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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라는 유구한 우리의 복식문화는 서양복식의 출현으로 불과 100년 만에 정복당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국제화 시대의 도래로 한국적이면서 전통적인 요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디자이너들도 코리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세 

계시장으로 속속 뛰어들고 있다. 복식전반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국제무대에서도 주목 

받고 있으며 전통적 요소와 소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개발과 연구 또한 시급하 

다.

조선시대 무관의 복식은 예술과 미적인 시각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남성적이고 파워 넘치 

는 의상으로의 표현이며 엄숙하고 근엄한 장수의 이미지와 유교적 정신을 표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양복식의 출현으로 단절된 백관복을 현대의 최첨단 신소재와 결합하여 

여성 외투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국제화 시대의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밀리터 

리 룩을 창출해 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무관복식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능력 있고 전투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최첨단 소재의 개발과 사용으로 과거의 선조들의 전투복이 그랬듯 

이 최대한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기록을 참고로 조선시대의 무관복식의 종류와 유 

형을 찾아내고 시대적 특징과 발달, 쇠퇴를 알아내기 위하여 유물고찰과 참고자료들을 수집 

하였다. 그 외 현대복식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을 자료사진으로 표집된 작품들을 통하여 살펴 

본다.

연구방법은 위의 역사 배경을 토대로 유물에 나타난 무관의 복식에 다양한 특색을 여성의 

외투에 적용하여 총 5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토대로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복식은 명에서 건너와 건국초기에는 중국색을 많이 띄었으나 양란을 거 

치면서 한국화하여 우리민족만의 여유롭고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이러한 실루엣은 남성 

적인 관복의 이미지에서 동시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돌출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군복의 역사를 통하여 상고시대 이래 군복의 소재의 발전이 과학의 발달과 같이 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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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디자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디자인에 현대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접목시킴으로서 풍부한 소재감과 재질감을 살렸다.

셋째, 전통관복에 현대의 밀리터리 룩의 확대, 생략, 변형, 디테일의 방법 등을 적용하여 전 

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무관의 관복을 현대복식에 도입함에 있어 전통미를 살린 실용적인 

복식 디자인의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한국전통미의 세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관복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은 현대복식에 있어서 단순한 전통문양의 답습으로 이어지는 수 

동적 재현이 아니라 다양한 능동적 표현으로 국제화 시대에 부응되는 생명력 있는 복식디자 

인의 창조이다.

이러한 한국적 밀리터리 룩의 개발시도는 한국적 이미지의 다양화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패션이 국제시장 진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적 디자인의 다양성 확 

보는 결과적으로 한국패션디자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복식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창출함에 있어 전통적인 복식에 가깝게 디자인하는 어려 

운 일이 아니라 여겨진다. 따라서 전통의 느낌은 살리되 소재와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개발함 

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복식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의 세계화 

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무관의 관복을 응용함에 있어 디자인을 현대 

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창출과 더불어 첨단소재의 사용과 전통적인 실루엣을 조화 

시키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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