈2) (Drawers)

드로워즈는 이탈리아 메디치가의 카테린느가 처음 입기 시

작한 풍성한 형태의 속바지로 린넨 실크 울로 만들었으며, , , 

밑이 트여 있었으며 년대 후반부터는 밑이 (Lee, 2000), 1870

막혀 있었다 여성들의 자유로운 행동(Philippe, 1992/2007). 

을 가능하게 했던 속바지는 스포츠 외에도 무도회장에서 크

리놀린 아래 입혀졌다 년에는 밑이 트여 있고 넓은 허. 1870

리 밴드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허리에서 끈으로 조이거나 단, 

추로 여미기도 하였다 세에서 세까지는 무릎(Figure 5). 4 12 , 

세에서 세까지는 장딴지 중간의 길이로 착용하였다12 17

소재는 린넨 면 머슬린 실크 울 등이 사(Nam, 2000).  , , , , 

용되었다.

후프3) (Hoop)

둥근 뼈대나 밴드로써 의복을 과장되게 보이기 위해 사용했

던 창안물의 총칭 으로 파팅게일 로코코 시대의 (Bae, 2008) , 

페티코트나 임프루버라 불린 파니에 년대부터 유행한 , 1830

넓은 치마를 지탱하는 크리놀린 엉덩이를 강조한 허리 받침, 

대 버슬 등이 있다 크리놀린은 유제니 황후가 출산에 따른 . 

몸매를 감추기 위하여 스커트 폭을 확대하는데 사용한 것으

로 디자이너 워스가 디자인한 것이다 어원은 라(Bae, 2008). 

틴어 머리카락 이란 뜻의 크리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린넨‘ ’

에 말털을 섞어 짜 여러겹의 페티코트와 드레스를 버틸 수 

있었다 년경부터 금속골조만의 크리놀린이 등장하여 . 1856

여년 유행하였다 초기에는 벨형이 유행하였으나 년10 . 1850

Figure� 4.
Chemise�

(Akiko, 2005, p.198)

Figure� 5.
Drawers� of� 1840s

(www.metmuseum.org)

Figure� 6.� Crinoline

(Akiko, 2005, p.275)

Figure� 7.�
Corset

(Akiko, 2005, p.199)

Figure� 8.
� Petticoat� of� 1855-65

(www.metmuseum.org)

대 이후에는 앞은 납작하고 뒤는 부픈 형으로 변하였다

은 개의 철사테와 개의 린넨끈(Choi, 1995). Figure 6 40 11

으로 만들어진 년의 크리놀린으로 끈으로 연결되어 부1865

피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콜셋4) (Corset)

콜셋은 고대 크레타 시대부터 유사한 형태가 입혀졌으며, 

세기에는 형태에 따라 바스퀸느 코르피케 코드 바레16~18 , , -

인느라 불렸다 은 퀼트된 면 새틴의 년대 콜. Figure 7 1820

셋으로 부드러운 버스크와 본 이 들어있는 세기 형(bone) 19

태이다 프랑스에서는 콜셋 영국에서는 스테이스 라고 . , (stays)

불렸다 세기 후반부터는 콜셋 제작 기술이 발달하였고. 18 , 

세기에는 산업 발전으로 콜셋 부자재 발명이 많아져 19

년에는 금속 아일렛이 나타났다1828 . 

페티코트5) (Petticoat)

크레타 시대부터 입었던 페티코트는 겉치마 아래 입던 속치

마로 년경부터 스커트의 팽창이나 계절에 따라 매1840 4~6

의 페티코트가 착용되었고 가장 위에 입던 것이 제일 정교

하게 장식되었다 년대에 스커트 폭이 넓어(Lee, 2000). 1830

지면서 페티코트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Nam, 2000)(Figure 8). 

세기�여자�드레스의�특징3.� 19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였던 세기는 다양한 직물생산과 19

재봉틀의 발명으로 기성복이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남자복. 

