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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현대의 박물관은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환경의 변

화 소비능력향상으로 인한 각종 소비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변화 등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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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시장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그

일환의 하나로 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콘텐츠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

다 특히 고대 복식 전시장을 관람한 후 재현한 복.

가야 갑주를 활용한 박물관 어린이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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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about developing of armor design for the children’s experience with Gaya

armor in museum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mbine the culture of Korean traditional

armor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roducts through the research about the relic of

Gaya a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 about the status of the operation for children’s

experience. The current problems of Gaya armor for the children’s experience are

discrepancies in the material, structure and configuration of the traditional Gaya armor in

regards to the aspects of the education and; unsuitability for safety and operation of the

outfit in regards to the aspects of the function.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10 different

styles of armor design in 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aspects and functional aspects,

and this paper confirms the value of the traditional Korean armor by reaffirmation to

artistic possibilities and merchantability of Gaya armor.

Key words 갑주 교육 기능 가야 박물관: armor( ), education( ), function( ), Gaya( ), museum( )



조현진 / 가야 갑주를 활용한 박물관 어린이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

57

식을 착용해 보는 이벤트가 있지만 국내 박물관 중

갑주를 착용 이벤트로 다루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

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가서 재미있. ,

는 놀이와 학습을 결합한 환경을 만드는 에듀테인먼

트를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서 각종 사극에 등장하는 중국식 갑주를 한국 고유

의 갑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체험용 갑

주 개발을 통한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야갑주에 대한 연구는 출토유물을 중

심으로 진행(Chang, 2000, Chang, 2005; Kang,

2008; Jungja Kim, 1998; Park, 1997; G. Song,

되어 갑주의 실제화에 대해 다소 거리가 있으1989)

며 가야의 유물과 문화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과 문화상품개발에 접목한 연구(M. Song, &

Park, 2012a; M. Song, & Park, 2012b; M. Song,

도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역사드& Park, 2010) . TV

라마 김수로 에서 고증을 통해 표현된 가야 갑주의“ ”

등장도 있었으나 드라마틱한 상상력이 가미되어 중

국 갑주의 특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아 교육적인 차

원에서 적절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갑주,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증을 바탕으로 갑주를

재현하는 연구 가 시도되었(Cho, 2007; Park, 2001)

다 이에 본 연구는 여타 지역에 비해 출토 상태가.

양호하고 연구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가야 갑

주를 활용한 박물관 관람 어린이를 위한 체험용 갑

주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체험 교육이 각

광받는 현시대 관람자들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 )

로써 박물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하며 한국적 갑주를 문화상품으로서 타 문화상,

품과 차별화하고 한국 전통의 갑주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가야 갑주에 대한 이론적 토대로 가야의 철

기문화를 이끌었던 옛 금관가야와 대가야 지역의 박

물관 중 어린이 체험관을 운영하는 김해박물관 대,

성동고분박물관 복천박물관 합천박물관 대가야박, , ,

물관 총 곳을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문제5

점을 분석하여 어린이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였다.

가야 갑주와 박물관 체험 교육.Ⅱ

가야시대의 갑주1.

가야의 성립과 철기문화1)

가야는 변한 의 소국 소국 연맹체 초기( ) 12 , ,弁韓

국가 등의 단계를 거쳐 서기전 세기 낙동강 유역, 1

에 세형동검 관련 청동기 및 초기 철기 문화가 유입

되면서 가야의 문화기반이 성립되었다 서기 세기. 2

경에는 이 지역에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3

기에는 개의 변한 소국들이 성립되었으며 그 중12 ,

에 김해의 구야국 이 문화 중심으( , )狗倻國 金官伽倻

로서 가장 발전된 면모를 보였다 이를 변(Figure 1).

한 소국 연맹체 또는 전기 가야연맹체라고 부른다.

전기 가야연맹은 세기 말 세기 초에 몰락하고4 5 , 5

세기 중엽에는 고령의 대가야국 을( , )伽倻國 伽羅國

중심으로 후기 가야연맹체가 나타났다 세기 후반. 5

의 전성기에는 개의 소국으로 형성되어 있었다22 . 6

세기 초에 대가야는 가야 북부의 대부분을 통괄하여

초기 고대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가야 전역을,

통합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분열하였다 그리하여.

