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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승마용, 時空뛰어넘는신비한사극?

인간이 길들인 동물 중 말은 전투에서 혁명적 변화

를이끌었다. 그런데인간이말을타고전투하기위해

서는몇가지장비가필요하다. 그중핵심적인것이바

로 안장이다.

　필자도가끔안장없이말을타기는하지만, 전투라

는특수상황에서는교전에적합한안장이필수불가결

한 조건이다. 특히 전통시대에 안장은 민족마다 다른

형태를사용해독특한기마법과기마전술에활용했기

에이러한차이는상당히의미있는부분이기도하다.

뜬금없는 영국식안장

　칭기즈칸의 지치지 않는 기병전술

과 안장

　역사이래로가장뛰어난기병전술

을구사해대제국을건설한인물은원

나라의 시조인 칭기즈칸이다. 아시아

는물론유럽의상당부분까지영향력

을미쳐그들의말발굽에온대륙이숨

죽였던시대가있었다. 그때그들이활

용한전술의핵심은지치지않는기병

의 속도전이었다. 이를 위해 단기(單

騎)로 기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조마몇마리를함께움직였다. 전투

마를 계속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일정한전투력을유지한것이다. 이와

함께 칭기즈칸의 군대가 활용한 안장

은지극히인간에게불편한구조였다.

쉽게말해말탄기병이불편하더라도

전투마가 편한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현재도이러한방식의안장은

몽골현지에서사용되고있는데, 거의

‘V’자에가깝게만들어져사람이편하

게앉아서말을타기보다살짝엉덩이

를안장에걸치고서서타는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기마법은 말의 척추에

직접적인부담을줄여줘보다오랜시

간 말이 지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시대의 앞뒤 가리개 안장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안장

의앞쪽과뒤쪽에작은판을대기병이

앞뒤로몸이쏠리는현상을미연에방

지할수있는방식의안장이활용됐다.

학술적으로는 안장 앞에 세우는 부분

을 전교(前橋)라 하고 뒤에 세우는 부

분을 후교(後橋)라 한다. 형태상으로

보면 몽골의 안장보다는 기마자가 안

정적으로엉덩이를걸칠수있는공간

이 확보된 형태다. 이는 근접전투 시

기병이안장에기대거나의지할수있

어 보다 안정적인 교전능력을 확보할

수있게하는방식이었다. 이러한방식

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도 활용됐는데, 조선시대의 경

우전교와후교의높이가조금낮아지

고 각도가 조금 눕혀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드라마 사극에서는 거의

99%가 잉글랜드 방식의 안장을 사용

한다.

　주몽, 잉글랜드방식의안장에앉다

　앞선 연재기사에서도 밝혔듯이, 현

재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말의 대부분

은 영국의 경주마에서 시작된 서러브

레드종이다. 그래서사용하는안장또

한그체형에맞는영국식승마안장이

아무런고증없이그대로사극에노출

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안장은소

위 ‘클래식승마’에서사용하는형태로

전투상황보다 일반적인 승마를 위해

만들어진것이다. 주몽이영국식클래

식 승마 안장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한 선덕여왕이

영국식 말안장에 앉아 신라의 미래를

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등장

하고 있다.

　조선시대사극을예로들면임진왜

란의명장권율장군이영국식안장에

앉아일본군에맞서싸우고, 일본군장

수역시영국식안장에앉아조총발사

명령을내리고있는것이작금의현실

이다. 우리나라에서이런형태의안장

이사용된것은 1900년대이후이니약

2000년의 세월을앞서 가는초현실주

의적인 사극 드라마 소품인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사극에 등장하는

기병이나 장수들이 제대로 된 전술이

나마상무예를펼칠수없는것은당연

한지도모른다. 사극드라마관계자분

들께이런의견을전하면, 십중팔구는

드라마 제작비 문제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다고한다. 그런데주인공으로등

장하는 연예인들의 몸값은 해마다 상

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

니, 그 대답이 조금 궁색해 보인다.

최형국 역사학 박사·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고구려무용총벽화중말을타고활을쏘는장면. 이벽화속안장에도전교와후교

의모습이뚜렷이나타난다. 1900년대우리나라에보급된영국식안장과는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자제공

 편집=손병식기자

주몽선덕여왕권율장군도

세월앞당겨한결같이애용

드라마 ‘주몽’에서주인공이말에올라활을쏘는장면.현

재 사극에서 활용하는 말 안장은 99%가 영국식 안장이

다. 필자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