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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

 1

       This volume has been published in order to commemorate the 56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University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University’s Central Museum. 

 2

       The items presented in this volume have been selected from the collection of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and from 

artifacts recovered during investigations undertaken by the excavation unit of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3

       This volume is comprised of six main chapters: Ⅰ. Archaeological Material; Ⅱ. Tiles & Bricks; Ⅲ. Ceramic Ware; Ⅳ. Historical 

Documents and Painting & Calligraphy; Ⅴ. Articles for Everyday Life; Ⅵ.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Hannam University. The ‘Archaeological Material’ chapter is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1. Paleolithic 

Age; 2. Neolithic Age; 3.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4. Proto-Three Kingdoms Period; 5. Three Kingdoms Period (Baekje); 6. 

Three Kingdoms Period (Silla·Gaya); 7. Unified Silla Period; 8. Goryeo Dynasty. The ‘Tiles & Bricks’ chapter is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1. Tiles & Bricks of the Baekje Kingdom; 2. Tiles & Bricks of the Goguryeo Kingdom; 3. Tiles & Bricks of the Silla 

and Unified Silla Kingdoms; 4. Tiles & Brick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5. Tiles & Bricks of China and Japan. The ‘Ceramic 

Ware’ chapter is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1. Goryeo Porcelain; 2. Joseon Porcelain.

 4

       Item descriptions have been presented in Korean, Chinese characters and English when possible and state the name, period and 

dimensions of each item. In the case of excavated artifacts and artifacts which were not excavated but the place of origin is clearly 

known, the relevant information has also been provided. Chinese characters were not used when it was difficult to do so. In the 

case of calligraphy, the name of the artwork, the name of the artist, the type of material on which the calligraphy was written and 

the dimensions of the artwork were presented (width x length).

 5

       The alphabet letters that denote the dimensions of each artifact or item are used as follows: 

           H : height      L : length or left      R : right      D : diameter      T : top      B : bottom

 6

       A detailed list of the items can be found at the back of this volume. 

일러두기

 1 

       이 책은 한남대학교 개교 56주년과 중앙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되었다.       

 2 

       도록에 수록된 유물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유물과 발굴유물 중에서 선정하였다.

 3 

       도록의 구성은 I .  고고자료, II . 와전, III . 도자기, IV. 고문서와 서화, V . 생활용품, VI .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와 한

남대학교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다시 I .  고고자료는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초기철기시대, 4. 원삼

국시대, 5. 삼국시대(백제), 6. 삼국시대(신라·가야), 7. 통일신라시대, 8. 고려시대의 시대순으로 세분하였고, II . 와전은 

1. 백제 와전, 2. 고구려 와전, 3. 신라와 통일신라시대 와전, 4. 고려·조선시대 와전, 5. 중국과 일본 와전으로, III . 도자

기는 1. 고려자기 2. 조선자기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유물의 설명은 가능하면 한글과 한자, 영문을 함께 사용하여 유물명, 시대, 규격의 순으로 표기하였고, 발굴유물의 경

우와 소장유물 중 출토지가 분명한 경우 출토지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단 한자로 표기가 어려운 유물의 경우 한자 표

기는 생략하였다. 서화의 경우 명칭, 작가, 재질, 규격순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규격은 가로×세로(cm)로 표시 하였다.

 5 

       유물의 영문 규격은 머리글자를 따서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H : height     L : length or left     R : right     D : diameter     T : top     B : bottom 

 6 

       유물의 상세목록은 이 책의 말미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Congratulatory Remarks축사 祝辭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

이지 않고 솟아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르니....」 이는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 제2장의 내용입니다. 역사를 공

부하면서 「[溫故而知新]」의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溫故而創新」의 수준까지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역사

(history)요, 내일은 신비(mystery)요, 오늘은 선물(present)입니다. 어제가 없이는 오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는 항상 소중한 것이요.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앙박물관은 우리대학의 가장 고귀한 교육

장소입니다.

우리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장로교선교사들의 헌신 봉사로 시작되어 57년간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또 대전지

역사회의 자부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와당을 대량 수집한 중앙박물관은 개관 30년 역사를 자

랑하며 충북 진천 삼룡리와 산수리의 가마터 발굴조사 유물, 충북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 시대 집자리 발굴조사 유물, 

그리고 대전의 역사를 10만년 이전으로 끌어 올린 대전 용호동의 유적 발굴조사 유물을 비롯해 현재의 대전 충청 지

역의 지방역사를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는 고문서 그리고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역사를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을 대량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큰 순식간이요 순식간은 작은 옛날과 지금입니다. 순식간이 쌓여서 문득 고금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수없이 서로 갈마들어 끊임없이 새것이 생겨납니다. 이 속에서 나서 이 속에서 늙으니 군자는 이 사흘

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生於此中, 老於此中, 故君子 着念此三日) 이 말은 이덕무(李德懋 1741-1793)가 선귤당농소

(蟬橘堂濃笑)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없는 어제는 후회요, 오늘이 없는 내일은 근심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사흘’ 관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박물관은 외국의 주요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전 지역의 초 · 중 · 고교생과 역사학 전공자들이 수시로 방문하

여 관람하고 있지만 변변한 소장유물 종합도록이 없어 매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개교 56주년 기념 행

사의 하나로 소장유물 종합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록에는 그 동안 공간 부족으로 충분히 전시하지 못했던 소

장유물까지 함께 수록하여 국내외 역사학계와 문화계에 연구자료로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

역밀착형 대학을 지향하는 한남대학교의 아름다운 나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록을 발간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해주신 중앙박물관 관장과 학예사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치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3. 1. 23

한남대학교  총장  김 형 태

“A tree with deep roots blossoms beautifully and bears lots of fruit because it does not sway with any 

strong wind. The water from a deep spring becomes a stream and flows to the ocean because it does not 

dry up with a drought.” This is the second chapter of Yongbiuchunga. There is an old Chinese epigram, 

“We should study the past to know the present.” But now, I think, the epigram may be changed to mean 

“We should study the past to create something new.” Today does not exist without yesterday so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History is such a valuable thing in this sense. The 

Central Museum in Hannam University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place for education.

 

Hannam University has been honored a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in local Daejeon 

area as well as in central region of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by the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in 1956. Its museum boasts 30 years of history and large roof tile collection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The Central Museum also holds many valuable records showing the missionary works 

of the early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and old documents which ascertain the history of Daejeon 

and Choongchung area. The Central Museum retains excavated materials from a kiln site of Samryong-ri 

and Sansu-ri in Jincheon and a Neolithic dwelling site in Daecheon-ri, Okcheon, Choongchungbook-Do. 

Especially, the Yongho-dong site excavation proved that the history of Daejeon is almost 100,000 years old.

 

Lee Deok-mu (1742-1793) wrote in his essay Seongyuldangnongso, “The past and now is a big 

moment. A moment is little past and now. The moments accumulate and become the past and now.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continue to take turns to make new things. A wise man is born and gets 

old and he has to b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these three days”. Today without yesterday is a regret 

and tomorrow without today is a worr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naging these three day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We now publish this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as one event of the 56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Hannam University. I am very pleased to have an opportunity to open to the world the vast collection 

of artifacts including some which have not been displayed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space in the 

museum. I hope this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can be of great use to the field of history and 

cultur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another part of Hannam University’s endeavor to share 

with community a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warmest appreciation to the Central museum Director, the curator and all 

staff involved who made endless efforts for the publication of this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January 23, 2013

President, Prof. Dr. Hyung-tae Kim  



Preface발간사 發刊辭  

작년부터 우리 대학 중앙박물관을 책임지면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옛말을 절감해왔습니

다. 현재 중앙박물관의 전시공간이 협소한 탓에 8,000점에 달하는 빼어난 소장유물 가운데 단지 일부만 전시가능한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소장유물의 격에 걸맞는 쾌적한 전시환경은 박물관의 필수조건이자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개관 30주년을 맞는 올해에 품격 있는 종합도록을 발간하게 되어 그 아쉬움

을 다소나마 채우게 되었습니다.

1982년 개관한 우리 중앙박물관은 1987년에 첫 종합도록을 발간하신 박요순 교수님,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 중앙

박물관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최병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임 관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귀중한 문화재

급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왔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특별전에서 전시되어 학계와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지

만 그동안 종합 도록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중앙박물

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박물관의 오랜 숙원이던 종합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약 

8,000여점의 유물 가운데 빼어난 소장유물 600여점을 선별하여 널리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무엇보다 삼국시대 와당(특히 국내대학 최다 백제 와당 보유)은 국

립박물관 소장유물에 전혀 뒤지지 않는 우수성으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2011년 개교 55주년 기념 특별

전 개최). 국내 박물관들로부터 대여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국내 남장로교의 선교활동을 면밀

히 보여주는 선교관련 자료, 시대별/주제별로 갖추어진 명품 수준의 토기와 도자기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하여 동춘당 

송춘길, 우암 송시열 등 은진 송씨 가문 관련 희귀본 고문서들도 우리 중앙박물관이 자랑하는 소장유물들입니다. 이러

한 빼어난 유물들이 이번 도록 발간을 계기로 협소한 전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널리 빛을 보게 되어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종합도록 발간을 위한 촬영과 인쇄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중앙박

물관이 소장한 빼어난 유물들이 그 품격에 맞게 재탄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처럼 훌륭한 도록을 만들어주

신 사진작가 한석홍, 한정엽 님과 예맥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이 가진 고귀한 문화적 가치

와 대외적 이미지 향상 효과를 높게 평가하셔서 도록 발간을 독려해주신 김형태 총장님의 도움 없이는 아마 도록 발간

이 계속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열악한 전시, 보존 환경에도 불구

하고 소장유물들을 최상의 상태에서 관리, 보존하기 위해 늘 애쓰며 특히 이번 도록 발간을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

끼지 않은 김근완 학예사와 박물관 식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 1. 23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장  이 진 모

The old Korean saying, “Beads don’t make a necklace” has been deeply impressed on my mind since last 

year when I took office in the Hannam Central Museum as Director. I could not feel good about the 

situation that only a part of the 8,000 brilliant artifacts could be on display due to the limited size of the 

display section in the museum. It is believed that a decent venue for exhibition is an essential factor as well 

as a courtesy toward valuable artifacts. 

Since its opening in 1982, the Directors of the Hannam Central Museum,  including Professor Park 

Yo-soon who published the very first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in 1987 and Professor Choi 

Byung-hyun who committed to the prosperity of the Central Museum, have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collect valuable artifacts. Although the 8,000 artifacts received attention from the academic and 

public through several special exhibitions, they were not widely known because there was no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of the Central Museum. Fortunately, we see the publication of this 

elegant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Hannam 

Central Museum, and the Central Museum can reveal 600 of the 8,000 artifacts to the world, which is a 

big relief. 

The Central Museum is most famous for its large collection of roof tiles. Especially, it boasts the 

largest rooftile collection of the Baekje Kingdom among the university museums in Korea. There was a 

55th anniversary celebration exhibition highlighting the rooftile collection of the Central Museum in 2011. 

The Central Museum also has an extensive collection of records proving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 There are diverse collections of earthenware and ceramics made in different 

historical times. Additionally, the old, rare documents from the local Song family including Song Joon-gil 

(Dongchoondang) and Song Si-yeol (Uam) are the special collection of the Central Museum. It is thrilling 

to see all those valuable pieces overcoming the spatial limitation and finally being unveiled to public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of the Central Museu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photographer Mr. Han Seok-hong and Mr. 

Han Jeong-yup  and the Yemac Publishing Company for taking fantastic pictures and making the elegant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of the Central Museum. My deepest gratitude goes to the President, 

prof. Dr. Kim Hyung-tae who appreciated the value of the collections in Hannam Central Museum and 

encouraged the publication of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The collection of the pictorial records 

would not been published without the President Kim’s support. My extra special thanks go to the Curator 

Mr. Kim Geun-wan and the staff of the Museum for their unflagging efforts and commitment.  

January 23, 2013

Director, Prof. Dr. Jin-m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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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자료考古資料는 인간의 행동

이 남긴 모든 물질적 흔적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인공적인 유적遺

蹟, 유구遺構, 유물遺物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자연유물까지 포함하며, 이것

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사시대를 구석

기시대舊石器時代, 신석기시대新石器時

代,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 초기철기시

대初期鐵器時代로, 역사시대는 원삼국

시대原三國時代, 삼국시대三國時代, 통일

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고려시대高麗時

代, 조선시대朝鮮時代로 세분한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뗀석기를 사

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던 시기로 

석기의 종류나 가공기술의 특징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진다.

신석기시대는 8,0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시

기 한반도의 인류는 물고기 잡기에 

유리한 해안이나 강가에 작은 마을

을 이루면서 토기를 제작하고 간석기

磨製石器를 사용하였다.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는 신석기시대에 가장 넓은 지

역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유물이었다.

기원전 10세기경 민무늬토기와 청

동기를 사용하고 농경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청동

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농경

에 유리한 야산과 구릉에 대규모 마

을을 형성하였고, 비파형동검琵琶形銅

劍과 세형동검細形銅劍과 같은 청동제

의 무기, 공구, 의기를 제작 사용하였

다. 또한 농경생활에 필요한 간석기

의 사용도 더욱 활발해져 전성기를 

이루었다.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계戰國系 철기문화가 유

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후반부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북쪽에는 부여夫餘 고구려高句

麗 등 예맥濊貊계 국가들이 형성되었

고, 남쪽에는 삼한의 여러 세력들이 

성장하였다. 삼한 중 마한은 백제가, 

진한은 신라가 주변세력들을 통합해 

갔고, 변한은 여러 가야 세력으로 재

편되어 갔다. 그러나 서기 3세기 무

렵까지는 본격적인 왕국이 출현하기 

전이어서 이 시기를 원삼국시대原三國

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국시대는 고구려·백제·신라가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외래문화

를 다양하게 수용하여 수준 높은 귀

족문화를 발전시켰다. 이 삼국시대 

귀족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덤古墳이다. 강력한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축조된 거대한 고

분에서는 당시 지배층이 영위하였던 

호화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어 당시 

지배자들의 권력과 문화수준을 엿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고, 중국의 당唐문화가 수용되

어 세련미가 넘치는 고대문화의 절

정기를 이루었다. 특히 불교가 정신

세계를 지배해 가면서 불교미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 문화

를 계승하여 화려한 귀족문화를 꽃

피웠는데 상감청자를 비롯한 고려청

자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토

기는 굽다리가 낮아지며, 도장무늬

印花文가 사라지고, 사각병四角甁, 편병

扁甁 등의 새로운 기형이 출현하였다. 

이후 청자의 영향으로 기벽이 얇아

지고 청자의 기형을 닮은 토기가 제

작되며, 기형은 실용성이 높도록 밑

이 넓고 안정된 형태로 바뀌어져 조

선시대로 이어졌다.

Archaeological 
Material 

Archaeological material refers to 

all traces left by past human 

activity. It comprises archaeological 

sites, features and artifacts, in 

addition to ecofacts, and provides 

the basic material with which human 

history and culture can be studied 

and reconstructed. 

 The Korean prehistoric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e 

Paleolithic Age, Neolithic Age,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and the 

historic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ree Kingdoms Period, Uni�ed Silla 

Period, Goryeo Dynasty and Joseon 

Dynasty.

 The communities of the 

Paleolithic Age were highly mobile, 

and hunted animals and gathered 

plants. This period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e Lower, Middle and 

Upper Paleolithic according to the 

type of stone tools used and their 

manufacturing technique. 

 The Neolithic Age began 

at around 8,000 BCE and continued 

until 1,000 BCE. Commun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established small villages along rivers 

or on the coastline, which allowed 

easy access to marine resources. They 

also made pottery and used ground 

stone tools. The representative 

pottery type of this period is comb-

pattern pottery, which has the widest 

range of distribution. 

 The Bronze Age began 

at around the 10th century BC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farming 

communities into the Korean 

Peninsula that used plain pottery 

and bronze objects. Villages were 

established on low-lying hillsides, 

which allowed easy access to 

farmlands, and the production of 

bronze weapons, tools and ritual 

objects, such as Liaoning-type and 

Korean-type bronze daggers, took 

place. In addition, the manufacture 

of stone tools, required for farming 

activities, was greatly developed in 

this period. 

 The Early Iron Age began 

at around the 3th century B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iron 

cultur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Iron Age is also regarded as the 

later phase of the Bronze Age. This 

period witnessed the establishment 

of Yemaek states, such as Buyeo and 

Goguryeo, in the nor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and various Samhan 

polities were formed in the southern 

regions. Of these Samhan polities, 

Mahan was annexed by Baekje, 

Jinhan was annexed by Silla, and 

Byeonhan was consolidated into the 

Gaya Confederacy. However, as it 

was only in the 3rd century BCE that 

the establishment of fully-�edged 

states took place, the time prior to 

this is referred to as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e Three Kingdoms 

Period witnessed the establishment 

of an elite culture that emerged 

through the merging of the 

indigenous culture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and various 

cultural in�uences from outside 

the peninsula. The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re a good 

example of this elite culture. These 

great tombs, which were constructed 

as demonstrations of great power 

and authority, and which contained a 

rich array of objects that would have 

been used by the elite of the period, 

provide insight into the power and 

cultural level of the elite. 

 In the Uni�ed Silla Period, 

the cultures of the Three Kingdoms 

were merged together and the 

cultural in�uences of Tang China 

were adopted, thereby resulting in 

a sophisticated culture that may b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zenith of 

the ancient cultures of the peninsula. 

The signi�cant role that Buddhism 

played in the spiritual lives of the 

people at the time, in particular, 

resulted in great developments in 

Buddhist art. 

 The Goryeo Dynasty 

witnessed the blossoming of an 

opulent aristocratic culture which 

was founded upon the culture of the 

Uni�ed Silla Period. One aspect of this 

rich culture is represented by Goryeo 

celadon, including inlaid (sanggam) 

celadon. The ceramic vessels of this 

period acquired shorter pedestals, 

and stamped patterns were no 

longer used. New vessel forms, such 

as �attened bottles and rectangular 

bottles, also came into use. Thin-

walled vessels came to be made, 

following the in�uence of celadon 

ware, and vessels identical in form 

to that of celadon ware were also 

produced. Overall, ceramic vessels 

came to have wide bases, which 

increased their stability and utility, 

and the use of such vessels continued 

into the Joseon Dynasty. 

I 고고
자료

考古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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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leolithic Age began with the production and use of stone tools by early humans that had evolved from anthropoid 

primates. It came to an end at around 10,000 years ago when the Neolithic Age began. 

 Paleolithic communities were seasonally mobile and formed small groups. They lived in caves and temporary 

dwelling structures or under rock shelters. Their subsistence economy was based on hunting, fishing and gathering. 

 The gradual evolution of Paleolithic people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brain capacity. As a result, oral 

communication became possible, primitive religion emerged, people began to bury their dead, and artwork (in the form 

of cave paintings or carvings made on bone, horn, wood and rock) came to be produced. The tools used at the time 

were made of chipped stone, wood and bone. 

 The Paleolithic Age can be divided into the Lower Paleolithic (2.5 million years ago ~ 100 thousand years ago), 

Middle Paleolithic (100 thousand years ago ~ 40 thousand years ago), and Upper Paleolithic (40 thousand years ago ~ 10 

thousand years ago) according to stone tool type and manufacturing technique.  

 The stone tools of the Lower Paleolithic were generally large stone tools that often served various functions. 

Examples of such stone tools used in this period include choppers which were made by flaking one or both sides of 

pebble stones, hand-axes which were made by flaking the entire surface of the stone to facilitate easier grip and to 

enhance their function, bola stones, cleavers, points and scrapers. The development of stone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Middle Paleolithic led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large stone tools that were used. There was a greater 

diversity in terms of tool types and the number of single purpose tools increased. Stone tools used in this period include 

denticulates, borers and burins, and the tool blades were often retouched. The Upper Paleolithic witnessed the use of 

indirect flaking, in which bone, horn and hard wood were used to flake stone. Pressure flaking, which utilized sharp bone 

and horn tools, was also used to retouch stone tools. Small and sophisticated microliths were also mad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aleolithic Age is thought to have begun at around 700 thousand years ago. Traces 

of Paleolithic people are often found in the cultural layers located along the terraces of large rivers and the coast. Traces of 

Paleolithic activity have also been found in caves, rock shelters and outdoor campsites.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has excavated important Paleolithic sites, such as Yongho-dong and 

Noeun-dong, both in located Daejeon. The Yongho-dong site, in particular, yielded four Paleolithic layers which date to 

between 100 thousand years ago and 10 thousand years ago. This makes it possible to confirm that humans had resided 

in the Dajeon region as far back as 100 thousand years ago.

Paleolithic Age인류가 유인원類人猿에서 진화되어 도구를 제작·사용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약 1만년까

지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구석기시대에는 작은 무리를 지어 계절에 따라 이동생활을 하였으며, 동굴이나 바위그늘, 야외에 간단하게 

설치한 막집에 살며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 등을 통하여 식량을 조달하면서 생활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구석기시대 인류의 두뇌용량은 증가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였고, 원시종교가 발생하였으며, 시체를 매장하였고, 동굴의 벽이나 짐승의 뼈와 뿔, 나무, 돌 등에 대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예술행위도 나타났다. 이때에는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낸 뗀석기가 주요한 도구였으며, 나무나 뼈로 만든 연

장도 사용하였다. 

 구석기시대는 석기의 종류나 가공기술의 특징에 따라 전기(250만년~10만년전), 중기(10만년~4만년전), 후

기(4만년~1만년전)로 나눌 수 있다.

 전기에는 자갈돌의 한면 혹은 양면을 때려낸 찍개, 전면을 때려내어 보다 손에 쥐기 쉽고 사용효과를 높인 

주먹도끼류와 사냥돌, 가로날도끼, 찌르개, 긁개 등 주로 떼어내기 수법으로 만든 대형석기들이 사용되었으며 대체로 

이러한 석기들은 한 석기가 여러 목적에 사용된 것이 많았다. 중기에는 가공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대형석기들은 줄

어들고, 석기의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보다 분화되면서 한 용도에 한 형태의 석기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톱니날석기·

뚜르개·새기개가 등장하며 날을 잔손질하는 수법이 발달하였다. 후기에 이르면 석재를 뼈나 뿔, 또는 단단한 나무에 

대고 때려 석기를 만드는 간접타격법과 뾰족한 뼈나 뿔로 눌러 떼어서 2차가공한 눌러떼기 수법이 발달하여 크기가 

매우 작고 모양이 세련된 잔석기細石器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인들의 흔적은 빙하기 말에 형

성된 큰 하천과 해안선의 단구면에서 당시의 문화층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굴이나 바위그늘, 야외유적이 발견

되기도 한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대전 용호동유적과 대전 노은동유

적 등이 있다.  특히 대전 용호동유적은 약 10만년전에서 1만년전 사이에 속하는 4개의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

어 대전의 역사를 10만년 이전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구석기시대

舊石器時代



004 슴베찌르개 有莖尖器

 길이 5.7   |   대전 용호동

  Tanged-point, Stone
  L 5.7   |   From Yongho-dong, Daejeon

004

007

008

005 006

005 슴베찌르개 有莖尖器

 길이 4.0   |   대전 용호동

  Tanged-point, Stone
  L 4.0   |   From Yongho-dong, Daejeon

006 양끝찌르개 
 길이 9.7   |   대전 용호동

  Bi-point, Stone
  L 9.7   |   From Yongho-dong, Daejeon

007 몸돌 石核
 길이 9.8   |   대전 용호동

  Core, Stone
  L 9.8   |   From Yongho-dong, Daejeon 

008 갈린석기
 길이 13.4   |   대전 용호동

  Ground-tool, Stone
  L 13.4   |   From Yongho-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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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주먹도끼 手斧 
 길이 14.2   |   대전 용호동

  Hand-axe, Stone
  L 14.2   |   From Yongho-dong, Daejeon

002 대전 용호동 유적의 모습

 Panorama view of the Yongho-dong site, in Daejeon

003 대전 용호동 유적의 불땐 자리

 Fire pit from the Yongho-dong site,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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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1.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1.5   |   From Yongho-dong, Daejeon

012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0.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0.5   |   From Yongho-dong, Daejeon

013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9.3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9.3   |   From Yongho-dong, Daejeon

010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3.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3.5   |   From Yongho-dong, Daejeon

010

012

011

013

009  여러 가지 외날찍개 各種單刃器 
 대전 용호동

  Choppers, Stone
  From Yongho-dong, Daejeon



018 톱니날 
  길이 9.0   |   대전 용호동

 Denticulate, Stone
 L 9.0   |   From Yongho-dong, Daejeon 

019 밀개 搔器

  길이 5.6(오른쪽)   |    대전 용호동

 End-scrapers, Stone
 L 5.6(R)   |   From Yongho-dong, Daejeon 

020 긁개 搔器

  길이 6.2   |   대전 용호동

 Scraper, Stone   
 L 6.2   |   From Yongho-dong, Daejeon 

021 돌날 石刃
  길이 5.8   |   대전 용호동

 Blade, Stone
 L 5.8   |   From Yongho-dong, Daejeon

022 격지 剝片

  길이 8.3   |   대전 용호동

 Flake, Stone
 L 8.3   |   From Yongho-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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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여러 가지 여러면석기 各種多面石器 
 대전 용호동

  Polyhedrons, Stone
  From Yongho-dong, Daejeon 

015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9.5   |   대전 용호동

  Polyhedron, Stone
  L 9.5   |   From Yongho-dong, Daejeon

016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6.6   |   대전 용호동

  Polyhedron, Stone
  L 6.6   |   From Yongho-dong, Daejeon

017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9.9   |   대전 노은동

  Polyhedron, Stone
  L 9.9   |   From Noeun-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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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좀돌날몸돌 細石刃核

  길이 4.5(왼쪽)   |   대전 노은동

  Microblade cores, Stone
  L 4.5(L)   |   From Noeun-dong, Daejeon

027 스키모양격지 剝片

  길이 7.7(왼쪽)   |   대전 노은동

  Ski-shaped flakes, Stone
  L 7.7(L)   |   From Noeun-dong, Daejeon

023 밀개 搔器

  길이 4.1(왼쪽)   |   대전 노은동

  End-scrapers, Stone
  L 4.1(L)   |   From Noeun-dong, Daejeon

024 돌날 石刃
  길이 6.0(왼쪽)   |   대전 노은동

  Blades, Stone
  L 6.0(L)   |   From Noeun-dong, Daejeon

025 새기개 彫刻刀 
  길이 3.2(오른쪽)   |   대전 노은동

  Burins, Stone
  L 3.2(R)   |   From Noeun-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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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olithic Age began at around 12,000 years ago when the Ice Age came to an en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took 

on its present form. 

 A transition took place in this period, from a mobile lifestyle based on hunting and gathering to a settled way 

of life based on farming and animal husbandry. Ground stone tools and pottery began to be produced, the latter being 

used as cooking and storage vessels. 

 The Korean Neolithic Age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 the Incipient Neolithic (8,000 ~ 6,000 BCE), Early 

Neolithic (6,000 ~ 3,500 BCE), Middle Neolithic (3,500 ~ 2000 BCE) and Late Neolithic (2,000 ~ 1,000 BCE) – according to 

diachronic changes in pottery type.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Korean Neolithic is the use of pottery. The pottery of this period can be 

broadly divided into raised design pottery and comb-pattern pottery according to the mode of decoration. 

 Raised design pottery was decorated by attaching strips of clay or by pinching the vessel surface in order 

to form raised designs. This pottery type is mainly found in the eastern and southern coastal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ts distribution extends southwards to Japan and northwards to the Amur River region. Comb-pattern 

pottery was decorated by incising the vessel surface with a comb-like tool. As this pottery type is foun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Neolithic culture is also referred to as the ‘comb-pattern pottery culture’. The vessels forms 

and decorative patterns of comb-pattern pottery were regionally distinct in the early stage, but in the later stage, the 

decorative patterns of comb-pattern pottery in all regions gradually become simplified, and the area of decoration also 

decreased.

 Both chipped stone tools and ground stone tools were used in the Neolithic Age. The stone tool types of this 

period include various types of axes, hunting and fishing tools (net weights, fish hooks, harpoon points, arrowheads) and 

everyday items (grinding stones and slabs, whetting stones, and flint stones). Bone tools comprise needles, awls, and 

harpoon points. It appears that bone was regarded as a more efficient type of raw material in the case of these tools. 

 Neolithic communities generally established villages in locations where they could have easy access to water 

and food resources, such as along river terraces, coastal hillsides and islands located close to the mainland, or near small 

rivers in the case of inland communities. They left sites that were formed as a result of daily activities (shellmiddens and 

dwellings) or the disposal of the dead (pit burials).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excavated Neolithic dwelling at the site of Daecheon-ri, in Okcheon. This 

dwelling yielded various different types of grains, as well as farming tools. The site is therefore regarded as an important 

site that my shed light on the earliest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farming in the Korean Peninsula. 

Neolithic Age1만 2천년을 전후로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는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바뀌면서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수렵과 채집경제 단계의 이동생활에서 벗어나 농경과 가축 등의 생산경제 단계의 정착생활이 시

작되었고, 여기에 간석기磨製石器가 만들어지며, 조리와 저장의 수단으로 토기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토기의 변화양상에 따라 초기(기원전 8,000~6,000년경), 전기(기원전 

6,000~3,500년경), 중기(기원전 3,500~2,000년경), 후기(기원전 2,000~1,000년경)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토기의 등장으로, 문양 구성의 방법에 따라 크게 덧무

늬토기隆起文土器와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로 나눌 수 있다. 

 덧무늬토기는 토기의 표면에 진흙띠를 붙이거나 겉면의 바탕흙을 도드라지게 하여 무늬를 만든 것으로 동

해안과 남해안의 바닷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남으로는 일본, 북으로는 아무르강 유역에서도 발견된다. 빗살무

늬토기는 토기 표면에 빗 모양의 무늬새기개를 이용하여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빗

살무늬토기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빗살무늬토기는 그릇 생김새와 장식문양에 따라 강한 지역성을 띠지만, 후기에

는 공통적으로 무늬가 점차 간략해지고 장식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신석기시대 석기는 간석기와 뗀석기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석기에는 각종 돌도끼류, 그물추·낚시·작살·화살

촉 등의 사냥·물고기잡이 도구漁撈具와 갈돌·갈판·고석·숫돌·발화석發火石 등의 일상용구가 있다. 뼈연모骨角器는 바늘·

송곳·찔개살·작살 등이 있으며, 돌보다는 뼈가 효율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신석기시대 주민들은 강안대지나 해안의 언덕 및 인근도서, 그리고 깊은 내륙 지역의 작은 강가 등 대개 물

과 식량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생활하였으며,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조개무지 등의 

생활유적과 움무덤 등의 매장유적이 있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신석기시대 유적은 옥천 대천리 집자리 유적이 있다. 이 집자리에서는 

여러 종류의 곡물과 농경도구들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초기 농경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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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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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도판 28의 문양세부

 Detail of Pl. 28.

030 옥천 대천리 집자리 유적의 모습

 Panorama view of the settlement site of Daecheon-ri, in Okcheon

028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높이 25.0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Earthenware
  H 25.0   |   From Daecheon-ri, Okcheon



고고자료  |  신석기시대
Archaeological Material  |  Neolithic Age

28 · 29

033 갈판 碾石
  길이 69.0   |   옥천 대천리

  Saddle quern, Stone
  L 69.0   |   From Daecheon-ri, Okcheon 

034 갈판 碾石
  길이 68.3   |   옥천 대천리

  Saddle quern, Stone
  L 68.3   |   From Daecheon-ri, Okcheon 

031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높이 30.0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Earthenware
  H 30.0   |   From Daecheon-ri, Okcheon 

032 빗살무늬토기편 櫛文土器片  
 잔존높이 6.3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sherd, Earthenware
  H 6.3   |   From Daecheon-ri,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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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여러 가지 돌보습 各種石犁

  길이 20.0(오른쪽 위)   |   옥천 대천리

  Plowshares, Stone
  L 20.0(R·T)   |   From Daecheon-ri, Okcheon

038 돌도끼 石斧
  길이 6.5   |   옥천 대천리

  Axe, Stone
  L 6.5   |   From Daecheon-ri, Okcheon 

039 무늬새기개 彫刻刀

  길이 4.0   |   옥천 대천리

  Burin, Stone
  L 4.0   |   From Daecheon-ri, Okcheon 

038 039

035 갈돌 石棒
  길이 18.7   |   옥천 대천리

  Grinding stone pestle, Stone
  L 18.7   |   From Daecheon-ri, Okcheon 

036 갈돌 石棒
  길이 9.2   |   옥천 대천리

  Grinding stone pestle, Stone
  L 9.2   |   From Daecheon-ri,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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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ronze Age began at around the 10th century BCE with the migration of communities in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Liaoning region of Northeast China and the Northern Steppe regions. These farming communities 

used plain pottery and bronze objects, and were soon assimilated with the peninsula’s indigenous popula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farming and animal husbandry, as well as the continuation of hunting and fishing 

practices, took place in the Bronze Age. This resulted in increased economic production, which in turn established the 

foundations for the formation of large-scale villages. Villages of the earlier period were generally established on hilltop 

locations or along natural river embankments. However, as farming came to play a greater role in the subsistence economy, 

villages soon spread to lower altitudes and came to be situated on hillsides or alluvial fans. In addition, in contrast to the 

villages of the earlier period, which generally consisted of two to four dwellings, the villages of the later period, established 

on gently rolling hillsides or alluvial plains, grew in scale and could consist of up to hundreds of dwellings. Such large-scale 

villages were at times surrounded by ditches and wooden fences which served protective functions. 

 A number of new burial types appeared in the Bronze Age, such as dolmens, stone cist burials, jar burials and 

earth cut burials. These diverse burials appear to have been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social complexity, as hierarchical 

distinctions can be seen in the different types of burials used within a single cemetery. Objects used in daily life which newly 

appeared in this period include bronze items (such as Liaoning-type daggers, ge-halberds and mirrors), in addition to ground 

stone items (such as daggers, spearheads, arrowheads, axes, planes, semi-lunar reaping knives, sickles, hoes, plowshares, 

grinding slabs and stones, whetstones and spindle whorls). The production of ground stone objects, which first appeared in 

the Neolithic Age, reached its zenith in this period, and a diverse range of tools, which served distinct functions, were made. 

In the case of pottery, plain vessels with low bases were made, along with red and black burnished vessels. 

 The early Iron Age dates from the 4th ~ 3rd century BCE to around the early 1st century CE. This period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ron culture of the Warring States of China into the Liaoning region and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peninsula, and can also be regarded as the Late Bronze Age. The iron objects that were introduced into the Liaoning region 

and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peninsula spread to the areas south of the Chungcheon River at around the 2nd century 

BCE. Thi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presence of plowshares made of cast iron at sites which also yielded slender-type 

bronze daggers, such as Songsan-ri in Eunyul, Seoksan-ri in Baekcheon, and Yihwa-dong in Hamheung. Iron daggers that 

replicated the form of slender-type bronze daggers were soon produced, and the number, as well as the types, of iron objects 

increased. In the southwest region of the peninsula, early wooden coffin burials, such as those found at the sites of Soso-ri in 

Dangjin, Hapsong-ri in Buyeo, Namyang-ri in Jangsu, and Wonbuk-ri in Nonsan, have only yielded Korean-style bronze objects 

and iron objects made to imitate these bronze objects. The fact that Han mirrors and Han style chariot fittings have not been 

identified in these wooden coffin burials indicates that the iron cultur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of China had already been 

introduc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elang iron culture. The spread of iron objects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he subsistence economy,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on led, in turn, to accelerated social differentiation. 

The iron objects also increased in size, and this brought about great changes throughout all aspects of society. 