년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년에 고532 562

령의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함으로써 나머지 가야 제

국 들도 모두 신라에 병합되었다( ) (T. Kim,諸國

2014).

가야라는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철기문화는 아

주 중요한 문화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다 금관가야.

로 일컬어지는 김해는 말 그대로 쇠의 생산과 유통

의 길목이었다 김해가 금관가야의 지역이었다면 또.

다른 철의 주산지였던 합천은 대가야 지역이었다

가야의 철기문화는 서기전 세기 말(Jung, 2007). 2

에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유이민이 남하함에 따

라 서기전 세기 이후 창원과 경주 지방에서 위만, 1

조선계의 청동기철기 복합문화가 나타났고 세기2․
후반 이후에는 김해로 이동되면서 철이 대량생산되

고 단조 철기가 증가되었다 낙동강 하류의 김해 및.

부산 지방에는 세기 후반부터 세기 중엽까지 납작2 4

도끼형 덩이쇠를 철소재로 생산되었고 세기에는, 5-6

제철기술이 가야 각지로 전파되었다(T.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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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야의 철은 한 예 왜인 들이 사( ) ( ) ( )韓 濊 倭人․ ․
갔고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할 정도의 우수한 철기문화를 보여주

었다(Jonggan Kim, 2005).

Figure 1. The Map of Gaya

- http://cafe.naver.com/historygall/17

가야 갑주의 종류와 특성2)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세력을 경합하던 사, , ,

국 시대의 갑주는 고분에서 드러난 유물과 고( )四國

분벽화와 문헌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사.

국시대의 갑주에는 보병이 주로 입었던 판갑( )板甲

과 기병이 주로 입었던 찰갑으로 크게 구분된다 고.

구려의 고분벽화를 보면 찰갑 을 주로 착용하( )札甲

였는데 이는 고구려가 전투시 기마전을 채택했기 때

문이며 신라와 가야지방에서는 판갑이 많이 출토되,

는데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 아직 기마전술이 주요

전술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기부. 5

터 고구려의 기마전술이 신라와 가야로 전파되면서

찰갑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G. Song, 1989).

지금까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갑주자료의 보고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 갑주는 대부분 철제품이기 때.

문에 수화 가 심하고 구조가 복잡하다는 자료( )銹化

의 특성으로 인해 복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보고의 예가 많다 그래서 갑주의 반 이상을 차지.

하는 찰갑은 출토 그 자체 또는 약간의 대표적인 소

찰 만 보고될 뿐 제작기법이나 세부적인 구조( )小札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의 형태가 전혀 확인되

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갑주 유물을 토대로 가야 갑주의 종류와 특

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갑주는 개폐형태에 따라 앞판의 중앙에서 개폐하

는 동환식 과 앞뒤판을 양어깨에서 연결하여( )胴丸式

옆구리에서 개폐하는 양당식 이 있는데 가야( ) ,襠式緉
의 갑주는 찰갑의 경우 동환식에 해당하고 판갑은

앞중심에서 열리지만 뒤판과 앞좌측판이 하나이고

앞우측판이 열리는 우동개폐식이다 갑편의 크기와.

제작방법에 따라 소찰편을 횡 으로 혁결 한( ) ( )橫 革結

후 수결 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갖도록 한 찰갑( )垂結

과 비교적 큰 철판을 못이나 가죽끈을 연결하여 만

든 판갑으로 분류된다.

가야 갑주는 몸통을 방어하는 단갑 과 머리( )短甲

를 보호하는 투구 그 외의 부분을 보호하는 부속구,

들로 구성된다.

단갑은 큰 철판을 못이나 가죽끈을 연결하여 만든

판갑과 작은 찰편을 가로방향으로 연결한 후 세로방

향으로 연결하여 상하의 유동성을 갖도록 한 찰갑으

로 나뉜다 판갑은 장방형의 철판을 세로로 가죽이.

