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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유물을 응용한 패턴전개와 스카프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attern and the Scarf Design
Utilizing the Gaya Relics

변성태

Sung-Tae, Byun

요 약 가야시대란 김해에 가야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이다. 삼국시대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한

국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야사가 소외되는 시대이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르고 빠짐없는 한국고대사의 복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시대이름이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야시대

가 삼국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 구분의 이름은 아니다. 주체적 역사관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되살리는 이 글에

서 가야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라는 뜻으로 가야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시대는 가야의 여러 나

라가 경상남도 일원에 기원 전 후부터 532년 김해 대가락(大駕洛)과 562년 고령 대가야(大加耶)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대개 600여 년 간의 역사를 말한다. 가야시대 500여점의 훌륭한 유물을 검토하고(대표성, 시대성, 디자인 가치성) 선

별하여 전통문양을 개발했다. 개발된 전통문양을 2D작업을 통해 디자인작업했다.

전통문양 디자인을 근거로 스카프 디자인을 단순한 아이디어스케치 작업이 아닌 실제 시제품의 완성으로 스카프 디

자인으로 가능성에 대한 유무를 제시했다.

주요어 : 가야, 문화, 패턴디자인, 스카프디자인

Abstract The Gaya Period is the period in which the nations of Gaya had existed in the Gimhae area. The 
term 'The Period of the Three Nations', which is widely used, is inappropriate because in ancient Korea, Gaya 
also existed besides Goguryeo, Baekje and Silla. This term should be corrected for the accurat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y of ancient Korea. Of course, the term 'The Gaya Period' cannot replace 'The Period of the Three 
Nations'. It just means the period in which the nations of Gaya existed. The Gaya Period refers to the period 
of about 600 years from about the first century, in which several nations of Gaya began to appear in the 
Gyeongsangnamdo area, through the falls of Daegarak of Kimhae in 532 A.D. and Daegaya of Goryeong in 
562. When doing this, there should be no distortion of the original form of the relics. With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excellent relics, it is believed that it helps to create the high added values by putting 
culture and tourism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designs of cultural goods. To suggest possibility 
of scarf designs by completing protype from idea s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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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과 문화는 역사적 조건의 산물로 당해 사회의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인간과 문화에 대한 접근은 그 사회의

발전 단계와 전반적인 구조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방법

상의 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본래 ‘문화’ 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

나 일정한 목적 또는 이상을 실행해 가는 정신의 활동

과 ‘생활양식’ 을 가리킨다. 즉,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

진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이며, 인간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

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문화의 요소는 기술, 사회관계, 언어, 가치 등 네 가

지에다 물질문화를 덧붙여 다섯으로 나눈다. 이들 요소

는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통합되어 전체를 이루며

하나의 개성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유기체(有

機體)를 닮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간의 문화에는 가치

라는 면이 있어, 이것이 통합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초유기적(超有機的)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통합형태(configuration)라

할 수 있으며, 개별 문화에는 패턴이라든지 주제가 있

다. 이는 지역이나 집단에 따라 특유한 성격을 띠는데,

지역적 분포 상으로 보아 비슷한 문화패턴을 지닌 것을

문화영역 (culture area) 또는 문화권 (Kulturkreis)이라

부른다 [1].

이상에서 보듯이 사전적인 개념 정의는 문화인휴학

의 관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가야시대란 김해에 가야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이다.

삼국시대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

대한국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

고, 가야사가 소외되는 시대이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

기 어렵다. 바르고 빠짐없는 한국고대사의 복원을 위해

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시대이름이다. 그렇다고 여기

에서 말하는 가야시대가 삼국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시

대 구분의 이름은 아니다. 주체적 역사관으로 우리 고

장의 역사를 되살리는 이 글에서 가야의 나라가 있었던

시대라는 뜻으로 가야시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시대는 가야의 여러 나라가 경상남도 일원

에 기원 전 후부터 532년 김해 대가락(大駕洛)과 562년

고령 대가야(大加耶)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대개 600여

년 간의 역사를 말한다.