 The archaeological sites of this period were settlement sites and burial sites. Settlements consisted of traditional 

pit dwellings and dwellings built on the ground surface, and both had some form of indoor heating facilities. The 

dwellings of this period became larger in scale and the internal space was increased. In terms of burial sites, the use of the 

Bronze Age dolmens and stone cist burials decreased. New types of burials, such as wooden coffin burials, wooden cist 

burials and jar burials, were also used which combined traditional burial elements with Chinese influences.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기원전 10세기경 중국 동북의 요령지방과 북방지역에서 민무늬토기無文土器와 청동기를 사용하고 농경을 영위하는 주

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와 선주민들을 흡수·동화하면서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청동기시대에는 사냥과 물고기 잡이가 더욱 발달하고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과 목축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에 따라 생산력이 증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은 초기에는 구릉 정상부와 하천의 자연제

방에 국한하여 형성되었지만, 농경이 생업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차로 낮은 구릉 사면과 선상지扇狀地

로 마을의 입지가 확대되어 갔다. 또한 초기의 마을은 2~4기의 집자리가 한 단위가 되어 마을을 이루었으나 마을이 

낮은 구릉이나 강변의 충적대지로 옮겨가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많게는 수백여 기의 집자리가 한 단위를 이루는 

대규모 마을로 변모해 갔다. 마을 주변에는 경계와 방어를 위한 도랑을 파거나 나무 울타리木柵를 세우기도 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石棺墓, 독널무덤甕棺墓, 움무덤土壙墓 등의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

졌다. 이러한 다양한 무덤양식은 사회의 복합도가 증가하면서 같은 무덤군 내에서는 물론 개별 무덤 간에서도 위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에 사용된 도구는 새롭게 등장한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동검·꺾창·청동거울 

등의 청동제품과 신석기이래의 간석기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창·칼·화살촉·도끼·대팻날·반달돌칼·낫·괭이·가

래·갈돌·갈판·숫돌·가락바퀴 등의 간석기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토기는 납작한 굽이 달린 민무

늬토기無文土器와 붉은간토기紅陶, 검은간토기黑陶 등이 사용되었다.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4-3세기경부터 기원전 1세기 내지는 기원전후까지 시기로 중국의 전국계 철기문화

가 요동-서북한 지역에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후반부에 해당한다. 요동-서북한 지역으로부

터 유입된 철기는 기원전 2세기경에 청천강 이남의 각 지역으로 파급되어 은율 송산리, 백천 석산리, 함흥 이화동 등

의 세형동검 출토유적에서 주조괭이鑄造鐵斧 등이 출토되었으며, 곧이어 세형동검을 모방한 철제단검이 제작되는 등 

철기의 수량이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한편 서남한 지역의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논산 원

북리 등 초기 널무덤에서 한경漢鏡이나 한식漢式 수레 부속구는 보이지 않고 한국식 청동기와 이를 모방한 철기만 출

토되는 것으로 보아 낙랑의 철기문화가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전국계 철기문화가 전해졌음을 알려준다. 철기의 보급

은 생활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농업생산성이 증가하고 계층분화가 가속화되었으며, 형태도 대규모화되는 등 사

회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시대의 유적으로는 집자리와 무덤이 있다. 집자리는 전통적인 움집과 지상가옥 모두 부분적으로 온돌

시설이 채용되었으며, 내부공간도 확대되어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덤은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돌널무덤

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중국의 영향과 전통적 무덤양식이 결합된 널무덤木棺墓, 덧널무덤木槨墓, 독무덤甕棺墓 등이 유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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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붉은간토기항아리 紅陶

 높이 12.5

  Red burnished pottery, Earthenware
  H 12.5

042 붉은간토기항아리 紅陶

 높이 11.7

  Red burnished pottery, Earthenware
  H 11.7

040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45.0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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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1.2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1.2   |   From Guseong-dong, Daejeon

047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5.6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5.6   |   From Guseong-dong, Daejeon

048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4.7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4.7   |   From Guseong-dong, Daejeon

043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28.5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28.5   |   From Guseong-dong, Daejeon 

044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11.9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11.9   |   From Guseong-dong, Daejeon

045 대전 구성동 유적의 모습

 Panorama view of the Guseong-dong site,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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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여러 가지 반달돌칼 各種半月形石刀

  길이 22.5(위)  

  Harvesting knives, Stone
  L 22.5(T)

053 여러 가지 홈자귀 各種有溝石斧

  길이 15.5(오른쪽)  

  Groove adzes, Stone
  L 15.5(R)

049 간돌검 磨製石劍

  길이 21.4(오른쪽)

  Daggers, Stone
  L 21.4(R)

050 간돌검 磨製石劍

  길이 21.8(오른쪽)

  Daggers, Stone
  L 21.8(R)

051 여러 가지 간돌검 各種磨製石劍

  길이 31.8(오른쪽)  

  Daggers, Stone
  L 31.8(R)



056 여러 가지 돌화살촉 各種磨製石鏃

  길이 13.0(오른쪽 위)  

  Arrowheads, Stone
  L 13.0(R·T)

054 여러 가지 돌도끼 各種磨製石斧

  길이 18.9(왼쪽)   

  Axes, Stone
  L 18.9(L)

055 바퀴날도끼 環狀石斧

 지름 14.3 

  Discoidal maces, Stone
  D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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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6.7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6.7

059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21.8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21.8

057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5.7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5.7



063 중국식동검 中國式銅劍

  길이 46.6(오른쪽)

  Chinese-type daggers, Bronze
  L 46.6(R)

060 세형동검 細形銅劍 
  길이 23.7

  Slender-type dagger, Bronze
  L 23.7

061 세형동검 細形銅劍 
  길이 24.8

  Slender-type dagger, Bronze
  L 24.8

062 석제칼자루끝장식 石製劍把頭飾

 높이 6.5

  Pommel fitting, Stone
  H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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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중국식 청동화살촉 中國式銅鏃

  길이 8.4(오른쪽)

  Chinese-type arrowhead, Bronze
  L 8.4(R)

065   중국식 청동꺽창 및 청동투겁창     
中國式銅鉾銅戈

  길이 16.1(왼쪽)  

    Chinese-type ge-halberds and socketed 
spearhead, Bronze

  L 16.1(L)

064 청동꺽창 銅戈 
  길이 22.5

  Ge-halberd, Bronze
  L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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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중국식 청동거울(훼룡문경) 中國式銅鏡(虺龍文鏡)

 지름 19.1

  Chinese-type mirror with dragon design, Bronze 
  D 19.1

067 명도전 明刀錢

  길이 15.7(왼쪽) 

  Knife-shaped coins, Bronze
  L 15.7(L)

068 포전 布錢 
  길이 5.8(오른쪽)

  Spade-shaped coins, Bronze
  L 5.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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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중국식 청동거울(연호문경)                       
中國式銅鏡(連弧文鏡)

 지름 11.3

   Chinese-type mirror with arch design, 
Bronze

 D 11.3

073   중국식 청동거울(방격규구경)               
中國式銅鏡(方格規矩鏡)

 지름 9.7

  Chinese-type mirror with square panels, 
Bronze

 D 9.7

070   중국식 청동거울(수문경)                            
中國式銅鏡(獸文鏡)

 지름 11.2

    Chinese-type mirror with auspicious 
animal design, Bronze

  D 11.2

071   중국식 청동거울(명문경)                            
中國式銅鏡(銘文鏡) 

 지름 13.1

   Chinese-type mirror with Chinese 
characters, Bronze

 D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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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o-Three Kingdoms’ is a concept distinctive to archaeology. It is a time period, 300 years long, that is used to refer 

to the incipient stages of the Three Kingdoms. It begins around the beginning of the 1st century CE and continues until 

300 CE. 

 The large-scale production of iron took place from this period onwards, and iron weapons and farming tools 

also came to be widely used. The use of iron tools increased farm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is, in turn, led to 

increased social differentiation and the emergence of control mechanisms which lay down the found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tical groups.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witnessed the emergence of the Ye polity in the northern regions, and the 

Samhan polities of Mahan, Jinhan and Byeonhan in the southern regions. The polities of Ye and Samhan were not yet 

states but confederations of smaller political units, called ‘guk’. It is recorded that, in the 3rd century, Mahan consisted of 

54 guks and Jinhan and Byeonhan were  made up of 12 guks. 

 Mahan territory is believed to have comprised the areas of Chungcheo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and 

parts of Gyeonggi Province, while Jinhan was located east of, and Byeonhan west of, the Nakdong River. 

 Located along the lower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Byeonhan had access to plentiful iron resources, 

which it exported to Lelang and Wa. In exchange, it received goods from China, Wa and the Northern Steppe regions. 

This provided the basis for active foreign interaction with these regions. In particular, the ancient culture of China 

was introduced into Byeonhan territory via Lelang, one of the four Han Commaderies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Pyeongyang area. 

 The lives of communities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may be approached through dwelling sites, 

shellmiddens, kiln sites, iron production sites and burials. Various types of houses were used in this period. Pit dwellings 

continued to be used but the number of ground surface dwellings increased as well. Many shellmiddens were formed 

near the seashore. The types of burials used varied according to region, with earth cut burials surrounded by a ditch 

(jugumyo) appearing in the territory of Mahan. In the Jinan and Byeonhan territories, wooden coffin burials were used 

in the earlier phase and wooden cist burials in the later phase. In the territories of Goguryeo and Lelang, located in the 

nor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stone pyramid tombs, wooden cist burials and brick tombs were used. 

 The paddled pottery manufacturing technique,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northwestern region into the 

sou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in this period,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the pottery production technology 

of the time.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paddled pottery was derived from the gray software of the Chinese 

Warring States Period and was introduced into the sou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around the time that the Lelang 

Commandery was founded,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ottery production system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e sites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excavated by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include the 

Guseong-dong settlement site and the Ojeong-dong settlement site, both in Daejeon, and the sites of Sangseo-ri and 

Naecheon-ri in Gongju. 

Proto-Three 
Kingdoms 
Period

원삼국시대는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시대구분 개념으로, 삼국시대의 원초적 단계이다. 시기상으로 기원전후경부터 

서기 300년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을 말한다. 

 이 시대에는 철기 생산이 더욱 본격화되고, 쇠로 만든 농기구와 무기가 널리 쓰였다. 철기의 사용으로 농경

의 효율이 높아져 생산력이 향상되고, 사회의 계층 분화가 빨라짐에 따라 지배 질서가 확립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

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예濊의 세력이 등장하였고, 중·남부 지역에서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이 

전개되었다. 예나 삼한은 각각 하나의 정치체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국國’이라는 소규모의 정치체가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3세기경 마한에는 54개의 소국이, 진한과 변한에는 12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마한은 경기 일부를 포함한 충청·전라지역, 진·변한은 대체로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안東岸지역에는 진한이, 

서안西岸지역에는 변한이 각각 위치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했던 변한은 철을 낙랑과 왜倭에도 수출하였으며, 중국·왜·북방의 문물이 들어오는 등 

대외교류가 활발하였다. 특히 한사군漢四郡의 하나로 평양 일대에 설치된 낙랑군은 중국문화가 유입되는 통로였다.

 원삼국시대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집자리, 조개더미, 가마터, 야철지冶鐵址, 무덤 등을 통해 알아 볼 수 있

다. 집자리는 움집 뿐만 아니라 지상가옥의 축조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집자리가 발달하였고, 바닷가에는 많

은 조개더미가 남겨졌다. 무덤은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마한에서는 무덤 주위에 도랑周溝을 돌린 움무덤周溝土壙墓, 주

구묘周溝墓가 유행하였으며, 진·변한에서는 널무덤土壙木棺墓과 덧널무덤土壙木槨墓이 차례로 각각 전기와 후기에 유행하

였다. 북부지역인 고구려와 낙랑에서는 돌무지무덤積石塚과 덧널무덤土壙木槨墓, 벽돌무덤塼築墳이 채택되었다.

 이 시기에는 서북한 지역을 거쳐 타날문토기打捺文土器의 제작기술이 남한지역으로 파급되어 토기 제작에 있

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타날문토기의 제작기술은 중국 전국시대의 타날문 회도灰陶에서 유래된 것으로 낙랑군 

설치를 전후하여 남한 각지로 파급되어 원삼국시대 토기 생산체제를 성립시켰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원삼국시대 유적은 대전 구성동 집자리유적, 대전 오정동 집

자리유적, 공주 상서리·내촌리유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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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口壺 
 높이 35.8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Earthenware
  H 35.8 

079 화로모양토기 盧形土器

 높이 16.0  

  Brazier-shaped pottery, Earthenware
  H 16.0 

07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40.2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Earthenware  
  H 40.2 

074   쇠뿔모양손잡이항아리                               
組合牛角形把手附壺

 높이 36.0 

   Jar with horn-shaped handles, 
Earthenware

  H 36.0

075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6.2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6.2

076 주머니호 裏形壺

 높이 13.2  

  Jar, Earthenware
  H 13.2 

074

07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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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8.2   |   대전 구성동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8.2   |   From Guseong-dong, Daejeon

083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21.0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21.0   |   From Guseong-dong, Daejeon

080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4.3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4.3   |   From Guseong-dong, Daejeon

081 대전 구성동 집자리 모습 

 Dwelling from the   

 Guseong-dong site, in Daejeon



고고자료  |  원삼국시대
Archaeological Material  |  Proto-Three Kingdoms Period

58 · 59

087 시루 甑 
 높이 29.3   |   공주 내촌리 

  Steamer, Earthenware
  H 29.3   |   From Naechon-ri, Gongju

089 빗 櫛
  길이 3.0   |   공주 내촌리

  Comb, Wood
  L 3.0   |   From Naechon-ri, Gongju

090 공주 내촌리 유적 모습  

 Panorama view of the Naechon-ri site, in Gongju

088 도판 87의 바닥   
 Bottom of Pl. 87.

084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5.0(왼쪽)   |   공주 상서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5.0(L)   |   From Sangseo-ri, Gongju

085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21.0   |   공주 내촌리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21.0   |   From Naechon-ri, Gongju

086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11.4   |   공주 내촌리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1.4   |   From Naechon-ri, G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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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말모양허리띠고리 馬形帶鉤

  길이 8.0(위)

  Horse-shaped buckles, Bronze
  L 8.0(T)

091 호랑이모양허리띠고리 虎形帶鉤

  길이 11.5  

  Tiger-shaped buckle, Bronze
  L 11.5

092 호랑이모양허리띠고리 虎形帶鉤

  길이 7.8  

  Tiger-shaped buckle, Bronze
  L 7.8

091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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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8년, 고구려와 같은 갈래인 부여의 유이민들이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백제국伯濟國을 이루고, 이 세력이 점차 

마한의 옛땅을 정복하면서 성장한 나라가 백제이다. 

 백제는 고이왕(234~286년) 때에 이르러 도성都城의 축조, 백제토기의 성립, 대형분의 등장, 원거리 대외 교역

권의 확보 등 고대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북쪽의 낙랑이 멸망한4세기 초부터 급격히 발전한다. 근초고왕(346~374) 

때에는 북으로 고구려와 싸워 영토를 넓히고, 남으로는 나머지 마한을 병합하여 경기 · 충청 · 전라도 지방과 낙동강 중

류 · 강원 · 황해 양도의 일부에 이르는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4세기 말경부터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 점점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개로왕이 고

구려와의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한 후 475년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된다. 웅진으로 천도한 후 동성

왕과 무령왕대를 거치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점차 국력을 회복하였다. 무령왕대의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성왕

은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하여 538년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단행한다. 성왕은 한강유역을 회복하고자 신라

와 함께 고구려를 쳐서 목적을 이루었으나 도리어 신라의 기습공격으로 한강에서 쫓겨나고, 신라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다. 무왕(600~641) 대에 이르러 국력이 회복되어 왕권을 확립하고 새로운 부흥기운이 있었으나 의자왕

(641~660) 대에 국제관계에 소홀하고 국력을 소모한 결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고고학적으로 백제는 몇차례 옮겨간 도읍의 시기에 따라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로 나누어 진다.

한성시기의 고고학적 자료는 가락동 · 석촌동 일원의 대형무덤과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의 성곽이 있다. 무덤은 고구

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무덤基壇式積石塚으로 한성시기 왕족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웅진시기가 되면 고구려 계통의 돌무지무덤이 사라지고, 돌방무덤石室墳과 중국계 벽돌무덤塼築墳이 새로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의 도성으로 공산성이 있다. 사비시기가 되면 불교문화가 융성하여 많은 건물지와 더불어 방어 

목적으로 주위의 자연구릉을 연결한 나성羅城과 부소산에 대피용 산성이 만들어졌다. 무덤은 기본적으로 웅진시기의 

돌방무덤石室墳이 유행하였다. 한편 영산강유역에서는 독널무덤甕棺古墳이 오랫동안 축조되어 백제 중심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백제시대 유적은 진천 산수리 · 삼용리 백제토기가마터 유

적, 대전 구성동유적, 대전 오정동유적 등이 있다. 이 중 진천 산수리 · 삼용리 백제토기가마터 유적은 백제토기의 생

산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It is recorded that in 18 BCE, a group of refugees who were of Buyeo origion, and therefore came from the same stock as 

the Goguryeo people, settled down in the Han River region and established the polity that was ‘Baekje-guk’. This polity 

expanded its territory through the annexation of Mahan lands and unlimitedly came to form the Bakeje Kingdom.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Goi (r. 234-286) that the walls surrounding the capital city were built, the Baekje 

ceramic style was established, large-scale tombs emerged and long-distance exchange networks were established. All of 

thi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s required by an ancient state. The kingdom developed noticeably in 

the early 4th century, following the fall of the Lelang Commandery. During the reign of King Gunchogo (r. 346-374), Baekje 

extended its northern boundaries through territorial wars with Goguryeo, and its southern boundaries by annexing the 

remaining Mahan polities. As a result, the Baekje Kingdom came to form a mighty political entity that was spread out over 

the present day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However, from the late 4th century, the power of Baekje was weakened as a result of the southern expansion 

policy of King Gwanggaeto the Great of Goguryeo. After King Gaero was killed during battle with Goguryeo, which he lost, 

the Baekje capital was moved to Ungjin by King Munju in 475 BCE. During the Ungjin phase, the state system was stabilized 

and the power of the Baekje Kingdom was gradually regained through the efforts of King Dongseong and King Muryeong. 

In order to augment the power of the state, which was regained during King Muryeong’s reign, King Seong moved the 

capital once more, to Sabi in 538 CE,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recover the 

territory that Bakeje had lost in the Han River region, King Seong formed an alliance with Silla and attacked Goguryeo. King 

Seong appeared to have succeeded in regaining these lost lands. However, Baekje was expelled, once again, from the Han 

River region following a surprise attack by Silla forces, during which King Seong fell in battle. The Baekje Kingdom recovered 

its might during the reign of King Mu (r. 600-641) who acted to strengthen sovereign power. As a result, the kingdom 

experienced a new period of regeneration. However, foreign relations were neglected and state resources were used up 

during the reign of King Uija (r. 641-660), and the Baekje Kingdom ultimately came to an end. 

 The Baekje period is divided by archaeologists into the Hanseong, Ungjin and Sabi phases according to where 

the capital city was located. The archaeological material of the Hanseong phase includes the large-scale tombs that were 

constructed in the areas of Garak-dong and Seokcheon-dong and the walled city sites of Mongcheon Earthen Wall Fortress 

and Pungnab Earthen Wall Fortress. The tombs were of the stone pyramid type, similar to those used in Goguryeo, and are 

regarded as royal tombs of the Hanseong Baekje Period. 

 Stone pyramid type tombs, which were of Goguryeo origin, disappeared during the Ungjin Baekje Period, and 

stone chamber tombs and brick tombs, the latter of Chinese origin, came to be used. Gong Mountain Fortress was the site 

of the Baekje capital in this phase. The Sabi Baekje Period witnessed a blossoming of Buddhist culture and a large number 

of buildings were constructed. In addition, the walls of Naseong Fortress, which were meant to protect the capital city, were 

founded by connecting naturally formed hills, and Buso Mountain Fortress was established as a place of evacuation in times of 

war. In terms of burials, the stone chamber tombs of the previous phase continued to be used. In the Yeongsan River region, 

jar burials were used for a very long time and this burial tradition presents a distinct contrast to that of the Baekje center. 

 The sites of the Baekje Kingdom excavated by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include the Baekje kiln site of 

Samryong-ri · Sansu-ri in Jincheon, and the sites of Guseong-dong and Ohjeong-dong in Daejeon. The Samryong-ri · Sansu-

ri site, in particular,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site that may shed light on the production system of Baekje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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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진천 삼룡리 · 산수리 가마터 출토 여러 가지 토기
 높이 32.2(가운데 위)     

  Various types of pottery excavated from the Samryong-ri · Sansu-ri kiln site, in Jincheon
  H 32.2(M·T)

097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9.5   |   진천 삼룡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5   |   From Samryong-ri, Jincheon

098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9.3   |   진천 산수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3   |   From Sansu-ri, Jincheon

096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8.2   |   진천 삼룡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8.2   |   From Samryong-ri, Jincheon

095 진천 산수리 7호가마

 Sansu-ri kiln No. 7 from the Samryong-ri ·

 Sansu-ri kiln site, in Jincheon
097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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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깊은바리 深鉢

  높이 21.2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2   |   From Samryong-ri, Jincheon

100 깊은바리 深鉢

 높이 12.5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12.5   |   From Samryong-ri, Jincheon

101 깊은바리 深鉢

 높이 14.3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14.3   |   From Samryong-ri, Jincheon

102 동이 鉢
 높이 21.6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6   |   From Samryong-ri, Jincheon

103 동이 鉢
 높이 21.3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3   |   From Samryong-ri, Jincheon

104 시루 甑
 높이 32.2   |   진천 삼룡리

  Steamer, Earthenware  
  H 32.2   |   From Samryong-ri, Jincheon

105 도판 104의 바닥 
 Bottom of Pl.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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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반형토기 盤形土器 
 높이 6.6   |   진천 삼룡리

  Bowl, Earthenware
  H 6.6   |   From Samryong-ri, Jincheon

107 반형토기 盤形土器 
 높이 7.1   |   진천 산수리

  Bowl, Earthenware
  H 7.1   |   From Sansu-ri, Jincheon

108 바리 鉢
 높이 5.9(왼쪽)   |   진천 산수리

  Bowls, Earthenware
  H 5.9(L)   |   From Sansu-ri, Jincheon

109 토제받침 器臺

 높이 11.2~12.2   |   진천 삼룡리

  Pottery stand, Earthenware
  H 11.2~12.2   |   From Samryong-ri, J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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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토기태토 土器胎土

 길이 8.5 (오른쪽 위)   |   진천 삼룡리·산수리

  Pottery clay
  L 8.5(RㆍT)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113 석립 石粒 
 길이 10.5(오른쪽 위)   |   진천 삼룡리·산수리

  Rock temper mixed with clay
  L 10.5(RㆍT)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110 석제정면구 石製整面具

 길이 11.0   |   진천 삼룡리

  Trimming tool, Stone
  L 11.0   |   From Samryong-ri, Jincheon

111 토제받침모루 土製內拍子

 높이 8.5(가운데)   |   진천 삼룡리·산수리

  Supporting anvils, Earthenware
  H 8.5(M)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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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18.2   |   대전 구성동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18.2   |   From Guseong-dong, Daejeon

116 곧은목항아리 直口短頸壺

 높이 34.6   |   대전 구성동

  Jar with straight neck, Earthenware
  H 34.6   |   From Guseong-dong, Daejeon

117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23.0   |   대전 구성동

  Jar with long neck, Earthenware
  H 23.0   |   From Guseong-dong, Daejeon

118 잔 杷杯

 높이 6.9   |   대전 구성동

  Cup, Earthenware
  H 6.9   |   From Guseong-dong, Daejeon

119 직구유견호 直口有肩壺
 높이 15.9   |   대전 구성동

  Jar with straight neck and shoulder, Earthenware
  H 15.9   |   From Guseong-dong, Daejeon

120 굽다리접시 無蓋高杯

 높이 9.2   |   대전 구성동

  Pedestaled dish without lid, Earthenware
  H 9.2   |   From Guseong-dong, Daejeon

114 대전 구성동 토광묘 모습 

 The earth pit burial from the Guseong-dong site, in Daejeon

117

119

11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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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음독널 合口式甕棺

 높이 43.5(왼쪽) 

  Jar coffin, Earthenware
  H 43.5(L)

121 두귀달린큰항아리 兩耳附大壺

 높이 47.5

  Big jar with two ears, Earthenware
  H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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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18.0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18.0 

124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4.8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4.8

125 두귀달린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14.0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14.0

126   다섯귀달린곧은목항아리                        
五耳附直口短頸壺

 높이 26.4 

    Short and straight necked jar 
  with five ears, Earthenware
  H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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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짧은목항아리 卵形壺

 높이 29.0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0  

128 넓은입긴목항아리 廣口長頸壺

 높이 29.5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9.5

129 넓은입긴목항아리 廣口長頸壺

 높이 18.4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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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7.3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37.3

131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6.2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36.2

132 곧은목항아리 直口短頸壺

 높이 16.7  

  Jar with short and straight neck, Stoneware
  H 16.7 

133 납작바닥항아리 平底有肩壺
 높이 15.0   

  Jar with straight neck and shoulder, Earthenware
  H 15.0

134 굽다리항아리 臺附壺

 높이 21.1  

  Pedestaled jar, Earthenware
  H 21.1

135 손잡이달린항아리 把手附壺

 높이 16.5  

  Jar with two handles, Earthenware
  H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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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두귀달린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20.5  

  Jar with two ears, Earthenware
  H 20.5

137 장군 橫甁

 높이 26.0 

  Horizontally wide jar, Stoneware
  H 26.0

138 뚜껑달린네귀항아리 四耳附有蓋壺

 높이 20.5 

  Jar with four ears and cover, Earthenware
  H 20.5

139 뚜껑달린항아리 有蓋壺

 높이 16.7 

  Jar with cover, Earthenware
  H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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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손잡이달린바리 把手附鉢

 높이 14.2 

  Bowl with handle, Earthenware
  H 14.2

141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3.0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3.0

142 굽다리항아리 臺附壺

 높이 21.0

  Pedestaled jar, Stoneware
  H 21.0

143 깊은바리 深鉢

 높이 14.4(왼쪽)

  Deep bowl, Stoneware
  H 1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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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0

  Pottery stand, Stoneware
  H 21.0

145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1

  Pottery stand, Stoneware
  H 21.1

144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5

  Pottery stand, Stoneware
  H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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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굽다리바리 臺附鉢

 높이 21.7

  Pedestaled bowl, Stoneware
  H 21.7

149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1.8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1.8

150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2.0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2.0

147 굽다리바리 臺附鉢

 높이 25.5

  Pedestaled bowl, Stoneware
  H 25.5

151 뚜껑접시 蓋杯

 높이 6.5

 Covered dish, Earthenware
 H 6.5

152 뚜껑접시 蓋杯

 높이 7.2(오른쪽)

  Covered dish, Earthenware
  H 7.2(R)

153 세발토기 三足土器

 높이 8.5(왼쪽)

  Tripod pottery, Stoneware
  H 8.5(L)

147

149

14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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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두귀달린발 兩耳附鉢

 높이 13.2 

  Bowl with two ears, Stoneware
  H 13.2

155 손잡이달린잔 把杯 
 높이 15.1

  Cup with handle, Stoneware
  H 15.1

156 손잡이달린잔 把杯

 높이 6.0

  Cup with handle, Stoneware
  H 6.0

157 뚜껑달린굽다리잔 有蓋臺附杯

 높이 9.0 

  Pedestaled cup with cover, Stoneware
  H 9.0

158 작은잔 小形杯

 높이 5.9

  Small cup, Stoneware
  H 5.9

159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0.1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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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방울잔 鈴杯

 높이 10.3 

  Cup with bell, Stoneware
  H 10.3

161 구멍토기 有孔土器

 높이 11.3 

  Perforated jar, Stoneware
  H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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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흑갈유사이병 黑褐釉四耳甁

 높이 23.7 

  Chinese celadon bottle, Stoneware
  H 23.7

163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높이 17.2 

  Chinese celadon jar, Stoneware
  H 17.2

165 계수호 鷄首壺
 높이 16.8 

  Cock-shaped bottle, Stoneware
  H 16.8

164 도판 165의 세부 
 Detail of Pl.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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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진한 12국 중의 하나인 사로국斯盧國이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여 발전하다가 4세기경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

(356~402년) 재위시기에 실질적인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신라는 김씨 세습 체제가 확립되고 밖으로 정복 

사업을 펼쳐 낙동강 동쪽의 경북 일대를 지배하는 왕권국가가 되었다.

 지증왕(500~514년)과 법흥왕(514~540년)대에는 중국식 왕호王號를 사용하여 정치 체계를 확립하고, 불교

를 국교로 수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대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 진흥왕(540~576년) 대에는 한강상류 

지역을 점령하고,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가야를 복속시켜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백제와 고구

려의 침입에 맞서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함락하고, 마지막으로 당군을 몰아냄으로써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신라의 대표적인 유적은 산성과 무덤, 그리고 절터 유적이 있다. 초기의 산성은 주로 도성방어용으로 경주 

주변에 쌓았으나 정복활동이 전개되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많은 산성들이 축조되었다. 

 무덤은 4세기 중반 이후 경주에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이 신라 지배집단의 무덤으로 등장하였고 이 돌무

지덧널무덤에는 귀금속 뿐만 아니라 신라 특유의 복식품과 상당량의 신라토기가 부장되었다. 6세기 이후에는 지방

에서 고총은 쇠퇴하고 돌방무덤石室墳이 널리 축조되었다. 한편 무덤 유적외에도 황룡사를 비롯한 절터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들과는 성격이 다른 불상과 와전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신라시대 유적은 영동 지봉리고분군과 금산 장대리고분군이 대표적이다.

 가야는 삼국시대의 신라와 백제사이에 있었던 나라들로 금관가야金官伽倻,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령가야古寧伽

倻, 성산가야星山伽倻, 대가야大伽倻, 소가야小伽倻의 6개의 연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야는 고구려·백제·신라처럼 하

나의 통일된 왕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조그만 연맹체 형태로 백제·신라와 패권을 다투었지만 562년 대가야가 마

지막으로 신라에 병합됨으로서 역사의 막을 내렸다.

 가야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신라의 문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양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

물을 볼 때 서로 그 특성이 조금씩 다르며, 이러한 현상은 낙동강을 경계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야고분은 기본적으로 원삼국시대의 여러 무덤 형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널무덤土壙墓, 독무덤甕棺墓, 돌널무

덤石棺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방무덤石室墳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무덤은 대체로 돌널무덤→돌덧널무덤→돌방무덤 순

으로 변천한다.

 가야토기는 4세기대까지는 신라토기와 공통의 양식을 가지지만 5세기대에는 낙동강 서안의 가야 고유의 

양식을 갖으며, 다시 여러 개의 소지역권으로 나뉘어져 지역별 특색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가야토기는 신라지

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집·신발·수레·등잔의 상형토기象形土器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토기들이 많아 가야

토기만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The origins of the Silla Kingdom lie in Saro-guk, which was one of the 12 guks of Jinhan. Saro-guk developed through 

the annexation of neighboring guks and, by the reign of King Naemul (r. 356 - 402) in the 4th century, it came to be 

established as a fully-fledged ancient state. It was from this phase onwards that Silla kingship was dominated by the 

Kim clan and Silla territory was expanded, through wars of territorial expansion, to include the entire region east of the 

Nakdong River. 

 The political system of the Silla Kingdom wa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s of King Jijeung (r. 500 - 514) and 

King Beopheung (r. 514 - 540), as can be seen in the use of Chinese king names. In addition, Buddhism was established 

as the state religion, thereby cementing the foundations of the Silla political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r. 

540 - 576), Silla territory was expanded to include the Han River region and Dae Gaya, the last of the Gaya polities to fall to 

Silla, was finally annexed. Subsequent attacks by the Baekje and Goguryeo armies led Silla to join forces with Tang China. 

As a result, Baekje fell in 660 CE and Goguryeo fell in 668 CE. When the Tang army was finally expell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as achieved at last. 

 The representative sites of the Silla Kingdom consist of mountain fortress sites, burial sites and temple sites. The 

mountain fortresses of the early period generally served protective functions and were located near the capital city of 

Gyeongju. But as wars of territorial expansion continued, many mountain fortresses were constructed as military outposts. 

 From the mid 4th century,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were used in the Gyeongju area by the 

Silla elite. Thes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have yielded precious metal objects, as well as distinctive 

items associated with Silla clothing and vast amounts of pottery. From the 6th century, large-scale tombs were replaced by 

stone chamber tombs in the local regions. In addition to burial sites, a great number of temple sites have been discovered, 

such as the site of Hwangryong Temple. These temple sites have yielded artifacts of a different nature to those found at 

burial sites, such as roof tiles and Buddhist sculptures. 

 The sites of the Silla Kingdom excavated by Hannam University Museum include the Jibong-ri burial ground in 

Yeongdong and the Jangdae-ri burial ground in Geumsan. 

 The Gaya Confederacy consisted of six polities – Geumgwan Gaya, Ara Gaya, Goryeong Gaya, Seongsan Gaya, 

Dae Gaya and So Gaya – which were located in between the territories of Baekje and Silla. Unlike Goguryeo, Baekje and 

Silla, the Gaya Confederacy was not able to fully develop into a unified kingdom but as a confederation of small polities, it 

still competed with Baekje and Silla for political hegemony in the region. However, the confederacy ultimately came to an 

end with the annexation of Dae Gaya by Silla in 562 CE. 

 Gaya culture shares fundamental similarities with Silla culture but differences exist in terms of the grave goods 

excavated from Gaya and Silla tombs. This difference is most notable in the areas along the Nakdong River. 

 The Gaya tombs demonstrate a continuation of the burial tradition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with 

earth cut burials, jar burials, stone cist burials, stone lined burials and stone chamber tombs being used. These diverse 

burial types are thought to have develop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me: stone cist burials → stone lined burials → 

stone chamber tombs. 

 Gaya and Silla shared a common pottery style until the 4th century but in the 5th century, a distinctive pottery 

style emerged in the areas west of the Nakdong River. This Gaya pottery style was regionally varied and each regional 

style had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 key feature of Gaya pottery was the use of pottery in the shape of animals 

and various objects (such as houses, shoes, wagons and lamps), as well as pottery which had strange forms. Such pottery 

types, which do not appear in the Silla region, appear in great number in the Gaya reg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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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6.0  

  Jar with short neck, Stoneware
  H 36.0

167 두귀달린짧은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28.8  

  Short necked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28.8

168 세귀달린짧은목항아리 三耳附壺

 높이 32.4  

  Short necked jar with three ears, Stoneware
  H 32.4

166

169 도판 168의 세부
 Detail of Pl.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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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3.7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3.7

171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6.0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6.0

172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2.6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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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두귀달린굽다리항아리 有臺兩耳附壺

 높이 26.9 

  Pedestaled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26.9

175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29.5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9.5

176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4.7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4.7

174 손잡이달린뚜껑항아리 有蓋把手附壺

 높이 21.3 

  Pedestaled jar with handle and cover, 
  Stoneware
  H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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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40.4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40.4

178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39.2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39.2

179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28.8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8.8

17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40.4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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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頸壺

 높이 21.2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Stoneware
 H 21.2

181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頸壺

 높이 13.0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Stoneware
  H 13.0

182 굽다리짧은목항아리 臺附短頸壺

 높이 14.8 

  Pedestaled jar with short neck, Stoneware
  H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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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굽다리귀달린잔 有臺耳附杯

 높이 14.3  

 Pedestaled cup with ear, Stoneware
 H 14.3

185 손잡이달린잔 把手附杯

 높이 3.6  

 Cup with handle, Stoneware
 H 3.6

186 뚜껑달린굽다리항아리 
 兩耳附有蓋壺

 높이 24.0 

 Jar with two ears and cover, Stoneware
 H 24.0

187 뚜껑달린굽다리발 臺附有蓋鉢壺

 높이 19.8

 Pedestaled bowl with cover, Stoneware
 H 19.8

183 손잡이달린굽다리곧은목항아리 
 有臺把手附直頸壺

 높이 24.0

  Pedestaled jar with handle and straight neck, 
  Stoneware
  H 24.0



188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31.8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31.8

189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24.9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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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2.9(오른쪽) 

  Pedestaled dishes, Stoneware
  H 22.9(R)

190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0.2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0.2

191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13.2

  Pedestaled dish, Stoneware
  H 13.2

193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9.5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9.5

194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15.5

  Pedestaled dish, Stoneware
  H 15.5

195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5.3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5.3

196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2.7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2.7

190 191 193

195

194

19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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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그릇받침 器臺

 높이 55.7 

  Pottery stand, Stoneware
  H 55.7

198 그릇받침 器臺

 높이 58.4 

  Pottery stand, Stoneware
  H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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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그릇받침 器臺

 높이 31.9 

  Pottery stand, Stoneware
  H 31.9

200 그릇받침 器臺

 높이 31.5 

  Pottery stand, Stoneware
  H 31.5

201 그릇받침 器臺

 높이 16.2 

  Pottery stand, Stoneware
  H 16.2



202 등잔모양토기 燈盞形土器

 높이 14.3

  Pottery lamp, Stoneware 
  H 14.3

203 방울잔 臺附鈴杯

 높이 20.0 

  Rattle cup, Stoneware
  H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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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짚신모양토기 草鞋形土器

 높이 13.3  

  Straw sandal-shaped pottery, Stoneware
  H 13.3

205 굽다리주전자 臺附注子小壺

 높이 7.1  

  Pedestaled jar with spout, Stoneware
  H 7.1

206 오리모양토기 鴨形土器

 높이 16.2 

  Duck-shaped pottery, Stoneware
  H 16.2

207 뿔잔 角杯

   길이 19.6

  Horn-shaped cup, Stoneware
  L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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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금산 장대리 고분군 출토 여러 가지 토기
 Various types of pottery excavated from the Jangdae-ri burial ground, in Geumsan 

210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3.7(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3.7(R)   |   From Jangdae-ri, Geumsan

211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25.8(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5.8(R)   |   From Jangdae-ri, Geumsan

212 뚜껑달린굽다리발 臺附有蓋鉢

 높이 10.8(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bowl with cover, Stoneware
 H 10.8(R)   |   From Jangdae-ri, Geumsan

209 금산 장대리 고분 모습

 The burial from the Jangdae-ri burial ground, in Geu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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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청동자루솥 靑銅鐎斗
 높이 13.0 

  Tripod vessel, Bronze
  H 13.0

216 도판 215의 세부
 Detail of Pl. 215.

214 둥근고리칼 環頭大刀

   길이 72.0  

  Sword with ring-shaped pommel, Iron
  L 72.0

215 둥근고리칼 環頭大刀

   길이 83.5  

  Sword with ring-shaped pommel, Iron
  L 83.5

217 도판 214의 세부
 Detail of Pl.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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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쇠창 鐵矛

   길이 25.0 

  Spearhead, Iron
  L 25.0

219 쇠창 鐵矛

   길이 35.0 

  Spearhead, Iron
  L 35.0

220 쇠창 鐵矛

   길이 21.0 

  Spearhead, Iron
  L 21.0

221 기꽃이 寄生
 높이 56.0

  Horseback flagpole, Iron
  H 56.0  

222 철제새모양장식 鐵製鳥形裝飾

   길이 11.0(오른쪽) 

  Phoenix-shaped ornaments, Iron
  L 11.0(R)

218 219 220



223 발걸이 鐙子
 높이 26.0 

  Stirrup, Iron
  L 26.0

224 발걸이 鐙子
 높이 25.8 

  Stirrup, Iron
  L 25.8

226 금동제말재갈 金銅製馬銜

   길이 22.0

 Horse bit, Gilt bronze
 L 22.0

227 철제말재갈 鐵製馬銜

   길이 20.0 

 Horse bit, Iron
 L 20.0

228 말띠드리개 金銅製杏葉

   길이 19.0(평균) 

 Harness pendant, Gilt bronze 
 L 19.0(A)

229 말띠꾸미개 金銅製雲珠

  지름 20.0 

 Harness pendant, Gilt bronze
 D 20.0 

226 227

22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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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청동말방울 靑銅馬鈴

 높이 6.0 

  Horse bell, Bronze
  H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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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32 금동투구 金銅冑 
   Helmet, Gilt bro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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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넓어진 지역과 늘어난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과 군사조

직을 완비하여 왕권체제王權體制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신라의 귀족문화와 불교문

화가 발달하였고, 점차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통일신라는 8세기 중엽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화려한 불교미술을 꽃피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일신

라의 문화는 귀족들의 내부 분열과 6두품 세력의 불만, 지나친 세금 수탈에 따른 농민의 반란과 지방 호족세력의 등

장 등 사회적 동요를 거치면서 쇠퇴하다가 918년 고려 왕건에 의해 그 종말을 맞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무덤은 돌덧널무덤積石木槨墳이 사라지고 돌방무덤石室墳, 돌무덤石塚, 화장무덤火葬墓 등이 유행하

였다. 돌방무덤은 가장 보편화되어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왕실 무덤에서는 봉토 주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거기에 12

지신상 등을 조각하기도 하고, 무덤 앞에 문인석·무인석을 세워두는 등 정형화된 무덤陵墓 양식이 등장하였다.