나 옷을 연접하여 만든 종장판갑( ) Figure縱長板甲

횡판의 상하 사이에 삼각판을 이은 판을 연접하2,

여 만든 삼각판갑 장방형의 철( ) Figure 3,三角板甲

판을 횡으로 상하 단으로 연접하여 고정시킨 횡장7

판갑 로 나뉜다( ) Figure 4 .橫長板甲

투구는 안쪽으로 휜 규형 철판을 연접하여( )圭形

반구형의 모체를 이루고 볼가리개와 수미부 가리개

가 부착된 종장판주 종장판주의( ) Figure 5,縱長板冑
규형이 자형으로 휜 만곡종장판주S ( )彎曲縱長板冑

반구형의 모체에 챙이 붙은 차양주Figure 6, (遮陽

모체의 앞이 튀어나와 각을 이루고) Figure 7,冑
평면이 행인 형인 충각주 작( ) ( ) Figure 8,杏仁 衝角冑
은 찰편으로 모체를 만들고 그 위에 작은 변 형( )弁

의 관모를 복발로 얹은 관모형복발주( )冠帽形伏鉢冑
소찰을 연결하여 만든 소찰주Figure 9, ( )小札冑
반구형의 철판을 앞뒤 정중에서 연접하Figure 10,

여 모체를 이루고 정상에 반구형의 복발을 얹은 복

발주 가 있다( ) .伏鉢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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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Jongjangpangap

( )縱長板甲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29

Figure 3. Samgakpangap

( )三角板甲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31

Figure 4. Hoengjangpangap

( )橫長板甲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33

Figure 5. Jongjangpanju( )縱長板冑
- Ancient warrior, p.72

Figure 6. Mangokjongjangpanju

( )彎曲縱長板冑
- Ancient warrior, p.74

Figure 7. Chayangju( )遮陽冑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51

Figure 8. Chunggakju( )衝角冑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52

Figure 9. Gwanmohyungbokbalju

( )冠帽形伏鉢冑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55

Figure 10. Sochalju( )小札冑
- Ancient warrior,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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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yungap( )肩甲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41

Figure 12. Gyunggap( )頸甲

- Ancient warrior, p.82

Figure 13. Sangbakgap

( )上膊甲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36

Figure 14. Bigap( )臂甲

- Ancient warrior, p.85

Figure 15. Sanggap( )裳甲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36

Figure 16. Yogap( )腰甲

- Armor & helmets of ancient

Korea, p.38

갑주 부속구에는 양어깨와 쇄골부위를 보호하는 견

갑 목을 보호하는 경갑( ) Figure 11, ( )肩甲 頸甲

어깨 끝 부분에서 팔꿈치까지를 보호하Figure 12,

는 상박갑 팔꿈치에서 손목을 가( ) Figure 13,上膊甲

리는 비갑 골반부와 대퇴부를 보호( ) Figure 14,臂甲

하는 상갑 허리부분을 보호하는 요( ) Figure 15,裳甲

갑 허벅지를 보호하는 대퇴갑( ) Figure 16, (腰甲 大腿

정강이를 보호하는 경갑 으로 구분된다), ( )甲 脛甲

(Jungja Kim, 1998).

박물관 체험 교육2.

박물관 체험교육1)

박물관은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립,

된 비영리기관이다 이에 박물관은 인류에 의해 생.

산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수집보존조사․ ․ ․
연구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교, ․
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박물관 교육은(Lee, 2000).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박물관의 모든 행동

과 관람객이 박물관 내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의 박물관 교육은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 연

구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활

동을 말한다(Hong, 2007).

최근의 경향을 보면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전시와

교육의 비중이 전시에서 교육으로 역할의 비중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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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커지고 있다 현대의 박물관에 있어서 관람객과.

의 소통 문제와 공공성이 매우 큰 화두이며 박물관,

교육은 단순한 강좌 중심의 교육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체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체험 교육은 대다수의.

박물관에서 시행할 만큼 인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

로 정착하고 있다.

체험의 사전적 의미는 개개의 주관 속에서 직접적“

으로 볼 수 있는 의식내용이나 의식과정이다 경험이.