김해의 가야에 대한 이름은 실로 다양하다. 가야인

자신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백제나 신라인

에 의해 기록된 것이 후대의 역사서에 다르게 채록되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해의 가야인 스스로가 내세웠

던 나라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삼국유사』에 채록된

「가락국기(駕洛國記)」는 『삼국사기』보다 일찍 편찬

되어 김해의 가야사를 전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기록이

다.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의

식에서 편찬되었던 역사서였다. 「가락국기」가 김해의

가야를 가락국으로 칭했던 의미는 단편적 사실 속에서

여러 이름을 전하는 다른 역사서와 큰 차이가 있다. 수

로왕(首露王)은 나라를 세우고 대가락(大駕洛)이라 하

였다. 대가락은 가라(加羅)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다

는 역사적 사실과 자존의식을 잘 나타내는 뜻으로 김해

의 가야인들이 주장하고 사용했던 이름이다. 『삼국사

기』는 김해의 가야를 가라(加羅), 가라인(加羅人)으로

도 표기하였다. ‘나라의 말씀’이 ‘나랏말씀’이듯이, ‘가라

의 나라’는 ‘가락국’이었다. 김해의 가야는 가락국(駕洛

國)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금관가야(金官伽耶)는 수로

왕도 몰랐던 이름이다. 금관(金官)이란 지명은 신라가

가락국을 통합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금관(金官)은 가

락국의 철(金)을 관리(官)하겠다는 정복자 신라의 의지

가 담긴 이름이지 금관(金冠)이 아니다. 고려시대의 행

정구역명이 금관주(金官州)였다. 금관주에 있었던 가야

라는 뜻으로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름이 금관가야이다.

수로왕은 물론 가락국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름이었다. 김해의 가야국을 가리키는 올바른 이름은 금

관가야가 아니라 가락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본 연구는 가야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적 유물

을 응용하여 패턴작업 과정을 거쳐 실생활에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스카프 디자인 개발에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유물을 분류하여 잊혀진 가야시대의 빛나

는 유산을 재조명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pp.103-113, November 30,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05 -

둘째, 가야유물을 제한적 유물이나 박물관 등의 전시

공간에서 탈피하여 디자인으로 활용범위를 확대에 노

력한다.

셋째, 가야유물 중 상징성, 대표성, 디자인 가치성을

근거로 선별하여 디자인 작업을 거친 후 전통 문양디자

인을 개발한다.

넷째, 개발된 전통문양을 패턴화 시켜 폭 넓고 다양

한 소재에 접목시켜 스카프디자인을 개발한다.

다섯째, 원형유물에서 출발하여 디자인 작업을 거친

가야문양을 가야전통 문양개발 및 전개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로 우수한 가야유물의 이미

지를 각인 시킨다.

여섯째, 개발된 문양을 근거로 다양한 패턴의 전개와

디자인에 응용하여 제작하는 단계를 제시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디자인을 전개하여 가야시대 유

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가야시대유물이 활용도가 가능

한 디자인소재로써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패턴을 개발

하였으며 스카프 디자인 시제품 개발을 하였다.

Ⅱ. 본 론

1. 형식적 측면

1) 디자인 전개의 의미

가야시대의 유물을 바탕으로 하여 패턴전개를 구체

화 하였다. 디자인의 구체화 작업은 디자인 전개에 있

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작이다. 평면적인 2차원의 패턴

디자인에서 출발하여 스카프 디자인 같은 입체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의도한 스케치와 의도치 않은 뜻밖

의 스케치 패턴으로 전개된 스카프 디자인은 가야시대

의 유물을 책에서 박물관에서만 느끼는 제한적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문화적 의미 속의 소화되어야 한다는것

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야시대 유물을 선별작업 하였다 철기, 토기, 무기,

갑주, 마구, 의례용구, 등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각각 분

류된 유물들에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유물을 검

토하여 컴퓨터 2D작업으로 패턴디자인을 완성하였다.