 신라문화의 정수는 불교미술에 잘 나타나 경주에서는 세계 불교미술의 극치로 꼽히는 석굴암이 탄생하고, 

황룡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과 불교 조각품들이 만들어져 화려한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토기는 기본적으로 신라토기에서 변형된 것이나 중국 당나라와의 교류와 불교미술의 영향 그리고 화장火葬

의 성행으로 병甁 종류나 뼈항아리骨壺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뼈항아리는 처음에는 문살무늬格子文나 겹고리무늬圓圈文가 시문되나 8세기 이후에는 각종 무늬를 토기 전면

에 찍어 눌러 표현한 도장무늬印花文가 유행하며 또한 연유鉛釉로 발현시킨 시유도기施釉陶器가 제작되었다. 병모양 토

기는 수·당시대의 자기瓷器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토기로 입큰병廣口甁, 목긴병長頸甁, 편병扁甁 등 여러 형태가 널리 

사용되었다.

 통일신라 말이 되면 도장무늬토기는 민무늬토기로 바뀌어지고 입큰병 등 청자에 유사한 것들이 제작되어 

고려토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대전 노은동유적이 있다.

Following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Silla Kingdom restructured its central and reg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well as its military organization, in order to control more efficiently its increased territory and population. 

As part of this process, the Buddhist and aristocratic cultures characteristic of the Unified Silla Period developed in the 

Gyeongju region and gradually spread throughout the kingdom. 

 The culture of the Unified Silla Period reached its zenith in the mid 8th century, which witnessed the blossoming 

of an opulent style of Buddhist art. However, this Unified Silla culture soon fell into decline as a result of social unrest 

following the internal strife of the Silla aristocracy, the discontentment of the 6 dupum classes, the peasant revolts which 

were due to excessive tax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local gentry. This culture met an end in 918 C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ryeo Dynasty by Wang Geon.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were no longer us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y were 

replaced by stone chamber tombs, stone cairn tombs, and cremation burials. Stone chamber tomb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burial used and had the widest range of distribution. In the case of the royal tombs, the base of the 

earthen mound was encircled by protective stones which were carved with the 12 animals of the Chinese Zodiac. 

Guardian statues, consisting of both officials and warriors, were also erected in front of the tombs, and this came to be 

established as a typical tomb style of the period. 

 The pinnacle of Silla art can be seen in its Buddhist art. The capital city, Gyeongju, is home to examples of 

Buddhist art, such as Seokgulam Grotto, which are regarded as representing some of the ultimate achievements of 

Buddhist art in the world. Temples, such as Hwangryongsa Temple, and Buddhist sculpture of the highest quality were 

produced in this period, contributing to the rich Buddhist culture of Unified Silla. 

 Unified Silla pottery was essentially a variation on Silla pottery but new vessel forms also emerged, such 

as bottles and funerary urns, as a result of interactions with Tang China and the influence of Buddhism, which made 

cremation popular. 

 Cremation urns of the early phase were decorated with wave and double-ring designs, but after the 8th century, 

stamped designs came to be used to decorate the entire surface of the vessel. In addition, some cremation urns were 

covered with a lead glaze. Bottle-shaped vessels, which were influenced by Sui and Tang porcelain, also came to be 

made, examples of which are the large mouthed bottles, long necked bottles and flattened bottles of this period. 

 Stamped decorated vessels came to be replaced by plain vessels near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some vessels similar in shape to examples of Goryeo celadon ware – such as the large mouthed bottle – came to be 

made, thus representing a transition to the Goryeo ceramic tradition.

 The site of Noeun-dong, in Daejeon, is a key site dating to the Unified Silla Period that has been excavated by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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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인화무늬합 印花文盒

 높이 11.6

  Lidded bowl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1.6

235 인화무늬합 印花文盒

 높이 15.0

  Lidded bowl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5.0

233 손잡이달린인화무늬항아리

 把手附有蓋壺

 높이 19.2  

  Lidded jar with handle and stamped design, 
 Stoneware
  H 19.2



고고자료  |  통일신라시대
Archaeological Material  |  Unified Silla Period

136 · 137

236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9.0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9.0

237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5.2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5.2

238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4.6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4.6

239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1.0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1.0

240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3.9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3.9

237

239

23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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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반원병 半圓甁 
 높이 15.1

  Bottle with a flatted side, Stoneware
  H 15.1

242 사각병 四角甁

 높이 22.0

  Four-faceted bottle, Stoneware
  H 22.0

243 사각병 四角甁

 높이 19.9

  Four-faceted bottle, Stoneware
  H 19.9



244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7.6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7.6

245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9.2(오른쪽)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9.2(R)

246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9.1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9.1

247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9.0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9.0

248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8.7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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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불교를 국가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지방호족을 흡수·통합하여 중앙귀족화하는 한편 대외교류를 활성함으

로써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고려시대의 미술은 통일신라시대 미술을 계승하고, 송宋의 세련된 미술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발달하였으

며, 국가적인 불교의 장려로 승려들과 문벌귀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불교의 융성은 궁궐건축과 더불어 대단히 많

은 사찰들의 조성으로 이어졌고, 이와 관련된 부속건물과 석탑, 불구佛具는 물론 각종 공예탑에도 질적·양적인 발전

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귀족사회의 팽창에 따라 장신구·구리거울銅鏡, 구리그릇銅器 등의 일상용품도 세

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감청자象嵌靑瓷를 비롯한 고려청자에 표현된 화려한 무늬에서 고려 귀족미술의 일

면을 엿볼 수 있다.

 일반민중이 주로 사용했던 토기는 통일신라토기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나 굽다리가 낮아지고, 도장무

늬印花文가 사라지며, 사각병四角甁, 편병扁甁 등의 새로운 기형이 출현하였다. 이후 청자의 영향으로 기벽이 얇아지고, 

청자의 기형을 닮은 토기가 제작되며, 기형이 실용성이 높도록 밑이 넓고 안정된 형태로 바뀌어져 조선시대로 이어

진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한 고려시대 유적은 영동 지봉리고분군, 대전 법동건물지유적, 대전 노은

동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The Goryeo Dynasty, which adopted Buddhism as the state religion, absorbed and unified the local gentry and 

transformed them into a central aristocracy. Citi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also came to be established as a result of 

active interaction with foreign countries. 

 The art of the Goryeo Period was based upon a continuation of the Unified Silla art tradition, and was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sophisticated art style of Song China. Buddhism was promoted at the state 

level and the art associated with it was supported by both the aristocracy and the Buddhist monks. As Buddhism 

flourished, a great many temple buildings came to be built, along with palace buildings, and this brought about the rapid 

development,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associated buildings, pagoda structures and various crafts items, 

including Buddhist equipment. In addition, the growth of the aristocracy led to developments in the manufacture of daily 

objects, such as ornaments, copper mirrors and copper vessels, which were extremely sophisticated in nature. The lavish 

designs that adorn the surface of Goryeo celadon, including inlaid celadon, reflect the opulence of Goryeo aristocratic art. 

 The ceramic ware used by the peasants emerged from the ceramic tradition of the Unified Silla Period but the 

pedestals became lower, stamped decorations were no longer used and new vessel forms, such as flattened bottles and 

rectangular bottles, emerged. Due to the influence of celadon ware, thin-walled vessels came to be made and ceramic 

vessels came to have wide bases, which increased their stability and utility. These vessels continued to be used in the 

Joseon Period. 

 The sites of the Goryeo Period excavated by Hannam University Central Museum include the Jibong-ri burial 

mound in Yeongdong, the building remains of Beop-dong in Daejeon, and the Noeun-dong site in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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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토제매병 土製梅甁

 높이 28.4  

 Maebyong bottle, Earthenware
 H 28.4

251 정병 淨甁

 높이 31.8 

 Kundika, Earthenware
 H 31.8249 참외모양주전자 瓜形注子

 높이 19.3 

 Melon-shaped pitcher, Stoneware
 H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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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표형병 瓢形甁

 높이 33.7 

 Gourd-shaped bottle, Stoneware
 H 33.7

253 참외모양표형병 瓜形瓢形甁

 높이 38.0 

 Melon-and-gourd-shaped bottle, Stoneware
 H 38.0

254 인화 국화무늬병 印花菊花文甁

 높이 29.6

 Bottle with chrysanthemum design, Earthenware
 H 29.6 

255 토기장군 土器橫甁

 높이 16.5 

 Horizontally wide jar, Stoneware
 H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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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긴몸항아리 長胴壺

 높이 25.0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25.0

258 토기편병 土器扁甁

 높이 22.5 

 Pottery flask with flattened sides, Stoneware
 H 22.5  

256 긴몸항아리 長胴壺

 높이 26.7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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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대전 법동 건물지 유적 모습

Panorama view of the building remains of the Beop-dong site, in Daejeon

261 정병 淨甁

 높이 15.0   |   대전 법동 

 Kundika, Earthenware
 H 15.0   |   Beop-dong, Daejeon

262 토기대호 土器大壺

 높이 64.0   |   대전 법동  

 Big pottery jar, Stoneware
 H 64.0   |   Beop-dong, Daejeon

260 긴몸항아리 長身壺

 높이 19.7   |   대전 법동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19.7   |   Beop-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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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청동정병 靑銅淨甁

 높이 35.8 

 Kundika, Bronze
 H 35.8

270 청동정병 靑銅淨甁

 높이 38.5 

 Kundika, Bronze
 H 38.5

271 청동병 靑銅甁

 높이 32.0 

 Bottle, Bronze
 H 32.0

272 청동병 靑銅甁

 높이 24.4 

 Bottle, Bronze
 H 24.4

263-268   여러 가지 금동혁대장식 各種金銅革帶裝飾 
       Various girdle decorations, Gilt bronze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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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청동등잔 靑銅燈盞

 높이 14.0 

  Lamp, Bronze
  H 14.0

274 청동장신구 靑銅裝身具

   길이 20.0

  Ornament, Bronze
  L 20.0

275 청동뒤꽂이 靑銅釵

   길이 21.8 

  Hair ornament, Bronze
  L 21.8  

276 청동숟가락 靑銅匙

   길이 27.9(위) 

  Spoons, Bronze
  L 27.9(T)  

277 청동인장 靑銅印章

 높이 2.7 

 Stamp with handle, Bronze
 H 2.7  

278 도판 277의 세부
 Bottom of Pl. 277.

279 청동인장 靑銅印章

 높이 3.2 

 Stamp with handle, Bronze
 H 3.2  

280 도판 279의 세부
 Bottom of Pl. 279.

281 여러 가지 청동말방울 各種靑銅馬鈴

   길이 3.6(오른쪽)

 Various horse bells, Bronze
 L 3.6(R)

277 278

27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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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손잡이달린청동합 靑銅把手附盒

 높이 7.1 

 Vessel with handle, Bronze
 H 7.1

285 청동합 靑銅盒 
 높이 12.4 

 Bowl with lid, Bronze
 H 12.4

286 청동합 靑銅盒 
 높이 12.4

 Bowl with lid, Bronze
 H 12.4

282 청동대야 靑銅水盤馬鈴 
 높이 6.1

 Basin, Bronze
 H 6.1

283 두귀달린청동항아리 靑銅兩耳附缸

 높이 28.4

 Vessel with handles, Bronze
 H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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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황비창천』명 청동거울
  船舶紋『煌丕昌天』銘銅鏡

  지름 17.0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D 17.0

288 십이지신무늬 청동거울
 八卦十二支文銅鏡

  지름 17.5 

  Mirror with Twelve Zodiac design, 
  Bronze
 D 17.5

289 쌍룡무늬 청동거울 雙龍文銅鏡

  지름 23.2 

  Mirror with double dragon design, 
  Bronze
 D 23.2

290 해수포도무늬 청동거울
 海獸葡萄文銅鏡

  지름 8.4 

  Mirror with marine animal
  and grapes design, Bronze
  D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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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쌍어무늬 청동거울 雙魚文銅鏡

  지름 10.0 

 Mirror with double fish design, Bronze
 D 10.0

292 쌍금서화무늬여덟잎모양

 청동거울 雙禽瑞花文八綾銅鏡

  지름 13.2(아래)

  Eight leaf-shaped mirror with double
  bird and flower design, Bronze
  D 1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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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보상화무늬 청동거울 寶相華文銅鏡

  지름 13.4 

  Mirror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Bronze
  D 13.4

294 연꽃인동무늬 청동거울
 蓮花忍冬文銅鏡

  지름 12.7 

  Mirror with lotus and arabesque design,
  Bronze
  D 12.7

295  『소주화가청동조자』명 청동거울 
 『蘇州華家靑銅照子』銘銅鏡

  지름 16.8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D 16.8

296  『호주』명네모 청동거울 『湖州』銘方形銅鏡

  길이 8.6×8.5 

 Square-shaped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L 8.6×8.5

297  『호주』명복숭아모양 청동거울 『湖州』銘挑形銅鏡

   길이 9.4 

 Peach-shaped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L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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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s &
BricksII 기와瓦는 목조건물木造建物의 지

붕을 덮어 눈과 빗물로 부터 

목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

물의 경관 치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

으로 건축물의 방수성防水性과 내구

성耐久性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축

자재이다.

기와는 지붕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

라 다양한 모양과 명칭의 기와들로 

구분되는데 암키와平瓦와 수키와圓瓦

를 기본으로 막새기와瓦當, 서까래기

와, 마루기와 등이 있다. 이 중 빗물이 

처마 끝의 목재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처마끝을 막음하는 기와

를 막새기와 또는 와당瓦當이라 한다.

기와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늦어도 삼국시대부

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4~5세기경부터 기와를 제작한 것으

로 추정되며, 백제는 한성도읍기 유

적에서 처음 기와가 출토되고 있다. 

신라에서는 서기 122년 기와를 사용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에 해당되는 기와는 보이지 않

고 있으며, 대체로 6세기 전반의 유

적에서 처음 출토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기와는 더 

다채롭고, 화려한 양식으로 발전하

여 전성기를 이루면서 고려시대로 

이어진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사상

적 기반으로 하는 숭불정책을 지향

하여 전국 각지에 많은 대형 사찰이 

건립되어 기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

는 시기이다. 조선시대의 기와는 불

교적 상징성과 화려한 장식성이 현

저하게 약화되는 대신 기와의 실용

적 기능성과 기복적인 성격이 강조

된다.

전돌塼은 점토로 제작하여 가마에

서 높은 온도로 구워낸 건축자재로, 

용도에 따라 무덤에 사용하는 묘전

돌墓塼, 건물 내외의 바닥이나 묘단墓

壇에 깔리는 바닥전돌敷塼, 건물의 벽

이나 단을 쌓기 위한 벽전돌壁塼, 목

탑木塔의 하단이나 전탑塼塔을 축조하

기 위한 탑전돌塔塼 등으로 구별된다. 

고구려에서는 묘전돌과 바닥전돌

이 제작되었고, 백제에서는 한성도

읍기부터 문양이 없는 사각형의 전

돌이 약간 제작 사용되었다. 그런데 

공주로 천도한 다음부터 무령왕릉이

나 송산리 6호분과 같은 무덤의 축

조를 위해 전돌이 제작되었다. 사비

도읍기에는 궁궐이나 사원에 사용되

는 바닥전돌과 무늬전돌文樣塼이 제

작되어 수막새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함께 백제적인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신라에서도 소수의 전돌이 제작되

고 있었으나 초기적인 양식에 불과

하며, 다양한 무늬와 여러 형태의 전

돌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 통

일신라시대에는 전돌의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형태와 무늬, 제작 수

법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Ceramic roof tiles were often 

used on wooden buildings 

for practical and aesthetic reasons. 

They protected the roof against 

the seepage of rainwater, as well 

as �uctuation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they also enhanced 

the appearance of the building. 

 Roof tiles can be divided, 

according to where they were used, 

into basic concave and convex roof 

tiles, roof-end tiles, rafter-end tiles, 

and ridge-end tiles. Roof-end tiles 

were placed along the edge of the  

roof to stop rainwater from seeping 

into the wooden roof structure. 

 Roof tiles were introduced 

from China and began to be 

produced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t 

the latest. 

 Goguryeo roof tiles were 

�rst produced around the 4th to 

5th century as a result of Chinese 

in�uences. In the case of Baekje 

roof tiles, the earliest examples 

are found at sites of the Hanseong 

phase. It is recorded that roof tiles 

were �rst used in 122 CE in the 

Silla Kingdom but actual examples 

dating to this period have yet to be 

found. The earliest Silla roof tiles 

are generally found on sites dating 

to the early 6th century. 

 The production of roof 

tiles reached its zenith in the 

Uni�ed Silla Period, when roof 

tiles become more diversi�ed and 

stylistically ornate. This Golden 

Age of roof tiles continued into 

the Goryeo Period. Buddhism 

provided the ideological 

foundations for the Goryeo 

Dynasty, and the government’s 

propagation of Buddhism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umber of 

large temples, which resulted in 

the spread of roof tiles throughout 

the land. In the Joseon Period, 

the Buddhist symbolism and 

elaborate decoration of roof tiles 

was considerably weakened, and 

emphasized instead was their 

practical functions and roles as 

symbols of security and prosperity. 

 Bricks (which were 

relatively �at and so have the 

appearance of �at tiles) were �red 

at high temperatures in kilns. 

They comprise tomb construction 

bricks, �oor paving bricks, building 

foundation bricks and pagoda 

bricks (used in the construction of 

brick pagodas or as the foundations 

for wooden pagoda structures). 

 Tomb construction 

bricks and �oor paving bricks 

were produced in the Goguryeo 

Kingdom. In the Baekje Kingdom, 

square-shaped construction bricks 

devoid of any decoration were 

produced in limited number in 

the Hanseong phase. After the 

Baekje capital was moved to 

Ungjin (present day Gongju), 

construction bricks were produced 

for the construction of tombs 

such as Songsan-ri Tomb No. 6 

and the Tomb of King Muryeong. 

Floor paving bricks and decorated 

construction bricks used in palaces 

and temples were produced in 

the Sabi period. These bricks, 

along with the convex roof-

end tiles adorned with lotus 

designs, demonstrate well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Baekje 

art. Construction bricks were also 

produced in limited number in the 

Silla Kingdom but they are of an 

archaic style. It was in the Uni�ed 

Silla Period that construction bricks 

of di�erent shapes and various 

decorative patterns were produced. 

Construction bricks came to be 

used in a wider range of contexts 

in the Uni�ed Silla Period, and 

remarkable developments occurred 

in terms of their shape, decoration 

and manufactur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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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기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막새기와瓦當이다. 막새기와는 서북지역의 낙랑을 통해 전해지면서 비롯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백제의 가장 오래된 수막새는 한성도읍기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수막새는 크기가 작으며, 무

늬는 동전무늬錢文, 연꽃무늬蓮花文, 기하무늬幾何文, 방사선무늬放射線文, 점무늬雨點文, 귀신무늬鬼面文 등이 베풀어졌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웅진도읍기에 제작된 수막새는 연꽃잎의 볼륨이 낮고, 그 끝이 둥글게 융기하

거나 원형의 돌기가 달려 있는 반전수법反轉手法을 보인다. 웅진시기 수막새의 대표적인 것은 중국 남조南朝인 양梁의 영

향으로 제작된 대통사지大通寺址 출토품이다. 

 사비천도 이후에는 다양한 모습의 기와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수막새는 6세기 후반 이후 연꽃잎의 반전

수법이 원형돌기에서 삼각형돌기로 바뀌고, 꽃잎이 구부러져 각을 이루면서 꺾이는 변화를 보인다. 7세기초가 되면 

무늬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해져 연꽃잎의 끝이 쌍엽雙葉 같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며, 신라의 막새처럼 꽃잎 안에 줄

이 묘사되기도 하고, 막새 안에 넝쿨무늬忍冬草文가 베풀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백제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연꽃잎

이 두 개로 갈라지거나 이중으로 배치된 복판複瓣과 중판重瓣을 이룬 예가 많아지고, 연꽃무늬 이외에 바람개비무늬巴

文가 표현되거나 무늬가 없는無文 경우도 나타난다.

 서까래막새는 모두 수막새와 비슷한 연꽃무늬가 장식되었는데 정림사지定林寺址와 금강사지金剛寺址에서 출토

된 서까래막새는 지름이 20cm에 달해 가히 그 건물의 위용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기와들은 꽃잎의 형태

로 보아 7세기 후반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는 삼국시대 기와 가운데 유일하게 녹

색의 유약이 발라진 서까래막새가 발견되었는데 이와같은 녹유기와綠釉椽木瓦는 당시 귀족층이나 일부세력가들의 집

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 부소산사지扶蘇山寺址와 익산의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대형의 치미鴟尾가 출토되었으며, 부여 능산리사지

陵山里寺址의 중문지中門址와 금당지金堂址에서도 치미편이 발견되어 백제에서 치미는 6세기 중엽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돌塼은 한성도읍기부터 문양이 없는 사각형의 전돌이 제작 사용되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주로 천도한 다음부터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6호분과 같은 무덤의 축조를 위해 연꽃무늬나 동전무늬가 새겨진 전

돌이 제작되었다. 사비도읍기에는 궁궐이나 사원에 사용되는 바닥전돌과 부여 외리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무늬

전돌文樣塼이 제작되어 수막새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함께 백제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The distinctive features of Bakeje roof tiles can be best observed in the roof-end tiles. It is believed that the use of roof-end 

tiles was introduced from the Lelang Commandery, which wa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t wa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that they came to be widely used. 

 The earliest Bakeje roof-end tiles have been found on sites of the Hanseong phase. The roof-end tiles of this 

phase were small in size and decorated with coin imprint, lotus, geometric, concentric circle, dot, and monster-mask 

designs. 

 After the Baekje capital was moved to Ungjin, the lotus motif experienced certain changes. The lotus petals 

of this phase are less voluminous, their tips curve slightly upwards, and the entire lotus motif is surrounded by a border 

decorated with a circular bead pattern. The representative roof-end tile of the Ungjin phase is the example excavated from 

the site of Daetong Temple, which appears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roof-end tiles of Liang, which was one of the 

kingdoms of the Southern Dynasties of China. 

 A diverse range of roof tiles came to be produced after the Baekje capital was moved to Sabi. In this phase, 

which can be dated to after the late 6th century, the beads of the decorated border surrounding the lotus motif became 

triangular and the lotus petal tips curved upwards at an abrupt angle. In the early 7th century, the decorative patterns 

became more varied and lavish. In the case of the lotus motif, layered petal tips and lines (such as those depicted on the 

lotus blossoms of Silla roof-end tiles) came to be us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concave roof-end tiles, the edges came 

to be decorated with an arabesque pattern. Many of the roof-end tiles produced around the end of Baekje period were 

decorated with lotus motifs in which the lotus petals were layered or divided into sections. Roof-end tiles decorated with 

vortex motifs or not decorated at all also came to be used. 

 Rafter-end tiles were decorated with lotus motifs similar to those used on roof-end tiles. Those found at the 

sites of Jeongrim Temple and Geumgang Temple have diameters of up to 20cm, which suggest how large the buildings 

would have been. They appear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late 7th century, based on the style of the lotus petals. The 

only tile covered with green glaze that has been dated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was found at the site of Mireuk 

Temple in Iksan. It is believed that such green-glazed roof tiles would have been used only in the domestic architecture of 

the aristocracy or sections of the political elite. 

 Large ridge-end tiles, called ‘chimi’, have been excavated from a temple site in Buso Mountain and at the 

site of Mireuk Temple in Iksan, and ridge-end tile fragments have been discovered at the place where the main hall and 

connecting gate of Neungsanri Temple, in Bueyo, would have stood. This indicates that ridge-end tiles were used in the 

Baekje Kingdom prior to the mid 6th century.

 Bricks were only used on a limited scale in the Hanseong phase, and the bricks, which were square-shaped in 

plan, did not have additional decoration. However, after the Baekje capital was moved to Ungjin, bricks decorated with 

lotus design or coin imprints, such as those used in Songsan-ri Tomb No. 6 and the Tomb of King Muryeong, came to 

be made. In the Sabi phase, floor paving bricks, used in palace and temple buildings, and decorated bricks such as those 

found at the site of Woe-ri in Buyeo, came to be produced.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Baekje art are best represented 

by these bricks and the lotus motifs that adorn roof-end 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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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7.7   |   부여 용정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7.7   |   From Yongjeong-ri, Buyeo

30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7   |   부여 쌍북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7   |   From Ssangbuk-ri, Buyeo

30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4   |   부여 구교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4   |   From Gugyo-ri, Buyeo

29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5   |   부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5   |   From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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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1   |   부여 구아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1   |   From Gua-ri, Buyeo

30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8   |   부여 관음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8   |   From Gwaneumsa Temple site, 
      Buyeo

30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5.8   |   부여 군수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5.8   |   From Gunsu-ri, Buyeo

30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1   |   부여 천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1   |   From Cheonwangsa Temple site,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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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0   |   부여 구아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0   |   From Gua-ri, Buyeo

30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7   |   부여 관북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7   |   From Gwanbuk-ri, Buyeo

30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6   |   부여 외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6   |   From Woe-ri,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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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1.7   |   부여 금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1.7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1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5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5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1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3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3   |   From Yonggwan-ri, Buyeo

30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   부여 가증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   From Gajeung-ri,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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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6.9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6.9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16 바람개비무늬 수막새 巴文瓦當

  지름 15.8   |   부여 관북리 

  Roof-end tile with vortex design, 
  Earthenware
  D 15.8   |   From Gwanbuk-ri, Buyeo

31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3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3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1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8   |   부여 금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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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무늬없는 수막새 無文瓦當

  지름 14.7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Earthenware
  D 14.7   |   From Yonggwan-ri, Buyeo

318 무늬없는 수막새 無文瓦當

  지름 14.0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Earthenware
  D 14.0   |   From Yonggwan-ri, Buyeo

319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8.7   |   부여 왕흥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8.7   |   From Wangheungsa Temple site,
  Buyeo

320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8.8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8.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1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7.8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7.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2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4.0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4.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3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5.5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5.5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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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28 녹유서까래막새 綠釉椽木瓦

          복원지름 15.0    |   익산 미륵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5.0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24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0.0   |   부여 충렬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0.0   |   From Chungnyeolsa Temple site,
  Buyeo

325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9.8   |   부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9.8   |   From Buyeo  

326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1.3   |   부여 가탑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1.3   |   From Gatap-ri, Buyeo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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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치미 鴟尾
 높이 46.0   |   부여 금강사지 

  Ridge-end tile, Earthenware
  H 46.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9 치미 鴟尾
 높이 67.5   |   부여 금강사지 

  Ridge-end tile, Earthenware
  H 67.5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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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치미 鴟尾
 높이 24.0   |   부여 

 Ridge-end tile, Earthenware
 H 24.0   |   From Buyeo

331 치미 鴟尾
 높이 14.0 

 Ridge-end tile, Earthenware
 H 14.0

332 치미 鴟尾
 높이 14.0 

 Ridge-end tile, Earthenware
 H 14.0

337 동전무늬 전돌 五銖錢文塼

 높이 8.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coin design, Earthenware
 H 8.0   |   From Songsan-ri, Gongju

335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17.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17.0   |   From Songsan-ri, Gongju

336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4.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4.0   |   From Songsan-ri, Gongju

334 ‘中方’새김 전돌 中方銘塼

 높이 14.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jung bang’ inscription,
  Earthenware
  H 14.0   |   From Songsan-ri, G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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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산경치무늬 전돌 山水山景文塼

 높이 14.0   |   부여 외리 

 Brick with landscape design,
  Earthenware
 H 14.0   |   From Woe-ri, Buyeo

340 산경치봉황무늬 전돌 山水鳳凰文塼

 높이 15.0   |   부여 외리

  Brick with phoenix
  and landscape design, Earthenware
  H 15.0   |   From Woe-ri, Buyeo

338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24.0   |   부여 금강사지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24.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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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국가로 발전했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활발한 정복전쟁을 수행하여 동아시

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4~5세기경부터 기와를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초기의 수막새는 집안지역의 성城과 무덤에서 출토되며, 평양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수막새는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수막새를 4등분 하여 그 안에 무늬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초기에는 글자나 구름무

늬雲文가 새겨졌다. 

 4세기 이후 불교가 전래되면서 연꽃무늬수막새蓮花文瓦當가 제작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꽃잎은 4엽에서 

6엽으로, 다시 8엽으로 많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가장자리 테두리의 높이도 높아진다. 

 5세기가 되면 연꽃무늬에 넝쿨무늬忍冬文, 귀신무늬鬼面文가 더해진 기와도 유행하였는데 이 시기의 기와는 

대부분 회색이나 회갈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 기와는 집안시기의 기와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연꽃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넝쿨무늬忍冬唐草文, 보상화무늬寶相華文, 귀신무늬鬼面文, 

소용돌이무늬渦文 등의 서로 다른 두 무늬가 조합을 이루는 복합무늬가 성행하였고, 기와의 색깔도 회흑색에서 적색

을 띠게 되며, 기와의 경도 역시 매우 단단한 상태를 보인다. 이 시기의 수막새는 표면을 균등한 크기로 나누고, 능선

稜線과 능각稜角이 장식된 연꽃잎을 새기고 있으며, 자방子房에는 반구형半球形의 돌기를 높게 배치한 것이 가장 일반적

인 형식이다. 연꽃잎은 4엽에서 10엽까지 다양하며 끝이 날카롭고 양감이 뚜렷하여 매우 힘찬 느낌을 주고 있다.

 

 고구려 기와는 적갈색을 띠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벽사辟邪를 목적으로 붉은 기운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

도 한다.

 

 고구려에서 전돌은 묘전돌墓塼과 바닥전돌敷塼이 제작 되었는데 묘전돌은 태왕릉太王陵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문자가 새겨진 전돌 등이 알려져 있다.

Goguryeo was the first of the Three Kingdoms to have developed into a fully established state. Based on its great military 

force, it actively carried out wars of conquest and became a great hegemonic power in East Asia. Influenced by its 

neighbor, China, it is believed that roof tiles came to be produced and used from the 4th or 5th century in the Goguryeo 

Kingdom. 

 Goguryeo roof tiles of the early type have mainly been found at the fortress wall sites and tombs of the Jian 

region, and a limited number have also been found in the Pyeongyang area. The decorative panels of the roof-end tiles 

were quartered (an influence of Han China) and in the case of the early examples, each section contained designs, such as 

Chinese characters and cloud patterns.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s came to be made after Buddhism was introduced in the 4th century. The 

number of lotus petals increased (from four to six to eight) over time, and the border became more pronounced. 

 In the 5th century, roof tiles decorated with arabesque patterns and monster-mask design were used alongside 

lotus design roof tiles. The roof tiles of this stage were mostly gray or brownish-gray in color. After the capital moved to 

Pyeongyang in 427 CE, Goguryeo roof-end tiles becam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Jian capital phase. The lotus design 

continued to be used but it was popularly combined with arabesque, floral medallion, monster-mask, and vortex designs. 

In addition, the color of roof tiles became grayish-black or red, and they came to be made of a much harder clay fabric. 

The typical roof-end tiles of this phase were quartered into equal sections that contain lotus petals which were additionally 

decorated, and the central ovaries were adorned with semi-globular bumps. The lotus petals numbered from four to ten, 

and the petal tips are pointed and rise sharply upwards. 

 A large number of Goguryeo roof-tiles are of reddish hue and it is believed that this red color was deliberately 

used as a means of warding off evil spirits. 

 Bricks used in the Goguryeo Kingdom were tomb construction bricks and floor paving bricks. Tomb 

construction bricks have been found which contain raised Chinese characters, such as those found at Taewang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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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6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6

34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2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2 

34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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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0  

34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3

34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6.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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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9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9 

34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7

34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7 



352 귀신무늬기와 鬼面文瓦

 높이 17.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7.0

350 귀신무늬 수막새 鬼面文瓦當

  지름(추정) 14.7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D(Vermutung) 14.7 

351 귀신무늬 수막새 鬼面文瓦當

 높이 13.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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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서는 6대 지마왕 11년(서기 122년)부터 기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에 기와가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라의 수막새에는 연꽃무늬蓮花文, 원무늬圓圈文, 귀신무늬鬼面文, 얼굴무늬人面文 등이 배치되는데 이 중 연꽃

무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연꽃무늬 수막새는 6세기 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한다. 

신라의 수막새는 6세기 전반경에는 백제계의 영향을 받아 둥근 돌기를 연꽃잎 끝에 장식한 후 다시 끝을 

말아 올려 반전反轉시키는 수법이 채용되고, 6세기 중반에는 고구려의 양식인 날카로운 능선稜線이 채용되며, 6세기 

후반이 되면 6엽이나 8엽의 연꽃잎 안에 고구려의 양식인 능선이 결합되고, 넓은 연꽃잎을 반전시켜 올리거나 연꽃잎 

끝이 곡선을 이루도록 표현한 복합적인 무늬를 채용한 신라의 독자적인 기와 모습이 출현한다. 또한 이밖에 연꽃잎이 

두 개로 나누어진 복판複瓣과 연꽃잎이 이중으로 배치된 중판重瓣양식도 일부 나타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기와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더 다채롭고, 화려한 양식의 기와를 제작하였다. 통

일신라시대에도 무늬는 연꽃무늬가 중심을 이루는데 연꽃무늬는 꽃잎이 하나인 단판單瓣, 꽃잎이 세로로 형성된 능

선稜線이나 능각稜角에 의해 좌우로 나누어진 복판複瓣, 꽃잎의 모양이 세장한 세판細瓣, 꽃잎들이 이중의 구성을 보이

는 중판重瓣, 연꽃무늬가 안쪽에 자리 잡고 보상화무늬寶相華文 · 넝쿨무늬唐草文가 바깥쪽에 배치된 혼판混瓣양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연꽃무늬 이외에 다양한 식물계무늬와 더불어 길상吉祥을 상징하는 용, 기린, 사

자, 봉황 등의 동물새무늬禽獸文와 불교와 관련된 가릉빈가무늬迦稜頻伽文, 비천무늬飛天文 등이 다채롭게 채용되었다. 가

릉빈가는 극락정토極樂淨土에 사는 상상의 새로서 사람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천은 암막새에 표현

되는데 주로 중앙의 향로나 누각을 중심으로 마주 보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전돌은 연꽃무늬蓮花文, 넝쿨무늬唐草文, 수렵문狩獵文이 새겨진 것이 신라시대에 소수 제작되고 있으나 초기

적인 양식에 불과하며, 다양한 무늬와 여러 형태의 전돌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돌의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형태와 무늬, 제작수법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대에 전돌에 표현된 무늬는 보상화

문寶相華文과 연꽃무늬가 주류를 이루지만 귀신얼굴무늬 · 누각무늬 · 수렵무늬 · 불상무늬 · 불탑무늬 등의 문양전돌文樣

塼이 만들어지며 녹유綠釉전돌도 제작된다.

It is recorded that roof tiles were first used in the Silla Kingdom in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ima (122 CE), who was 

the sixth king of Silla. However, actual evidence in the form of roof tiles has yet to be found. 

The roof-end tiles of Silla were decorated with lotus, circular, monster-mask, and face designs, the most popular 

of which was the lotus design. Such lotus design roof-end tiles were produced from the early 6th century. 

Due to the influence of Baekje roof-end tiles, Silla roof-end tiles of the early 6th century have a decorative band 

consisting of circular beads surrounding the lotus motif, and the tips of the petals curve slightly upwards. In the mid 

6th century, sharp lines, which are a stylistic trait of Goguryeo lotus motifs, were added to the lotus petals. In the late 

6th century, the sharp lines were combined with lotus blossoms consisting of six to eight petals which have petal tips 

that curve slightly upwards or were rounded. Such lotus designs, which combined a number of decorative elements, 

contributed to the distinctive nature of Silla roof-end tiles. In addition, lotus petals consisting two sections, as well as 

overlapping lotus petals, were also us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Silla roof tile tradition which had continued into this period was further 

developed,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roof tiles of a more opulent and diverse style. The lotus design was the most 

popular decorative motif us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there existed various different styles. Lotus petals could 

consist of two sections, divided by sharp incised or raised lines, or the petals could be very narrow or overlap. In addition, 

the lotus blossom could be surrounded by floral medallion or arabesque patterns. In this period, various other types 

of designs were used as roof tile decoration, such as plant-based motifs, animal motifs which symbolized good luck 

(for example, dragon, giraffe, lion and phoenix), and motifs associated with Buddhism, such as the Kalavinka and the 

ascending heavenly maidens. The Kalavinka is a mythical animal that has the head of a human being and the body of 

a bird which resided in the Pure Land of Upmost Bliss. The ascending heavenly maidens, which adorned the edges of 

concave roof-end tiles, were expressed in facing pairs with a pavilion or incense burner in the center. 