라는 말이 대상 과 얼마간의 거리를 예상한 것임( )對象

에 대하여 체험은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전체적인 접,

촉을 의미한다.”(The definition of Experience,

2014) 즉 체험은 경험보다 대상에게 좀 더 가깝다는

것이다 체험은 체험자가 좀 더 직접적으로 복제된 유.

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작해 볼 수 있으며 이야,

기하거나 대화하는 상호작용들을 통해 유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나가는 방법으로 체험을 극대화하고

체험자 스스로 자신의 지각능력을 신장시키도록 유도

한다 강요된 학습이 아닌 자발적 학습 주입되는 지. ,

식이 아닌 즐거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체험은 유물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체험의 의미와 유물

의 교육 목적을 확실히 이해하고 능동적인 학습태도

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S. Kim, 2008).

이러한 체험교육은 학습자와 학습대상과의 관계

성 학습진행의 개별성 학습효과의 다양성 등에 중, ,

점을 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효과

와 기대를 지니고 있다(Hwang, 2012).

박물관 어린이 체험관의 운영현황2)

연구대상인 개소의 박물관은 시기적지리적 측면5 ․
에서 전기 가야연맹체의 중심이었던 김해의 금관가

야 지역을 토대로한 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

복천박물관과 후기 가야연맹체의 중심이었던 고령의

대가야박물관과 합천의 합천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

다 박물관의 개관시기를 보면 년의 복천박물. 1996

관 년의 김해박물관 년의 대성동고분박, 1998 , 2003

물관 년의 합천박물관 년의 대가야박물, 2004 , 2005

관이 개관하였고 전기 가야연맹체였던 김해가야지,

역에서 후기 가야연맹체였던 합천 고령 지역으로,

시기적 순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박,

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체험관의 현황은 다

음과 같다.

김해박물관은 금관가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가

야의 건국설화 가 깃든 김해시 구지봉( ) (建國說話 龜旨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경남 지역의 선사시) ·峰

대의 문화상과 가야의 성장 기반이 된 변한 의( )弁韓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다 김해박물관은 다른 박물.

관들과 달리 고고학 중심 전문 박물관으로 특성화

되어 있다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나도 수로왕 가. ‘ ’, ‘

야의 대표물건 따뜻한 보금자리와 맛있는 음식’, ‘ ’,

흙으로 빚은 아름다운 그릇 나도 가야전사 뚝‘ ’, ‘ ’, ‘

딱뚝딱 철로 물건을 만들어요 등의 코너를 통하여’

가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공.

간으로 우리들 아뜰리에는 가야 역사관련 연극과‘ ’

유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으,

며 방학 중에는 갑주와 투구를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인근의 김해박물관과 서로 보

완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유물중심의 전시보다는 입

체모형과 영상자료 실물 크기의 무덤복원 금관가, ,

야인의 모습과 생활상 복원 무사들의 복장 등 다양,

한 보조자료를 통해 고대의 구야국과 금관가야의 사

회와 문화상을 일반인이 재미있고 알기 쉽도록 구성

하였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의 어린이 체험관은 항시.

개방되어 있으며 모형말타기 도자기 맞추기 가야, , ,

유물 스템프찍기 등 김해박물관에 비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종류가 적으며 별도의 체험교실을 운영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갑주착용 체험은 체험용 갑주.

의 파손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복천박물관은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 발굴된 다양

한 형태의 가야토기 철제무기류 갑주 투구 가지, , , ,

방울 금동관 목걸이 등 여 점의 유물을 정, , 12,000

리 복원하여 두 개의 대형전시실에 진열하고 고분,ㆍ

군내에는 발굴 당시 무덤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야외전시관을 마련하여 가야문화를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천박물관의 어린이 체험관.

은 가야 갑주와 복식을 체험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고 방학기간에만 투구와 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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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만들기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합천박물관은 합천지역의 가야왕국인 다라국 지배

층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당시의 정치사회문화상을· ·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합천박물,

관의 어린이 체험관은 탁본하기 유물발굴하기 스, ,

크래치 하기 칼라찰흙 찍어보기 왕관 쓰고 사진, ,

찍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며 놓았으며

방학기간에만 우리나라 도자기 만들기 칠지도 만들,

기 한지공예품 손거울 만들기 등의 체험교실을 운,

영하고 있다 현재 갑주착용 체험은 대성동고분박물.