패턴화 시킨 작업내용은 문헌이나 도서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원형유물에서 벗어나 디자인 소재로서 활용가

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차적인 패턴작업을 거친 가야유물들은 2차적 스케

치와 구체화 작업을 거쳐 원형유물 이미지를 손상시키

지 않는 범위에서 스카프 실물제작에 임했다.

패턴디자인 진행작업 중 “점은 칸딘스키가 말했듯이

모든 것 들을 잠재적 상태로만 가지고 있으며 회화의원

천적인 요소”[2] 패턴의 기본단위 하나하나가 확대되어

커지게 되면 그것은 원이 된다. 원은 기하학적인 면에

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형태로써 지각되며 내적인면

에서는 하나의 중심(구심점)으로 향하는 중심집중적인

방향성 있는 운동감을 만들어낸다. 또한 원은 모든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불교적인

의미(만다라) 가지고 있다.

삼각형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의

운동감 양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넓은 부분에서 한 점으로 모아지면서 강한 방향성을

지는 운동감을 만들어 낸다. 시각적으로 양이 하나의질

적인 힘으로 변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사각형은 외부로 방사되는 외적인 힘, 내부를 지배하

는 내적인 힘이라는 양면적 운동을 창출 해내는 형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각형의 네모서리는 가각의 방

향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가려는 듯 한 힘뿐만 아니라 선

으로 이루어진 네 변을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을 잡아

당겨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각형을 두 힘이 조화

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묘사하기에 적

합한 형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스카프를 착용함으로

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운동감은 “추상적인예술의 즉

각적이고 표현적인 매력, 이것이 없으면 형태의 배치는

단지 눈에 대한 여흥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대단히 감회

시켜 준다” [3].

결국 스카프 디자인에 나타나는 형태, 구도, 연속적

인 배율 등의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 화면 안에서 재구

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준 높은 스카프 디자

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전체의 구성

“점은 칸딘스키가 말했듯이 모든 것들을 잠재적 상

태로만 가지고 있으며 회화의 원천적인 요소” 로서 작

용한다. 점은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운동성과 점이 모여 선이 된다는 기분적사

고 내지는 기술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점이 확대되어 커지게 되면 그것은 원이 된다. 원은

기하학적인 면에서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형태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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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며 내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중심(구심점)으로 향하

는 중심집중적인 방향성 있는 운동감을 만들어낸다. 또

한 원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

들인다는 불교적인 의미(만다라) 가지고 있다.

삼각형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의

운동감 양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사각형은 외부로 방사되는 외적인 힘, 내부를 지배하

는 내적인 힘이라는 양면적 운동을 창출 해내는 형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각형의 네모서리는 가각의 방

향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가려는 듯한 힘뿐만 아니라 선

으로 이루어진 네 변을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힘을 잡아

당겨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각형을 두 힘이 조화

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묘사하기에 적

합한 형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들을 점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형

태의 반복성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앞서 언급한

옵아트의 형식적 특성들의 시각적 특수성을 극대화시

키고자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형태를 반복시

켜 나타냄으로서 발생하는 그 같은 시각적 효과의 결과

는 보는 사람에게 일종의 환영적인 착시현상을 일으켜

작품내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듯 하는데,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운동감은

“추상적인 예술의 즉각적이고 표현적인 매력, 이것이없

으면 형태의 배치는 단지 눈에 대한 여흥에 불과하다라

는 말을 대단히 감회시켜 준다.”