In the Silla Period only a limited number of bricks, decorated with lotus designs, arabesque designs and hunting 

scenes, were produced and they are of an archaic style. It i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at bricks of various shapes and 

decorative patterns were produced. In this period, bricks came to serve various functions, and great developments took 

place in terms of their form, decoration and manufacturing technique. The bricks were mainly decorated with floral 

medallion and lotus motifs, but those containing images of monster-masks, pagodas, hunting scenes, Buddhist figures 

and Buddhist pagodas, as well as those covered in green-glaze, were also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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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3   |   충주 탑평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3   |   From Tappyeong-ri, Chungju 

35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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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35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6.4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6.4  

35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5  

35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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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녹유연꽃무늬 수막새 綠釉蓮花文瓦當

  지름 13.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0 

360 보상화무늬 수막새 寶相華文瓦當

  지름 15.8 

 Roof-end tile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D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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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연꽃무늬기와거푸집 蓮花文瓦范

  지름 15.0 

  Mould for roof-end tile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D 15.0 

36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5  

36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0  

364 쌍조무늬 수막새 雙鳥文瓦當

  지름 14.3 

 Roof-end tile with twin birds design, Earthenware
 D 14.3  

365 쌍조무늬 수막새 雙鳥文瓦當

  지름 13.8   |   공주 웅진동 

 Roof-end tile with twin birds design, Earthenware
 D 13.8   |   From Gongju Ungjin-dong  

366 사자무늬 수막새 獅子文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lion design, Earthenware
 D 13.5  

367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迦陵頻伽獅文瓦當

  지름 14.7 

 Roof-end tile with Kalavinka design, Earthenware
 D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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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용무늬 암막새 龍文平瓦當

   길이 19.0   |   경주 임해전지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Earthenware

  L 19.0   |   From the site of Imhaejun, in 

Gyeongju

369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길이 19.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19.5 

370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길이 29.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29.0  

371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21.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21.0 

372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17.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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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16.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6.5  

375 사람얼굴무늬 암막새 人面文平瓦當
 높이 8.0   |   부여 

 Roof-end tile with face design, Earthenware
 H 8.0   |   From Buyeo 

376 연꽃무늬전돌 蓮花文塼

   길이 25.0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L 25.0

377 보상화무늬 전돌 寶相華文塼

 높이 26.5 

 Brick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H 26.5 

378 불상무늬전돌 佛像文塼

 높이 14.8 

 Brick with design of Buddhist image, Earthenware
 H 14.8 

374 사람얼굴무늬 암막새 人面文平瓦當
 높이 6.0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face design, Earthenware
 H 6.0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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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는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숭불정책을 지향하여 봉은사, 흥왕사,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등과 같은 

많은 대형 사찰이 건립되었고, 이것은 기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통일신라의 전통과 고구려적인 요소를 계승하여 불교적 색채가 강하고 세련된 연꽃무늬와 

당초무늬계 기와가 제작되었다. 중기 이후부터는 치미鴟尾와 귀면기와鬼面瓦 대신에 취두鷲頭나 용두龍頭와 같은 새로운 

기와가 출현하게 되며, 막새의 시문 단위도 연꽃무늬나 당초무늬에서 벗어나 귀목무늬鬼目文로 변화하게 된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범자梵字가 막새에 새겨지게 되며 암막새의 드림새가 장방형에서 밑으로 늘어지는 변화를 보인다. 한편 

12세기 고려청자의 확산으로 궁궐건축에 청자기와가 사용되어 고려 건축의 화려함을 엿볼 수가 있다.

조선시대의 기와는 기능성이 강조된 반면, 전반적으로 장식성이 약화된다. 암막새는 전체적인 모양이 좌우

에 굴곡이 있는 삼각형을 이루며, 수막새는 밑이 길게 늘어져 하트모양 혹은 계란모양이 되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한다.

막새의 무늬로는 연꽃, 초화, 새, 귀면, 사람 얼굴, 용, 봉황 등의 무늬 뿐만 아니라 ‘수壽’ ‘복福’ 등의 길상문

자도 새겨졌다. 한편 암막새의 경우에는 사용된 건물이나 기와의 제작연월일, 또는 제작연유, 제작관계자 성명 등의 

글이 새겨지기도 하였다.

Buddhism was adopted as the national ideology of Goryeo Dynasty and the government’s active propagation of 

Buddhism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umber of large temples, such as Bongeunsa, Heungwangsa, Bongjeongsa, 

Buseoksa and Sudeoksa. This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spread of roof tiles throughout the land. 

In the early phase, the production of roof tiles continued to be based on the manufacturing tradition of Unified 

Silla, with the adoption of certain aspects of Goguryeo roof tiles. The roof tiles are characterized by a strong Buddhist color 

and are decorated with sophisticated lotus blossom and arabesque patterns. In the middle phase, new types of roof tiles 

appeared, such as dragon-head shaped and other types of ridge-end tiles, replacing the previously used types of ridge-

end tiles and monster-mask roof tiles. In addition, the decoration of roof-end tiles developed, with the devil’s eye design 

replacing the lotus and arabesque designs. In the late phase, Sanskrit letters were used as roof-end tile decorations, and 

the edge of concave roof-end tiles drooped down in the center, whereas it had previously been rectangular in shape. 

With the development of Goryeo celadon in the 12th century, celadon roof tiles came to be used in palace buildings, 

which is indicative of the opulent nature of Goryeo architecture. 

In the Joseon Period, the practical aspect of roof tiles was emphasized while their decorative aspect was 

weakened. The edge of concave roof-end tiles became curved and triangular, and the extended edge of convex roof-end 

tiles became heart-shaped or ovular. 

Roof-end tiles were not only decorated with lotus, flower and plant, bird, monster face, human face, dragon 

and phoenix designs, but also with Chinese characters with auspicious meanings, such as su (meaning ‘long life’) and bok 

(meaning ‘good fortune’). In addition, concave roof-end tiles also often contained inscriptions regarding the construction 

date of the building or roof tile, or the reason for the building’s construction and the name of the worker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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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연꽃귀목무늬수막새 蓮花鬼目文圓瓦當

  지름 14.2 

 Roof-end tile with lotus and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4.2 

380 연꽃귀목무늬수막새 蓮花鬼目文圓瓦當

  지름 17.5

 Roof-end tile with lotus and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7.5 

381 귀목무늬수막새 鬼目文圓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5.3 

382 귀목무늬수막새 鬼目文圓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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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연꽃범자무늬수막새 
 蓮花梵字文圓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梵' inscription, 
  Earthenware
  D 15.3 

384 범자무늬수막새 梵字文圓瓦當

  지름 18.0

  Roof-end tile with '梵' inscription, 
  Earthenware
  D 18.0

385 귀면무늬암막새 鬼面文平瓦當
 잔존길이 20.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20.5

386 귀면무늬암막새 鬼面文平瓦當
 잔존길이 16.6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16.6

387 당초무늬암막새 唐草面文平瓦當

   길이 28.6

 Roof-end tile with arabesque design, Earthenware
 L 28.6

388 당초무늬암막새 唐草面文平瓦當

   길이 28.4

 Roof-end tile with arabesque design, Earthenware
 L 28.4

387

385 38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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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봉황무늬수막새 鳳凰文圓瓦當

  지름 12.0

 Roof-end tile with phoenix design, Earthenware
 D 12.0

389

391

390

392

390 봉황무늬수막새 鳳凰文圓瓦當

  지름 12.0

 Roof-end tile with phoenix design, Earthenware
 D 12.0

391 부적무늬수막새 符籍文圓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talisman design, Earthenware
 D 13.5

392 개자무늬수막새 開字文圓瓦當

  지름 12.5

 Roof-end tile with '開' inscription, Earthenware
 D 12.5

393 강희이년명암막새 康熙二年銘瓦當

   길이 22.0

 Roof-end tile with '康熙二年' inscription, Earthenware
 L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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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기와의 사용은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와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 즉, 

기원전 11~10세기경으로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기와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가 평양 일대에 낙랑군을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낙랑 기와의 특징은 색깔이 주로 회백색 또는 회갈색을 이루고, 기와 표면에 새끼줄을 감아 두드린 삿자리문繩蓆文이 

나타나며, 경도는 대부분 단단하지 않다. 중국 기와도 수막새가 주로 출토되는데 내부를 선으로 사등분하고, 그 내부

에 구름무늬雲文나 글자무늬銘文 등을 새겼다. 글자 수는 1자에서 12자까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4자가 가장 많다. 글씨

체는 전서篆書가 일반적이며, 그 내용으로는 길상적인 어구, 궁전이나 관청의 이름 등이 있다. 막새에 새겨진 글자로는 

‘천추만세’千秋萬歲, 나라가 천년만년 계속되기를, ‘장생미앙’長生未央, 오래도록 끝없이 살기를, ‘장생무극’長生無極, 끝없이 오래살기를, ‘장락

미앙’長樂未央, 즐거움이 길게 이어져 끝나지 않기를, 등이 있으며, 그 중 ‘장락미앙’ 막새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588년에 아스카데라飛鳥寺가 건축되면서 처음 기와가 제작되었고 백제는 아스카데라 조영에 사

공寺工, 와박사瓦博士를 참여시킴으로써 일본의 기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스카飛鳥 시대의 기와는 꽃잎에 자엽子葉

이 없는 소판형식素瓣形式을 기본으로 하여 중기에는 자엽을 가진 단판형식單瓣形式이 출현하고 후기白鳳時代에는 좀 더 

화려해진 복판형식複瓣形式이 나타난다. 이후 나라奈良시대에는 복판연꽃무늬 대신에 단판연꽂무늬 기와가 많이 사용

되었으며, 이런 형식은 헤이안 시대까지 이어졌다.

The use of roof tiles in East Asia began in China, and the oldest roof tile to have been identified thus far in the region dates 

to the early Western Zhou period, at around the 11th to 10th century BCE. 

In the Korean Peninsula, roof tiles were introduc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Lelang Commandery 

(one of the Four Han Commanderies) in the area around present day Pyeongyang. Lelang roof tiles are gray or grayish-

brown in color, have cord-mat patterns decorating the surface, and are made with a relatively soft clay fabric. The majority 

of the Chinese roof tiles that have been excavated are convex roof-end tiles. The decorative panels of such roof-end tiles 

were quartered and each section contained cloud patterns or Chinese characters. In the case of the Chinese characters, 

they could number up to twelve, but decorations consisting of four characters appear to have been most popular. The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generally in seal script, were used to convey wishes for good fortune or recorded the 

names of palaces or administrative offices. Phrases that have been identified from these roof-end tiles include ‘with hopes 

that the kingdom will continue for one thousand years’, ‘a long and never-ending life’, and ‘with hopes that happiness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and never end’, with the last phrase appearing most frequently. 

In Japan, roof tiles first came to be produced in 588 CE when Asukadera Temple was first founded. Temple 

construction workers and master roof tile makers from the Baekje Kingdom were involved in the building of Asukadera 

Temple and therefore Japanese roof tiles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Baekje tradition. The basic mode of decoration 

for roof tiles of the Asuka Period was the use of lotus blossoms without seed leaves, but lotus blossoms with seed leaves 

appeared in the middle phase, and lotus blossoms with overlapping petals appeared in the late phase. In the subsequent 

Nara Period, lotus blossoms with a single layer of petals, rather than overlapping petals, became the more popular form of 

decoration, and this decorative style for roof tiles continued into the Hei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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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장생무극새김 수막새 長生無極銘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6.9 

 Roof-end tile with 'jangsaengmugeuk'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6.9 

394

395 장락미앙새김 수막새 長樂未央銘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9.4

 Roof-end tile with 'jangrakmiang'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9.4

396 천추만세새김 수막새 千秋萬歲銘瓦當雲文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4.5 

 Roof-end tile with 'cheonchumanse'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4.5

397 구름무늬 수막새 雲文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7.3 

 Roof-end tile with cloud design, Earthenware
 China (Han)   |   D 17.3

398 용무늬 수막새 龍文瓦當

 중국(명)中國(明)   |   지름 16.0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Earthenware
 China (Ming)   |   D 16.0

395

396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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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아스카)日本(飛鳥)   |   지름 17.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Asuka)   |   D 17.0

40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16.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16.0

40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22.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22.0

40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17.6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17.6

40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에도)日本(江戶)   |   지름 7.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Edo)   |   D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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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eramic Ware 
(Dojagi)

도자기陶瓷器란 도기陶器와 자기

瓷器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

로, 점토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이것을 가마에서 구워낸 모든 그릇

을 가리킨다.

도기는 도토陶土라는 흙으로 만들

어진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제작된 

토기土器, 삼국시대의 석기炻器, 고려·

조선시대의 도기陶器 등과 같은 질그

릇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자기는 

자토瓷土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기

종류로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진 그

릇을 가리킨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서 도자기는 자기만을 가리키며 고

려시대 이후 제작된 청자부터 시작

된다.

청자는 유약에 포함되어 있는 제 

2산화철이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

워질 때 제 1산화철로 화학 변화를 

일으켜 비취색을 내는 자기로, 우리

나라에서 출현은 통일신라말로 보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적인 요소를 띠고 

있는 청자가 제작되다가 11세기 중

반부터 비로소 비취색의 아름다운 

순청자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 들

어서면서 상감象嵌이라는 새로운 기

법이 출현하는데 비취색의 은은한 

색상과 흑백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잘 표출되고 있다. 

청자는 13세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다가, 13세기 말에 청자의 질이 

점점 퇴화되고 14세기말 새로운 도

자기의 하나인 분청자기로 이행되었

다.

분청자기는 그릇 표면을 백색의 

물감으로 칠하여 표면이 백색을 띠

며 유약을 바른 후에 전체 색조가 회

청색을 띠는 자기를 가리킨다. 분청

자기는 14세기 후엽부터 16세기 중

엽 사이에 생산되었고, 특히 세종의 

재위시기에 가장 다양하게 발전하여 

전국에서 제작되었다.

백자는 순백색의 바탕흙 위에 투

명한 유약을 씌워서 구운 자기를 

말하며 순백자 · 청화백자 · 상감백

자 · 철회백자 · 진사백자 등으로 세

분된다. 이 중 아무런 문양이 없는 

순백자가 90%를 차지한다.

청화백자는 백자 위에 코발트 안

료로 무늬를 그린 다음 그 위에 순백

의 유약을 씌워서 맑고 고운 푸른색

의 무늬가 생기게 만든 자기로 세종 

10년(1428년) 명나라에서 수입된 이

후, 세조 때에 비로소 국내에서 생산

하게 되었다.

D ojagi’ is an amalgamation 

of ‘dogi’ and ‘jagi’, both 

of which are terms used to refer 

to types of ceramic ware (that is, 

vessels made of clay and �red in a 

kiln). 

 ‘Dogi’ vessels comprise 

prehistoric and historic pottery, 

stoneware of the Three Kingdoms, 

and earthenware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Jagi’ 

refers to ceramic vessels �red 

at temperatures of above 1,300°

C. However, the term ‘dojagi’ is 

generally used in a more limited 

sense, referring only to ‘jagi’ 

vessels, the production of which 

began with Goryeo celadon. 

 Celadon is a type of 

ceramic ware with a distinctive 

jade-green color that was produced 

when the iron oxide present within 

the glaze underwent chemical 

changes during kiln �ring. It 

is believed that, in the Korean 

Peninsula, celadon was �rst made 

around the end of the Uni�ed Silla 

Period. 

 In the early phase, Korean 

celadon adopted features that were 

characteristic of Chinese ceramics. 

Pure celadon, with its beautiful and 

distinctive jade-green color, began 

to be produced from the mid 11th 

century. In the 12th century, the 

inlay (sanggam) technique came 

to be adopted as a new method 

of surface decoration, and the 

resulting harmony between the 

jade-green surface color and the 

black and white inlaid designs 

acted to augment the beauty of 

the celadon vessels. 

 Korean celadon reached 

its zenith in the 13th century but 

the quality of the celadon vessels 

began to disintegrate from the late 

13th century. In the late 14th century 

celadon came to be replaced by 

another type of ceramic ware 

known as Buncheong ware. 

 Buncheong ware refers 

to ceramic vessels that were 

embellished with a white slip 

and covered with a bluish-gray-

tinted semi-translucent glaze. It 

was produced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mid 16th century. In 

particular,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Great that a wide 

variety of Buncheong ware types 

were developed and produced 

throughout the peninsula. 

 White porcelain refers to 

porcelain vessels that were covered 

with a clear glaze and �red. Joseon 

white porcelain can be divided, 

according to decorative technique 

and painting material, into pure 

white porcelain, Cheonghwa white 

porcelain, inlaid white porcelain, 

Cheolhoe white porcelain and 

Jinsa white porcelain. Of these sub-

types, pure white porcelain, which 

was not additionally decorated, 

accounts for 90% of all Joseon 

white porcelain.

 Cheonghwa white 

porcelain, also known as blue-and-

white porcelain, refers to porcelain 

vessels that were decorated 

with motifs drawn in cobalt blue 

underglaze paint and covered 

with a white glaze. This type of 

porcelain ware was �rst introduced 

from Ming China in the 10th year 

of King Sejong the Great’s reign 

(1428) and came to be produced 

by Korean potters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jo’s reign. 

도자기

陶瓷器

‘



고려자기는 청자靑瓷와 백자白瓷, 흑유자黑釉瓷로 구분되며 이중 청자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나라에서 청자의 출현은 통일신라말로 보고 있으며, 초기에는 중국 도자기와 중국 금속기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문양에서 중국적인 요소가 엿보인다. 이 시기에 녹청자을 비롯하여 햇무리굽을 가진 청자, 그리고 백

자 · 흑유자기가 생산되었다.

11세기 중반부터는 점차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순청자가 제작되었는데 두껍고 고르게 발라진 유약 때문

에 청자의 발색發色이 깊고 은은하며 맑음과 깊이가 느껴졌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자의 

색깔을 띠게 되고 이 무렵에 상감象嵌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나타났다. 상감은 초벌구이한 것에 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백토白土 혹은 자토赭土를 메우는 기술로 금속공예의 상감기법에서 빌려 온 것으로 이 상감청자의 출현은 그릇의 형

태, 비취색의 유약과 더불어 청자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1231년 몽고의 침입으로 전국이 초토화됨에 따라 청자를 구워낼 수 없게 되자 청자는 급기야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이 퇴화된 청자는 새로운 도자기의 하나인 분청자기를 낳기에 이르렀다. 고려청자는 장식기법에 따라 순

청자純靑瓷, 상감청자象嵌靑瓷, 철화청자鐵畵靑瓷, 진사청자辰砂靑瓷, 화금청자畵金靑瓷, 철채청자鐵彩靑瓷, 퇴화문청자堆花文靑

瓷로 나뉘어 진다.

순청자는 그릇 표면에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것을 말하며, 표면의 장식기법에 따라 어떠한 장식도 가미되지 

않은 소문청자素文靑瓷, 그릇 표면에 무늬를 칼로 새긴 음각청자陰刻靑瓷, 나타내고자 하는 무늬를 그릇 표면에 도드라

지게 하는 양각청자陽刻靑瓷, 그릇 표면에 투공을 내어 무늬를 표현하는 투각청자透刻靑瓷, 동물 · 식물 · 고동기古銅器등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상형청자象形靑瓷로 나눌 수 있다.  

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든 다음 반쯤 말려 그릇 표면에 무늬 또는 그림을 음각하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메워서 유약을 발라 구우면 백색 또는 흑색으로 무늬나 그림이 보이는 청자이다. 상감된 무늬에 따라 

선상감線象嵌, 면상감面象嵌, 역상감逆象嵌으로 나누어진다.

철화청자, 철사청자는 그릇 표면에 백색 또는 흑색의 안료를 풀어 붓으로 그린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청자이다. 상감기법은 그릇표면을 무늬로 음각하고 그 속을 백토나 흑토로 메우는 반면 철화기법은 그릇 표면에 무늬

를 직접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진사란 산화구리 안료를 이용하여 붉은 색을 내는 것을 말하며, 이 진사를 그릇 표면에 무늬를 그리거나 

또는 다른 무늬의 일부에 점을 찍은 다음 청자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것을 진사청자라고 한다. 

화금청자는 상감된 무늬의 일부에 금을 칠한 것을 말한다. 철채청자는 표면 전체에 철사안료를 바르고 그 

위에 청자유약을 발라서 구워낸 것으로 완성된 빛깔은 흑색으로 광택이 난다. 철화는 무늬를 그린 반면 철채는 그릇

의 표면 전체를 칠한 점이 다르다. 퇴화문 청자는 백토 또는 자토로 그릇 표면에 점 또는 그림으로 무늬를 두드러지게 

그려놓은 다음 유약을 입혀서 구운 청자로 이러한 수법은 초기 청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청자에 널

리 이용되었다. 

Goryeo ceramic ware consists of celadon, white porcelain and black porcelain. Of these, celadon is the main type 

produced during the Goryeo Dynasty. 

It is believed that, in the Korean Peninsula, celadon was first made around the end of the Unified Silla Period. 

Early examples of Korean celadon contain characteristic features of Chinese ceramics, in terms of both form and decorative 

style. This can be seen as an influence of both Chinese ceramics and metal ware. In this early phase, rough (green) 

celadon, celadon vessels with pi-shaped foot rings, white porcelain and black porcelain were produced. 

Pure celadon vessels which no longer contained Chinese influences came to be produced from the mid 11th 

century. Due to the thick and even glaze, the celadon vessels of this period have a deep and subtle color and convey a 

sense of serenity. It is in the 12th century that celadon ware came to acquire the hue that we are familiar with, and the inlay 

(sanggam) technique also appeared in this period. The inlay technique involves etching desired motifs onto the dry clay 

body of the vessel and filling in the carved space with black and/or white clay. The sanggam technique is thought to have 

come from the inlay technique used in metal crafts. The use of this technique can be regarded, along with vessel form 

and the use of the jade-green glaze, as a distinctive feature of Goryeo celadon.  

The Mongol invasions, which began in 1231, brought destruction to the lands and celadon production 

experienced a rapid decline as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fell into ruins. This decline in celadon ware anticipated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porcelain ware that we call Buncheong ware. Goryeo celadon can be divided, according 

to decorative technique and painting material, into pure celadon, inlaid celadon, Cheolhwa celadon, Jinsa celadon, 

Hwageum celadon, Chulche celadon and raised design celadon. 

Pure celadon refers to celadon vessels which were not embellished with decorative motifs. However, according 

to the use of surface treatments which are decorative in nature, pure celadon can be divided again into Somun celadon 

(which was not given any kind of decorative treatment), incised celadon (in which incision was used as a means of surface 

decoration), relief celadon (in which surface decorations were expressed in relief), openwork celadon (in which openwork 

was used as a means of decoration), and pictogram celadon (in which the vessels take on the form of plants, animals and 

ancient bronze objects). 

Inlaid celadon refers to celadon vessels that were decorated by etching motifs onto the dry clay body of the 

vessel, filling in the carved space with black and/or white clay, and covered with a glaze. Inlaid celadon can be further 

divid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tched space, into linear inlaid celadon, planar inlaid celadon and background 

inlaid celadon.

Cholhwa celadon, also known as Cholhoe celadon and Cholsa celadon, refers celadon vessels that were 

decorated with motifs drawn in white or black paint and covered with a glaz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Cholhwa 

celadon and inlaid celadon is that in the case of the former, decorative patterns were painted directly onto the vessel 

surface, while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y were etched. 

The Jinsa technique refers to the use of iron oxide paint to obtain a copper-red finish upon firing. Therefore 

celadon vessels in which this iron oxide paint was used to draw decorative motifs or even used on a limited scale in 

conjunction with other decorative techniques are known as Jinsa celadon. 

Hwageum celadon refers to celadon vessels in which gold paint was used as decoration, and in the case of 

Chulche celadon, the entire vessel surface was covered with iron oxide paint and then glaze, which resulted in its shiny 

black surface color. The difference between Cholhwa celadon and Chulche celadon is that iron oxide paint was used to 

draw decorative patterns in the case of the former while it was used to c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vessel in the case 

of the latter. Raised design celadon refers to celadon vessels which were decorated by adding white or black clay to the 

vessel surface prior to glazing and firing, in order to produce a raised design. This decorative technique was used from the 

earliest phase of Goryeo celadon production and continued to be used in a wide variety of celad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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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33

404 녹청자매병 綠靑瓷梅甁

 높이 24.9

 Green-celadon maebyong
 H 24.9

405 녹청자통형병 綠靑瓷筒形甁

 높이 21.2 

 Green-celadon pipe-shaped bottle
 H 21.2

406 녹청자병 綠靑瓷甁

 높이 22.0 

 Green-celadon bottle
 H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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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35

408 청자완 靑瓷盌

 높이 5.0 

 Celadon bowl 
 H 5.0

409 청자완 靑瓷盌

 높이 6.0 

 Celadon bowl 
 H 6.0

411 청자참외모양병 靑瓷瓜形甁

 높이 22.8 

 Celadon melon-shaped bottle
 H 22.8

412 청자음각연판문광구병 靑瓷陰刻蓮瓣文廣口甁

 높이 25.9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H 25.9 

410 청자광구병 靑瓷廣口甁

 높이 27.9 

 Celadon wide mouthed bottle
 H 27.9

410

412

411

407 청자완 靑瓷盌

 높이 7.1 

 Celadon bowl 
 H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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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237

414 청자타구 靑瓷唾具

 높이 10.9 

 Celadon spittoon
 H 10.9

415 청자항 靑瓷缸

 높이 10.5 

 Celadon jar
 H 10.5

413 청자참외모양주전자 靑瓷瓜形注子

 높이 22.4 

 Celadon melon-shaped pitcher
 H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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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239

416  청자음각모란당초문광구병 
 靑瓷陰刻牧丹唐草文廣口甁

 높이 31.0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inc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H 31.0 

417 청자음각연화문참외모양주전자 靑瓷陰刻蓮花文瓜形注子

 높이 21.7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cised lotus design
 H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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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241

419 청자음각모란문병 靑瓷陰刻牧丹文甁

 높이 30.5 

 Celadon bottle with incised peony design
 H 30.5

418  청자음각연화절지문병 
 靑瓷陰刻蓮花折枝文甁

 높이 28.8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and 
 broken branch design
 H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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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243

421 청자양각모란당초문대접 靑瓷陽刻牧丹唐草文大接

 높이 7.8 

 Celadon large bowl with ra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H 7.8

420 청자매병 靑瓷梅甁

 높이 29.7 

 Celadon maebyong
 H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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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45

422 청자양각연화동자문대접 靑瓷陽刻蓮花童子文大接

 높이 7.5 

 Celadon large bowl with raised lotus and children design
 H 7.5

423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높이 8.3 

 Celadon foliate bowl
 H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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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47

424 청자상감국화문화형탁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托盞

 높이 12.6 

  Celadon foliate cup and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12.6

425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 
 靑瓷象嵌菊花文馬上杯

 높이 9.0 

  Celadon conical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9.0

426 청자상감석류문대접 靑瓷象嵌石榴文大接

 높이 6.9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pomegranate design
 H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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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49

427 청자상감국화문대접 
 靑瓷象嵌菊花文大接

 높이 8.3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8.3

428 청자상감초화문대접 
 靑瓷象嵌草花文大接

 높이 7.9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plant and flower design
 H 7.9

429 청자음각운문기름병 
 靑瓷陰刻雲文油甁

 높이 4.4 

 Celadon oil bottle with 
 incised cloud design
 H 4.4

430 청자상감국화문기름병 靑瓷象嵌菊花文油甁

 높이 7.9(위)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7.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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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청자철화초문광구병 靑瓷鐵畵草文廣口甁

 높이 28.7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8.7

432 청자철화초문대접 靑瓷鐵畵草文大接

 높이 8.1 

 Celadon large bowl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8.1

433 청자철화초문기름병 靑瓷鐵畵草文油甁

 높이 7.5 

 Celadon oil bottle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7.5

434 청자철화초문대야 靑瓷鐵畵草文水盤

 높이 9.9 

 Celadon basin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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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자기는 크게 분청자기와 백자로 구분된다. 분청자기는 그릇 표면을 백색의 물감으로 칠하여 표면이 백색

을 띠며, 유약을 바른 후에 전체 색조가 회청색을 보이는 자기를 일컫는 이름으로, 분장기법粉粧技法에 따라 다양한 문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 분청자기는 고려말 청자의 쇠퇴로 시작되어 세종의 재위시기에 가장 다양하게 발전하고, 임진

왜란 이전까지 유행하던 자기로, 청자와 백자와는 달리 전국에서 생산되었고, 어존 · 관아 · 일반 백성들도 사용했던  

민족자기라고 할 수 있다.

분청자기는 분장기법에 따라 아래의 몇 가지로 분류된다. 

상감기법象嵌技法은 크게 선상감과 면상감기법이 있다. 선상감기법이 면상감기법보다 먼저 사용되었으며 대

략 1420년 전후가 되면 조선 특유의 상감문양으로 발전하였다. 인화기법印花技法은 시문하고자 하는 무늬의 도장을 그

릇의 표면에 일정하게 찍어 무늬를 낸 후 백토로 분장한 기법으로 모든 종류의 기형에 응용되었으며, 15세기 중엽 경

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박지기법剝地技法은 그릇 전체를 백토로 바르고 시문하고자 하는 문양을 그린 후 배경을 긁어

내면 문양의 백색과 배경의 회색이 드러나 백색과 회색의 대비를 이루게 하는 기법이다. 조화기법彫花 · 線花技法은 그릇 

표면을 백토 분장한 후 원하는 모양을 선으로 조각하여 백색 바탕에 회색의 문양이 보이도록 하는 음각기법이다. 철

화기법鐵畵技法은 귀얄로 백토분장한 후에 철분이 많이 포함된 안료로 그림을 그려 흑갈색 혹은 갈색으로 문양이 나

타나게 하는 기법이고, 귀얄기법은 귀얄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백토를 분장하는 기법을 가리키며, 지역 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분청자기 말기에 보인다. 담금기법(덤벙)은 백토물에 덤벙 담가 백토를 입히는 방법으로 굽과 굽언저리에

는 백토 분장되지 않으며 대체로 전남지방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백자는 순백색의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씌워서 구운 자기를 말하며 순백자 · 청화백자 · 상감백자 · 철

회백자 · 진사백자 등으로 세분된다. 순백자는 조선전기부터 말기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된 자기로, 백색 이외의 

다른 장식 무늬가 없으며, 그릇 표면을 싸고 있는 유약의 색조와 그릇을 형성하는 선이 유연하다. 

청화백자는 백자 위에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린 다음 그 위에 순백의 유약을 씌워서 맑고 고운 푸른색의 

무늬가 생기게 만든 자기이다. 청화백자는 세종10년(1428년) 명나라에서 수입된 이후, 세조 때에 비로소 국내에서 생

산하게 되었다. 이 밖에 흑상감 기법이 이용된 상감백자, 그릇 표면에 산화철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백색 유약을 입

혀 구운 철회백자, 진사로 그림을 그리거나 칠한 뒤 백자유약을 입혀 구워서 진사가 붉은색으로 발색되는 진사백자 

등도 유행하였다.

The ceramic ware of the Joseon Dynasty consists of Buncheong ware and white porcelain. Buncheong ware refers to 

vessels that were embellished with a white slip and covered with a bluish-gray-tinted semi-translucent glaze. Different 

ways of adding the white slip produced a wide variety of decorative effects. Buncheong ware began to be made around 

the time that Goryeo celadon fell into decline and developed great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Great. This 

type of ceramic ware was popular in the period prior to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which began in 1592 and, unlike 

celadon and white porcelain, was produced throughout the country. Used in palaces, administrative offices and private 

homes, it was truly a type of ceramic ware that represented the Joseon people. 

 Buncheong ware can be divided, according to white slip coating methods, into several types. 

Inlaid Buncheong ware can be divided, broadly, into linear inlaid ware and planar inlaid ware. Linear inlaid 

Buncheong ware emerged first, and the distinctive inlaid designs of Joseon Buncheong ware came to be established at 

around 1420. Stamped Buncheong ware was made by repetitively stamping desired motifs onto the vessel surface prior 

to adding the white slip. This method of decoration was applied to all vessel forms and was particularly popular during 

the mid 15th century. Bakji Buncheong ware was made by first covering the entire surface of the vessel with a white slip, 

after which sections were scraped off so that the desired decorative pattern would appear in gray, which was the original 

color of the clay. The white and the gray present a sharp contrast in the case of this type of Buncheong ware. Johwa 

Buncheong ware, on the other hand, was decorated by carving desired linear patterns into the white slip that covered the 

vessel surface so that they appeared in gray. In the case of Chulhwa Buncheong ware, the white slip was brushed onto 

the vessel surface and designs were drawn using paint which contained high contents of iron oxide, which resulted in 

brown and blackish-brown patterns. The technique of using a brush to coat the white slip, which is known as the gwial 

technique since the brush is called a gwial, generally came to be used in the final phases of Buncheong ware, although 

differences exist from region to region. Dumbung Buncheong ware was made by dipping vessels into a vat of white slip. 

As a result, the foot ring and the area around the foot ring are devoid of white slip. This type of Buncheong ware is found 

in great quantities in the South Jeolla region. 

White porcelain was made by covering the white surface of the vessel clay with a clear glaze prior to firing. 

Joseon white porcelain can be sub-divided into pure white porcelain, Cheonghwa white porcelain, inlaid white porcelain, 

Cheolhoe white porcelain and Jinsa white porcelain. Pure white porcelain, which continued to be use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was the most widely produced type of Joseon white porcelain. It does not have additional 

decoration and its beauty is accentuated by the subtle shades of the glaze and the fluid lines of the vessel’s form. 

Cheonghwa (blue and white) porcelain was decorated with motifs drawn in a cobalt blue underglaze paint and 

covered with a white glaze prior to firing. First introduced from Ming China in the 10th year of King Sejong the Great’s reign 

(1428), it came to be produced by Korean potters from the time of King Sejo’s reign. Other types of white porcelain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include inlaid white porcelain, which was inlaid with black clay, Cheolhoe white porcelain, which 

was decorated with motifs drawn in iron oxide paint and covered with a white glaze, and Jinsa white porcelain, which 

was decorated with copper-red designs made using iron oxide paint and covered with a white g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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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흑유편병 黑釉扁甁

 높이 24.2 

 Bottle with flattened sides covered in black glaze
 H 24.2

436 백자상감연화문대접 白瓷象嵌蓮花文大楪

 높이 7.7 

 White porcelain large bowl with inlaid lotus design
 H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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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분청자철화당초문병 粉靑瓷鐵畵唐草文甁

 높이 28.3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8.3

439 분청자철화당초문병 粉靑瓷鐵畵唐草文甁

 높이 29.7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9.7

437 분청자철화연당초문병 粉靑瓷鐵畵蓮唐草文甁

 높이 29.1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lotus an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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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분청자철화파초문소병 粉靑瓷鐵畵芭草文小甁

 높이 10.4 

  Buncheong ware small bottle with painted plantain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0.4

443 분청자선각엽문병 粉靑瓷線刻葉文甁

 높이 31.4 

 Buncheong ware bottle with lined leaves design
 H 31.4

444 분청자귀얄문병 粉靑瓷귀얄文甁

 높이 26.9  

 Buncheong ware bottle with brushed white slip
 H 26.9

442 분청자철화모란당초문장군 粉靑瓷鐵畵牧丹唐草文橫甁

 높이 19.6 

  Buncheong ware horizontally wide jar with paint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9.6

441 분청자철화파초문소병 粉靑瓷鐵畵芭草文小甁

 높이 11.8 

  Buncheong ware small bottle with painted plantain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1.8



도자기  |  조선자기
Ceramic Ware  |  Joseon Porcelain

260 · 261

445  분청자음각산수문삼족잔 
 粉靑瓷陰刻山水文三足杯 
 높이 15.2

  Buncheong ware tripod-cup with 
incised  landscape design

 H 15.2

446  분청자선각파초문호 
 粉靑瓷線刻芭草文壺

 높이 11.2 

  Buncheong ware jar with lined plantain 
design

 H 11.2

447  분청자철화당초문호 
 粉靑瓷鐵畵唐草文壺

 높이 11.6  

  Buncheong ware jar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1.6

448  분청자철화당초문호 
 粉靑瓷鐵畵唐草文壺 
 높이 12.3  

  Buncheong ware jar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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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분청자인화문대접 粉靑瓷印花文大楪

 높이 8.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design
 H 8.4

450 분청자인화문대접 粉靑瓷印花文大楪

 높이 8.3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design
 H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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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7.1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7.1

453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7.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7.4

452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5.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5.4



455 백자대병 白瓷大甁

 높이 34.1 

 White porcelain large bottle
 H 34.1

454 백자큰항아리 白瓷大壺

 높이 36.9 

 White porcelain large jar
 H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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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백자호 白瓷壺

 높이 18.5  

 White porcelain jar
 H 18.5

459 백자발 白瓷鉢

 높이 11.5 

 White porcelain bowl
 H 11.5

460 백자대접 白瓷大楪

 높이 8.4  

 White porcelain large bowl
 H 8.4   

461 백자대접 白瓷大楪

 높이 8.5  

 White porcelain large bowl
 H 8.5      

456 백자병 白瓷甁 
 높이 27.2 

 White porcelain bottle
 H 27.2

457 백자병 白瓷甁

 높이 23.2 

 White porcelain bottle
 H 23.2

458 459

460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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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백자호(유개) 白瓷壺(有蓋)

 높이 18.5 

 White porcelain jar (with cover)
 H 18.5

464 백자골호 白瓷骨壺

 높이 19.5 

 White porcelain funerary urn
 H 19.5 

462 백자명기 白瓷明器

 높이 7.0(가운데 위)   |   공주 상서리 

 White porcelain miniature burial objects
 H 7.0(M·T)   |   From Sangseo-ri, G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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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백자청화운룡문병 白瓷靑畵雲龍文甁

 높이 32.4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H 32.4

465 백자주전자 白瓷酒煎子

 높이 17.5 

 White porcelain pitcher
 H 17.5

466 백자자라병 白瓷扁甁

 높이 23.8 

 White porcelain bottle with 
 flattened sides
 H 23.8



도자기  |  조선자기
Ceramic Ware  |  Joseon Porcelain

274 · 275

469 백자청화 『수』 명호 白瓷靑畵 『壽』 銘壺

 높이 34.5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su' inscription
 H 34.5

468 백자청화운봉문호 白瓷靑畵雲鳳文壺

 높이 23.1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hoenix and cloud design
 H 23.1



473 백자청화모란문소호 白瓷靑畵牧丹文小壺

 높이 13.2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eony design
 H 13.2

474 백자청화률문소호 白瓷靑畵栗文小壺

 높이 9.8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chestnut design
 H 9.8

475 백자청화모란칠보문호 白瓷靑畵牧丹七寶文壺

 높이 11.5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ony and seven 
treasure design

 H 11.5

476 백자청화모란팔괘문각호 白瓷靑畵牧丹八卦文角壺

 높이 13.2 

  Blue and white porcelain angled jar with peony and 
eight-diagrams design

 H 13.2

470 백자또아리연적 白瓷또아리硯滴

 높이 2.8 

 White porcelain coiled water-dropper
 H 2.8

471 백자청화연화문사각연적 白瓷靑畵蓮花文四角硯滴

 높이 4.7 

 Blue and white porcelain four-angled water-dropper with lotus design
 H 4.7

472 백자청화매죽문원형연적 白瓷靑畵梅竹文圓形硯滴

 높이 3.8 

  Blue and white porcelain cylinder-shaped water-dropper with plum 
blossom and bamboo design

 H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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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백자청화 『제현주병』 명각병 白瓷靑畵 『祭玄酒甁』 銘角甁

 높이 32.0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jehyonjubyeong' inscription
 H 32.0  

480 백자청화 『제현주병』 명각병 白瓷靑畵 『祭玄酒甁』 銘角甁

 높이 30.0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jehyonjubyeong' inscription
 H 30.0   

477 백자청화모란문호(유개) 白瓷靑畵牧丹文壺(有蓋)

 높이 15.0(오른쪽)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ony design (with cover)
 H 15.0(R)

478 백자청화모란문소호(유개) 白瓷靑畵牧丹文小壺(有蓋)

 높이 11.0(오른쪽)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eony design (with cover)
 H 1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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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백자청화 『제』 명 제기 
 白瓷靑畵 『祭』 銘 祭器

 높이 10.0 

  Blue an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with
  'je' inscription
  H 10.0

482 백자청화 『제』 명 제기 
 白瓷靑畵 『祭』 銘 祭器

 높이 8.2

  Blue an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with 
  'je' inscription
  H 8.2

484 백자제기 白瓷祭器

 높이 7.4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H 7.4 

485 백자제기 白瓷祭器

 높이 6.3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H 6.3 

483 백자제기(접시) 白瓷祭器(接匙)

 높이 4.1(오른쪽)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dish)
 H 4.1(R) 



486-487   백자청화묘지(송준길) 
      白瓷靑畵墓誌(宋俊吉)

      길이 16.2×22.33

       Blue and white porcelain epitaph tablet 
       (Song Jun-Gil)
       L 16.2×22.33

488-489 백자청화묘지(송요경) 白瓷靑畵墓誌(宋堯卿)

   길이 17×22.2 

                  Blue and white porcelain epitaph tablet (Song Yo-Kyong)
                   L 17×22.2

486

487

488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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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Documents and Paintings 
& Calligraphy Material IV Historical documents are old 

documents which, in most 

cases, contain clear information 

about who they were written by 

and for, as well as why they were 

written. Documents which do not 

contain this information but still 

contain traces of past lives are also 

regarded as historical documents.