식보다  여자복식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 . 

대상 시기인 나폴레옹 세시대와 나폴레옹 세 시대 중심으1 3

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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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세 시대1) 1

년에서 년 시기의 여성 복식을 엠파이어 스타일이1789 1815

라고 하는데 귀족 중심의 복식 문화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 , 

스타일의 클래식이 유행한 시기로 콜셋이나 후프의 구속으

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다 특징은 얇은 소재의 긴 스커트 하이웨이스트 라인 짧. , , 

은 소매 트레인 등이다, . 

세기 로코코 시대에 유방이 많이 노출되도록 네크라인  18

을 많이 판 디자인의 영향으로 여전히 네크라인 깊이 파이

기도 했다 페티코트는 입지 않았으며 가슴선이 높이 올라. , 

가고 형 실루엣을 나타냈다 얇은 머슬린 등으로 만들어 H . 

많은 인풀루엔자 환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 

시기인 제 제정 시기는 앞서의 혁명시대와 총재정부시대1 

에 비해 허리선이 위로 더 올라가 유방 바로 아래에 머물렀

고 짧은 소매에 퍼프가 생기거나 소매가 더욱 좁고 길어졌

다 몸매를 그대로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타일에 (Jung, 1997). 

속옷은 필요하지 않았으며 속옷의 종류도 적고 형태도 다양, 

하지 않았다(Jung, 1997).

는 년 사이의 엠파이어 스타일로 면   Figure 9 1802~1810

머슬린으로 제작된 것으로 높은 허리선과 깊이 파인 네크라

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은 년의 꽃 자수. Figure 10 1800

가 놓여 진 면 거즈 소재의 드레스이다 본 연구 중 엠파이. 

어 드레스는 와 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Figure 9 10 .

나폴레옹 세 시대2) 3

년에서 년 시기로 슈미즈를 입고 아래에는 드로워1848 1870

Figure� 9.�
Empire� Dress� of� 1802~3

(Akiko, 2005, p.159)

Figure� 10.
Empire� Dress� of� 1800
(Akiko, 2005, p.157)

Figure� 11.
Evening� Dress� of� 1855
(Akiko, 2005, p.216)

Figure� 12.
Evening� Dress� of� 1866
(Akiko, 2005, p.234)

즈나 판다룬 또는 밑이 트여있는 니커보커즈를 입었다 그 . 

위에 후프의 일종인 크리놀린을 걸치고 페티코트와 엉덩이, 

선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의 콜셋을 입었다.  

구귀족 영화의 복귀는 스커트 버팀대인 크리놀린이 다시   

유행하게 했다 어원은 라틴어 머리카락 이란 뜻의 크리니. ‘ ’

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린넨에 말털을 섞어 짜 여러겹의 페

티코트와 드레스를 버틸 수 있었다.

크리놀린이 가장 넓었던 년대에 콜셋은 허리를 가장   1860

가늘게 만드는 역할을 했으며 길이는 짧아졌다 나무 줄기, . , 

쇠 고무 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후프는 다양하게 제, , , 

작되었으며 고무밴드로 여미었다(Norah, 1954).

중세 말기 이후 사용되던 단추가 이 시기부터 기능적인   

역할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밈은 초 중 말기에 각각 끈 고. , , , 

리 단추로 변화되었다 스커트 폭이 끝없이 넓어진 한 편 , . 

바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참고한 드레스는 . Figure 11, 12

이다 는 년 이브닝 드레스로 실크와 울이 혼. Figure 11 1855

방된 거즈 소재의 티어드 스커트 형태이다 은 . Figure 12

년 실크 타프타 언더스커트 위에 쉬어 스트라이프 실크 1866

스커트를 겹쳐 입은 이브닝 드레스이다.