결국 작품에 나타나는 형태, 구도, 색채변조, 연속적

인 배율 등의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 화면 안에서 재구

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각 예술의 형식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같은 면에서 수준 높은 기술적 표

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3) 내용적 측면

가야시대 유물의 분류

           

⒜ 납작도끼                   ⒝ 덩이쇠
⒜ Iron axes                  ⒝ Iron ingots

          

⒞  송풍관                    ⒟ 쇠망치
⒞  Ventilation                ⒟ Iron hammer   
      tubular 
그림 1. 철기
Figure 1. Iron

         

⒜ 굽다리접시토기             ⒝ 붉은간토기
⒜ Mounted dish              ⒝ Burnished red
                                 pottery

         

⒞ 쇠뿔잡이목항아리           ⒟ 야요식토기
⒞ Jar with                    ⒟ Yayoi pottery
   horn-shaped 
   handle    

그림 2. 토기
Figure 2.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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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돌화살촉                ⒝ 방패꾸미개(파형동기)
⒜ Polished                  ⒝ Bronze shield
   arrowheads                  ornaments

        

⒞ 칠초동검                   ⒟ 고리자루칼
⒞ Korean type                ⒟ Iron spearheads   
   dagger
그림 3. 무기
Figure 3. Weapon

        

⒜ 목가리개                  ⒝ 투구
⒜ Neck armour              ⒝ Helmet
  

         

⒞ 판갑옷1                  ⒟ 판갑옷2
⒞ Plate armour1            ⒟ Plate armour2   
  
그림 4. 갑주
Figure 4. Armour

⒜ 금동말띠드리개            ⒝ 말머리가리개
⒜ Harmess pendants        ⒝ Forehead mask of

                             horse

 

⒞ 사람얼굴무늬말방울         ⒟ 여러 가지 말맞춤
⒞ Bronze horse bell          ⒟ Horse gear  
    
그림 5. 마구
Figure 5. Harness

       

⒜ 기마인물형토기            ⒝ 뿔잔
   (국보275호)               ⒝ Horn-shaped cup 
⒜ National 
   Treasure No.275       

      

⒞ 수레바퀴모양토기         ⒟ 오리모양토기
⒞ Cart-shaped              ⒟ Bird-shaped
   pottery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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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모형토기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 Bird-shaped
   pottery                      pottery

⒢ 일곱가지방울               
⒢ Bronze bell             
그림 6. 의례용구
Figure 6. Ceremonial

4) 가야전통유물을 응용한 패턴전개과정

                   ⒜ 기마인물형토기 
                      (국보275호)
                   ⒜ National 
                      treasure No.275                

                   ⒝ 기마인물형토기 
                      (국보275호)
                   ⒝ National 
                      treasure No.275 

                   ⒞ 기마인물형토기 
                      (국보275호)
                   ⒞ National 
                      treasure No.275                

그림 7. 기마형 인물토기(국보 275호)
Figure 7. National treasure No.275

 ⒜ 방패꾸미개
                    ⒜ Bronze
                        shield 
                        ornaments

                    ⒝ 방패꾸미개
                    ⒝ Bronze
                       shield 
                       ornaments

                    ⒞ 방패꾸미개
                    ⒞ Bronze
                       shield 
                       ornaments
                 

그림 8. 방패꾸미개
Figure 8. Bronze shield o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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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잔
                    ⒜ Horn-shaped cup

              

                    ⒝ 뿔잔
                    ⒝ Horn-shaped cup

             

                   ⒞ 뿔잔
                   ⒞ Horn-shaped cup 

그림 9. 뿔잔
Figure 9. Horn-shaped cup

                 ⒜ 사람얼굴무늬 말방울
                 ⒜ Bronze horse bell 

                 ⒝ 사람얼굴무늬 말방울
                 ⒝ Bronze horse bell 

                 ⒞ 사람얼굴무늬 말방울
                 ⒞ Bronze horse bell 
그림 10. 사람얼굴무늬 말방울
Figure 10. Bronze horse bell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그림 11. 오리모양토기
Figure 11. Bird-shaped pottery

                     ⒜ 판갑옷2
                     ⒜ Plate
                        armour2 

                     ⒝ 판갑옷2
                     ⒝ Plate
                        armou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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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갑옷2
                     ⒞ Plate
                        armour2 

그림 12. 판갑옷2
Figure 12. Plate armour2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 오리모양토기
                  ⒞ Bird-shaped pottery  