 Hundreds of historical 

documents, diverse in nature, 

were produced in the past. This 

shows that the past communities 

of Korea maintained a relatively 

high standard of living, which 

resulted in a wide range of 

di�erent documents. Our museum’

s collection is comprised of a 

variety of historical documents 

which can be divided, broadly, into 

documents associated with private 

life and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public sphere. 

 Documents associated 

with private life include records 

of birth, marriage and death, 

documents that shed light on 

the nature of past economic 

activities (such as writings on 

farm management and records 

regarding inheritance and land 

transaction),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social ties of the 

hyangchon commun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of individuals or 

families, and documents regarding 

civil complaints and lawsuits. In 

particular,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hyangchon community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of hyangchon 

society and its social history.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public sphere include 

records concerning the civil 

service examine (such as exam 

preparation material, exam papers, 

and exam pass results) which may 

provide insight into the process 

of becoming a civil servant in 

the Joseon Period, records which 

provide information on the 

appointment of administrative 

posts, various types of forms 

us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and records on the organization 

of certain groups, such as those 

groups that led the peasant 

uprisings.

 Calligraphy is the art 

of writing. In oriental calligraphy, 

calligraphic styles have changed 

over time but there is a general 

standardization in the various 

scripts used. Semi-cursive script 

(‘haengseoche’), attributed to Wang 

Xizhi, was popular in the Uni�ed 

Silla Period. The regular script 

(‘haeseochae’) of Ouyang Xun was 

introduced around the end of the 

Uni�ed Silla Period and continued 

to be popular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script styles of Wang 

Xizhi and Ouyang Xun dominated 

the calligraphic tradition of the 

early Goryeo Period. However, as 

a result of cultural interaction with 

Yuan China, the Songxue style 

script of Zhao Mengfu became 

popular in the late Goryeo Period 

and maintained its popularity until 

the early Joseon Period.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ongxue style maintained its 

popularity through the calligraphy 

of Grand Prince Anpyeong, but the 

calligraphic tradition experienced a 

change in the middle of the Joseon 

Period through the calligraphy 

of Han Ho who established a 

new script style, known as the 

Seokbong style. This �rm and neat 

script style was an amalgamation 

of Wang Xizhi’s style and a Korean 

ized version of the Songxue style. 

The Donggukjinchae style which 

was developed by Lee Sook 

and appear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completed through 

the e�orts of Yoon Dooseo, Yoon 

Soon and Lee Gwangsa. Modern 

Korean calligraphy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husa style, 

a distinctive script style developed 

by Kim Junghee. This style was 

based on both the ‘haengseo’ and 

‘haeseo’ scripts but escaped from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calligraphy. 

 Examples of Korean 

painting produced prior to the 

Goryeo Dynasty are rare, so it 

is mainly through the paintings 

of the Joseon Period that the 

Korean painting tradition can be 

approached. The development of 

Joseon painting can be divided 

into four phases, each of which 

is characterized by distinctive 

changes.

 Phase I (15th century to 

mid 16th century) is characterized 

by the works of Ahn Gyeon, Kang 

Huian, Grand Prince Anpyeong, 

and Yi Jangson. Phase II (late 1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7th 

century) was a period of social 

chaos following the Japanese 

and Manchu invasions of Korea, 

but Joseon painting continued to 

develop and landscape paintings in 

the style of Ahn Gyeon or the Che 

School style of Kang Huian were 

popular. 

 Phase III (early 18th 

century to mid 19th century) 

witnessed the development of 

painting characterized by strong 

native colors, rather than the 

in�uences of Ming and Ching 

painting of China, which resulted in 

the genre paintings of Kim Hongdo 

and Shin Yunbok, the South 

Chinese style (‘Namjonghwapung’) 

paintings of Kim Junghee, and the 

true landscape paintings of Jung 

Seon. Phase IV (late 19th), which 

only las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witnessed the decline 

of various painting tradi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political unrest 

of the time. Only the South Chinese 

style landscape painting tradition 

continued.

고문서와
서화

古文書
書畵

고문서는 옛문서를 지칭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보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것을 작성한 목적이 명

시되어 있다. 주고받는 사람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록이라도 당시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기록이면 고문서

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고문서의 종류는 수백 종을 헤아릴 

정도로 다양하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수준이 매우 

높아, 그들이 사용한 문서도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본 박물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사적 생활영역 문서와 공적 생활영역 

문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적 생활영역 문서는 출생과 혼례·장례 등의 문서, 농

업 경영과 상속·매매 등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문

서, 개인의 교제와 문중간의 교제 나아가 향촌 공동체

의 결속에 관한 문서, 민원과 소송에 관한 문서 등이 있

다. 이 중 향촌 공동체와 관련된 문서들은 향촌의 성장이

나 사회사를 밝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공적 생

활영역 문서에는 관인官人이 되는 과정을 살피는 문서, 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시험준비서, 과거시험

지, 과거합격증 등이 있고, 또 과거 급제후 관직에 임명되

는 과정을 살 필 수 있는 문서, 국가기관이 사용한 다양한 

양식의 문서와 농민전쟁 조직 등 특정 조직에서 사용된 

문서 등도 있다. 

서화는 서예書藝와 회화繪畫를 통칭하는 말이다. 서예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글자체書體가 변화하지만 문자가 담

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야 함으로 법식과 형식은 정형화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왕희지의 행서풍行書風이 유행하였으

며 말기에는 구양순의 해서풍楷書風이 도입되어 고려시대

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전기에는 구양순과 왕희지의 서

체가 지배적이었으나, 후기에는 원나라와의 교류에 따라 

조맹부의 송설체誦說體가 조선시대 초기까지 큰 영향을 끼

쳤다. 

조선 초기에는 송설체가 안평대군에 의해 주도되어 유

행하였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한호韓濩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후기에는 이숙李淑에 의해 동국진체東國眞

體가 출현하여 윤두서尹斗緖와 윤순尹淳을 거쳐 이광사李匡

師에 이르러 집대성되었고, 또한 김정희는 해서와 행서를 

응용하여 전통적인 서법을 깨뜨리고 독창적인 ‘추사체秋

史體’를 만들어 근대서예의 기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회화繪畵는 고려시대 이전의 그림이 희귀하

여 전반적인 흐름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살펴 볼 수 밖

에 없다. 조선시대 그림은 화풍의 변화에 의해 네 시기로 

나누어지며, 각 시기별로 뚜렷한 변천이 확인된다. 

1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중엽까지로서 안견·강희안·

안평대군·이장손 등이 이 시기 대표적 화가이다. 2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말까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이 있던 혼란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견

의 화풍을 비롯하여 강희안의 절파화풍浙派畵風과 유사한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3기는 18세기초부터 19세기 중엽까지로 명·청의 회화

를 수용하여 보다 민족적인 색채를 띠며 회화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 김정

희를 중심으로 하는 남종화, 정선을 중심으로 진경산수

화가 크게 발전되었다. 4기는 19세기 후반의 짧은 시기로 

정치적 격동과 함께 회화도 위축되어 여러 화풍이 쇠퇴하

고 단지 남종 산수화만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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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혼서(송승길) 婚書(宋承吉)

 조선朝鮮(1369)   |   길이 81.5×63.5 

  Marriage letter (Song Seung-Gil) 
  Joseon Dynasty(1369)   |   L 81.5×63.5

490 계후입안(송석로) 繼後立案(宋錫老)

 조선朝鮮(1797)   |   길이 82.0×113.0

  Document of written permission for 
  son's adoption (Song Seok-Ro)
  Joseon Dynasty(1797)   |   L 82.0×113.0

491 준호구(김성천) 準戶口(金性天) 
 조선朝鮮(1874)   |   길이 58.0×101.0

  Proof of household register 
  (Kim Seong-Cheon) 
  Joseon Dynasty(1874)   |   L 58.0×101.0

490 491

492 호구단자(이돈린) 戶口單子(李敦麟)

 조선朝鮮(1874)   |   길이 53.0×32.2 

  Household register (Lee Don-Rin)
  Joseon Dynasty(1874)   |   L 53.0×32.2



495 부의단자(송종민) 賻儀單子(宋鍾民)

 조선朝鮮   |   길이 36.6×39.5

 List of goods used in a funeral 
  (Song Jong-Min)
 Joseon Dynasty   |   L 36.6×39.5

496 별급문기(송응서→송이창) 別給文記(宋應瑞→宋爾昌)

 조선朝鮮(1590)   |   길이 51.0×71.0

  Separate document of asset portions (From Song Eung-Seo, to Song Yi-Chang) 
  Joseon Dynasty(1590)   |   L 51.0×71.0

494 금담서원치제문 黔潭書院致祭文

 조선朝鮮(1719)   |   길이 79.5×50.5 

  Geumdam Lecture Hall (Seowon) 
  funeral oration
  Joseon Dynasty(1719)   |   L 7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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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자매문기 自賣文記 
 조선朝鮮(1885)   |   길이 35.0×40.9

  Document on the selling of oneself
  Joseon Dynasty(1885)   |   L 35.0×40.9

498 수기 手記
 조선朝鮮(1882)   |   길이 23.6×13.4

  Contract document
  Joseon Dynasty(1882)   |   L 23.6×13.4

497 분금 分衿

 조선朝鮮(1685)   |   길이 82.0×32.0

 Document of asset portions
 Joseon Dynasty(1685)   |   L 82.0×32.0

500 노비매매문기일괄 奴婢賣買文記一括 
 조선朝鮮(1715)  

 Document on the selling and trading of indentured servants
 Joseon Dynasty(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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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문중통문 門中通文 
 조선朝鮮(1884)   |   길이 167.0×49.5

 Family circular letter
 Joseon Dynasty(1884)   |   L 167.0×49.5

502 등장 等狀 
 조선朝鮮(1902)   |   길이 52.0×87.5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1902)   |   L 52.0×87.5

503 상서 上書 
 조선朝鮮   |   본문 길이 55.0×82.0 
 추기 길이 21.0×27.5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   |   L 55.0×82.0(Body),

  L 21.0×27.5(Pos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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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소지 所志 
 조선朝鮮(1883)   |   길이 35.0×53.0

  Petition
  Joseon Dynasty(1883)   |   L 35.0×53.0

505 홍패교지(민여노) 紅牌敎旨(民汝老) 
 조선朝鮮(1762)   |   길이 39.0×93.0

 King's letter for an official's appointment 
  (Min Yeo-Ro)
 Joseon Dynasty(1762)   |   L 3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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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시권(권상필) 試券(權相弼) 
 조선朝鮮   |   길이 70.0×22.0

  Examination paper (Kwon Sang-Pil)
  Joseon Dynasty   |   L 7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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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시문(이지헌) 詩文(李祉憲) 
 조선朝鮮   |   길이 54.5×82.5

  Poetry and prose examination paper (Lee Ji-Heon) 
  Joseon Dynasty   |   L 54.5×82.5

509 고신교지(이간) 告身敎旨(李柬) 
 조선朝鮮(1726)   |   길이 78.0×56.0

  King's letter for an official's appointment (Lee Gan)
  Joseon Dynasty(1726)   |   L 78.0×56.0

507 품보 稟報 
 조선朝鮮(1796)   |   길이 56.0×105.0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1796)   |   L 56.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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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동춘당 송준길 유지첩 同春堂宋浚吉有旨帖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36.0×55.0

  King's letters for Song Jun-Gil's appointment
  Joseon Dynasty(1602~1672)   |   L 3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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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차첩(김성천) 差帖(金性天) 

 조선朝鮮   |   길이 59.0×48.0

    Letters of appointment for low-ranking 
officials (Kim Seong-Cheon)

  Joseon Dynasty   |   L 59.0×48.0

512 망기 望記 
 조선朝鮮   |   길이 43.0×33.0

  Candidate list
  Joseon Dynasty   |   L 43.0×33.0

513 차첩(김인태) 差帖(金仁泰) 

 조선朝鮮   |   길이 30.0×20.7

 Letters of appointment for low-ranking officials (Kim In-Tae)
 Joseon Dynasty   |   L 30.0×20.7

514 첩정 牒呈 
 조선朝鮮(1886)   |   길이 39.5×49.5

  Reports of the lower offices to the higher offices
  Joseon Dynasty(1886)   |   L 39.5×49.5 

516 고목 告目 
 조선朝鮮   |   길이 42.5×19.0

  Reports of the lower offices to the higher offices
  Joseon Dynasty   |   L 42.5×19.0

515 녹패(송도순) 祿牌(宋道淳) 
 조선朝鮮(1879)   |   길이 15.0×50.0

  Document of an official's salary (Song Do-Soon)
  Joseon Dynasty(1879)   |   L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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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임명장(김두남) 任命狀(金斗南) 

 조선朝鮮(1894)   |   길이 40.0×25.5

  Certificate of appointment (Kim Du-Nam)
  Joseon Dynasty(1894)   |   L 40.0×25.5

518 임명장(오양춘) 任命狀(吳良春) 
 조선朝鮮(1894)   |   길이 32.5×25.5

  Certificate of appointment (Oh Yang-Chun)
  Joseon Dynasty(1894)   |   L 32.5×25.5

519 사통 私通 
 조선朝鮮(1894)   |   길이 31.0×23.5

  Private correspondence 
  Joseon Dynasty(1894)   |   L 31.0×23.5

517 518

519

520 계초(송준길) 啓草(宋浚吉)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35.0×54.0

  First draft of letter to one's superior (Song Jun-Gil) 
  Joseon Dynasty(1602~1672)   |   L 3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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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송준길 내사본 일괄 宋浚吉內賜本一括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22.5×35.0

  Books of Song Jun-Gil from the King
  Joseon Dynasty(1602~1672)   |   L 22.5×35.0 

523 송준길 필첩 宋浚吉 筆帖 
 조선朝鮮(1602~1672)

 Calligraphy of Song Jun-Gil
 Joseon Dynasty(1602~1672)

522 송시열 필첩 宋時烈 筆帖 
 조선朝鮮(1607~1689)

 Calligraphy of Song Si-Yeol
 Joseon Dynasty(1607~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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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평양성탈환도(작자미상) 平壤城奪還圖(作者未詳) 
  Painting depicting the recapture of Pyongyang Fortress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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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농경(전 단원 김홍도)(1745~1806) 農耕(傳 檀園 金弘道)

 조선朝鮮 

  Farming (Kim Hong-Do)(1745~1806)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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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매화(해강 김규진)(1868~1933) 
 梅花(海岡 金圭鎭)  
  Plum blossom (Kim Kyu-Jin)
  (1868~1933)

528 대나무(죽사 이응노)(1904~1989) 
 竹(竹史 李應魯) 
  Bamboo (Lee Eung-No)
  (1904~1989) 

526 사군자(작자미상) 四君子(作者未詳) 

  The Four Gracious Plants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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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산수(소치 허련)(1809~1892) 山水(小癡 許鍊) 
 조선朝鮮  

  Landscape (Heo Ryeon)(1809~1892) 
  Joseon Dynasty

530 난 · 파초(소치 허련)(1809~1892) 蘭 · 芭蕉(小癡 許鍊) 

 조선朝鮮

 Orchid  ·  Plantain (Heo Ryeon)(1809~1892)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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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문인화(미산 허형)(1861~1938) 文人畵(米山 許瀅) 
 Literati painting (Heo Hyeong)(186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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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산수 (벽천 라상목)(1924~1999) 山水(碧天 羅相沐) 

 Landscape(Na Sang-Mok)(1924~1999)

533 소나무 (남농 허건)(1907~1987) 松(南農 許楗) 
  Pine (Heo Keon)(1907~1987)

534 산수 (심향 박승무)(1893~1980) 山水(深香 朴勝武) 

  Landscape (Park Seung-Mu)(1893~1980)



고문서와 서화
Historical Documents and Paintings & Calligraphy

320 · 321

535 산수 (산동 오태학)(1938~    ) 山水(山童 吳泰學) 

  Landscape(Oh Tae-Hak)(1938~    )

536 국화 (청전 이상범)(1897~1972) 菊花(靑田 李象範) 
 Chrysanthemum (Lee Sang-Byeom)(1897~1972)

537 매화 (규당 한유동)(1913~   ) 梅花(葵塘 韓維東) 

 Plum blossom (Han Yu-Dong)(1913~   )

538 산수 (민경갑)(1933~    ) 山水(民庚甲) 
  Landscape (Min Kyeong-Gap)(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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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난(금봉 박행보)(1934~   ) 蘭(金峰 朴幸甫) 

 Orchid (Park Haeng-Bo)(1934~   )

539 산수(남천 송수남) 山水(南天 宋秀男) 
  Landscape (Song Su-Nam)

541 부활(김수평)(1942~1989) 復活(金水平) 
  Rebirth (Kim Su-Pyeong)(1942~1989)

542 청일(김세원)(1940~   ) 晴日(金世源) 
  Clear Day (Kim Se-Won)(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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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LifeV 조선왕조는 사회 전반적으로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사회였다. 이러한 신분제는 주택건

축이나 생활용품의 사용에도 법적 

제한을 둠으로써 실용성과 예술성

이 조화를 이룬 고급의 선비문화와 

실용적이고 소박한 서민문화로 나

누어져 발전하였다.

생활용품은 크게 의생활용품, 식

생활용품, 주생활용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복은 피부를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신분에 따라 장식이나 색

깔로 구분되었고, 나이·장소·행사에 

따라 입는 의복이 달랐다. 양반남성

들은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袍를 

입고 상투를 틀고 갓을 썼다. 여성은 

다양한 색상의 한복에 얹은머리, 땋

은머리, 쪽찐머리 등 여러 모양으로 

머리를 틀고 뒤꽂이나 비녀 등으로 

장식하였다. 신은 양반남성 중 선비

들은 평상화로 태사혜太史鞋나 흑혜

黑鞋를 신었으나 대부분은 종이로 엮

은 미투리나 지총미투리를 신었다. 

여성은 버선과 함께 고급신발에 속

하는 당혜唐鞋라는 꽃신을 신었다. 그

리고 비가 올 때는 진신이나 나막신

을 사용하였으며. 목이 긴 목화木靴

는 관복의 신발로 사용되었다. 

서민층에서는 주로 흰색의 의복

을 입고 남녀 구별없이 짚신을 애용

하였으며 비가 올 때는 나막신을 사

용하였다.

식생활이란 식량, 식품의 조리와 

가공, 식사와 조리용구, 식습관, 식사

규범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 인간의 

기본생활중 하나이다. 따라서 곡물

을 저장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다

양한 주방기구가 발달하였다. 곡물

을 저장하는 도구는 뒤주·쌀통·김치

독 등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데 주요

한 기구에는 맷돌·절구·소줏고리·떡

살·다식판 등이 발달하였으며, 음식

을 차리거나 이동을 위한 상·사발·접

시·도시락 등의 다양한 용품들이 만

들어 졌다.

생활용품은 주택의 형태가 다르

고 용도에 따라 공간분할이 이루어

져 각 공간에 맞는 다양한 용품들이 

제작되었다. 남성공간인 사랑방에는 

선비들의 취향에 맞는 간결하고 소

탈한 책상·책장·사방탁자·문갑 등의 

가구와 문방사우, 담배용품 등이 갖

추어졌고, 여성공간인 안방이나 건

너방에는 나전칠기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장·농·상자 등의 수납가구와 

바느질도구, 화장도구를 두어 아름

답게 꾸미었다.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에는 인간

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의 생활용품 뿐만 아

니라 각종의 생업도구, 수공예품, 장

신구, 목공구, 도량형, 제례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소장하고 있다.

Joseon society was rigidly 

divided according to social 

class. This rigid class system 

is re�ected in the sumptuary 

laws that determined the use of 

domestic architecture, as well 

as the use of everyday items. 

Therefore two di�erent cultures 

developed in the Joseon Period: 

the high quality culture of the 

literati and the simple culture of 

the peasants. 

 Everyday items used in 

the Joseon Period can be divided 

into those associated with clothing, 

eating and domestic living. 

 Clothing was used, in 

addition to its original protective 

function, to signify social class 

through color and decoration. 

In addition, di�erent types of 

garments were worn according to 

age, place and occasion. Yangban 

men wore outer garments 

(durumagi) over upper garments 

(jegori) and baggy trousers, and 

black horsehair hats (gat) to cover 

their topknots. Yangban women 

wore traditional tops and skirts 

(hanbok) which consisted of various 

colors and their hair was done up 

in di�erent styles and decorated 

with a traditional hairpin (binyeo). 

As for shoes, the literati wore shoes 

made of leather or cloth with white 

decorations (taesahae) or black 

leather shoes (heukhae) but the 

majority of Yangban men wore 

shoes of woven paper (mituri and 

jichong mituri). Yangban women 

wore high-quality shoes made 

of leather and silk and decorated 

with arabesque designs (danghae), 

along with socks (beoseon). When 

it rained, they wore shoes of oiled 

leather (jinshin) or wooden rain-

shoes (namakshin). When wearing 

o�cial garments, boot-shaped 

shoes (mokhwa) were worn. 

 In the case of the 

peasants, both men and women 

generally wore white garments 

and straw shoes, and wooden rain-

shoes when it rained. 

 Eating is one of the most 

basic activities of human life, and 

the preparation and cooking of 

foodstu�s, utensils for cooking and 

eating, eating habits, and manners 

are all important elements. Various 

types of kitchen equipment, used 

to store grains and cook food, were 

developed. Grains were stored 

in grain-chests, rice containers 

and kimchi jars. Equipment used 

to process food include grinding 

querns, mortars and pestles, 

alcohol distilling equipment, rice-

cake molds, and tea confectionary 

molds. Equipment used to 

transport or serve food include 

tables, bowls, dishes and picnic 

containers. 

 Domestic architecture 

was divided spatially according 

to function, and a wide range 

of di�erent items were made 

for each space. The sarangbang 

was the space reserved for men, 

and the everyday items placed 

in this space consisted of simple 

and rustic furniture (such as 

desks, bookshelves, tables and 

chests) used by the literati, the 

‘four treasures of the study’, 

and tobacco related equipment. 

Anbang and gunnuhbang were 

spaces reserved for women and 

everyday items placed in this space 

consisted of storage furniture (such 

as wardrobes, chests and boxes) 

made of lacquerware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inlay and 

opulent in nature, sewing items 

and makeup equipment.

 The Hannam University 

Museum’s collection is comprised of 

everyday items associated with the 

basic human activities of clothing, 

eating and domestic living, as well 

as various types of everyday items 

such as subsistence equipment, 

crafts equipment, carpentry 

equipment, measurement tools, 

and ritual items. 

생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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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이층장 二層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88.3×36.8×94.7

  Two-tiered wardrobe
  Late Joseon Dynasty   |   L 88.3×36.8×94.7

545 머릿장 머릿 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02.5×45.7×76.1

  Head-side chest
  Late Joseon Dynasty   |   L 102.5×45.7×76.1

544 반닫이 半衣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0.4×26.0×22.8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40.4×26.0×22.8

546 반닫이 半衣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7.5×37.3×50.0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77.5×3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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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사층탁자 四層卓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9.0×33.7×160.8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49.0×33.7×160.8

548 경상 經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1.0×36.2×36.1

  Writing table
  Late Joseon Dynasty   |   L 71.0×36.2×36.1

549 서안 書案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5.4×38.0×37.8

  Writing desk
  Late Joseon Dynasty   |   L 75.4×38.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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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나전경대 螺鈿鏡臺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1×26.6×11.9

  Lacquered vanity mirror box with mother-of-pearl inlay
  Late Joseon Dynasty   |   L 18.1×26.6×11.9

553 보석함 寶石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4.6×14.6×18.0

 Treasure box
 Late Joseon Dynasty   |   L 14.6×14.6×18.0

551 나전빗접 螺鈿梳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4.8×23.9×26.4

 Lacquered vanity case with mother-of-pearl inlay
 Late Joseon Dynasty   |   L 24.8×23.9×26.4

552 나무함 木製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29.0×28.7

 Wood box
 Late Joseon Dynasty   |   L 29.0×29.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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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따비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52.0

  Weed plow
  Late Joseon Dynasty   |   L 152.0

555 극쟁이 耒耜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59.4×101.1

  Plow
  Late Joseon Dynasty   |   L 159.4×101.1

556 무자위 水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82.0

  Water wheel
  Late Joseon Dynasty   |   H 182.0



557 매통 木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80.0

  Wooden hand mill for hulling rice
  Late Joseon Dynasty   |   H 80.0

558 나무절구 木臼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54.0

  Wooden mortars
  Late Joseon Dynasty   |   H 54.0

559 나무절구 木臼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50.4

  Wooden mortars
  Late Joseon Dynasty   |   H 50.4

560 주루막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4.0×37.0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L 44.0×37.0

561 씨앗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4.5×27.5

  Seed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L 34.5×27.5

562 달걀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36.2

  Egg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H 36.2

563 달걀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23.4

  Egg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H 23.4

564 멱둥구미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38.0, 높이 16.2

  Basket
  Late Joseon Dynasty   |   D 38.0, H 16.2

565 바구니 大籠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32.5, 높이 20.6

  Basket
  Late Joseon Dynasty   |   D 32.5, H 20.6

560

563

561

564

562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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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함지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47.0

  Wooden basins
  Late Joseon Dynasty   |   D 47.0

567 함지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0.0

  Wooden basins
  Late Joseon Dynasty   |   L 70.0

568 나무김칫독 木泡菜桶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10.0

  Wooden Kimchi jar
  Late Joseon Dynasty   |   H 110.0

569 뒤주 米櫃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8.0×70.5×93.7

  Wooden rice chest
  Late Joseon Dynasty   |   L 98.0×70.5×93.7

570 베틀 紙布機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5.4×87.5×117.0

  Loom
  Late Joseon Dynasty   |   L 205.4×87.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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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씨아 攪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5.0×38.0

  Cotton gin
  Late Joseon Dynasty   |   L 65.0×38.0

572 물레 紡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84.0×52.0

  Spinning wheels
  Late Joseon Dynasty   |   L 84.0×52.0

574 다식판 茶食板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2.0(위)

  Tea confectionary molds
  Late Joseon Dynasty   |   L 42.0(T)

573 자리틀 草席機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62.0×116.0

  Mat frame patterns
  Late Joseon Dynasty   |   L 162.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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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톱 鋸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0(위)

  Ripsaws and tools for thrashing rice
  Late Joseon Dynasty   |   L 18.0(T)

576 대패 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5.0(오른쪽)

  Plane
  Late Joseon Dynasty   |   L 25.0(R)

577 먹통 墨筒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5(오른쪽)

  Ruler
  Late Joseon Dynasty   |   L 20.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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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되 · 말 升 · 斗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15.0(왼쪽)

  Measuring unit for grain
  Late Joseon Dynasty   |   L 29.0×15.0(L)

579 저울 秤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2.0(아래)

  Balance
  Late Joseon Dynasty   |   L 32.0(B)

580 다리미 鈷鉧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7.0(아래)

  Iron
  Late Joseon Dynasty   |   L 47.0(B)

581 다리미 鈷鉧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8.0(위)

  Iron
  Late Joseon Dynasty   |   L 48.0(T)

582 다듬잇돌과 다듬이 방망이 
 조선후기朝鮮後期   |   방망이 길이 39.5

  Fulling blocks and bat
  Late Joseon Dynasty   |   L 39.5(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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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0.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0.0

585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1.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1.0

586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1.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1.0

583 뒤꽂이 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2.0(왼쪽)

  Hairpin
  Late Joseon Dynasty   |   L 2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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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놋촉대 鍮器燭臺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72.5

  Candle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72.5

588 나무등경 木製燈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67.0

  Lamp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67.0 

589 나무등경 木製燈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43.0

  Lamp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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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사인교 四人轎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5.2×72.5

  Palanquin
  Late Joseon Dynasty   |   L 95.2×72.5

591 남여 藍輿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1.5×77.0

  Sedan chair
  Late Joseon Dynasty   |   L 91.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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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휴대용필묵갑 携帶用筆墨匣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6.5(오른쪽)

  Portable inkpot with brush
  Late Joseon Dynasty   |   L 16.5(R)

593 담배함 煙草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6×11.0(아래)

  Tobacco case
  Late Joseon Dynasty   |   L 6.6×11.0(B)

594 문서통 傳筒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90.5

  Document case
  Late Joseon Dynasty   |   H 90.5

595 윤도 輪圖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3.7

  Compass
  Late Joseon Dynasty   |   D 13.7

596 안경집 眼鏡匣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5(왼쪽)

  Spectacle cases
  Late Joseon Dynasty   |   L 6.5(L)

592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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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반짇고리 針箱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6.5

  Sewing box
  Late Joseon Dynasty   |   L 36.5

598 팔각목판과 팔각색상자 
 八角盤 八角色箱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6.0   

  Octagonal tray table and 
  colored octagonal box
  Late Joseon Dynasty   |   L 36.0

599 사각색상자 四角色箱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4.0×25.5(아래)

  Colored quadrilateral box
  Late Joseon Dynasty   |   L 44.0×2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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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남바위 皮風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5.0

  Fur hat
  Late Joseon Dynasty   |   L 35.0

602 갓 黑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3.5(오른쪽)

  Black hat made of horsehair
  Late Joseon Dynasty   |   H 13.5(R)

603 사모 紗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8.0(왼쪽)

  Black silk hat (official hat) 
  Late Joseon Dynasty   |   H 18.0(L)

605 태사혜 太史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4.0

  Men's leather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4.0

604 당혜 唐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5.0

  Women's leather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5.0 

606 화자 靴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7.0

  Official's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7.0

608 발조리개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0

  Foot binder
  Late Joseon Dynasty   |   L 20.0

607 나막신 木鞋靴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

  Wooden rain-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9.0

600 조바위 煖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5

  Woman's fur hat
  Late Joseon Dynasty   |   L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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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관복함 官服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59.0, 높이 35.0

  Box for official hat and official belt
  Late Joseon Dynasty   |   L 59.0, H 35.0

610 약연 藥碾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5.0, 높이 33.0

  Herbal grinder
  Late Joseon Dynasty   |   L 35.0, H 33.0

611 약연 藥碾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4.5

  Herbal grinder
  Late Joseon Dynasty   |   H 14.5

612 놋화로 鍮器火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5.5(아래)

  Charcoal brazier
  Late Joseon Dynasty   |   H 15.5(B)

613 토기화로 土器火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20.0(오른쪽)

  Ceramic brazier
  Late Joseon Dynasty   |   H 20.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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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감실 龕室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2.0, 높이 61.0

  Niche
  Late Joseon Dynasty   |   L 42.0, H 61.0

615 향상 香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7.5, 높이 29.0

  Incense table
  Late Joseon Dynasty   |   L 37.5, H 29.0

616 제기 祭器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1.0, 
 높이 5.5(아래)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D 11.0, H 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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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삿갓 笠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64.0

  Bamboo hat
  Late Joseon Dynasty   |   D 64.0

621 백사모 白紗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9.5

  White silk hat
  Late Joseon Dynasty   |   D 19.5

617 향상제기 香象祭器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 높이 23.0(오른쪽)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L 29.0, H 23.0(R)

618 작 爵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7.0, 높이 18.0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L 17.0, H 18.0

619 향로 香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3.5(아래)

  Incense burner
  Late Joseon Dynasty   |   H 13.5(B)

618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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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언더

우드 목사와 미국 감리회에서 파송

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된다. 언더

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국내에서는 직접적

인 전도활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

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선교활동은 병원사업과 학

교사업이었다. 1885년 언더우드는 

예수학당(현재의 경신 중·고등학교)

을 설립하였고, 아펜셀러는 배재학

당을, 스크랜톤 여선교사는 이화학

당을 세워 교육을 통한 선교활동

을 시작하였다.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7년간

의 선교활동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

아 잠시 귀국하였는데 그는 미국 네

쉬빌에서 열린 ‘미국 신학생 연합 외

국 전도대회’에 초청을 받아 한국 선

교활동에 대하여 강연하게 된다. 

이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

데 테이트(Rev. Lewis B. Tate ; 최의

덕), 존슨(Johnson)과 레이놀즈(W. 

D. Reynolds ; 이눌서)가 한국 선교

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

히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존슨은 정킨(W. M. Junkin ; 전위

렴)에게 한국 선교를 권유하여 흔쾌

히 승낙을 받는다. 이들은 신학교 기

숙사에 모여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

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로부터 허락

을 받아 소속된 노회로부터 목사 안

수를 받고, 여선교사 4명과 함께 7

명이 한국 선교를 위해 출발한다. 

〈남장로교 선교회〉 소속 선교

사 가운데 데이비스(Miss Linnie F. 

Davis)양이 1892년 10월 17일 처음 

한국에 도착하였고, 그 후 1892년 

11월 3일까지 6명의 선교사들이 날

짜를 달리하며, 인천 제물포항을 통

해 한국에 들어왔다.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는 레

이놀즈(W. D. Reynolds ; 이눌서), 팻

시 볼링(Mrs. Patsy B. Reynolds), 정

킨(W. M. Junkin ; 전위렴), 매리 레

이번(Mrs. Mary L Junkin ; 전부인), 

데이트(Rev. Lewis B. Tate ; 최의덕), 

매티 테이트(Miss Mattie Samuel 

Tate; 최마태, 최구덕), 데이비스(Miss 

Linnie F. Davis)의 7인의 선교사들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893년 

2월 호남지방을 선교구역으로 할당 

받아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

게 된다.

그들은 전주(1895), 군산(1896), 목

포(1898), 광주(1904), 순천(1913)에 

각각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못지않게 학교를 설립하

여 학원선교에 역점을 두었다. 

대전대학(現 한남대학교)은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가 최초로 설

립한 4년제 대학이다. 〈미국 남장로

교 한국 선교회〉는 주로 호남지역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교육사업을 

위해 중•고등학교를 많이 세웠지만, 

기독교 계통의 고등교육기관이 없

어 교계에서 활동할 지도적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 기독교 대학의 필요

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중 1954

년 5월 6일 전주에서 열린 〈미국 남

장로교 한국 선교회〉 연차대회에서 

호남지방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하기

로 하고 대학 설립 연구위원회를 정

식으로 발족하였다. 5월 10일 밤 대

학설치 장소를 위한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날 속개된 회의에서 대전과 

광주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 결

과 마침내 대전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대학설치 장소로 확정

되었다.

1956년 1월 31일 광주에서 열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 대학위원회

는 제반시설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선 문교부가 종용하는 대로 대전

기독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안에는 성문

학과, 영문학과, 화학과 등의 3개 학

과를 두기로 하였다.

1956년 4월 10일 대전기독학관은 

입학식을 겸한 개관식과 인돈의 관

장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대전기독

학관으로 운영되던 선교부의 대학

은 1958년 9월 문교부의 인가를 얻

어 1959년 4년제의 대전대학(1950-

1970)으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이후 

숭실대학교와 합병하여 숭전대학교

(1971-1982), 한남대학교(1983-현재)

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오늘의 모습

으로 발전되었다.

