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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69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사항을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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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지정 내용
지정
번호

문

178

몽산화상 육도보설
(蒙山和尙 六道普說)

179

화

재

명

원수명 가죽 투구와 갑옷 어깨장식
( 元帥名 皮冑와 甲 肩龍)

수량
1점
3점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97번나길 25

소유자
황련사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석당박물관

2.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사유
○ 부산 수영구 황련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39년(중종 34) 경상도 안동 하가산(下
柯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된 13자본계의 목판본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고려 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蒙山德異의 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으로 현존하는 전래본이 많지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따라서 한국불교사 연구 및 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므로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 원수명 가죽 투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점 남지 않은 『용봉문 두정피주』로 제작 시기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유물의 상황이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삼지창과 보주 등의 정수리 장식, 사신문이 투각된 개철, 용봉문이 장식된 감투,
그리고 화려한 문양의 근철과 대철, 이마가리개, 옆드림 등은 18세기 말을 전후한 당시의
투구 제작기법을 망라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갑옷 어깨장식은 갑의-두정갑-에
부착된 것인데 그 제작기법이 뛰어나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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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명 가죽 투구의 이마가리개에 원수명이 남아 있어 이는 상당관의 관직을 지낸 사람
이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동래도호부사는 문관으로 정삼품
직에 해당되므로 동아대 투구는 유물의 구입경로를 참고하면 동래부사가 착용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면 당시 대왜관방의 요지로서 자리
하였던 부산지역 관원의 투구가 모두 자리를 잡게 되는 의미가 적지 않다.
○ 원수명 가죽 투구와 갑옷 어깨장식은 갑옷과 투구 일습이 함께 남아있지 않고 갑옷은 어
깨장식만 남아있는 점, 투구의 경우 부분적으로 결실·손상된 부분이 있음은 아쉬움이 남
지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몇 없는 조선시대 원수용 투구와 갑옷 부속구로서, 또한 조선
시대 갑주의 구조 및 의례용 기물들에 시문된 장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