본론.�Ⅲ

기본적 원피스의 배에서 배 이상의 원단 및 부자재가 2 10

번 만 입혀지고 매년 만벌이 폐기되는 웨딩드레스는 3~4 170

자원의 낭비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재 의류 환경문제 제시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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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고 실제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극소수에 머물

고 있어 실현 가능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신체�치수� �1.�

세 여아 신체 치수는 차 년 의 평균치수8 Size Korea 6 (2010 )

로 하였다 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의 평균치는 각(Table 1). 

각 로 차 성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64.3cm, 61.4cm 2

로 활동성을 고려하여 둘레 평균치가 더 큰 가슴둘레 평균

치수를 적용하였다 패턴은 아동 바디에 입체 재단한 후 대. , 

상 치수를 적용하여 참고한 샘플 드레스의 실루엣이 나오도

록 차 수정을 거쳐 완성하였다1~2 . 

세 아동 치수 평균치는 신장 등길이 가  8 126.3cm, 29cm, 

슴둘레 가슴너비 어깨너비 엉덩64.3cm, 20.4cm, 27.5cm, 

이둘레 허리둘레 허리높이 팔길이67.3cm, 56cm, 76.4cm, 

엉덩이옆길이 바지길이 다리가쪽길이42.2cm, 14cm, ( ) 

샆높이 이다 입체재단에 사용된 더미 치수77.9cm, 57.4cm . 

는 등길이 가슴둘레 가슴너비 어깨너26cm, 63cm, 21cm, 

비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이며 세 여27cm, 66cm, 54.2cm , 8

아 평균 치수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속옷�패턴�및�구성2.�

드로워즈는 년대 샘플을 참고하여 제작되어 밑이 트여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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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무릎 길이에 린넨과 면 혼방이며 앞 허리밴드에 , 3

개의 단추를 달아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앞 뒤판. ,

이 옆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제로웨이스트 패션의 한 

형태이다 이 연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지연시키고 해결.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앞중심과 뒤중심은 트여있. 

으며 허리밴드 앞중심에서 간격으로 단추 개를 손, 1.5cm 3

바느질하여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 13).

슈미즈는 슬리브리스형이며 스커트 중간 부위에는 무늬가   , 

들어간 면 소재를 넣어 봉제하였다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 

헴라인에는 신축성이 있는 프릴을 봉제하였다. 

여밈은 따로 없으나 가슴둘레보다 여유가 있어   13.7cm 

풀온으로 착장할 수 있다 총길이는 아동의 무릎 길이이며. , 

패턴은 와 같다Figure 14 . 

콜셋은 면 린넨 혼방의 소프트한 형태로 가슴부위에 고  , 

어를 넣은 엉덩이 길이로 앞중심 여밈은 플라스틱 스냅이다. 

구성은  컵 부위 개씩 앞 몸 좌 우 개씩 뒷판 좌 우 1 , , 3 , , 3

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5).

크리놀린 후프는 형태이며  ‘cage crinoline’(Figure 6) , 

면 웨빙끈과 강철와이어로  제작하였다 허리3.2cm 0.5cm . 

밴드를 제외한 가로 원은 개로 구성되며 원주는 각각 5 , 

이다 각 원을 고정하54cm, 153cm, 188cm, 216cm, 241cm . 

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로 끈 역시 면 웨빙끈으로 제작

되었으며 앞쪽에서 좌 우 개 와 뒤쪽 개 끈 좌, , 2 (A) 3 (B,C,D) 

우를 합쳐 총 개가 연결되어 있다8 (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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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rawers� Pattern Figure� 14.� Chemise� Pattern Figure� 15.� Corset� Pattern

� Figure� 16.� Crinoline� Pattern Figure� 17.� Crinoline� Petticoat� Pattern

 

크리놀린 페티코트는 크리놀린 위에 입는 것으로 허리는   

폭 고무 밴드 를 밴드 안에 넣었다 최대 까3cm 56cm . 70cm

지 신장되었다 뒤만 넓은 스타일로 앞부분 육각망사는 셔링. 