Christian missionary activities in 

Korea began on the morning of 

Eastern Sunday in April, 1885, when 

Minister Underwood of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and 

the Missionary Appenzeller, who had 

been sent by the American Methodist 

Church, arrived in Jemulpo Harbor, 

in present day Incheon. As direct 

missionary activities were prohibited 

by the law at the time in Korea,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Underwood 

and Appenzeller were limited to 

med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In 1885, Underwood established the 

Jesus Church School, present day 

Kyeongsin Middle and High School, 

while Appenzeller founded the Pai 

Chai School and Madam Scranton 

founded the Ewha School. It was from 

thes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Christian missionary activities began. 

 In 1891, during a brief 

Sabbatical in America after seven years 

of missionary work, Underwood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on missionary 

work in Korea at the ‘Inter-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s’ which 

took place in Nashville. 

 Amongst those who had 

attended this lecture, the Rev. Lewis 

B. Tate, Johnson, and W. D. Reynolds 

became interested in missionary work 

in Korea. 

Johnson, in particular, was very 

much interested in Korean missionary 

work and suggested that W. M. 

Junkin should go to Korea to do 

so, a suggestion that Junkin readily 

accepted. These individuals gathered 

at the dormitory of their seminary 

where they established their vision 

and prayed for missionary work in 

Korea. Eventually they were given 

permission by the South Presbyterian 

Church Foreign Missions Committee 

and were ordained as ministers by 

their respective churches. Thus seven 

missionaries, including four female 

missionaries, travelled to Korea. 

 Of the missionaries a�liated 

with the South Presbyterian Church, 

Miss. Linnie F. Davis was the �rst to 

arrive in Korea, on October 17, 1892. 

The rest soon followed, the last of the 

missionaries arriving on November 3, 

1892. All arrived at Jemulpo Harbor. 

 The Korean missionary 

work by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began with the e�orts of 

these seven missionaries: W. D. 

Reynolds, Mrs. Patsy B. Reynolds, W. 

M. Junkin, Mrs. Mary L. Junkin, Rev. 

Lewis B. Tate, Miss. Linnie F. Davis. 

They were allocated the Honam 

region was as their missionary area, 

and their missionary work began in 

earnest in February of 1893. 

 They established missionary 

stations in Jeonju (1895), Gunsan 

(1896), Mokpo (1898), Gwangju (1905), 

and Suncheon (1913), focused on 

establishing schools as much as they 

focused on founding churches. 

 Daejeon University 

(previously Hannam University) was 

the �rst university with a four year 

curriculum established by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y focused 

mainly on establish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Honam region as 

part of their educational missionary 

initiative, but the absence of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region made it di�cult to 

educate and train the leaders 

that were needed by the church. 

Recognizing the great need for a 

Christian university, it was decided 

at the yearly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which took place 

on May 6, 1954, in Jeonju, that a four-

year university should be opened. 

The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ity was formally set up 

and the meeting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took place 

on the evening of May 10. On the 

next day, voting took place between 

two possible locations: Daejeon and 

Gwangju. Daejeon received more 

the two thirds of the votes and was 

con�rmed as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At the meeting of the 

University Foundation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which 

took place in January 31, 1956, it was 

acknowledged that the mission lacked 

the infrastructure to build a university 

and the committee decided to follow 

the suggestion of the then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to call and run 

the institution as the Daejeon Christian 

School which had three departments: 

the Holy Scriptures Department, the 

English Literature Department and the 

Chemistry Department. 

 In April 10, 1956, the 

opening and entrance ceremony of 

the Daejeon Christian School took 

place, and William A. Linton was 

appointed as the �rst president of 

the school. This school, which had 

been run by the Korea Mission, was 

given permission in September of 

1958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to be run as a four-year 

university. In 1959, it was reopened 

as Daejeon University (1950-1970) and 

after it was merged with Soongsil 

University, which is located in Seoul, 

the university was renamed Soong 

Jun University (1971-1982), and later 

Hannam University (1983-prese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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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호조 護照

 조선후기朝鮮後期(1900)   |   길이 52.5×64.5

  Permit issued to allow travel inside Korea 
  Late Joseon(1900)   |   L 52.5×64.5 

623 외국인(안나 맥퀸)거주증명서 外國人 居住證明書

 근대近代(1937)   |   길이 35.5×24.5

  Foreigner residency certificate (Anna Mequeen)
  Modern times(1937)   |   L 35.5×24.5 

624 Anna Mequeen의 은쌍가락지 銀雙指環 
 근대近代   |   지름 1.2

 Anna Mequeen's silver rings
 Modern times   |   D 1.2

625 한국동사활용표 韓國動詞活用表

 근대近代   |   지름 23.3

  Table of Korean verb usage
  Modern times   |   D 23.3

626 조선예수교 전라남북노회 지경교회 전도 朝鮮耶蘇敎全羅南北老會地境敎會全圖

 근대近代(1915)   |   길이 73.5×114.0

  A church's location map of the Joseon Christianity Jeollanambuk-do Association  
  Modern times(1915)   |   길이 73.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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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레이놀즈 박사 선교 40주년 기념 사진 -서울 서대문교회-
 근대近代(1932)   |   길이 8.5×13.5

  Dr. Reynolds' memorial picture for the 40th anniversary 
  of missionary activity - Sodaemoon Church, Seoul
  Modern times(1932)   |   길이 8.5×13.5

628 레이놀즈 박사 선교 40주년 기념 은잔 -서울 서대문교회-
 근대近代(1932)   |   지름(컵) 6.0, 지름(받침) 11.0

  Dr. Reynolds' memorial silver cup for the 40th anniversary of missionary 
  activity - Sodaemoon Church, Seoul
  Modern times(1932)   |   D 6.0(Cup), D 11.0(Caster) 

629 레이놀즈 여사의 한국관련 유품
 근대近代

  Mrs. Reynolds' Korea-related keepsakes
  Modern times

630 크레인 여사가 그린 한국 풍속화들
 근대近代   |   길이 37.0×53.0(왼쪽 위)

  Korea genre pictures by Florence Hedleston Crane
  Modern times   |   L 37.0×53.0(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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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금산 지방리 교회 사기
 근대近代(1920)   |   길이 15.5×22.8

  Record of the history of Jiba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20)   |   L 15.5×22.8

632 금산 수영리 교회 교적부
 근대近代(1905)   |   길이 15.0×9.0

  Register of Suyeo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05)   |   L 15.0×9.0

633 금산 수영리 교회 당회록
 근대近代(1940)   |   길이 17.8×24.4

  Minutes book of Suyeo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40)   |   L 17.8×24.4

634 신명초행 神命初行

 조선후기朝鮮後期(1882)   |   길이 12.0×18.8

  Sinmyeongchohaeng (An introduction to Catholic life)
  Late Joseon(1882)   |   L 12.0×18.8

635 성경직해 聖經直解 
 조선후기朝鮮後期(1892)   |   길이 14.2×22.0

  Sunkyungjikhae (Direct Bible interpretation)
  Late Joseon(1892)   |   L 14.2×22.0

636 천당직로 天堂直路

 근대近代(1884)   |   길이 12.3×19.0

  Cheondangjikro (Direct way to heaven)
  Modern times(1884)   |   L 12.3×19.0

637 비유요지
 근대近代(1906)   |   길이 15.0×22.0

  Biyuyoji (The substance of metaphor)
  Modern times(1906)   |   L 15.0×22.0

638 성서강목 聖書綱目

 근대近代(1909)   |   길이 14.5×22.0

  Seongseogangmog (An outline and details of the Bible)
  Modern times(1909)   |   L 14.5×22.0

634 635

636 637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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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순도기록
 근대近代(1906)   |   길이 13.0×18.0

  Record of the way of pilgrimage 
  Modern times(1906)   |   L 13.0×18.0

640 안인거
 근대近代(1909)   |   길이 16.0×22.0

  Aninkeo
  Modern times(1909)   |   L 16.0×22.0

641 사복음대조기술
 근대近代(1910)   |   길이 15.2×22.2

  Records contrasted Gospel  
  Modern times(1910)   |   L 15.2×22.2

642 성경지지문답
 근대近代(1915)   |   길이 15.1×22.1

  Questions and answer regarding the Bible
  Modern times(1915)   |   L 15.1×22.1

643 교회사기
 근대近代(1914)   |   길이 14.0×22.0

  Church history records
  Modern times(1914)   |   L 14.0×22.0

644 장로교회사전휘집 長老敎會史典彙集

 근대近代(1919)   |   길이 15.0×22.0

  Diges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Joseon
  Modern times(1919)   |   L 15.0×22.0

645 게자씨
 근대近代(1933)   |   길이 15.0×22.4

  Kejassi (Magazine - "Mustard Seed")
  Modern times(1933)   |   L 15.0×22.4

646 예수행적공부
 근대近代(1926)   |   길이 14.0×21.4

  Study on the acts of Jesus
  Modern times(1926)   |   L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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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대전대학 학교기 
  School Banner of Daejeon College

648 숭전대학교 학교기
  School Banner of Soong Jun University

649 대전대학 1회 졸업앨범
 근대近代(1963)   |   길이 23.0×30.0

  The 1st yearbook of Daejeon College 
  Modern times(1963)   |   L 23.0×30.0

650 고애라 선교사 박사학위논문
 근대近代   |   길이 21.8×28.0

  Ph.D Thesis of Cora Antrin Wayland
  Modern times   |   L 21.8×28.0

652 대전대학과 숭전대학교 학교 뱃지
  School badge of Daejeon College and  
  Soong Jun University

651 수업에 사용하던 초시계
 근대近代   |   지름 5.0

  Stopwatch was used in class
  Modern times   |   D 5.0



유물목록
List of Items on Display

374 · 375

019 밀개 搔器

  길이 5.6(오른쪽)   |    대전 용호동

 End-scrapers, Stone
 L 5.6(R)   |   From Yongho-dong, Daejeon 

020 긁개 搔器

  길이 6.2   |   대전 용호동

 Scraper, Stone 
 L 6.2   |  From Yongho-dong, Daejeon 

001 주먹도끼 手斧 
 길이 14.2   |   대전 용호동

  Hand-axe, Stone
  L 14.2   |   From Yongho-dong, Daejeon

004 슴베찌르개 有莖尖器

 길이 5.7   |   대전 용호동

  Tanged-point, Stone
  L 5.7   |   From Yongho-dong, Daejeon

005 슴베찌르개 有莖尖器

 길이 4.0   |   대전 용호동

  Tanged-point, Stone
  L 4.0   |   From Yongho-dong, Daejeon

006 양끝찌르개 
 길이 9.7   |   대전 용호동

  Bi-point, Stone
  L 9.7   |   From Yongho-dong, Daejeon

007 몸돌 石核
 길이 9.8   |   대전 용호동

  Core, Stone
  L 9.8   |   From Yongho-dong, Daejeon 

008 갈린석기
 길이 13.4   |   대전 용호동

  Ground-tool, Stone
  L 13.4   |   From Yongho-dong, Daejeon

009  여러 가지 외날찍개 各種單刃器 
 대전 용호동

  Choppers, Stone
  From Yongho-dong, Daejeon

010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3.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3.5   |   From Yongho-dong, Daejeon

011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1.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1.5   |   From Yongho-dong, Daejeon

012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10.5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10.5   |   From Yongho-dong, Daejeon

013 외날찍개 單刃器
  길이 9.3   |   대전 용호동

  Chopper, Stone
  L 9.3   |   From Yongho-dong, Daejeon

014 여러 가지 여러면석기 各種多面石器 
 대전 용호동

  Polyhedrons, Stone
  From Yongho-dong, Daejeon 

015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9.5   |   대전 용호동

  Polyhedron, Stone
  L 9.5   |   From Yongho-dong, Daejeon

016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6.6   |   대전 용호동

  Polyhedron, Stone
  L 6.6   |   From Yongho-dong, Daejeon

017 여러면석기 多面石器
  길이 9.9   |   대전 노은동

  Polyhedron, Stone
  L 9.9   |   From Noeun-dong, Daejeon 

018 톱니날 
  길이 9.0   |   대전 용호동

 Denticulate, Stone
 L 9.0   |   From Yongho-dong,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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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石器時代 

 Paleolithic Age 



유물목록
List of Items on Display

376 · 377

021 돌날 石刃
  길이 5.8   |   대전 용호동

 Blade, Stone
 L 5.8   |   From Yongho-dong, Daejeon

022 격지 剝片

  길이 8.3   |   대전 용호동

 Flake, Stone
 L 8.3   |   From Yongho-dong, Daejeon

023 밀개 搔器

  길이 4.1(왼쪽)   |   대전 노은동

  End-scrapers, Stone
  L 4.1(L)   |   From Noeun-dong, Daejeon

024 돌날 石刃
  길이 6.0(왼쪽)   |   대전 노은동

  Blades, Stone
  L 6.0(L)   |   From Noeun-dong, Daejeon

025 새기개 彫刻刀 
  길이 3.2(오른쪽)   |   대전 노은동

  Burins, Stone
  L 3.2(R)   |   From Noeun-dong, Daejeon

026 좀돌날몸돌 細石刃核

  길이 4.5(왼쪽)   |   대전 노은동

  Microblade cores, Stone
  L 4.5(L)   |   From Noeun-dong, Daejeon

027 스키모양격지 剝片

  길이 7.7(왼쪽)   |   대전 노은동

  Ski-shaped flakes, Stone
  L 7.7(L)   |   From Noeun-dong, Daejeon

028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높이 25.0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Earthenware
  H 25.0   |   From Daecheon-ri, Okcheon

031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높이 30.0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Earthenware
  H 30.0   |   From Daecheon-ri, Okcheon 

032 빗살무늬토기편 櫛文土器片  
 잔존높이 6.3   |   옥천 대천리

  Comb-pattern pottery sherd, Earthenware
  H 6.3   |   From Daecheon-ri, Okcheon 

033 갈판 碾石

  길이 69.0   |   옥천 대천리

  Saddle quern, Stone
  L 69.0   |   From Daecheon-ri, Okcheon 

034 갈판 碾石

  길이 68.3   |   옥천 대천리

  Saddle quern, Stone
  L 68.3   |   From Daecheon-ri, Okcheon 

035 갈돌 石棒
  길이 18.7   |   옥천 대천리

  Grinding stone pestle, Stone
  L 18.7   |   From Daecheon-ri, Okcheon 

036 갈돌 石棒
  길이 9.2   |   옥천 대천리

  Grinding stone pestle, Stone
  L 9.2   |   From Daecheon-ri, Okcheon 

037 여러 가지 돌보습 各種石犁

  길이 20.0(오른쪽 위)   |   옥천 대천리

  Plowshares, Stone
  L 20.0(R·T)   |   From Daecheon-ri, Okcheon

038 돌도끼 石斧
  길이 6.5   |   옥천 대천리

  Axe, Stone
  L 6.5   |   From Daecheon-ri, Okcheon 

2. 신석기시대 
 新石器時代 

 Neolithic Age 

039 무늬새기개 彫刻刀

  길이 4.0   |   옥천 대천리

  Burin, Stone
  L 4.0   |   From Daecheon-ri, Okcheon 

3. 청동기 ·초기철기시대 
 靑銅器 ·初期鐵器時代 

 Bronze Age and Early Iron Age 

040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45.0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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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21.8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21.8

060 세형동검 細形銅劍 
  길이 23.7

  Slender-type dagger, Bronze
  L 23.7

041 붉은간토기항아리 紅陶

 높이 12.5

  Red burnished pottery, Earthenware
  H 12.5

061 세형동검 細形銅劍 
  길이 24.8

  Slender-type dagger, Bronze
  L 24.8

042 붉은간토기항아리 紅陶

 높이 11.7

  Red burnished pottery, Earthenware
  H 11.7

043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28.5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28.5   |   From Guseong-dong, Daejeon 

044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11.9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11.9   |   From Guseong-dong, Daejeon

046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1.2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1.2   |   From Guseong-dong, Daejeon

047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5.6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5.6   |   From Guseong-dong, Daejeon

048 민무늬토기바리 無文土器鉢

 높이 14.7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4.7   |   From Guseong-dong, Daejeon

049 간돌검 磨製石劍

  길이 21.4(오른쪽)

  Daggers, Stone
  L 21.4(R)

050 간돌검 磨製石劍

  길이 21.8(오른쪽)

  Daggers, Stone
  L 21.8(R)

051 여러 가지 간돌검 各種磨製石劍

  길이 31.8(오른쪽)  

  Daggers, Stone
  L 31.8(R)

052 여러 가지 반달돌칼 各種半月形石刀

  길이 22.5(위)  

  Harvesting knives, Stone
  L 22.5(T)

053 여러 가지 홈자귀 各種有溝石斧

  길이 15.5(오른쪽)  

  Groove adzes, Stone
  L 15.5(R)

054 여러 가지 돌도끼 各種磨製石斧

  길이 18.9(왼쪽)   

  Axes, Stone
  L 18.9(L)

055 바퀴날도끼 環狀石斧

 지름 14.3 

  Discoidal maces, Stone
  D 14.3

056 여러 가지 돌화살촉 各種磨製石鏃

  길이 13.0(오른쪽 위)  

  Arrowheads, Stone
  L 13.0(R·T)

057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5.7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5.7

058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6.7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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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석제칼자루끝장식 石製劍把頭飾

 높이 6.5

  Pommel fitting, Stone
  H 6.5

063 중국식동검 中國式銅劍

  길이 46.6(오른쪽)

  Chinese-type daggers, Bronze
  L 46.6(R)

064 청동꺽창 銅戈 
  길이 22.5

  Ge-halberd, Bronze
  L 22.5

065   중국식 청동꺽창 및 청동투겁창     中國式銅鉾銅戈

  길이 16.1(왼쪽)  

    Chinese-type ge-halberds and socketed spearhead, Bronze
  L 16.1(L)

066 중국식 청동화살촉 中國式銅鏃

  길이 8.4(오른쪽)

  Chinese-type arrowhead, Bronze
  L 8.4(R)

067 명도전 明刀錢

  길이 15.7(왼쪽) 

  Knife-shaped coins, Bronze
  L 15.7(L)

068 포전 布錢 
  길이 5.8(오른쪽)

  Spade-shaped coins, Bronze
  L 5.8(R)

069 중국식 청동거울(훼룡문경) 中國式銅鏡(虺龍文鏡)

 지름 19.1

  Chinese-type mirror with dragon design, Bronze 
  D 19.1

070   중국식 청동거울(수문경) 中國式銅鏡(獸文鏡)
 지름 11.2

    Chinese-type mirror with auspicious animal design, Bronze
  D 11.2

071   중국식 청동거울(명문경) 中國式銅鏡(銘文鏡) 
 지름 13.1

   Chinese-type mirror with Chinese characters, Bronze
 D 13.1

072   중국식 청동거울(연호문경) 中國式銅鏡(連弧文鏡)
 지름 11.3

   Chinese-type mirror with arch design, Bronze
 D 11.3

073   중국식 청동거울(방격규구경) 中國式銅鏡(方格規矩鏡)
 지름 9.7

  Chinese-type mirror with square panels, Bronze
 D 9.7

074   쇠뿔모양손잡이항아리 組合牛角形把手附壺

 높이 36.0 

   Jar with horn-shaped handles, Earthenware
  H 36.0

075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6.2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6.2

076 주머니호 裏形壺

 높이 13.2  

  Jar, Earthenware
  H 13.2 

07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40.2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Earthenware  
  H 40.2 

078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口壺 
 높이 35.8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Earthenware
  H 35.8 

4. 원삼국시대 
 原三國時代 

 Proto-Three Kingdoms Period

079 화로모양토기 盧形土器

 높이 16.0  

  Brazier-shaped pottery, Earthenware
  H 16.0 

080 민무늬토기항아리 無文土器壺 
 높이 34.3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jar, Earthenware
 H 34.3   |   From Guseong-dong, Daejeon

099  깊은바리 深鉢

  높이 21.2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2   |   From Samryong-ri, Jincheon

100 깊은바리 深鉢

 높이 12.5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12.5   |   From Samryong-ri, Jincheon

101 깊은바리 深鉢

 높이 14.3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14.3   |   From Samryong-ri, Jincheon

082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8.2   |   대전 구성동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8.2   |   From Guseong-dong, Daejeon

102 동이 鉢
 높이 21.6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6   |   From Samryong-ri, Jincheon

083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21.0   |   대전 구성동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21.0   |   From Guseong-dong, Daejeon

103 동이 鉢
 높이 21.3   |   진천 삼룡리

  Deep bowl, Earthenware
  H 21.3   |   From Samryong-ri, Jincheon

084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5.0(왼쪽)   |   공주 상서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5.0(L)   |   From Sangseo-ri, Gongju

085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21.0   |   공주 내촌리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21.0   |   From Naechon-ri, Gongju

086 민무늬토기바리 無文鉢

 높이 11.4   |   공주 내촌리 

  Plain coarse bowl, Earthenware
  H 11.4   |   From Naechon-ri, Gongju

087 시루 甑 
 높이 29.3   |   공주 내촌리 

  Steamer, Earthenware
  H 29.3   |   From Naechon-ri, Gongju

089 빗 櫛
  길이 3.0   |   공주 내촌리

  Comb, Wood
  L 3.0   |   From Naechon-ri, Gongju

091 호랑이모양허리띠고리 虎形帶鉤

  길이 11.5  

  Tiger-shaped buckle, Bronze
  L 11.5

092 호랑이모양허리띠고리 虎形帶鉤

  길이 7.8  

  Tiger-shaped buckle, Bronze
  L 7.8

093 말모양허리띠고리 馬形帶鉤

  길이 8.0(위)

  Horse-shaped buckles, Bronze
  L 8.0(T)

094 진천 삼룡리 · 산수리 가마터 출토 여러 가지 토기
 높이 32.2(가운데 위)     

   Various types of pottery excavated from the Samryong-ri · Sansu-ri 
kiln site, in Jincheon

  H 32.2(M·T)

096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8.2   |   진천 삼룡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8.2   |   From Samryong-ri, Jincheon

097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9.5   |   진천 삼룡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5   |   From Samryong-ri, Jincheon

098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9.3   |   진천 산수리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3   |   From Sansu-ri, Jincheon

5. 삼국시대(백제)

 三國時代(百濟) 

 Three Kingdoms Period(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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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시루 甑
 높이 32.2   |   진천 삼룡리

  Steamer, Earthenware  
  H 32.2   |   From Samryong-ri, Jincheon

106 반형토기 盤形土器 
 높이 6.6   |   진천 삼룡리

  Bowl, Earthenware
  H 6.6   |   From Samryong-ri, Jincheon

107 반형토기 盤形土器 
 높이 7.1   |   진천 산수리

  Bowl, Earthenware
  H 7.1   |   From Sansu-ri, Jincheon

113 석립 石粒 
 길이 10.5(오른쪽 위)   |   진천 삼룡리·산수리

  Rock temper mixed with clay
  L 10.5(RㆍT)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115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18.2   |   대전 구성동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18.2   |   From Guseong-dong, Daejeon

116 곧은목항아리 直口短頸壺

 높이 34.6   |   대전 구성동

  Jar with straight neck, Earthenware
  H 34.6   |   From Guseong-dong, Daejeon

117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23.0   |   대전 구성동

  Jar with long neck, Earthenware
  H 23.0   |   From Guseong-dong, Daejeon

118 잔 杷杯

 높이 6.9   |   대전 구성동

  Cup, Earthenware
  H 6.9   |   From Guseong-dong, Daejeon

119 직구유견호 直口有肩壺
 높이 15.9   |   대전 구성동

  Jar with straight neck and shoulder, Earthenware
  H 15.9   |   From Guseong-dong, Daejeon

108 바리 鉢
 높이 5.9(왼쪽)   |   진천 산수리

  Bowls, Earthenware
  H 5.9(L)   |   From Sansu-ri, Jincheon

120 굽다리접시 無蓋高杯

 높이 9.2   |   대전 구성동

  Pedestaled dish without lid, Earthenware
  H 9.2   |   From Guseong-dong, Daejeon

109 토제받침 器臺

 높이 11.2~12.2   |   진천 삼룡리

  Pottery stand, Earthenware
  H 11.2~12.2   |   From Samryong-ri, Jincheon

121 두귀달린큰항아리 兩耳附大壺

 높이 47.5

  Big jar with two ears, Earthenware
  H 47.5

110 석제정면구 石製整面具

 길이 11.0   |   진천 삼룡리

  Trimming tool, Stone
  L 11.0   |   From Samryong-ri, Jincheon

122 이음독널 合口式甕棺

 높이 43.5(왼쪽) 

  Jar coffin, Earthenware
  H 43.5(L)

111 토제받침모루 土製內拍子

 높이 8.5(가운데)   |   진천 삼룡리·산수리

  Supporting anvils, Earthenware
  H 8.5(M)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123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18.0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18.0 

112 토기태토 土器胎土

 길이 8.5 (오른쪽 위)   |   진천 삼룡리·산수리

  Pottery clay
  L 8.5(RㆍT)   |   From Samryong-ri·Sansu-ri, Jincheon

124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24.8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4.8

125 두귀달린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14.0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14.0

145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1

  Pottery stand, Stoneware
  H 21.1

126   다섯귀달린곧은목항아리 五耳附直口短頸壺

 높이 26.4 

    Short and straight necked jar  with five ears, Earthenware
  H 26.4

127 짧은목항아리 卵形壺

 높이 29.0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29.0  

128 넓은입긴목항아리 廣口長頸壺

 높이 29.5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9.5

129 넓은입긴목항아리 廣口長頸壺

 높이 18.4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8.4

130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7.3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37.3

131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6.2  

  Jar with short neck, Earthenware
  H 36.2

132 곧은목항아리 直口短頸壺

 높이 16.7  

  Jar with short and straight neck, Stoneware
  H 16.7 

133 납작바닥항아리 平底有肩壺
 높이 15.0   

  Jar with straight neck and shoulder, Earthenware
  H 15.0

134 굽다리항아리 臺附壺

 높이 21.1  

  Pedestaled jar, Earthenware
  H 21.1

135 손잡이달린항아리 把手附壺

 높이 16.5  

  Jar with two handles, Earthenware
  H 16.5

136 두귀달린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20.5  

  Jar with two ears, Earthenware
  H 20.5

137 장군 橫甁

 높이 26.0 

  Horizontally wide jar, Stoneware
  H 26.0

138 뚜껑달린네귀항아리 四耳附有蓋壺

 높이 20.5 

  Jar with four ears and cover, Earthenware
  H 20.5

139 뚜껑달린항아리 有蓋壺

 높이 16.7 

  Jar with cover, Earthenware
  H 16.7

140 손잡이달린바리 把手附鉢

 높이 14.2 

  Bowl with handle, Earthenware
  H 14.2

141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3.0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3.0

142 굽다리항아리 臺附壺

 높이 21.0

  Pedestaled jar, Stoneware
  H 21.0

143 깊은바리 深鉢

 높이 14.4(왼쪽)

  Deep bowl, Stoneware
  H 14.4(L)

144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5

  Pottery stand, Stoneware
  H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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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그릇받침 器臺

 높이 21.0

  Pottery stand, Stoneware
  H 21.0

147 굽다리바리 臺附鉢

 높이 25.5

  Pedestaled bowl, Stoneware
  H 25.5

148 굽다리바리 臺附鉢

 높이 21.7

  Pedestaled bowl, Stoneware
  H 21.7

149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1.8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1.8

150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2.0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2.0

151 뚜껑접시 蓋杯

 높이 6.5

 Covered dish, Earthenware
 H 6.5

152 뚜껑접시 蓋杯

 높이 7.2(오른쪽)

  Covered dish, Earthenware
  H 7.2(R)

153 세발토기 三足土器

 높이 8.5(왼쪽)

  Tripod pottery, Stoneware
  H 8.5(L)

154 두귀달린발 兩耳附鉢

 높이 13.2 

  Bowl with two ears, Stoneware
  H 13.2

155 손잡이달린잔 把杯 
 높이 15.1

  Cup with handle, Stoneware
  H 15.1

156 손잡이달린잔 把杯

 높이 6.0

  Cup with handle, Stoneware
  H 6.0

157 뚜껑달린굽다리잔 有蓋臺附杯

 높이 9.0 

  Pedestaled cup with cover, Stoneware
  H 9.0

158 작은잔 小形杯

 높이 5.9

  Small cup, Stoneware
  H 5.9

159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0.1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0.1

160 방울잔 鈴杯

 높이 10.3 

  Cup with bell, Stoneware
  H 10.3

161 구멍토기 有孔土器

 높이 11.3 

  Perforated jar, Stoneware
  H 11.3

162 흑갈유사이병 黑褐釉四耳甁

 높이 23.7 

  Chinese celadon bottle, Stoneware
  H 23.7

163 청자사이호 靑瓷四耳壺

 높이 17.2 

  Chinese celadon jar, Stoneware
  H 17.2

165 계수호 鷄首壺
 높이 16.8 

  Cock-shaped bottle, Stoneware
  H 16.8

6. 삼국시대(신라·가야)

 三國時代(新羅·伽倻)

 Three Kingdoms Period(Silla·Gaya)

186 뚜껑달린굽다리항아리 兩耳附有蓋壺

 높이 24.0 

 Jar with two ears and cover, Stoneware
 H 24.0

166 짧은목항아리 短頸壺

 높이 36.0  

  Jar with short neck, Stoneware
  H 36.0

167 두귀달린짧은항아리 兩耳附壺

 높이 28.8  

  Short necked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28.8

168 세귀달린짧은목항아리 三耳附壺

 높이 32.4  

  Short necked jar with three ears, Stoneware
  H 32.4

170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3.7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3.7

171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6.0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6.0

172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높이 22.6 

  Brazier-shaped vessel, Stoneware
  H 22.6

173 두귀달린굽다리항아리 有臺兩耳附壺

 높이 26.9 

  Pedestaled jar with two ears, Stoneware
  H 26.9

174 손잡이달린뚜껑항아리 有蓋把手附壺

 높이 21.3 

  Pedestaled jar with handle and cover, 
  Stoneware
  H 21.3

175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29.5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9.5

176 긴목항아리 長頸壺 
 높이 14.7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14.7

17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40.4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40.4

178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39.2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39.2

179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28.8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8.8

180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頸壺

 높이 21.2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Stoneware
 H 21.2

181 굽다리곧은목항아리 臺附直頸壺

 높이 13.0 

  Pedestaled jar with straight neck, Stoneware
  H 13.0

182 굽다리짧은목항아리 臺附短頸壺

 높이 14.8 

  Pedestaled jar with short neck, Stoneware
  H 14.8

183 손잡이달린굽다리곧은목항아리 
 有臺把手附直頸壺

 높이 24.0

  Pedestaled jar with handle and straight neck,  Stoneware
  H 24.0

184 굽다리귀달린잔 有臺耳附杯

 높이 14.3  

 Pedestaled cup with ear, Stoneware
 H 14.3

185 손잡이달린잔 把手附杯

 높이 3.6  

 Cup with handle, Stoneware
 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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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뚜껑달린굽다리발 臺附有蓋鉢壺

 높이 19.8

 Pedestaled bowl with cover, Stoneware
 H 19.8

188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31.8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31.8

189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24.9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24.9

190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0.2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0.2

191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13.2

  Pedestaled dish, Stoneware
  H 13.2

192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2.9(오른쪽) 

  Pedestaled dishes, Stoneware
  H 22.9(R)

193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29.5

  Pedestaled dish, Stoneware
  H 29.5

194 굽다리접시 高杯

 높이 15.5

  Pedestaled dish, Stoneware
  H 15.5

195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5.3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5.3

196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2.7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2.7

197 그릇받침 器臺

 높이 55.7 

  Pottery stand, Stoneware
  H 55.7

198 그릇받침 器臺

 높이 58.4 

  Pottery stand, Stoneware
  H 58.4

199 그릇받침 器臺

 높이 31.9 

  Pottery stand, Stoneware
  H 31.9

200 그릇받침 器臺

 높이 31.5 

  Pottery stand, Stoneware
  H 31.5

201 그릇받침 器臺

 높이 16.2 

  Pottery stand, Stoneware
  H 16.2

202 등잔모양토기 燈盞形土器

 높이 14.3

  Pottery lamp, Stoneware 
  H 14.3

203 방울잔 臺附鈴杯

 높이 20.0 

  Rattle cup, Stoneware
  H 20.0

204 짚신모양토기 草鞋形土器

 높이 13.3  

  Straw sandal-shaped pottery, Stoneware
  H 13.3

205 굽다리주전자 臺附注子小壺

 높이 7.1  

  Pedestaled jar with spout, Stoneware
  H 7.1

206 오리모양토기 鴨形土器

 높이 16.2 

  Duck-shaped pottery, Stoneware
  H 16.2

229 말띠꾸미개 金銅製雲珠

  지름 20.0 

 Harness pendant, Gilt bronze
 D 20.0 

207 뿔잔 角杯

   길이 19.6

  Horn-shaped cup, Stoneware
  L 19.6

208 금산 장대리 고분군 출토 여러 가지 토기
  Various types of pottery excavated from the Jangdae-ri burial 

ground, in Geumsan 

210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높이 13.7(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dish with lid, Stoneware
  H 13.7(R)   |   From Jangdae-ri, Geumsan

211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높이 25.8(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jar with long neck, Stoneware
  H 25.8(R)   |   From Jangdae-ri, Geumsan

212 뚜껑달린굽다리발 臺附有蓋鉢

 높이 10.8(오른쪽)   |   금산 장대리

 Pedestaled bowl with cover, Stoneware
 H 10.8(R)   |   From Jangdae-ri, Geumsan

213 청동자루솥 靑銅鐎斗
 높이 13.0 

  Tripod vessel, Bronze
  H 13.0

214 둥근고리칼 環頭大刀

   길이 72.0  

  Sword with ring-shaped pommel, Iron
  L 72.0

215 둥근고리칼 環頭大刀

   길이 83.5  

  Sword with ring-shaped pommel, Iron
  L 83.5

218 쇠창 鐵矛

   길이 25.0 

  Spearhead, Iron
  L 25.0

219 쇠창 鐵矛

   길이 35.0 

  Spearhead, Iron
  L 35.0

220 쇠창 鐵矛

   길이 21.0 

  Spearhead, Iron
  L 21.0

221 기꽃이 寄生
 높이 56.0

  Horseback flagpole, Iron
  H 56.0  

222 철제새모양장식 鐵製鳥形裝飾

   길이 11.0(오른쪽) 

  Phoenix-shaped ornaments, Iron
  L 11.0(R)

223 발걸이 鐙子

 높이 26.0 

  Stirrup, Iron
  L 26.0

224 발걸이 鐙子

 높이 25.8 

  Stirrup, Iron
  L 25.8

225 청동말방울 靑銅馬鈴

 높이 6.0 

  Horse bell, Bronze
  H 6.0

226 금동제말재갈 金銅製馬銜

   길이 22.0

 Horse bit, Gilt bronze
 L 22.0

227 철제말재갈 鐵製馬銜

   길이 20.0 

 Horse bit, Iron
 L 20.0

228 말띠드리개 金銅製杏葉

   길이 19.0(평균) 

 Harness pendant, Gilt bronze 
 L 1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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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동투구 金銅冑 
 Helmet, Gilt bronze

233 손잡이달린인화무늬항아리

 把手附有蓋壺

 높이 19.2  

  Lidded jar with handle and stamped design, Stoneware
  H 19.2

234 인화무늬합 印花文盒

 높이 11.6

  Lidded bowl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1.6

235 인화무늬합 印花文盒

 높이 15.0

  Lidded bowl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5.0

236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9.0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9.0

237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5.2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5.2

238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4.6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4.6

239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1.0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1.0

240 인화무늬병 印花文甁盒

 높이 13.9

  Bottle with stamped design, Stoneware
  H 13.9

241 반원병 半圓甁 
 높이 15.1

  Bottle with a flatted side, Stoneware
  H 15.1

242 사각병 四角甁

 높이 22.0

  Four-faceted bottle, Stoneware
  H 22.0

243 사각병 四角甁

 높이 19.9

  Four-faceted bottle, Stoneware
  H 19.9

244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7.6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7.6

001 주먹도끼 手斧    |    길이 14.2   |   대전 용호동

 Hand-axe, Stone   |   L 14.2   |   From Yongho-dong, Daejeon

246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9.1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9.1

247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9.0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9.0

248 주름문소병 線文小甁

 높이 8.7

  Small bottle with applique design, Stoneware
  H 8.7

7. 통일신라시대
 統一新羅時代

 Unified Silla Period

8. 고려시대
 高麗時代

 Goryeo Dynasty

249 참외모양주전자 瓜形注子

 높이 19.3 

 Melon-shaped pitcher, Stoneware
 H 19.3

275 청동뒤꽂이 靑銅釵

   길이 21.8 

  Hair ornament, Bronze
  L 21.8  

250 토제매병 土製梅甁

 높이 28.4  

 Maebyong bottle, Earthenware
 H 28.4

251 정병 淨甁

 높이 31.8 

 Kundika, Earthenware
 H 31.8

252 표형병 瓢形甁

 높이 33.7 

 Gourd-shaped bottle, Stoneware
 H 33.7

253 참외모양표형병 瓜形瓢形甁

 높이 38.0 

 Melon-and-gourd-shaped bottle, Stoneware
 H 38.0

254 인화 국화무늬병 印花菊花文甁

 높이 29.6

 Bottle with chrysanthemum design, Earthenware
 H 29.6 

255 토기장군 土器橫甁

 높이 16.5 

 Horizontally wide jar, Stoneware
 H 16.5  

256 긴몸항아리 長胴壺

 높이 26.7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26.7

257 긴몸항아리 長胴壺

 높이 25.0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25.0

258 토기편병 土器扁甁

 높이 22.5 

 Pottery flask with flattened sides, Stoneware
 H 22.5  

260 긴몸항아리 長身壺

 높이 19.7   |   대전 법동 

 Jar with long body, Earthenware
 H 19.7   |   Beop-dong, Daejeon 

261 정병 淨甁

 높이 15.0   |   대전 법동 

 Kundika, Earthenware
 H 15.0   |   Beop-dong, Daejeon

262 토기대호 土器大壺

 높이 64.0   |   대전 법동  

 Big pottery jar, Stoneware
 H 64 .0  |   Beop-dong, Daejeon

263-268   여러 가지 금동혁대장식 各種金銅革帶裝飾 
       Various girdle decorations, Gilt bronze

269 청동정병 靑銅淨甁

 높이 35.8 

 Kundika, Bronze
 H 35.8

270 청동정병 靑銅淨甁

 높이 38.5 

 Kundika, Bronze
 H 38.5

271 청동병 靑銅甁

 높이 32.0 

 Bottle, Bronze
 H 32.0

272 청동병 靑銅甁

 높이 24.4 

 Bottle, Bronze
 H 24.4

273 청동등잔 靑銅燈盞

 높이 14.0 

  Lamp, Bronze
  H 14.0

274 청동장신구 靑銅裝身具

   길이 20.0

  Ornament, Bronze
  L 20.0



유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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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청동숟가락 靑銅匙