그림 13. 오리모양토기
Figure 13. Bird-shaped pottery

Ⅲ. 스카프 디자인 결과물

디자인 의도 : 그림9의 (a)에서 보듯이 뿔잔을 기본

문양으로 응용하여 원의 크기를 3점투시도에 적용하여

시선의 속도가 하나의 소실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을 주었다. (그림6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본문내용 입력

그림 14. 뿔잔
Figure 14. Horn-shaped cup

디자인 의도 : 그림9의 (a)에서 보듯이 뿔잔의 문양

을 선처리 하여 날렵함과 마주 보는 문양의 안정성을배

치하였다. 배경과 문양이 어우러져 활동성과 안정성을

한층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동시대비의 효과를 강조하

였다. (그림6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15. 뿔잔
Figure 15. Horn-shaped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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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의도 : 그림10의 (a)에서 보듯이 말을 장식하

기 위한 말방울에서 마치 웃는 듯한 사람의 얼굴을 발

견했다. 유물의 무겁고 경직된 고정관념을 벗어난 유머

스러움과 푸른색의 시원함을 느끼게 했다. (그림10 참

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16. 사람얼굴무늬말방울
Figure 16. Bronze horse bell

디자인 의도 : 그림10의 (a)을 응용하여 문양 배경에

원의 크기 차이와 명도 차이를 적용하여 단순히 반복되

는 문양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였다. 동시에 문양과 배경

이 겹쳐지며 나타나는 이중화면의 입체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그림10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17. 사람얼굴무늬말방울
Figure 17. Bronze horse bell

디자인 의도 : 그림8의 (g)을 기본 문양으로 사용하

여 겹쳐 이중화면으로 구성하여 문양의 특징인 운동성

을 강조 하였다. 마치 바람개비 같고, 가벼운 옵아트의

분위기를 느껴보게 하였다. (그림8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18. 방패꾸미개
Figure 18. Bronze shield omaments

디자인 의도 : 그림8의 (g)을 기본 문양으로 사용하

여 겹쳐서 이중화면으로 구성하여 문양의 특징인 운동

성을 강조 하였다. 마치 바람개비 같고, 어두운 채도의

진중한 분위기를 느껴보게 하였다. (그림8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19. 방패꾸미개
Figure 19. Bronze shield o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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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의도 : 그림7의 (a)을 기본문양으로 응용하여

플라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모습을 갖

춘 정 다면체라는 이론을 ("플라톤의 입체도형") 배경

으로 각각의 면에 기마인물형 토기를 대입시킴과 동시

에 각각의 면에 명도차이를 두어 마치 기마인물형 토기

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표현 했다. (그림7 참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20. 기마형 인물토기(국보 275호)
Figure 20. National treasure No.275

디자인 의도 : 그림7의 (a)에서 보듯이 국보 275호인

기마인물형토기는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창과

방패를 지니고있는 완벽한 무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특징이다. 조형감이 우수하여 마치 살아움직이는 듯

한 역동성을 느끼게해주는 디자인소재이다. (그림7 참

조)

크기 : 90cm×110cm

재료 : 실크(Slik)

그림 21. 기마형 인물토기(국보 275호)
Figure 21. National treasure No.275

Ⅳ. 결 론

가야시대 유물을 응용하여 진행된 스카프 디자인 연

구에 있어 출발은 가야 유물을 패턴화 시켜 문양을 기

본으로 하였다.

우수한 유. 무형의 문화유물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연

구하고 체계화하여 널리 홍보함은 물론 다소 고루하기

쉬운 전통유물을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기법을 적용시

켜 조화롭고 실용성 높은 스카프 디자인으로 의미 부여

를 했을 때 박물관에 놓여 진 유물에서 또는 책속의 자

료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실용적인 늘 곁에서 함

께 공유 할 수 있는 우수 디자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

한다.

가야시대 우수한 유물을 기본으로 하는 패턴전개 과

정을 거쳐 스카프 디자인을 접목하여 시제품을 완성했

다. 우수한 유물을 응용하여 디자인 소재로써 활용하면

문화와 관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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