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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36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부산광역
시 남구 소재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운룡문호” 등의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
료 지정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지정 문화재 지정 내용
종별
유형
제181호
유형
제182호

문

화

재

명

부산박물관 백자청화운룡문호
(釜山博物館 白磁靑畵雲龍文壺)
동아대학교 명현초상 일괄
(東亞大學校 名賢肖像一括)

수량
1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 평화

로 63 부산박물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5점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문화재
기장 지장암 칠성도
자료
1점
(機張 地藏庵 七星圖)
제98호
문화재 국립해양박물관 백자철화운룡문호
자료
1점
제99호 (國立海洋博物館 白磁鐵畵雲龍文壺)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166-1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동삼동 1125)
국립해양박물관

소유자
부산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기장
지장암
국립해양
박물관

2. 문화재위원회 심의 : 2017년 7월 13일
3. 지정년월일 : 부산광역시보 고시일
4.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가. 부산박물관 백자청화운룡문호
○ 부산박물관 백자청화운룡문호는 높이 45.0cm로, 운룡문이 그려진 용준에 해당된다. 이
운룡문은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에 그려진 청룡도상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다소
정형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 운룡문의 유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력과 구름문의
거침없는 회화적 묘사 등으로 미루어 부산박물관 소장 청화백자의 운룡문은 도화서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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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시기는 청화백자의 제작이 17세기 말 이후 다시 시작된 점, 운룡문의 전체 형태가
1720년(경종 즉위)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의 청룡(靑龍) 도상(圖像)과 부합하는 점 등에서
18세기로 추정되며, 호의 크기가 높이 40-50cm내외로 대형인 호의 용도는 화준으로,
소형은 주준으로 연구된 바가 있으므로,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청화운룡문호는 화준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 백자청화운룡문호는 18세기에 생산된 입호 형식의 백자항아리로 완형일 뿐만 아니라
문양인 운룡문의 표현이 정확하여 같은 시기 의궤의 도상과 부합하는 점에서 18세기 관
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 용준(龍樽)의 실례로서 의의가 있어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나. 동아대 명현초상 일괄
○ 동아대 명현초상 일괄은 성현(聖賢)을 그린 <공자 초상(孔子肖像)>1점과 그의 제자, <주자
초상(朱子肖像)>1점을 비롯하여 <기자 초상(箕子肖像)>1점, <제갈무후 초상(諸葛武侯肖
像)>1점 그리고 조선의 유학자 <송시열 초상(宋時烈肖像)>1점으로 모두 5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초상의 현황은 화면구성을 비롯해서 사용된 바탕지와 장황방식까지 상이한 방
식이 적용되었으나 표현기법과 함께 찬문의 서체는 5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리학
과 예학에 조예가 깊고 문장이 뛰어났던 송시열의 후손 송내희의 글이 남아 있어 송시열
초상을 중심으로 동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 그림 상단 좌우로 찬문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기자 초상의 뒷면에 ‘은진후송내희근서(恩
津後宋來熙謹書)’라 적혀있어 초상화 5점 모두 송내희(1791-1867년)가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송내희는 송시열의 후손으로써

동아대 본 5점의 초상을 송시열 집안 혹은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에서 모셨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명현초상에 비해 화격이
떨어진다. 다만 초상에 담긴 외적인 모습부터 전대에 전해져 내려온 명현초상을 고증하
여 조성한 점과 더불어 송시열 후손, 송내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초상이 완성된 점은
기록적 역사성을 부여 할 수 있는 19세기 작품이다.
○ 단일 장소에 유존하는 명현초상 일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드문 예로 유림문화(儒林
文化)의 일면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시대성 및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부산광
역시지정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5.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사유
가. 기장 지장암 칠성도(機張 地藏庵 七星圖)
○ 기장 지장암 칠성도(機張 地藏庵 七星圖)는 치성광불을 중심으로 한 칠성여래와 칠원성
군을 상하 2단의 병렬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도상 구성은 조선 말기 경상도 지
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칠성도의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화면을 상하로 구분한 이단구

부산시보 제1787호

2017년 7월 19일(수요일)

조형식이나 칠원성군의 비중이 확대된 점, 각 도상과 천공의 채운 표현 등은 19세기 말
근대불화의 일반적인 형식을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세기 초 활동했던 월주 덕문의
작품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또한 반원형의 방광 표현은 경상도 지역의 불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 범어사와 복천사를 근거지로 불화소를 만든 완호의 칠성도나 그의 제
자인 월주 덕문의 칠성도에서 일부 변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 이 불화는 10여년 전 배접 당시 현재 화기의 일부분을 유실하였지만 2004년 성보문화재
연구원의 조사기록이 문헌으로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1934년 조성된 월주덕문의 작품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월주 덕문은 1925년(13세)에 범어사 소속 복천암에 행자승으로 들
어간 후 1927년(15세) 출가하였고, 완호 낙현으로 부터 불화를 사사받아 그의 계보를 이
어 불화 작업을 하였다. 기장 지장암 칠성도는 1931년 완호 입적 이후 독립적으로 제작
한 불화로, 현재 알려진 월주 덕문의 불화 가운데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 불
화는 20세기 전반 칠성도의 도상 연구는 물론 금어 월주 덕문의 초기 화풍을 파악하는
자료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는 충
분하다고 생각된다.
나. 국립해양박물관 백자철화운룡문호
○ 이 백자철화운룡문호는 높이(36.0㎝)와 몸통지름이 비슷한 원호로, 조선후기 17세기~18
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문헌기록상의 제작시기, 안료가 부합되며 운룡문의 양식이 관요
이외의 지역특징에 해당된다. 현재 기벽의 결손부분에 대한 보수과정에서 문양 일부가
덧칠된 양상이 뚜렷하고 호의 전체 형태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굽의 높이와 형태에 변형
이 초래된 점이 있다. 그러나 문양에서 몸통의 비늘은 구획을 나누지 않고 붓칠로 듬성
듬성 자유롭게 표현한 것과 구연부에 철화퇴점(鐵畵堆點)이 있는 유일한 예이고 철화 용
문의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할 때 그 희소성이 도자사적으로 의의가 있어, 부산광역시 문
화재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