관의 경우처럼 체험용 갑주의 파손으로 진행하지 않

고 있다.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령지

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과 유물을 전ㆍ

시해 놓았고 대가야박물관의 어린이 체험관은 대가,

야토기 투구 및 왕관맞추기 탁본 인쇄 및 프로타,ㆍ ㆍ

주체험 암각화그리기 대가야 이야기책 만들기 코, ,

너 등이 있으며 별도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가야 갑주를 활용한 박물관 어린이.Ⅲ

체험용 갑주의 문제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위 곳의 박물관을 조사하면서 어5

린이 체험 교육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이지만 짧은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곳의 박물관 어린. Table 1 5

이 체험관 운영현황을 정리한 표로서 박물관마다 대

부분 비슷한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고 수장품과 전

시 특히 갑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가야와,

관련된 차원적이면서 일시적으로 흥미로운 체험을1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한 갑주 정보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과

어린이의 동작과 안전을 고려한 기능적인 측면을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교육적인 측면1.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출토된 갑주자, ,

료가 상대적으로 많다 현존하는 갑주는 대부분 철.

제품이기 때문에 부식과 마모로 갑주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 부분의 조합을 통해 갑주의 전체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야지역 곳의 박물관 어린이 체험관 중에서 가5

야갑주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은

김해박물관과 복천박물관 곳이며 대성동고분박물2 ,

관과 합천박물관은 갑주 파손으로 인해 현재 착용

체험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합천박물관의 미사용,

체험용 갑주는 방문시 촬영을 의뢰하여 갑주의 형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야

갑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즉 갑주의 구조 소재 착, ,

장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김해박물관의 체험용 갑주.

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찰갑과 만곡종Figure 17

장판주와 상박갑 경갑으로 구성되었는데 알루미늄, ,

소재의 갑주에서 사이버틱한 미래적인 느낌에서 오

는 시대적 불일치 상박갑과 경갑 비갑 등 부속갑, ,

주의 결여에서 생길 수 있는 미완성된 갑주를 통한

갑주정보전달의 오류를 들 수 있다 복천박물관의.

체험용 갑주는 찰갑과 만곡종장판주 과 종Figure 18

장판갑과 종장판주 를 체험할 수 있는데Figure 19 ,

찰갑과 종장판갑은 김해박물관처럼 소재의 시대적

불일치 부속갑주가 결여되었고 여밈은 우동개폐식, ,

이 아닌 좌우가 함께 열리는 형식이며 어른 사이즈,

라서 어린이가 착용하기에 부적합하였다 합천박물.

관의 체험용 갑주 은 삼각판갑과 충각주Figure 20 ,

견갑으로 구성되었고 외관에 철 소재의 느낌을 주,

는 색을 사용하였지만 우동개폐식의 여밈을 전후로,

열리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갑주 구조의 부정확성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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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of

Museum

Picture of Children's

Experience zone
Children's Experience

Operating

children's

experience

classroom

1
Gimhae

Museum

Wearing armor, Making pottery,

Horse riding, Experience of

Gaya’s life, Taking stamp etc.

O

2

Daeseong-do

ng Tombs

Museum

Making pottery, Horse riding,

Horse riding, Taking stamp etc.
☓

3
Bokcheon

Museum

Wearing armor, Wearing Gaya’s

costumes,
O

4
Hapcheon

Museum

Making pottery, Taking stamp,

Making relic with paper clay

etc.

O

5
Daegaya

Museum
Puzzle & Drawing about Gaya, ☓

Table 1. Status of Gaya’s Museum

(Based on 2014, Janua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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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Gimhae Museum’s armor

for experience

Figure18.

Bokcheon Museum’s

armor for experience

Figure 19.

Bokcheon Museum’s

armor for experience

Figure 20.