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뒤부분에 셔링을 모두 몰아주었다, . 

육각망사는 단이며 첫 번째는 겹으로 폭이며 길이3 , 1 55cm , 

는 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겹으로 폭은 각각 387cm . 

이며 길이는 이다 아래 도련 총36cm, 25cm 496cm, 387cm . 

길이는 이며 맨 아랫단 안쪽에 인조 말총을 300cm , 14cm 

봉제하여 겉옷을 입어도 형태를 유지 할 수 있게 하였다

(Figure 17). 

겉옷�패턴�및�구성2.�

 

폐 웨딩드레스는 와 대학교 수업에서 활용하Figure 18~19

고 남은 다른 웨딩드레스의 호스 헤어 등 을 활용(Figure 20)

하였다.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의 소재로 사용된 폐 웨딩드레스  

는 미카도 소재 위에 튤이 중으로 재단된 것으로 자수 튤2

에 라인 레이스 및 스팽글 진주 막대 비즈 크리스탈이 수 . , , 

놓아져 있는 것을 활용하였다(Figure 18). 크리놀린 스타일 

드레스의 소재는 코드사 레이스에 스팽글 진주 크리스탈. , , 

리본 테잎이 수 놓아진 오간자와 새틴의 폐 웨딩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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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bandoned�

Wedding� Dress� 1

Figure� 19.
Abandoned�Wedding

Dress� 2

Figure� 20.
Abandoned� Horse� Hair

Figure� 21.
� Flat� pattern� of� Empire�

Dress

Figure� 22.� �
Empire� Dress� Pattern

Figure� 23.�
Parts� of� Abandoned�

Wedding� Dress

Figure� 24.�
Flat� Pattern� of�
Crinoline� Dress

Figure� 25.�
Crinoline�

Dress� Pattern

가 사용되었다(Figure 19) . 

엠파이어 1) 

본 연구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 도식화는 과 Figure 21

같다 상의 앞판은 프린세스라인으로 중앙부분에는 주름을 . 

잡아 밋밋한 여아 가슴에 볼륨감을 주고자 하였다 상의 뒤. 

판은 뒷중심에서 안쪽으로 들어 온 절개선에 웨딩드4.5cm 

레스에서 축출한 천고리를 활용하여 레이스 업으로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허리 아래선 뒤트임은 이며 스커트는 . 15cm , 

폐 웨딩드레스의 헴 레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

단하였다 가슴둘레 가슴둘레보다 여유가 포함되어 있. 10cm 

으며 뒤헴라인이 앞보다 길게 제작되었다 아래 헴라, 9cm . 

인 총길이는 이다117cm (Figure 22).

 

크리놀린 2) 

의 상의에서 축출한 부분 을 활용하였Figure 20 (Figure 23)

다 특히 뒷부분의 걸고리 부분은 그대로 뒷중심에 활용하였. 

다 크리놀린 드레스 역시 걸고리로 레이스 업하여 여밈 및 . 

치수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식화 와 같, Figure 24

다 상의는 가슴둘레 치수에서 총 여유가 있으며. 11.7cm , 

가슴선에서 몸판과 소매위로 폭 프릴을 두겹 봉제하고 4cm 

그 위에 드레스에 있던 레이스를 고정 및 장식용으로 봉제

하였다 상의 뒷중심이 자로 파인 형태이므로 폭. U 17.5cm 

의 비브 를 뒤 왼쪽 몸판에 봉제하여 가려줄 수 있게 (Bib)

하였다 소매길이는 이며 소매 밑단에서 . 25cm , 5.4cm, 

위에 드레스 원단으로 프릴을 봉제 하였다 프릴 끝10.4cm . 

은 인터록으로 처리하였다 스커트 허리 밴드는 폭으로 .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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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Created� Empire� Dress

뒤 여밈에 개의 훅과 개의 아이를 손바느질하여 허리 치1 3

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스커트 뒷부분이 넓게 퍼지. 