   길이 27.9(위) 

  Spoons, Bronze
  L 27.9(T)  

277 청동인장 靑銅印章

 높이 2.7 

 Stamp with handle, Bronze
 H 2.7  

279 청동인장 靑銅印章

 높이 3.2 

 Stamp with handle, Bronze
 H 3.2  

281 여러 가지 청동말방울 各種靑銅馬鈴

   길이 3.6(오른쪽)

 Various horse bells, Bronze
 L 3.6(R)

282 청동대야 靑銅水盤馬鈴 
 높이 6.1

 Basin, Bronze
 H 6.1

283 두귀달린청동항아리 靑銅兩耳附缸

 높이 28.4

 Vessel with handles, Bronze
 H 28.4

284 손잡이달린청동합 靑銅把手附盒

 높이 7.1 

 Vessel with handle, Bronze
 H 7.1

285 청동합 靑銅盒 
 높이 12.4 

 Bowl with lid, Bronze
 H 12.4

286 청동합 靑銅盒 
 높이 12.4

 Bowl with lid, Bronze
 H 12.4

287 『황비창천』명 청동거울
  船舶紋『煌丕昌天』銘銅鏡

  지름 17.0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D 17.0

288 십이지신무늬 청동거울
 八卦十二支文銅鏡

  지름 17.5 

  Mirror with Twelve Zodiac design,  Bronze
 D 17.5

289 쌍룡무늬 청동거울 雙龍文銅鏡

  지름 23.2 

  Mirror with double dragon design, Bronze
 D 23.2

290 해수포도무늬 청동거울
 海獸葡萄文銅鏡

  지름 8.4 

  Mirror with marine animal
  and grapes design, Bronze
  D 8.4

291 쌍어무늬 청동거울 雙魚文銅鏡

  지름 10.0 

 Mirror with double fish design, Bronze
 D 10.0

292 쌍금서화무늬여덟잎모양 청동거울 雙禽瑞花文八綾銅鏡

  지름 13.2(아래)

   Eight leaf-shaped mirror with double bird and flower design, 
Bronze

  D 13.2(B)

293 보상화무늬 청동거울 寶相華文銅鏡

  지름 13.4 

  Mirror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Bronze
  D 13.4

294 연꽃인동무늬 청동거울 蓮花忍冬文銅鏡

  지름 12.7 

  Mirror with lotus and arabesque design, Bronze
  D 12.7

295  『소주화가청동조자』명 청동거울 『蘇州華家靑銅照子』銘銅鏡

  지름 16.8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D 16.8

296  『호주』명네모 청동거울 『湖州』銘方形銅鏡

  길이 8.6×8.5 

 Square-shaped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L 8.6×8.5

297  『호주』명복숭아모양 청동거울 『湖州』銘挑形銅鏡

   길이 9.4 

 Peach-shaped mirror with inscription, Bronze
 L 9.4

31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6.9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6.9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29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5   |   부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5   |   From Buyeo

29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7.7   |   부여 용정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7.7   |   From Yongjeong-ri, Buyeo

30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7   |   부여 쌍북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7   |   From Ssangbuk-ri, Buyeo

30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4   |   부여 구교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4   |   From Gugyo-ri, Buyeo

30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8   |   부여 관음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8   |   From Gwaneumsa Temple site,  Buyeo

30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5.8   |   부여 군수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5.8   |   From Gunsu-ri, Buyeo

30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1   |   부여 천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1   |   From Cheonwangsa Temple site,  Buyeo

30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1   |   부여 구아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1   |   From Gua-ri, Buyeo

30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6   |   부여 외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6   |   From Woe-ri, Buyeo

30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0   |   부여 구아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0   |   From Gua-ri, Buyeo

30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7   |   부여 관북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7   |   From Gwanbuk-ri, Buyeo

30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   부여 가증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   From Gajeung-ri, Buyeo

31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3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3   |   From Yonggwan-ri, Buyeo

31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1.7   |   부여 금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1.7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1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5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5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1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3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3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1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8   |   부여 금강사지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Ⅱ. 와전 瓦塼 Tiles & Bricks 

1. 백제 와전
 百濟瓦塼

 Tiles & Bricks of the Baekj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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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바람개비무늬 수막새 巴文瓦當

  지름 15.8   |   부여 관북리 

  Roof-end tile with vortex design,  Earthenware
  D 15.8   |   From Gwanbuk-ri, Buyeo

317 무늬없는 수막새 無文瓦當

  지름 14.7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Earthenware
  D 14.7   |   From Yonggwan-ri, Buyeo

318 무늬없는 수막새 無文瓦當

  지름 14.0   |   부여 용관리 

  Roof-end tile, Earthenware
  D 14.0   |   From Yonggwan-ri, Buyeo

319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8.7   |   부여 왕흥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8.7   |   From Wangheungsa Temple site, Buyeo

320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8.8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8.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1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7.8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7.8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2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4.0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4.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3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5.5   |   부여 금강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5.5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24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0.0   |   부여 충렬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0.0   |   From Chungnyeolsa Temple site,
  Buyeo

325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9.8   |   부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9.8   |   From Buyeo  

326 서까래막새 椽木瓦

  지름 11.3   |   부여 가탑리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1.3   |   From Gatap-ri, Buyeo

327 녹유서까래막새 綠釉椽木瓦

 복원지름 15.0    |   익산 미륵사지 

 Rafter-end tile, Earthenware
  D 15.0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29 치미 鴟尾

 높이 67.5   |   부여 금강사지 

  Ridge-end tile, Earthenware
  H 67.5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30 치미 鴟尾

 높이 46.0   |   부여 금강사지 

  Ridge-end tile, Earthenware
  H 46.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31 치미 鴟尾

 높이 14.0 

 Ridge-end tile, Earthenware
 H 14.0

332 치미 鴟尾

 높이 14.0 

 Ridge-end tile, Earthenware
 H 14.0

333 치미 鴟尾

 높이 24.0   |   부여 

 Ridge-end tile, Earthenware
 H 24.0   |   From Buyeo

334 ‘中方’새김 전돌 中方銘塼

 높이 14.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jung bang’ inscription, Earthenware
  H 14.0   |   From Songsan-ri, Gongju

335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17.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17.0   |   From Songsan-ri, Gongju

336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4.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4.0   |   From Songsan-ri, Gongju

35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3   |   충주 탑평리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3   |   From Tappyeong-ri, Chungju 

35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7  

337 동전무늬 전돌 五銖錢文塼

 높이 8.0   |   공주 송산리 

 Brick with coin design, Earthenware
 H 8.0   |   From Songsan-ri, Gongju

338 연꽃무늬 전돌 蓮花文塼

 높이 24.0   |   부여 금강사지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H 24.0   |   From Geumgangsa Temple site, Buyeo 

339 산경치무늬 전돌 山水山景文塼

 높이 14.0   |   부여 외리 

 Brick with landscape design, Earthenware
 H 14.0   |   From Woe-ri, Buyeo

340 산경치봉황무늬 전돌 山水鳳凰文塼

 높이 15.0   |   부여 외리

  Brick with phoenix
  and landscape design, Earthenware
  H 15.0   |   From Woe-ri, Buyeo

34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34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6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6

34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2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2 

344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0  

34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3

34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6.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6.3

34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9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9 

34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7

34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7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7 

350 귀신무늬 수막새 鬼面文瓦當

  지름(추정) 14.7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D(Vermutung) 14.7 

351 귀신무늬 수막새 鬼面文瓦當

 높이 13.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3.5 

352 귀신무늬기와 鬼面文瓦

 높이 17.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7.0

2. 고구려 와전
 高句麗瓦塼

 Tiles & Bricks of the Goguryeo Kingdom

3. 신라 · 통일신라시대 와전
 新羅 · 統一新羅時代瓦塼

 Tiles & Bricks of the Silla and Unified Silla King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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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5  

356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6.4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6.4  

357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2.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2.5  

358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4.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4.0  

359 녹유연꽃무늬 수막새 綠釉蓮花文瓦當

  지름 13.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0 

360 보상화무늬 수막새 寶相華文瓦當

  지름 15.8 

 Roof-end tile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D 15.8  

361 연꽃무늬기와거푸집 蓮花文瓦范

  지름 15.0 

  Mould for roof-end tile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D 15.0 

36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3.5  

36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지름 15.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D 15.0  

364 쌍조무늬 수막새 雙鳥文瓦當

  지름 14.3 

 Roof-end tile with twin birds design, Earthenware
 D 14.3  

365 쌍조무늬 수막새 雙鳥文瓦當

  지름 13.8   |   공주 웅진동 

 Roof-end tile with twin birds design, Earthenware
 D 13.8   |   From Gongju Ungjin-dong  

366 사자무늬 수막새 獅子文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lion design, Earthenware
 D 13.5  

367 가릉빈가무늬 수막새 迦陵頻伽獅文瓦當

  지름 14.7 

 Roof-end tile with Kalavinka design, Earthenware
 D 14.7  

368 용무늬 암막새 龍文平瓦當

   길이 19.0   |   경주 임해전지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Earthenware
  L 19.0   |   From the site of Imhaejun, in Gyeongju

369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길이 19.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19.5 

370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길이 29.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29.0  

371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21.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21.0 

372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17.0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7.0  

373 귀신무늬 암막새 鬼面文平瓦當
 높이 16.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H 16.5  

374 사람얼굴무늬 암막새 人面文平瓦當
 높이 6.0   |   익산 미륵사지 

 Roof-end tile with face design, Earthenware
 H 6.0   |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392 개자무늬수막새 開字文圓瓦當

  지름 12.5

 Roof-end tile with '開' inscription, Earthenware
 D 12.5

393 강희이년명암막새 康熙二年銘瓦當

   길이 22.0

 Roof-end tile with '康熙二年' inscription, Earthenware
 L 22.0

375 사람얼굴무늬 암막새 人面文平瓦當
 높이 8.0   |   부여 

 Roof-end tile with face design, Earthenware
 H 8.0   |   From Buyeo 

376 연꽃무늬전돌 蓮花文塼

   길이 25.0 

  Brick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L 25.0

377 보상화무늬 전돌 寶相華文塼

 높이 26.5 

 Brick with floral medallion design, Earthenware
 H 26.5 

378 불상무늬전돌 佛像文塼

 높이 14.8 

 Brick with design of Buddhist image, Earthenware
 H 14.8 

379 연꽃귀목무늬수막새 蓮花鬼目文圓瓦當

  지름 14.2 

 Roof-end tile with lotus and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4.2 

380 연꽃귀목무늬수막새 蓮花鬼目文圓瓦當

  지름 17.5

 Roof-end tile with lotus and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7.5 

381 귀목무늬수막새 鬼目文圓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5.3 

382 귀목무늬수막새 鬼目文圓瓦當

  지름 15.5 

 Roof-end tile with devil's eye design, Earthenware
 D 15.5 

383 연꽃범자무늬수막새 
 蓮花梵字文圓瓦當

  지름 15.3  

  Roof-end tile with '梵' inscription, Earthenware
  D 15.3 

384 범자무늬수막새 梵字文圓瓦當

  지름 18.0

  Roof-end tile with '梵' inscription, Earthenware
  D 18.0

385 귀면무늬암막새 鬼面文平瓦當
 잔존길이 20.5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20.5

386 귀면무늬암막새 鬼面文平瓦當
 잔존길이 16.6

 Roof-end tile with monster-mask design, Earthenware
 L 16.6

387 당초무늬암막새 唐草面文平瓦當

   길이 28.6

 Roof-end tile with arabesque design, Earthenware
 L 28.6

388 당초무늬암막새 唐草面文平瓦當

   길이 28.4

 Roof-end tile with arabesque design, Earthenware
 L 28.4

389 봉황무늬수막새 鳳凰文圓瓦當

  지름 12.0

 Roof-end tile with phoenix design, Earthenware
 D 12.0

390 봉황무늬수막새 鳳凰文圓瓦當

  지름 12.0

 Roof-end tile with phoenix design, Earthenware
 D 12.0

391 부적무늬수막새 符籍文圓瓦當

  지름 13.5 

 Roof-end tile with talisman design, Earthenware
 D 13.5

4. 고려 · 조선 와전
 高麗 · 朝鮮 瓦塼

 Tiles & Bricks of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유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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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장생무극새김 수막새 長生無極銘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6.9 

 Roof-end tile with 'jangsaengmugeuk'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6.9 

395 장락미앙새김 수막새 長樂未央銘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9.4

 Roof-end tile with 'jangrakmiang'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9.4

396 천추만세새김 수막새 千秋萬歲銘瓦當雲文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4.5 

 Roof-end tile with 'cheonchumanse' inscription, Earthenware
 China (Han)   |   D 14.5

397 구름무늬 수막새 雲文瓦當

 중국(한)中國(漢)   |   지름 17.3 

 Roof-end tile with cloud design, Earthenware
 China (Han)   |   D 17.3

398 용무늬 수막새 龍文瓦當

 중국(명)中國(明)   |   지름 16.0

 Roof-end tile with dragon design, Earthenware
 China (Ming)   |   D 16.0

399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아스카)日本(飛鳥)   |   지름 17.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Asuka)   |   D 17.0

400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16.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16.0

401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22.0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22.0

402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나라)日本(奈良)   |   지름 17.6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Nara)   |   D 17.6

403 연꽃무늬 수막새 蓮花文瓦當  
 일본(에도)日本(江戶)   |   지름 7.3

 Roof-end tile with lotus design, Earthenware
 Japan (Edo)   |   D 7.3

404 녹청자매병 綠靑瓷梅甁

 높이 24.9

 Green-celadon maebyong
 H 24.9

405 녹청자통형병 綠靑瓷筒形甁

 높이 21.2 

 Green-celadon pipe-shaped bottle
 H 21.2

406 녹청자병 綠靑瓷甁

 높이 22.0 

 Green-celadon bottle
 H 22.0

407 청자완 靑瓷盌

 높이 7.1 

 Celadon bowl 
 H 7.1

408 청자완 靑瓷盌

 높이 5.0 

 Celadon bowl 
 H 5.0

5. 중국 · 일본 와전
 中國 · 日本瓦塼

 Tiles & Bricks of China and Japan

   Ⅲ. 도자기 陶瓷器 Ceramic Ware(Dojagi) 

1. 고려자기
 高麗瓷器

 Goryeo Porcelain

409 청자완 靑瓷盌

 높이 6.0 

 Celadon bowl 
 H 6.0

410 청자광구병 靑瓷廣口甁

 높이 27.9 

 Celadon wide mouthed bottle
 H 27.9

429 청자음각운문기름병 靑瓷陰刻雲文油甁

 높이 4.4 

 Celadon oil bottle with incised cloud design
 H 4.4

430 청자상감국화문기름병 靑瓷象嵌菊花文油甁

 높이 7.9(위)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7.9(T)

411 청자참외모양병 靑瓷瓜形甁

 높이 22.8 

 Celadon melon-shaped bottle
 H 22.8

412 청자음각연판문광구병 靑瓷陰刻蓮瓣文廣口甁

 높이 25.9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incised lotus petal design
  H 25.9 

413 청자참외모양주전자 靑瓷瓜形注子

 높이 22.4 

 Celadon melon-shaped pitcher
 H 22.4

414 청자타구 靑瓷唾具

 높이 10.9 

 Celadon spittoon
 H 10.9

415 청자항 靑瓷缸

 높이 10.5 

 Celadon jar
 H 10.5

416  청자음각모란당초문광구병 靑瓷陰刻牧丹唐草文廣口甁

 높이 31.0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inc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H 31.0 

417 청자음각연화문참외모양주전자 靑瓷陰刻蓮花文瓜形注子

 높이 21.7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ncised lotus design
 H 21.7

418  청자음각연화절지문병 靑瓷陰刻蓮花折枝文甁

 높이 28.8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and broken branch design
 H 28.8

419 청자음각모란문병 靑瓷陰刻牧丹文甁

 높이 30.5 

 Celadon bottle with incised peony design
 H 30.5

420 청자매병 靑瓷梅甁

 높이 29.7 

 Celadon maebyong
 H 29.7

421 청자양각모란당초문대접 靑瓷陽刻牧丹唐草文大接

 높이 7.8 

 Celadon large bowl with rais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H 7.8

422 청자양각연화동자문대접 靑瓷陽刻蓮花童子文大接

 높이 7.5 

 Celadon large bowl with raised lotus and children design
 H 7.5

423 청자화형발 靑瓷花形鉢

 높이 8.3 

 Celadon foliate bowl
 H 8.3

424 청자상감국화문화형탁잔 靑瓷象嵌菊花文花形托盞

 높이 12.6 

  Celadon foliate cup and stand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12.6

425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 靑瓷象嵌菊花文馬上杯

 높이 9.0 

  Celadon conical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9.0

426 청자상감석류문대접 靑瓷象嵌石榴文大接

 높이 6.9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pomegranate design
 H 6.9

427 청자상감국화문대접靑瓷象嵌菊花文大接

 높이 8.3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H 8.3

428 청자상감초화문대접 靑瓷象嵌草花文大接

 높이 7.9 

 Celadon large bowl with inlaid plant and flower design
 H 7.9



유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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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청자철화초문광구병 靑瓷鐵畵草文廣口甁

 높이 28.7 

  Celadon wide mouthed bottle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8.7

432 청자철화초문대접 靑瓷鐵畵草文大接

 높이 8.1 

 Celadon large bowl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8.1

433 청자철화초문기름병 靑瓷鐵畵草文油甁

 높이 7.5 

 Celadon oil bottle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7.5

434 청자철화초문대야 靑瓷鐵畵草文水盤

 높이 9.9 

 Celadon basin with painted plant design in underglaze iron
 H 9.9

435 흑유편병 黑釉扁甁

 높이 24.2 

 Bottle with flattened sides covered in black glaze
 H 24.2

436 백자상감연화문대접 白瓷象嵌蓮花文大楪

 높이 7.7 

 White porcelain large bowl with inlaid lotus design
 H 7.7

437 분청자철화연당초문병 粉靑瓷鐵畵蓮唐草文甁

 높이 29.1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lotus an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9.1

438 분청자철화당초문병 粉靑瓷鐵畵唐草文甁

 높이 28.3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8.3

439 분청자철화당초문병 粉靑瓷鐵畵唐草文甁

 높이 29.7 

  Buncheong ware bottle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29.7

440 분청자철화파초문소병 粉靑瓷鐵畵芭草文小甁

 높이 10.4 

  Buncheong ware small bottle with painted plantain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0.4

441 분청자철화파초문소병 粉靑瓷鐵畵芭草文小甁

 높이 11.8 

  Buncheong ware small bottle with painted plantain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1.8

442 분청자철화모란당초문장군 粉靑瓷鐵畵牧丹唐草文橫甁

 높이 19.6 

  Buncheong ware horizontally wide jar with painted peony an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9.6

443 분청자선각엽문병 粉靑瓷線刻葉文甁

 높이 31.4 

 Buncheong ware bottle with lined leaves design
 H 31.4

444 분청자귀얄문병 粉靑瓷귀얄文甁

 높이 26.9  

 Buncheong ware bottle with brushed white slip
 H 26.9

445  분청자음각산수문삼족잔 粉靑瓷陰刻山水文三足杯 
 높이 15.2

  Buncheong ware tripod-cup with incised  landscape design
 H 15.2

446  분청자선각파초문호 粉靑瓷線刻芭草文壺

 높이 11.2 

  Buncheong ware jar with lined plantain design
 H 11.2

447  분청자철화당초문호 粉靑瓷鐵畵唐草文壺

 높이 11.6  

  Buncheong ware jar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1.6

2. 조선자기
 朝鮮瓷器

 Joseon Porcelain

448  분청자철화당초문호 粉靑瓷鐵畵唐草文壺 
 높이 12.3  

  Buncheong ware jar with painted arabesque design in underglaze iron
 H 12.3

449 분청자인화문대접 粉靑瓷印花文大楪

 높이 8.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design
 H 8.4

468 백자청화운봉문호 白瓷靑畵雲鳳文壺

 높이 23.1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hoenix and cloud design
 H 23.1

469 백자청화 『수』 명호 白瓷靑畵 『壽』 銘壺

 높이 34.5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su' inscription
 H 34.5

450 분청자인화문대접 粉靑瓷印花文大楪

 높이 8.3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design
 H 8.3

451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7.1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7.1  

452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5.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5.4

453 분청자인화 『내섬』 명대접 粉靑瓷印花 『內贍』 銘大楪

 높이 7.4 

  Buncheong ware large bowl with stamped 'naeseom' inscription 
  H 7.4

454 백자큰항아리 白瓷大壺

 높이 36.9 

 White porcelain large jar
 H 36.9

455 백자대병 白瓷大甁

 높이 34.1 

 White porcelain large bottle
 H 34.1

456 백자병 白瓷甁 
 높이 27.2 

 White porcelain bottle
 H 27.2

457 백자병 白瓷甁

 높이 23.2 

 White porcelain bottle
 H 23.2

458 백자호 白瓷壺

 높이 18.5  

 White porcelain jar
 H 18.5

459 백자발 白瓷鉢

 높이 11.5 

 White porcelain bowl
 H 11.5

460 백자대접 白瓷大楪

 높이 8.4  

 White porcelain large bowl
 H 8.4   

461 백자대접 白瓷大楪

 높이 8.5  

 White porcelain large bowl
 H 8.5      

462 백자명기 白瓷明器

 높이 7.0(가운데 위)   |   공주 상서리 

 White porcelain miniature burial objects
 H 7.0(M·T)   |   From Sangseo-ri, Gongju

463 백자호(유개) 白瓷壺(有蓋)

 높이 18.5 

 White porcelain jar (with cover)
 H 18.5

464 백자골호 白瓷骨壺

 높이 19.5 

 White porcelain funerary urn
 H 19.5 

465 백자주전자 白瓷酒煎子

 높이 17.5 

 White porcelain pitcher
 H 17.5

466 백자자라병 白瓷扁甁

 높이 23.8 

 White porcelain bottle with 
 flattened sides
 H 23.8

467 백자청화운룡문병 白瓷靑畵雲龍文甁

 높이 32.4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H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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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백자또아리연적 白瓷또아리硯滴

 높이 2.8 

 White porcelain coiled water-dropper
 H 2.8

471 백자청화연화문사각연적 白瓷靑畵蓮花文四角硯滴

 높이 4.7 

  Blue and white porcelain four-angled water-dropper with lotus 
design

 H 4.7

472 백자청화매죽문원형연적 白瓷靑畵梅竹文圓形硯滴

 높이 3.8 

  Blue and white porcelain cylinder-shaped water-dropper with plum 
blossom and bamboo design

 H 3.8

473 백자청화모란문소호 白瓷靑畵牧丹文小壺

 높이 13.2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eony design
 H 13.2

474 백자청화률문소호 白瓷靑畵栗文小壺

 높이 9.8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chestnut design
 H 9.8

475 백자청화모란칠보문호 白瓷靑畵牧丹七寶文壺

 높이 11.5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ony and seven treasure design
 H 11.5

476 백자청화모란팔괘문각호 白瓷靑畵牧丹八卦文角壺

 높이 13.2 

  Blue and white porcelain angled jar with peony and eight-diagrams 
design

 H 13.2

477 백자청화모란문호(유개) 白瓷靑畵牧丹文壺(有蓋)

 높이 15.0(오른쪽)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peony design (with cover)
 H 15.0(R)

478 백자청화모란문소호(유개) 白瓷靑畵牧丹文小壺(有蓋)

 높이 11.0(오른쪽) 

 Blue and white porcelain small jar with peony design (with cover)
 H 11.0(R)     

479 백자청화 『제현주병』 명각병 白瓷靑畵 『祭玄酒甁』 銘角甁

 높이 32.0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jehyonjubyeong' inscription
 H 32.0  

480 백자청화 『제현주병』 명각병 白瓷靑畵 『祭玄酒甁』 銘角甁

 높이 30.0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jehyonjubyeong' inscription
 H 30.0   

481 백자청화 『제』 명 제기 
 白瓷靑畵 『祭』 銘 祭器

 높이 10.0 

  Blue an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with 'je' inscription
  H 10.0

482 백자청화 『제』 명 제기 
 白瓷靑畵 『祭』 銘 祭器

 높이 8.2

  Blue and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with 'je' inscription
  H 8.2

483 백자제기(접시) 白瓷祭器(接匙)

 높이 4.1(오른쪽)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dish)
 H 4.1(R) 

484 백자제기 白瓷祭器

 높이 7.4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H 7.4 

485 백자제기 白瓷祭器

 높이 6.3 

 White porcelain ritual vessel
 H 6.3 

486 백자청화묘지(송준길) 
 白瓷靑畵墓誌(宋俊吉)

 길이 16.2×22.33

 Blue and white porcelain epitaph tablet (Song Jun-Gil)
 L 16.2×22.33

488 백자청화묘지(송요경) 白瓷靑畵墓誌(宋堯卿)

 길이 17×22.2 

 Blue and white porcelain epitaph tablet (Song Yo-Kyong)
 L 17×22.2

490 계후입안(송석로) 繼後立案(宋錫老)

 조선朝鮮(1797)   |   길이 82.0×113.0

  Document of written permission for son's adoption (Song Seok-Ro)
  Joseon Dynasty(1797)   |   L 82.0×113.0

   Ⅳ. 고문서와 서화 古文書 書畵 

           Historical Documents and Paintings & Calligraphy Material 

509 고신교지(이간) 告身敎旨(李柬) 
 조선朝鮮(1726)   |   길이 78.0×56.0

  King's letter for an official's appointment (Lee Gan)
  Joseon Dynasty(1726)   |   L 78.0×56.0

510 동춘당 송준길 유지첩 同春堂宋浚吉有旨帖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36.0×55.0

  King's letters for Song Jun-Gil's appointment
  Joseon Dynasty(1602~1672)   |   L 36.0×55.0

491 준호구(김성천) 準戶口(金性天) 
 조선朝鮮(1874)   |   길이 58.0×101.0

  Proof of household register (Kim Seong-Cheon) 
  Joseon Dynasty(1874)   |   L 58.0×101.0

492 호구단자(이돈린) 戶口單子(李敦麟)

 조선朝鮮(1874)   |   길이 53.0×32.2 

  Household register (Lee Don-Rin)
  Joseon Dynasty(1874)   |   L 53.0×32.2

493 혼서(송승길) 婚書(宋承吉)

 조선朝鮮(1369)   |   길이 81.5×63.5 

  Marriage letter (Song Seung-Gil) 
  Joseon Dynasty(1369)   |   L 81.5×63.5

494 금담서원치제문 黔潭書院致祭文

 조선朝鮮(1719)   |   길이 79.5×50.5 

  Geumdam Lecture Hall (Seowon) funeral oration
  Joseon Dynasty(1719)   |   L 79.5×50.5 

495 부의단자(송종민) 賻儀單子(宋鍾民)

 조선朝鮮   |   길이 36.6×39.5

 List of goods used in a funeral (Song Jong-Min)
 Joseon Dynasty   |   L 36.6×39.5

496 별급문기(송응서→송이창) 別給文記(宋應瑞→宋爾昌)

 조선朝鮮(1590)   |   길이 51.0×71.0

   Separate document of asset portions (From Song Eung-Seo, to 
Song Yi-Chang) 

  Joseon Dynasty(1590)   |   L 51.0×71.0

497 분금 分衿

 조선朝鮮(1685)   |   길이 82.0×32.0

 Document of asset portions
 Joseon Dynasty(1685)   |   L 82.0×32.0

498 수기 手記
 조선朝鮮(1882)   |   길이 23.6×13.4

  Contract document
  Joseon Dynasty(1882)   |   L 23.6×13.4

499 자매문기 自賣文記 
 조선朝鮮(1885)   |   길이 35.0×40.9

  Document on the selling of oneself
  Joseon Dynasty(1885)   |   L 35.0×40.9

500 노비매매문기일괄 奴婢賣買文記一括 
 조선朝鮮(1715)  

 Document on the selling and trading of indentured servants
 Joseon Dynasty(1715)

501 문중통문 門中通文 
 조선朝鮮(1884)   |   길이 167.0×49.5

 Family circular letter
 Joseon Dynasty(1884)   |   L 167.0×49.5

502 등장 等狀 
 조선朝鮮(1902)   |   길이 52.0×87.5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1902)   |   L 52.0×87.5

503 상서 上書 
 조선朝鮮   |   본문 길이 55.0×82.0 
 추기 길이 21.0×27.5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   |   L 55.0×82.0(Body),

  L 21.0×27.5(Postscript)

504 소지 所志 
 조선朝鮮(1883)   |   길이 35.0×53.0

  Petition
  Joseon Dynasty(1883)   |   L 35.0×53.0

505 홍패교지(민여노) 紅牌敎旨(民汝老) 
 조선朝鮮(1762)   |   길이 39.0×93.0

 King's letter for an official's appointment  (Min Yeo-Ro)
 Joseon Dynasty(1762)   |   L 39.0×93.0

506 시권(권상필) 試券(權相弼) 
 조선朝鮮   |   길이 70.0×22.0

  Examination paper (Kwon Sang-Pil)
  Joseon Dynasty   |   L 70.0×22.0

507 품보 稟報 
 조선朝鮮(1796)   |   길이 56.0×105.0

  Letter to one's superior
  Joseon Dynasty(1796)   |   L 56.0×105.0

508 시문(이지헌) 詩文(李祉憲) 
 조선朝鮮   |   길이 54.5×82.5

  Poetry and prose examination paper (Lee Ji-Heon) 
  Joseon Dynasty   |   L 5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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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차첩(김성천) 差帖(金性天) 

 조선朝鮮   |   길이 59.0×48.0

    Letters of appointment for low-ranking officials (Kim Seong-Cheon)
  Joseon Dynasty   |   L 59.0×48.0

512 망기 望記 
 조선朝鮮   |   길이 43.0×33.0

  Candidate list
  Joseon Dynasty   |   L 43.0×33.0

513 차첩(김인태) 差帖(金仁泰) 

 조선朝鮮   |   길이 30.0×20.7

 Letters of appointment for low-ranking officials (Kim In-Tae)
 Joseon Dynasty   |   L 30.0×20.7

514 첩정 牒呈 
 조선朝鮮(1886)   |   길이 39.5×49.5

  Reports of the lower offices to the higher offices
  Joseon Dynasty(1886)   |   L 39.5×49.5 

515 녹패(송도순) 祿牌(宋道淳) 
 조선朝鮮(1879)   |   길이 15.0×50.0

  Document of an official's salary (Song Do-Soon)
  Joseon Dynasty(1879)   |   L 15.0×50.0

516 고목 告目 
 조선朝鮮   |   길이 42.5×19.0

  Reports of the lower offices to the higher offices
  Joseon Dynasty   |   L 42.5×19.0

517 임명장(김두남) 任命狀(金斗南) 

 조선朝鮮(1894)   |   길이 40.0×25.5

  Certificate of appointment (Kim Du-Nam)
  Joseon Dynasty(1894)   |   L 40.0×25.5

518 임명장(오양춘) 任命狀(吳良春) 
 조선朝鮮(1894)   |   길이 32.5×25.5

  Certificate of appointment (Oh Yang-Chun)
  Joseon Dynasty(1894)   |   L 32.5×25.5

519 사통 私通 
 조선朝鮮(1894)   |   길이 31.0×23.5

  Private correspondence 
  Joseon Dynasty(1894)   |   L 31.0×23.5

520 계초(송준길) 啓草(宋浚吉)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35.0×54.0

  First draft of letter to one's superior (Song Jun-Gil) 
  Joseon Dynasty(1602~1672)   |   L 35.0×54.0

521 송준길 내사본 일괄 宋浚吉內賜本一括 
 조선朝鮮(1602~1672)   |   길이 22.5×35.0

  Books of Song Jun-Gil from the King
  Joseon Dynasty(1602~1672)   |   L 22.5×35.0 

522 송시열 필첩 宋時烈 筆帖 
 조선朝鮮(1607~1689)

 Calligraphy of Song Si-Yeol
 Joseon Dynasty(1607~1689)

523 송준길 필첩 宋浚吉 筆帖 
 조선朝鮮(1602~1672)

 Calligraphy of Song Jun-Gil
 Joseon Dynasty(1602~1672)

524 평양성탈환도(작자미상) 平壤城奪還圖(作者未詳) 
   Painting depicting the recapture of Pyongyang Fortress 

(Anonymous) 

525 농경(전 단원 김홍도)(1745~1806) 農耕(傳 檀園 金弘道)

 조선朝鮮 

  Farming (Kim Hong-Do)(1745~1806)
  Joseon Dynasty

526 사군자(작자미상) 四君子(作者未詳) 

  The Four Gracious Plants (Anonymous) 

527 매화(해강 김규진)(1868~1933) 
 梅花(海岡 金圭鎭)  

  Plum blossom (Kim Kyu-Jin)(1868~1933)

528 대나무(죽사 이응노)(1904~1989) 
 竹(竹史 李應魯) 

  Bamboo (Lee Eung-No)(1904~1989) 

529 산수(소치 허련)(1809~1892) 山水(小癡 許鍊) 
 조선朝鮮  

  Landscape (Heo Ryeon)(1809~1892) 
  Joseon Dynasty

530 난 · 파초(소치 허련)(1809~1892) 蘭 · 芭蕉(小癡 許鍊) 

 조선朝鮮

 Orchid  ·  Plantain (Heo Ryeon)(1809~1892)
 Joseon Dynasty

548 경상 經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1.0×36.2×36.1

  Writing table
  Late Joseon Dynasty   |   L 71.0×36.2×36.1

549 서안 書案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5.4×38.0×37.8

  Writing desk
  Late Joseon Dynasty   |   L 75.4×38.0×37.8

531 문인화(미산 허형)(1861~1938) 文人畵(米山 許瀅) 
 Literati painting (Heo Hyeong)(1861~1938)

532 산수 (벽천 라상목)(1924~1999) 山水(碧天 羅相沐) 

 Landscape(Na Sang-Mok)(1924~1999)

533 소나무 (남농 허건)(1907~1987) 松(南農 許楗) 
  Pine (Heo Keon)(1907~1987)

534 산수 (심향 박승무)(1893~1980) 山水(深香 朴勝武) 

  Landscape (Park Seung-Mu)(1893~1980)

535 산수 (산동 오태학)(1938~    ) 山水(山童 吳泰學) 

  Landscape(Oh Tae-Hak)(1938~    )

536 국화 (청전 이상범)(1897~1972) 菊花(靑田 李象範) 
 Chrysanthemum (Lee Sang-Byeom)(1897~1972)

537 매화 (규당 한유동)(1913~   ) 梅花(葵塘 韓維東) 

 Plum blossom (Han Yu-Dong)(1913~   )

538 산수 (민경갑)(1933~    ) 山水(民庚甲) 
  Landscape (Min Kyeong-Gap)(1933~   )

539 산수(남천 송수남) 山水(南天 宋秀男) 
  Landscape (Song Su-Nam)

540 난(금봉 박행보)(1934~   ) 蘭(金峰 朴幸甫) 

 Orchid (Park Haeng-Bo)(1934~   )

541 부활(김수평)(1942~1989) 復活(金水平) 
  Rebirth (Kim Su-Pyeong)(1942~1989)

542 청일(김세원)(1940~   ) 晴日(金世源) 
  Clear Day (Kim Se-Won)(1940~   )

543 이층장 二層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88.3×36.8×94.7

  Two-tiered wardrobe
  Late Joseon Dynasty   |   L 88.3×36.8×94.7

544 반닫이 半衣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0.4×26.0×22.8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40.4×26.0×22.8

545 머릿장 머릿 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02.5×45.7×76.1

  Head-side chest
  Late Joseon Dynasty   |   L 102.5×45.7×76.1

546 반닫이 半衣欌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7.5×37.3×50.0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77.5×37.3×50.0

547 사층탁자 四層卓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9.0×33.7×160.8

  Chest with hinged front flap
  Late Joseon Dynasty   |   L 49.0×33.7×160.8

   Ⅴ. 생활용품 生活用品 Articles for Every 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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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나전경대 螺鈿鏡臺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1×26.6×11.9

  Lacquered vanity mirror box with mother-of-pearl inlay
  Late Joseon Dynasty   |   L 18.1×26.6×11.9

551 나전빗접 螺鈿梳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4.8×23.9×26.4

 Lacquered vanity case with mother-of-pearl inlay
 Late Joseon Dynasty   |   L 24.8×23.9×26.4

552 나무함 木製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29.0×28.7

 Wood box
 Late Joseon Dynasty   |   L 29.0×29.0×28.7

553 보석함 寶石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4.6×14.6×18.0

 Treasure box
 Late Joseon Dynasty   |   L 14.6×14.6×18.0

554 따비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52.0

  Weed plow
  Late Joseon Dynasty   |   L 152.0

555 극쟁이 耒耜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59.4×101.1

  Plow
  Late Joseon Dynasty   |   L 159.4×101.1

556 무자위 水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82.0

  Water wheel
  Late Joseon Dynasty   |   H 182.0

557 매통 木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80.0

  Wooden hand mill for hulling rice
  Late Joseon Dynasty   |   H 80.0

558 나무절구 木臼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54.0

  Wooden mortars
  Late Joseon Dynasty   |   H 54.0

559 나무절구 木臼磨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50.4

  Wooden mortars
  Late Joseon Dynasty   |   H 50.4

560 주루막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4.0×37.0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L 44.0×37.0