Hapcheon Museum’s

armor for experience

기능적인 측면2.

갑주체험에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의 동작과 안전을

고려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체

험용 갑주를 통해 갑주의 기능적 특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중요시 된다.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은 복천박물관의 판갑과 찰

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은 종. Figure 21

장판갑의 옆면 사진으로 어린이의 인체와 밀착되지

못하고 어깨 부분의 옆가리개의 연결부가 매우 약하

여 자칫 흘러내릴 경우 어린이가 다칠 수 있고 동작

에 제약이 있다 에서는 종장판갑의 내부. Figure 22

를 볼 수 있는데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하절

기의 경우 어린이의 피부가 접촉될 경우 피부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은 어린이가 동작을 할. Figure 23

수 없을 정도로 단갑과 부속갑주의 부조화를 볼 수

있으며 는 의 내부 사진으로서, Figure 24 Figure 23

이 또한 내부마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분은 출토된 갑주 유물을 토대

로 재현하여 전시한 갑주 을 보면Figure 25 28∼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는 대성동. Figure 25

고분박물관에 전시된 기병으로서 만곡종장판주와 찰

갑 비갑을 착용하고 있으며 은 복천박물, , Figure 26

관에 전시된 기병으로서 만곡종장판주와 찰갑,

대퇴갑 경갑 비갑을 착용하여 완전무장한 모습이, ,

다 이는 경우에 따라 착장법에 변화를 줄 수 있음.

을 추측할 수 있으며 각 부속갑주의 연결방식을 참,

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종의 갑주에서도 목을 가. 2

리는 경갑과 몸통과의 연결방법은 해결되지 않은 채

로 전시되어있다 이는 디자인 개발시 어린이의 착.

장의 편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갑과 몸통이 일

체형으로 디자인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 은 김해박물관에 전시된 종장Figure 27 Figure 28

판갑과 삼각판갑으로서 인체를 고려한 판갑 실루엣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루엣을 어린이 체험,

용 갑주에 적용한다면 보다 안전한 착장과 동작이

용이할 것이다.

가야 갑주를 활용한 박물관 어린이.Ⅳ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곳 가야지역 박물관 어린이5

체험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가야 갑주

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자료를

바탕으로 총 종의 갑주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갑10 ,

주 디자인은 부속갑주들의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보

다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디자인의 토대가 된 유물자료는 김해 퇴래리의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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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ide of Jongjangpangap

( )縱長板甲

Figure 22.

Inside of Jongjangpangap

( )縱長板甲

Figure 23.

Unsuitability for wearing

Chalgap( )札甲

Figure 24.

Inside of Chalgap

( )札甲

Figure 25.

Replica of cavalry in

Daeseong-dong Tombs

Museum

Figure 26.

Replica of cavalry in

Bokcheon Museum

Figure 27.

Replica of

Jongjangpangap

( )縱長板甲

in Gimhae Museum

Figure 28.

Replica of

Samgakpangap

( )三角板甲

in Gimhae Museum

판갑 김해 두곡 호의 삼각판갑 고령 지산동, 43 , 32

호분의 횡장판갑 고령 지산동 호의 충각주 고령, 32 ,

지산동 호의 차양주 옥전 호의 만곡종장판주1-3 , 28 ,

합천 반계제의 관모형 복발주와 소찰주 김해 양동,

호의 경갑 지산동 호의 견갑과 상박갑 복천107 , 32 ,

동 호의 비갑을 각 병종 의 디자인에 맞게11 ( )兵種

적용하였다.

디자인 전개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박물관에 소장된 갑주 유물자료에 근거

하여 디자인을 전개함으로써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유물자료를 토대로 갑주의 종류를.

크게 판갑과 찰갑으로 나누었으며 병종을 기병과,

보병으로 분류하였고 기병이 보병보다 높은 등급으

로 설정하여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된.