는 스타일로 앞중심은 임에 비해 뒷 중심은 로 76cm 97cm

더 길게 재단되었다 아래 도련 총길이는 이다21cm . 212cm

(Figure 25). 

착장3.�

완성된 두 드레스를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는 순서대로 착장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엠파이어 드레스1) 

당시 시대 특징상 속옷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엠파이어 드레, 

스의 앞 뒤 옆 모습은 과 같다 앞판 상의 부분, , Figure 26 . 

은 주름을 주어 밋밋할 수 있는 가슴 볼륨감을 주었으며, 

뒤판에는 레이스업으로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스. 

커트 뒷부분은 앞보다 폭과 길이가 길어 뒤에서 약간 끌리

는 형태임을 옆모습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크리놀린 드레스2) 

크리놀린 드레스 의상 구성은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위에 , , 

크리놀린 페티코트 투피스 형식이다 가장 먼저 무릎 길이, , . 

의 밑이 트인 드로워즈를 착용하며 앞 중심에서 단추로 치, 

수를 조절 할 수 있다 그 위에 라인의 슈미즈(Figure 27). A

를 착용한다 겉옷의 소매 부분이 비치는 부분이(Figure 28). 

있어 슈미즈를 슬리브리스 형태로 제작하였다 슈미즈 위에. 

는 엉덩이 길이의 콜셋을 착용한다 여밈은 앞 (Figure 29). 

플라스틱 스냅이다 뒤 양 옆 부분에 고무밴드 줄이 들어. 5

간 셔링 부분이 있으며 뒷중심에서 좌우로 들어간 위, 3cm 

치에 아일렛 개씩을 달고 끈을 끼워 레이스업 한 형태로 6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크리놀린은 앞 여밈이며 오른쪽은 폭 고무   , 7cm, 1.5cm 

밴드에 걸고리를 달았으며 왼쪽은 폭 고무 밴드를 ,  1.5cm 

두겹으로 겹치고 간격으로 개의 봉제선을 넣었다 신1cm 3 . 

체치수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여밈 장치이다 원하는 드레. 

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앞은 평편하고 뒤는 넓게 퍼진 

형태이다(Figure 30). 

크리놀린 위에는 페티코트를 착용한다 은 페티  . Figure 31

코트의 앞 뒤 옆 모습이다 육각 망사를 단 봉제한 것으, , . 3

로 허리 전체에 폭 고무 밴드를 삽입하여 쉽게 입고 벗3cm

을 수 있게 하였다.

페티코트 위에는 스커트를 먼저 착용한다 는   . Figure 32

스커트의 앞 뒤 옆 모습으로 앞은 평편하고 뒤는 뒤가 부, , 

풀져져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뒷 중심에서 욱 앤 아이. 

로 치수를 조절하여 입을 수 있다 은 상의 바디. Figure 33

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뒤에 걸고리가 있어 드레스 여분으로 

만든 끈을 걸어 치수 조절하여 입을 수 있다 걸고리는 아. 

일렛에 비하여 입고 벗을 때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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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Wearing� a� Drawers� Figure� 28.� Wearing� a� Chemise� Figure� 29.� Wearing� a� Corset

Figure� 30.� Wearing� a� Crinoline Figure� 31.� Wearing� a� Petticoat

Figure� 32.� Wearing� a� Skirt� Figure� 33.�Wearing� a� Bodice

결론.�Ⅲ  

본 연구는 최근 사회 전반에 이슈화되고 있는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한 시각으로 회 입혀지고 매년 수없이 버3~4

려지는 패스트 패션화되어 가는 웨딩드레스의 활용 방안

에 대한 것으로 세기 복식 중 엠파이어 스타일19 , 

크리놀린 스타일 두 가지 스(1800~1820), (1815~1848) 

타일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박물관 및 서적을 통해 연구

분석하여 대여용으로 제작하였다 세 여아의 신체 치수를 . 8

기본으로 치수별 조절 가능한 여밈 및 착장 방법을 적용하

여 다양한 신체치수의 아동들이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구 문화의 복식을 착용 순서 및 착용 방법을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 대여복을 개발 하였다.