561 씨앗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4.5×27.5

  Seed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L 34.5×27.5

562 달걀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36.2

  Egg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H 36.2

563 달걀망태 網太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23.4

  Egg mesh bag
  Late Joseon Dynasty   |   H 23.4

564 멱둥구미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38.0, 높이 16.2

  Basket
  Late Joseon Dynasty   |   D 38.0, H 16.2

565 바구니 大籠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32.5, 높이 20.6

  Basket
  Late Joseon Dynasty   |   D 32.5, H 20.6

566 함지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47.0

  Wooden basins
  Late Joseon Dynasty   |   D 47.0

567 함지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70.0

  Wooden basins
  Late Joseon Dynasty   |   L 70.0

568 나무김칫독 木泡菜桶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10.0

  Wooden Kimchi jar
  Late Joseon Dynasty   |   H 110.0

569 뒤주 米櫃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8.0×70.5×93.7

  Wooden rice chest
  Late Joseon Dynasty   |   L 98.0×70.5×93.7

588 나무등경 木製燈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67.0

  Lamp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67.0 

589 나무등경 木製燈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43.0

  Lamp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43.0

570 베틀 紙布機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5.4×87.5×117.0

  Loom
  Late Joseon Dynasty   |   L 205.4×87.5×117.0

571 씨아 攪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5.0×38.0

  Cotton gin
  Late Joseon Dynasty   |   L 65.0×38.0

572 물레 紡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84.0×52.0

  Spinning wheels
  Late Joseon Dynasty   |   L 84.0×52.0

573 자리틀 草席機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62.0×116.0

  Mat frame patterns
  Late Joseon Dynasty   |   L 162.0×116.0

574 다식판 茶食板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2.0(위)

  Tea confectionary molds
  Late Joseon Dynasty   |   L 42.0(T)

575 톱 鋸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0(위)

  Ripsaws and tools for thrashing rice
  Late Joseon Dynasty   |   L 18.0(T)

576 대패 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5.0(오른쪽)

  Plane
  Late Joseon Dynasty   |   L 25.0(R)

577 먹통 墨筒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5(오른쪽)

  Ruler
  Late Joseon Dynasty   |   L 20.5(R)

578 되 · 말 升 · 斗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15.0(왼쪽)

  Measuring unit for grain
  Late Joseon Dynasty   |   L 29.0×15.0(L)

579 저울 秤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2.0(아래)

  Balance
  Late Joseon Dynasty   |   L 32.0(B)

580 다리미 鈷鉧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7.0(아래)

  Iron
  Late Joseon Dynasty   |   L 47.0(B)

581 다리미 鈷鉧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8.0(위)

  Iron
  Late Joseon Dynasty   |   L 48.0(T)

582 다듬잇돌과 다듬이 방망이 
 조선후기朝鮮後期   |   방망이 길이 39.5

  Fulling blocks and bat
  Late Joseon Dynasty   |   L 39.5(Bat)

583 뒤꽂이 簪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2.0(왼쪽)

  Hairpin
  Late Joseon Dynasty   |   L 22.0(L)

584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0.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0.0

585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1.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1.0

586 나무기러기 木雁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1.0

  Wooden duck for wedding
  Late Joseon Dynasty   |   L 31.0

587 놋촉대 鍮器燭臺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72.5

  Candle stand
  Late Joseon Dynasty   |   H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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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사인교 四人轎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5.2×72.5

  Palanquin
  Late Joseon Dynasty   |   L 95.2×72.5

591 남여 藍輿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91.5×77.0

  Sedan chair
  Late Joseon Dynasty   |   L 91.5×77.0

592 휴대용필묵갑 携帶用筆墨匣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6.5(오른쪽)

  Portable inkpot with brush
  Late Joseon Dynasty   |   L 16.5(R)

593 담배함 煙草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6×11.0(아래)

  Tobacco case
  Late Joseon Dynasty   |   L 6.6×11.0(B)

594 문서통 傳筒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90.5

  Document case
  Late Joseon Dynasty   |   H 90.5

595 윤도 輪圖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3.7

  Compass
  Late Joseon Dynasty   |   D 13.7

596 안경집 眼鏡匣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6.5(왼쪽)

  Spectacle cases
  Late Joseon Dynasty   |   L 6.5(L)

597 반짇고리 針箱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6.5

  Sewing box
  Late Joseon Dynasty   |   L 36.5

598 팔각목판과 팔각색상자 八角盤 八角色箱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6.0   

  Octagonal tray table and  colored octagonal box
  Late Joseon Dynasty   |   L 36.0

599 사각색상자 四角色箱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4.0×25.5(아래)

  Colored quadrilateral box
  Late Joseon Dynasty   |   L 44.0×25.5(B)

600 조바위 煖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8.5

  Woman's fur hat
  Late Joseon Dynasty   |   L 18.5

601 남바위 皮風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5.0

  Fur hat
  Late Joseon Dynasty   |   L 35.0

602 갓 黑笠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3.5(오른쪽)

  Black hat made of horsehair
  Late Joseon Dynasty   |   H 13.5(R)

603 사모 紗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8.0(왼쪽)

  Black silk hat (official hat) 
  Late Joseon Dynasty   |   H 18.0(L)

604 당혜 唐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5.0

  Women's leather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5.0 

605 태사혜 太史鞋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4.0

  Men's leather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4.0

606 화자 靴子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7.0

  Official's 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7.0

607 나막신 木鞋靴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

  Wooden rain-shoes
  Late Joseon Dynasty   |   L 29.0

608 발조리개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0.0

  Foot binder
  Late Joseon Dynasty   |   L 20.0

609 관복함 官服函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59.0, 높이 35.0

  Box for official hat and official belt
  Late Joseon Dynasty   |   L 59.0, H 35.0

627 레이놀즈 박사 선교 40주년 기념 사진 -서울 서대문교회-
 근대近代(1932)   |   길이 8.5×13.5

  Dr. Reynolds' memorial picture for the 40th anniversary 
  of missionary activity - Sodaemoon Church, Seoul
  Modern times(1932)   |   L 8.5×13.5

628 레이놀즈 박사 선교 40주년 기념 은잔 -서울 서대문교회-
 근대近代(1932)   |   지름(컵) 6.0, 지름(받침) 11.0

   Dr. Reynolds' memorial silver cup for the 40th anniversary of 
missionary activity - Sodaemoon Church, Seoul

  Modern times(1932)   |   D 6.0(Cup), D 11.0(Caster) 

610 약연 藥碾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5.0, 높이 33.0

  Herbal grinder
  Late Joseon Dynasty   |   L 35.0, H 33.0

611 약연 藥碾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4.5

  Herbal grinder
  Late Joseon Dynasty   |   H 14.5

612 놋화로 鍮器火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5.5(아래)

  Charcoal brazier
  Late Joseon Dynasty   |   H 15.5(B)

613 토기화로 土器火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20.0(오른쪽)

  Ceramic brazier
  Late Joseon Dynasty   |   H 20.0(R)

614 감실 龕室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42.0, 높이 61.0

  Niche
  Late Joseon Dynasty   |   L 42.0, H 61.0

615 향상 香床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37.5, 높이 29.0

  Incense table
  Late Joseon Dynasty   |   L 37.5, H 29.0

616 제기 祭器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1.0, 
 높이 5.5(아래)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D 11.0, H 5.5(B)

617 향상제기 香象祭器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29.0, 높이 23.0(오른쪽)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L 29.0, H 23.0(R)

618 작 爵 
 조선후기朝鮮後期   |   길이 17.0, 높이 18.0

  Dishes used in ritual services
  Late Joseon Dynasty   |   L 17.0, H 18.0

619 향로 香爐 
 조선후기朝鮮後期   |   높이 13.5(아래)

  Incense burner
  Late Joseon Dynasty   |   H 13.5(B)

620 삿갓 笠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64.0

  Bamboo hat
  Late Joseon Dynasty   |   D 64.0

621 백사모 白紗帽 
 조선후기朝鮮後期   |   지름 19.5

  White silk hat
  Late Joseon Dynasty   |   D 19.5

622 호조 護照

 조선후기朝鮮後期(1900)   |   길이 52.5×64.5

  Permit issued to allow travel inside Korea 
  Late Joseon(1900)   |   L 52.5×64.5 

623 외국인(안나 맥퀸)거주증명서 外國人 居住證明書

 근대近代(1937)   |   길이 35.5×24.5

  Foreigner residency certificate (Anna Mequeen)
  Modern times(1937)   |   L 35.5×24.5 

624 Anna Mequeen의 은쌍가락지 銀雙指環 
 근대近代   |   지름 1.2

 Anna Mequeen's silver rings
 Modern times   |   D 1.2

625 한국동사활용표 韓國動詞活用表

 근대近代   |   지름 23.3

  Table of Korean verb usage
  Modern times   |   D 23.3

626 조선예수교 전라남북노회 지경교회 전도 
 朝鮮耶蘇敎全羅南北老會地境敎會全圖

 근대近代(1915)   |   길이 73.5×114.0

   A church's location map of the Joseon Christianity Jeollanambuk-
do Association    Modern times(1915)   |   L 73.5×114.0

    Ⅵ.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선교와 한남대학교 
     美國 南長老敎 韓國宣敎·韓南大學校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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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레이놀즈 여사의 한국관련 유품
 근대近代

  Mrs. Reynolds' Korea-related keepsakes
  Modern times

630 크레인 여사가 그린 한국 풍속화들
 근대近代   |   길이 37.0×53.0(왼쪽 위)

  Korea genre pictures by Florence Hedleston Crane
  Modern times   |   L 37.0×53.0(L·T)

631 금산 지방리 교회 사기
 근대近代(1920)   |   길이 15.5×22.8

  Record of the history of Jiba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20)   |   L 15.5×22.8

632 금산 수영리 교회 교적부
 근대近代(1905)   |   길이 15.0×9.0

  Register of Suyeo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05)   |   L 15.0×9.0

633 금산 수영리 교회 당회록
 근대近代(1940)   |   길이 17.8×24.4

  Minutes book of Suyeong-ri Church, in Geumsan
  Modern times(1940)   |   L 17.8×24.4

634 신명초행 神命初行

 조선후기朝鮮後期(1882)   |   길이 12.0×18.8

  Sinmyeongchohaeng (An introduction to Catholic life)
  Late Joseon(1882)   |   L 12.0×18.8

635 성경직해 聖經直解 
 조선후기朝鮮後期(1892)   |   길이 14.2×22.0

  Sunkyungjikhae (Direct Bible interpretation)
  Late Joseon(1892)   |   L 14.2×22.0

636 천당직로 天堂直路

 근대近代(1884)   |   길이 12.3×19.0

  Cheondangjikro (Direct way to heaven)
  Modern times(1884)   |   L 12.3×19.0

637 비유요지
 근대近代(1906)   |   길이 15.0×22.0

  Biyuyoji (The substance of metaphor)
  Modern times(1906)   |   L 15.0×22.0

638 성서강목 聖書綱目

 근대近代(1909)   |   길이 14.5×22.0

  Seongseogangmog (An outline and details of the Bible)
  Modern times(1909)   |   L 14.5×22.0

639 순도기록
 근대近代(1906)   |   길이 13.0×18.0

  Record of the way of pilgrimage 
  Modern times(1906)   |   L 13.0×18.0

640 안인거
 근대近代(1909)   |   길이 16.0×22.0

  Aninkeo
  Modern times(1909)   |   L 16.0×22.0

641 사복음대조기술
 근대近代(1910)   |   길이 15.2×22.2

  Records contrasted Gospel  
  Modern times(1910)   |   L 15.2×22.2

642 성경지지문답
 근대近代(1915)   |   길이 15.1×22.1

  Questions and answer regarding the Bible
  Modern times(1915)   |   L 15.1×22.1

643 교회사기
 근대近代(1914)   |   길이 14.0×22.0

  Church history records
  Modern times(1914)   |   L 14.0×22.0

644 장로교회사전휘집 長老敎會史典彙集

 근대近代(1919)   |   길이 15.0×22.0

  Diges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Joseon
  Modern times(1919)   |   L 15.0×22.0

645 게자씨
 근대近代(1933)   |   길이 15.0×22.4

  Kejassi (Magazine - "Mustard Seed")
  Modern times(1933)   |   L 15.0×22.4

646 예수행적공부
 근대近代(1926)   |   길이 14.0×21.4

  Study on the acts of Jesus
  Modern times(1926)   |   L 14.0×21.4

647 대전대학 학교기 
  School Banner of Daejeon College

648 숭전대학교 학교기
  School Banner of Soong Jun University

649 대전대학 1회 졸업앨범
 근대近代(1963)   |   길이 23.0×30.0

  The 1st yearbook of Daejeon College 
  Modern times(1963)   |   L 23.0×30.0

650 고애라 선교사 박사학위논문
 근대近代   |   길이 21.8×28.0

  Ph.D Thesis of Cora Antrin Wayland
  Modern times   |   L 21.8×28.0

651 수업에 사용하던 초시계
 근대近代   |   지름 5.0

  Stopwatch was used in class
  Modern times   |   D 5.0

652 대전대학과 숭전대학교 학교 뱃지
  School badge of Daejeon College and  Soong J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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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中央博物館 歷史 
History of Central Museum                                                         이진모(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장)

한
남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충청문화연구소 부설 향토자료실’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시 충청문화연구소(초대 소장 故 박요순; 

전 국문과 교수)는 충청지역문화연구에 기초가 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목적을 사업의 일부로 삼고 있었다. 이러

한 목적은 박물관이 가지는 고유 목적과 동일하였고, 때마침 종합대학교 승격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내외적으로 박물

관의 설립을 종용하는 소리가 높아 1982년 6월 7일(월) ‘博物館’ 현판(초대관장 故 박요순; 전 국문과 교수)을 걸게 되었다.

박물관은 설립 당시 특별한 예산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출발하였기 때문에 소장유물은 

미약하고 그 수량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故 박요순 관장님을 중심으로 박물관 위원들(故 오해

진 교수,  이병주 교수, 서의필 교수, 김세원 교수, 故 양희영 교수)과, 박물관 직원은 적극적인 유

물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자료수집에 온 정성을 쏟았다. 최초의 유물 수집은 충북 영동읍 유지들

이 소유하고 있던 상여 2채를 기증받게 된 데서 비롯되었고, 이후 본교 교수님과 동문들, 그리고 

외부인사들의 유물 기증이 이어졌다. 故 박요순 관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련의 유물 수집 및 

기증은 오늘의 중앙박물관이 있게 된 토대가 되었다.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기능이 점차 부각되면서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도자기, 민속유물, 고문서 등 다양한 각종 유물을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전 부여문화

원장 이석호 선생으로부터 기증(구입)받은 와당·토기 등 2,000여점의 유물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

서 뛰어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물관의 소장유물은 점차 증가하였다.

개관 초창기의 전시유물는 고고유물과 민속유물이 주를 이루었는데 대부분 기증과 구입유

1982년 6월 박물관 개관 행사(가운데 故 오해진 학장) 

故 박요순 초대관장

1983년 박물관 확장이전 개관 당시 관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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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활성화되면서 학술적 의미가 더욱 큰 발굴조사 출토유물로 전시유물이 대체되었다. 1993년에는 진

천 삼룡리·산수리 가마터에서 발굴조사한 유물을 중심으로 ‘백제토기요지실’을 신설하고 출토유물과 함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백제시대 가마터를 1:1크기로 복원하여 전시하였다.

개관 당시 박물관은 도서관 건물(현 법과대학) 2층의 80평 규모로 처음 개관하였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

던 중 1983년 도서관 건물(현 법과 대학)이 증축되고 박물관이 이 건물의 4·5층을 사용되게 되면서 박물관은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사용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박물관 소장유물도 구분 정리하고, 아울러 전시공간도 개편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4층의 300평은 인류역사관으로, 5층의 300평은 자연사관과 미술실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자연사관의 설치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이은 세 번째의 자연사관 설치라는 점에서 더욱 더 큰 의의를 지녔다. 

자연사관은 1986년 3월 1일 별도의 ‘자연사박물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게 된다. 박물관은 명칭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게 된다. 처

음 개관때 사용하였던 ‘한남대학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1997년 학교의 차별화 정책에 따라 ‘한남대학교 백제문화박물관’으로 

변경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00년에 다시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으로 재조정되었다.

1983년 박물관 공간적 확대 개편에 이어 박물관의 학술조사 활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학술조사 활동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전

시회 개최 및 학술지 간행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충북 영동군 지봉리 고분군을 시작으로 금산 장대리 고분군 발굴조

사, 진천 삼룡리·산수리 가마터 발굴조사, 대전 구성동 유적 발굴조사, 옥천 대천리 유적 발굴조사, 대전 용호동 유적 발굴조사 등 

2000년 초반까지 70회의 활발한 문화재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중 5개년으로 진행된 진천 삼룡리, 산수리 가마터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토기의 제작기술과 생산·유통을 규명할 수 있었고, 옥천 대천리에서 발굴조사한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우리나라 초기 

농경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전 용호동 유적은 대전의 역사를 10만년 이전으

로 올릴 수 있는 자료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관 초기 인류역사관 모습(왼쪽 : 토기실, 오른쪽 : 민속실) 

개관 초기 미술실(왼쪽), 자연사관(오른쪽) 모습 

전시회는 1986년에 개교 30주년 기념 ‘기독교사료 특별전’을 시작으로 1989년에 ‘백제토기 특별전’, 1990년에 ‘백제와전 100

선전’, 1991년에 ‘91명품전’, 1992년 남장로교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자료특별전’ 등이 이루어 졌다. 특히 ‘백제토기 특별전’과 

‘백제와전 100선전’은 한밭문화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시회로 백제문화를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어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찬사를 받았다. 이후 1993년 ‘백제토기요지 특별전’, 2001년 ‘故 이창규 목사 기증 기독교사 자료 특별전’ 2009년 ‘한남대학교 중

앙박물관 대표유물특별전’, 2011년 한남대학교 개교 55주년 기념 ‘기와 그리고 전돌 명품선’, 2012년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왕의 뜻을 전하다’ 등의 특별전시회가 매년 마련되었다.

학술지는 1983년부터 시행한 발굴조사나 지표조사 성과물인 보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까지 34호까지 출판되었으

며, 1998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박물관 연구지 ‘고고와 민속’은 2012년까지 15집이 발간되었다. ‘고고와 민속’은 한국의 역사와 문

화를 더욱 넓은 시야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고고학, 민속학, 동아시아의 지역학등 다양한 연구 논문과 박물관 연구활동 

충남 금산 장대리 6호 고분

충북 옥천 대천리 유적 대전 용호동 유적과 출토석기

충북 진천 산수리 7호 가마 모습과 각종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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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간행하는 소장유물 도록과 같은 간행물이나 기획전시용의 특별전 도록도 간행하고 있다. 

이 밖에 1995년부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특별개관행사를 개최하여 대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다.

1997년부터 시작한 박물관 교양강좌는 2012년까지 45회를 개최하였다. 제 45회 교양강좌는 도쿄경제대학교 서경식 교수를 

강사로 ‘디아스포라로 산다 -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박물관 교양강좌는 대학 박물관의 사회교육기

능 활성화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박물관 기능의 하나인 역사에 대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전의 3대 하천 중에 하나인 갑천의 계류를 따라 그 곳에 어

울러진 인간의 삶의 발자취를 답사함으로써 대전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갑천의 자연과 문화기행을 실시하였

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의 문화유적을 찾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

램 ‘역사문화돋보기’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앙박물관 발간 각종 책자

어린이날 특별개관 행사(선물증정,  face 페인팅, 탁본체험)

2012년, 중앙박물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았다. 개관 당시 3개의 전시실 이었던 것이 연대별, 장르별, 주제별에 따라 더욱 전문

화되어 종합전시실, 기와전시실, 백제토기요지실, 기독교선교자료실, 문헌실, 민속실, 기회전시실, 야외전시장 등 총 8개의 전시

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소장유물도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여 8,000여점에 이르고, 관람인원도 외국의 주

요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전 지역의 초.중.고교생과 역사학 전공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연인원 15,000명에 육박한다. 이제 중앙

박물관은 다양한 사회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대학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더불어 문화

지식의 탐구와 창조의 메카로서, 지역사회의 문화핵심으로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중앙박물관 교양강좌(45회)

갑천의 자연과 문화기행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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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박물관 역대 박물관장 현황

성명 재임기간 소속

故 박요순 1982. 6. ~ 1992. 8. 전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병현 1992. 9. ~ 1996. 8.
전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현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필영 1996. 9. ~ 2002. 2.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한창균 2002. 3. ~ 2004. 2.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한기범 2004. 3. ~ 2006. 2.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이정신 2006. 3. ~ 2007. 2.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한기범 2007. 3. ~ 2008. 2.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최이돈 2008. 3. ~ 2009. 2.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한기범 2009. 3. ~ 2011. 2.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이진모 2011. 3. ~ 2013. 1. 현재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 중앙박물관 주요 연혁

1982. 06. 07. 박물관 개관

1983. 05. 1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가입

1983. 11. 23 ~ 12. 20 충북 영동군 지봉리 고분군 발굴조사

1984. 04. 28.
박물관 확대·개편(인류역사관, 자연사관, 미술실)

특별전 -신사임당 채색화 및 묵서 등 원본-

1986. 03. 01 자연사관 ‘자연사박물관’으로 독립 운영

1986. 04. 15 ~ 4. 30 개교 30주년 기념 특별전 ‘基督敎史料特別展’

1987. 06. 27. 박물관 도록 발간

1987. ~ 1991. 충북 진천군 산수리·삼룡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

1989. 10. 01 이석호 선생 백제와전 및 토기 등 2,000여점 기증

1989. 10. 01 ~ 10. 10 ‘백제토기 특별전’ -한밭문화재관련 특별전-

1990. 05. 05 “어린이날” 기념 특별개관

1990. 09. 16 ~ 09. 22 ‘百濟瓦塼 100選展’ - 한밭문화재관련 특별전-

1991. 10. 01 ~ 10. 05 ‘91 名品展’ - 한밭문화재 관련 특별전-

1992. 09. 01 박요순 관장(정년) 퇴임 및 최병현 관장 취임

1992. 10. 21  남장로교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자료 특별전’- 기독교선교자료실 개관-

1992. 12. 14 충남 금산군 장대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학술총서 1호)

1993. 03 ~ 08 전시실 개편(인류역사관을 종합전시실, 백제토기실, 백제토기요지실로 개편)

1993. 08
‘93 대전 EXPO 기념 특별전 - 백제토기요지특별전-’

- 백제토기 요지실 개관- 특별전 도록 발간

1993. 12 문헌실 개관

1994. 08 미술실을 폐지하고 민속실을 확대 개편

1994. 8. 18 ~ 12.15 대전 구성동 유적 발굴조사

1997. 03. ‘백제문화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1997. 09 ~ 1998. 04 대전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 발굴조사

1998. 06 ~ 1999. 02 대전 월드컵경기장 신축터 발굴조사

1999. 03. 01 야외전시장 개편

1999. 03. 09 ~ 11. 2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구간내 발굴조사

1999. 05. 10
제 14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 ‘20세기 우리 역사의 반성과 전망’ - 강만길 교수(고려대학교) 

2000. 03. 01 ‘중앙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2000. 03. 20 ~ 06. 26 대전 용호동 유적 발굴조사(2차)

2000. 04. 08 ~ 12. 30 박물관 소장 고문서 해제작업-권영원 선생(대전시사편찬위원회)

2000. 05. 10 ~ 10. 31 옥천 대천리 유적 발굴조사

2001. 01. 26 1종 전문박물관 등록

2001. 03. 26 ~ 04. 14 대전 용호동 유적 발굴조사(3차)

2001. 10. 31 ~ 12. 31 ‘고 이창규 목사 기증 기독교사 자료’ 특별전

2002. 06. 19 『대전 법동 건물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2002. 10. 01
제 26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이슬람 문명 속의 평화와 폭력’-

강사 : 정수일(전 단국대 교수)

2003. 11. 01 금산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

2003. 12 ~ 2004. 02 충남 서해도서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1차) - 삽시도·장고도·고대도-

2004. 04. 28 
제 31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백제와 중국 남조의 문화교류’- 주유홍(중국 남경 사범대학 교수)

2004. 06. 02
제 32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주자학의 현대적 가치와 연구과제’- 홍군(중국 북경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2004. 10. 31 대전광역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

2005. 03. 01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2005. 04. 16 대전광역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2005. 11. 03
제 34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정옥자(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05. 11. 25
제 35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 이만열(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006. 12. 30 진천 삼룡리·산수리 토기 요지군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2006. 12 ~ 2007. 01
충남 서해도서 지역 문화재 지표조사(6차) 

- 간월도, 황도, 빙도, 송도, 죽도, 월도, 육도, 허육도, 소도, 추도-

2007. 04 ~ 05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 지표조사

2007. 10. 27 박물관 연구지 『고고와 민속』 10집 발간

2008. 03 ~ 2009. 02 충북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및 보고서 발간

2008. 07 ‘갑천문화기행 개최’(2회)

2008. 11 전시실 개편작업(백제토기실을 종합전시실로 흡수 통합하고 기획전시실 신설)

2009. 06. 대청댐 수변지역 문화유적 자체 조사(4차)

2009. 10. ~ 11 2009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대표유물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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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3 ~ 12 박물관 종합도록 발간을 위한 소장유물 정리작업 

2010. 11. 5 제 34회 한국고고학대회 개최 -‘이주의 고고학’-

2011. 04. 14 ~ 05. 14 개교 55주년 기념 특별전 ‘기와 그리고 전돌 명품선’

2011. 07 ~ 2012. 02 종합도록 발간을 위한 소장유물 사진촬영(700여점)

2012. 05. 05 제 89회 어린이날 기념 특별개관

2012. 09. 13
제 45회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디아스포라로 산다’- 서경식(도쿄경제대학교 교수)

2012. 11. 10
중앙박물관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역사문화돋보기’운영

답사지역 : 경북 안동

2012. 12. 11 ~ 2013. 02. 28 중앙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왕의 뜻을 전하다’

• 중앙박물관 주요 학술조사 활동

연번 조 사 명 조사기간 간행물

1 충북 영동군 지봉리 발굴조사 1983.11-1983.12 보고서 1983

2 중부고속도로건설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충북 진천 삼룡리 지역) 1986.04-1986.06
학술총서24호 2006

3 충북 진천군 산수리·삼룡리 백제토기 가마터 발굴조사(1-5차) 1987-1991

4 충남 금산군 장대리 고분군 발굴조사(1차) 1989.11-1989.12
학술총서1호 1992

5 충남 금산군 장대리 고분군 발굴조사(2차) 1990.12-1991.01

6 대전 구성동유적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대전지방기상청 신축부지) 1992.09-1992.12

7 대전 탄방동 남선근린 유적 시굴조사 1993.11-1993.12 연구지3집 2000

8 대전시 구성동 유적 발굴조사(대전지방기상청 신축부지) 1994.08-1994.12 학술총서2호 1997

9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회덕-신상간)지표조사 1994.09-1994.12 보고서 1994

10 경부고속철도 대전·충청권 발굴조사예비조사 1995.06-1997.12

11 대전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1차) 1995.11-1996.02

12 대전 오정동 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995.12-1996.12 학술총서3호 1998

13 대전 송촌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1996.05-1996.08

14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회덕-증약간) 시굴조사 1996.06-1996.08

15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회덕-증약간) 발굴조사 -법동지역- 1996.11-1996.12 학술총서11호 2002

16 대전 노은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997.09-1998.04

17 대전 서구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설부지 지표조사 1997.11-1998.12

18 대전 석봉 정수장 건설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8.11-1998.12 학술총서4호 1998

19 대전 월드컵경기장 신축터 문화유적 발굴조사 1998.06-1999.02 학술총서15호 2003

20 경부고속철도 옥천(건진리)-영동(산이리·계산리)문화유적 시굴조사 1998.11- 1998.12 학술총서8호 2001

21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999.03-1999.11

22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남 연결선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9.05-1999.07 학술총서5호 1999

23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1차) 1999.09-1999.11

연번 조 사 명 조사기간 간행물

24 대전 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1999.11-2000.01 학술총서6호 2000

25 대전 조선시대 관아터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1999.11-2000.01

26 대전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0.01-2000.03 학술총서7호 2000

27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공사 구간 지표조사 2000.03-2000.05

28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2000.03-2000.06

29 경부고속철도 대전연결선 문화유적 시·발굴조사(옥천 대천리 유적) 2000.05-2000.10 학술총서16호 2003

30 금산군 일원 지표조사(1차) 2000.06-2000.12

31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0.09-2000.10

32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공사 구간 시굴조사 2000.11-2001.06 학술총서10호 2002

33 경부고속철도 옥천영구사토장 부지 시굴조사 2000.11-2000.12 학술총서9호 2001

34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1차) - 원산도- 2001.01 연구지 5집 2002

35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구간내 11지구 추가편입지역내 문화재 발굴조사 2001.02-2001.03 학술총서23호 2004

36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구간(대전 신대동 유적)발굴조사 2001.03-2001.04 학술총서21호 2004

37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공사 추가 연장구간 지표조사 2001.04-2001.04

38 대전 석봉정수장 건설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3차) 2001.04-2001.07

39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2차) 2001.06-2001.12

40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연장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2002.04-2002.05 학술총서12호 2002

41 금산군 문화유적 지표조사(3차) 2002.07-2002.12

42 천안 병천 골프장 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2.10 학술총서13호 2002

43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2차) - 신진도·마도·가의도 - 2003.01 연구지7집 2004

44 옥천 대가선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3.02-2003.03 학술총서14호 2003

45 금산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및 지표조사 2002.12-2003.11 학술총서16호 2003

46 대전광역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3.10-2003.11 학술총서18호 2003

47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3차) -삽시도·장고도·고대도- 2003.12-2004.02 연구지8집 2005

48 옥천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4.06-2004.07 학술총서19호 2004

49 대전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3.07-2004.10 학술총서22호 2004

50 옥천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4.08-2004.08 학술총서20호 2004

51 대전광역시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실태조사 2004.10-2005.05

52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4차) 

-대난지도·소난지도·초락도·웅도·고파도-
2004.12-2005.01

53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5차) -효자도·호도·녹도·외연도- 2005.12-2006.01 연구지10집 2007

54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6차) 

- 간월도·황도·빙도·송도·죽도·월도·육도·허육도·소도·추도- 
2006.12-2007.01

55 송촌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위한문화유적 지표조사 2007.03-2007.04 학술총서25호 2007

56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7.04-2007.05 학술총서26호 2007

57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7.05-2007.07 학술총서27호 2007

58 대전광역시 관내 민묘조사 -회덕황씨·은진송씨·문화류씨 묘역- 2007.08-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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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 사 명 조사기간 간행물

59 충남 서해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7차) -빙도·석모도·송도·죽도- 2008.01

60 충북혁신도시 사이버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2008.03-2009.04

61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추가)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8.07-2008.08 학술총서28호 2008

62 대전 대신 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2009.01-2009.02 학술총서29호 2009

63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9.05-2009.07 학술총서30호 2009

64 대전광역시 관내 민묘조사 -판암동 은진송씨 묘역 일원- 2009.06

65 대원 연립 -변전소간 도시계획도로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9.07-2009.07 학술총서31호 2009

66 대전 국방 · 군사시설 사업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9.08-2009.09 학술총서32호 2009

67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010.03-2010.05 학술총서33호 2010

68 신규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2010.12-2011.01 학술총서34호 2011

• 중앙박물관 발간 주요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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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박물관 주요 전시회 개최 현황

1984. 04. 28.
박물관 확대·개편(인류역사관, 자연사관, 미술실)

특별전 -신사임당 채색화 및 묵서 등 원본-

1986. 04. 15 ~ 4. 30 개교 30주년 기념 특별전 ‘基督敎史料特別展’

1989. 10. 01 ~ 10. 10 ‘백제토기 특별전’ -한밭문화재관련 특별전-

1990. 09. 16 ~ 09. 22 ‘百濟瓦塼 100選展’ - 한밭문화재관련 특별전-

1991. 10. 01 ~ 10. 05 ‘91 名品展’ - 한밭문화재 관련 특별전-

1992. 10. 21  남장로교 선교 100주년 기념 ‘선교자료 특별전’- 기독교선교자료실 개관-

1993. 08
‘93 대전 EXPO 기념 특별전 - 백제토기요지특별전-’

- 백제토기 요지실 개관- 특별전 도록 발간

2001. 10. 31 ~ 12. 31 ‘고 이창규 목사 기증 기독교사 자료’ 특별전

2009. 10. ~ 11 2009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대표유물 특별전 개최

2011. 04. 14 ~ 05. 14 개교 55주년 기념 특별전 ‘기와 그리고 전돌 명품선’

2012. 12. 11 ~ 2013. 02. 28 중앙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왕의 뜻을 전하다’

•  중앙박물관 교양강좌 현황

회수 년도 월일 강사 주제

제1회

1997

04. 17 김균태 백제멸망 설화에 나타난 백제 유민들의 의식

제2회 05. 22 이평래 몽골, 몽골인, 몽골문화

제3회 06. 03 심우성 전통문화의 이해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모색-

제4회 09. 18 조흥국 태국의 귀신신앙과 불교신앙

제5회 10. 16 이원복 한국미의 재발견 -한국미술의 특징-

제6회 11. 13 차용걸 호서지역의 성곽

제7회

1998

04. 16 서길수 고구려의 성곽

제8회 05. 07 이해준 마을의 조직과 생활문화

제9회 05. 27 박병희 힌두교와 힌두조각

제10회 09. 25 이헌종 시베리아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제11회 10. 15 전재경 전통사회의 죄와 벌

제12회 11. 26 김양주 ‘마츠리’를 통해 본 일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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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년도 월일 강사 주제

제13회

1999

04. 30 조흥윤 샤마니즘과 한국문화

제14회 05. 10 강만길 20세기 우리역사의 반성과 전망

제15회 06. 30 전호태 고구려 고분 벽화

제16회 09. 30 장석호 시베리아의 바위그림

제17회 10. 28 하문식 한국의 고인돌문화

제18회 11. 18 박환영 히말라야의 평화로운 나라:부탄왕국

제19회

2000

10. 16 이상태 한국의 고지도

제20회 11. 09 주영하 음식으로 문화를 읽는다

제21회 11. 14 이용삼 조선시대의 천문학

제22회

2001

05. 03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

제23회 11. 20 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과 여성

제24회 12. 04 나선화 한국의 청자와 백자

제25회

2002

05. 29 이강승 금강유역의 청동기 문화

제26회 10. 01 정수일 이슬람 문명의 이해

제27회 10. 30 김용한 수중문화유산과 수중고고학

제28회 12. 02 배병선 우리 전통건축의 특성

제29회
2003

04. 09 한상인 성서 고고학의 세계

제30회 11. 03 이현희 경주 남산의 불상

제31회

2004

04. 28 주유홍 백제와 중국 남조의 문화교류

제32회 06. 02 홍군 주자학의 현대적 가치와 연구과제

제33회 10. 12 정덕기 중국의 한국사 왜곡과 대응방안

제34회
2005

11. 03 정옥자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제35회 11. 25 이만열 한국 기독교의 민족운동

제36회

2006

05. 18 김기덕 풍수지리의 현대적 조명

제37회 09. 22 김현구 일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38회 11. 21 이걸재 충청인의 소리 -충청도 민속 속에 담긴 서민정신-

제39회 2007 10. 31 정강환 지방화시대의 축제와 지역활성화 전략

제40회
2008

05. 30 고동환 조선초기 한양의 건설 원리와 도시구조

제41회 10. 31 남지대 대왕 세종의 정치와 그 리더쉽

제42회 2009 05. 13 이강승 21세기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제43회 2010 10. 13 이재홍 21세기 문화콘텐츠

제44회 2011 12. 01 오윤희 천년의 대장경 - 지혜와 상상의 보고-

제45회 2012 09. 13 서경식 디아스포라로 산다 -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   중앙박물관 전시실 현황 

종합전시실

구석기시대 석기부터 조선시대 청화백자까지 

석기, 토기, 청동기, 철기, 청자, 백자 등의 유물

을 통해 생활상의 변화 및 문화유입의 양상을 살

펴봄으로써 역사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기와전시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와와 전돌 중 충

청지역을 근거지로 하였던 백제 기와를 중심으

로 고구려와 신라·통일신라 그리고 주변국가

인 중국, 일본으로 나누어 기와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백제토기요지실

충북 진천군 삼룡리 및 산수리 일대에서 발굴

조사한 토기가마를 실물크기로 복원하고, 또한 

각각의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시기별로 전

시하였다. 아울러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만족했

던 관람객들이 직접 토기편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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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실

사람의 통과의례와 관련된 조선시대 각종 문헌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시하여 생활사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동학혁명과 관련된 

일부사료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충청지

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의 자료도 살펴 볼 수 있다

기획전시실

박물관이 매년 기획하는 ‘특별전시회’가 개최

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고고·역사적인 유

물 뿐만 아니라 미술품 혹은 애장품 등이 주제

별로 전시된다. 

기독교선교자료실

1892년부터 시작된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

사들의 한국 선교활동과 교육·의료사업 등에 

대한 기록 및 자료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시

하였다. 선교사들이 선교활동 중 사용하였던 

물품과 각종 기록, 그리고 사진 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본 대학

의 발전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야외전시장

본 박물관 뒤에 위치한 야외전시장으로 석탑, 

석등, 돌절구, 문인석 등의 석조 유물을 전시하

였다. 

민속실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각종 생

활 유품을 전시하였다. 옛 안방과 부엌의 모습

을 그대로 복원하고 그 위에 생활유품들을 전

시하여 선조들의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외 마을의 평안을 빌었던 장승과 각

종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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