갑주를 토대로 디자인을 전개함에 있어서 보병은 적

의 공격으로부터 흉부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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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갑으로 기병은 원활한 동작이 가능한 찰갑과 하,

급 기병의 경우 판갑을 착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종의 디자인 중 보병 의 갑주는 몸통인. 10 A E∼

판갑은 종장판갑과 삼각판갑 횡장판갑으로 구성하,

였고 이중 보병 의 종장판갑은 김해 퇴래리의 종B

장판갑의 어깨와 가슴장식을 제거한 단순한 스타일

로 디자인하였다 투구는 충각주와 차양주를 착용하.

고 판갑의 허리 아래 부분을 방어함과 동시에 완전,

한 갑주 형태를 갖추기 위해 공통적으로 상갑을 부

착하였고 어깨에는 견갑을 부착하고 팔의 비갑은, ,

보병이 기병보다 낮은 등급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비갑의 소재를 가죽으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기병. A

의 갑주는 보병에 사용한 종의 판갑과 안악 호E 3 3∼

분의 기병 갑주를 원형으로 한 종의 찰갑으로 구성2

하였고 투구는 만곡종장판주 관모형 복발주와 소, ,

찰주 충각주와 차양주로 구성하였다 비갑은 철 소, .

재를 사용하고 경갑을 보강하여 보병과 구분하였다, .

Infantry A Infantry B Infantry C Infantry D Infantry E

Cavalry A Cavalry B Cavalry C Cavalry D Cavalry E

Table 2. Armor Designs for Children’s Experience

그리고 갑주 속에 입는 저고리와 가죽소재의 화( )靴

를 갖춘다면 갑주의 완성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착용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갑

주의 무게와 움직임을 고려하였다 이는 갑주 체험.

시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착용감으로서 갑주라는

문화상품을 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첫인상이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갑주 소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착용.

되고 있는 갑주의 소재는 알루미늄과 FRP(Fiber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계 복합재료 소재로서 철보다 가볍지만 어)

린이가 착용하기에는 무겁고 혼자서 착용하기에 어

려운 점이 있다 착용 후의 동작도 고려되어야 하지.

만 어린이가 착용한 결과 동작의 어렵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알루미늄과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개FRP

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착용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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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갑주의 착장방법과

내부 마감처리 및 연결방법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고려사항들을 정리하여 Table

에 종의 갑주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갑주의 컬러2 10 .

사용 범위는 로 한정하였고Pantone Color Specifier

공히 투구와 단갑 기병의 비갑 찰갑의 쇠 부분은, ,

보병의 비갑 보병과 기병의 화는 저고425C, , K4C,

리와 바지는 저고리와 바지의 배색은7501C,

가죽끈은 기병 의 술장식은7505C, 7509C, D

기병 의 관모는 로 하였다1795C, E 7406C .

결론.Ⅴ

글로벌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문

화이고 이에 대한 문화상품은 개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곳. 5

의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뮤지엄 샵에서 판매되고 있

는 문화상품은 가야를 매개로 한 상품개발보다는 전

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통공예품이 주를 이

루고 있어 가야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고 호기심을 끄는 문화상품은 더더

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

야문화와 문화상품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야 갑주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가야 유물을 소장하고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

는 곳의 박물관을 선정하여 운영현황을 조사하고5

문제점을 분석하여 어린이 체험용 갑주 디자인 개발

에 반영함으로써 가야의 갑주문화와 문화상품개발과

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현재 착용되고 있는 체험용 갑주의 문제점은 교육

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통 갑주 소재와 구조 및

구성방식에서의 불일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안전,

을 전제로 착장과 동작의 부적합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종의 갑주10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가야 갑주를 어린이 체험용

갑주라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 가야 갑주의 예술,

적 가능성과 상품성을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상품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야 고유의.

문화요소로 정체성과 독창성을 표현하여 한국적 갑

주 디자인으로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로는 어린이 체험용 갑주에 대한 상품 기

획과 홍보 실제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소재개발 착, ,

장법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타 문화상품개발과 차,

별화의 시도가 필요하며 실용화 단계에서 다양한,

신체사이즈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점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시제품제작 단계에서

제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갑옷 사이즈 조절기능이나

착장방법에서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적인 해결책

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용화 단.

계에서 대한 기초자료로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문

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실용화 된다면 현재

갑옷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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