첫 번째 허리선과 깊이 파인 네크라인이 특징인   , 

년 사이의 엠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와 년1802~1810 1800

의 꽃 자수가 놓여진 드레스를 참고하였다 속옷은 필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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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소재는 폐 웨딩드레스 중 미카도 소재 위에 튤,  , 

이 중으로 재단된 것 으로 자수 튤에는 라인 레이스 및 스2

팽글 진주 막대 비즈 크리스탈이 수 놓아져 있는 것을 활. , , 

용하였다 대여복의 목적에 맞게 상의 뒤판은 엠파이어 스타. 

일이처럼 천고리를 활용하여 레이스 업으로 조절 할 수 있

게 하였으며 스커트는 폐 웨딩드레스의 헴레이스를 그대로 ,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하였다. 

두 번째 크리놀린 드레스는 티어드 스커트 형태의   , 1855

년 이브닝 드레스와  언더스커트 위에 실크 스커트를 겹쳐 

입는 년의 이브닝 드레스를 참고하였다 착장 순서는 1866 .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크리놀린 페티코트 투피스 형식의 , , , , , 

드레스 순이다. 

드로워즈는 년대 샘플을 참고하여 제작되어 밑이 트  1840

여 있으며 무릎 길이에 린넨과 면 혼방이며 앞 허리밴드에 , , 

개의 단추를 달아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슈미즈3 . 

는 겉옷 디자인 상 슬리브리스형이며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 

헴라인에 프릴을 달았다 콜셋은 가슴부위에 고어를 넣은 엉. 

덩이 길이로 앞중심 여밈은 플라스틱 스냅이다 뒷면에는 아. 

일렛을 좌우 개씩 넣어 끈으로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6

였다 또한 폐 웨딩드레스에서 분리한 고무사로 셔링을 넣은 . 

원단을 뒤 옆면에 넣어 세 전후의 아동들도 착장 할 수 있8

게 하였다 콜셋의 셔링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드로어즈 슈. , 

미즈는 모두 면 린넨 혼방 소재로 구입하여 제작하였다, . 

크리놀린은 뒤가 넓게 퍼진 스타일로 강철와이어와   

폭의 면 웨빙끈이 사용되었다 년대의 크리놀린 3.2cm . 1860

스커트는 앞은 납작하고 양 옆과 뒤가 넓게 퍼지는 형태이

므로 앞부분 육각망사는 셔링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뒤부분, 

에 많은 셔링을 주었다 페티코트와  드레스 스커트 여밈에 . 

다양한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우븐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간격으로 스티치를 넣거나 훅 앤 아이 개를 봉제하1.5cm 3

여 허리 치수를 조절 할 수 있게 하였다. 

드로워즈 슈미즈 콜셋 부분 크리놀린을 제외한 모든 원  , , , 

단과 훅 앤 아이 천고리 허리 끈 등은 모두 폐 웨딩드레스, , 

에서 축출하여 사용하였다.

폐 웨딩드레스의 헴라인이나 레이스를 최대한 그대로 사  

용하여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에너지를 절약하

였다 연결부위의 레이스 및 스팽글 진주 막대 비즈 크리. . , , 

스탈은 분리 후 분류한 후 드레스 봉제시 연결부위에 손바, 

느질하여 무늬가 연결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드레스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 폐 웨딩드  

레스를 활용한 서양 복식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순서대로 입

어보는 아동들이 타 문화권의 엣 복식을 체험하고 환경 오

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완벽한 고증복식으로의 확대 해석은 지

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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