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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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책자는 발굴매장문화재를 제외한 부산박물관의 소장품 2만 여점 중 명품 135점을 엄선하여 수록한 소장유물도록이다.
2. 도록의 구성은 고고, 불교미술·공예, 도자, 서화, 고문서·전적, 민속 등으로 나누어 크게 6장으로 편집하였다.
3. 유물설명은 유물명(국문, 한문, 영문), 작가, 시대, 규격, 지정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개별유물에 대한 상세설명과 이를 요약한
영문 설명문을 병기하였다.
4. 유물의 실측단위는 cm이며 규격은 세로, 가로 순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지름이나 길이를 표기하였다.
5. 서화에서 회화부분 유물해설은 위순선, 이성훈이 나누어 기술하였다.
위순선이 도판번호 81·86·87·88·90·91·93·94·97·98·101·102, 이성훈이 82·83·84·85·89·92·95·96·99·100·103·104를 기술하였다.
6. 표지 그림은 <칠태부인경수연도 七太夫人慶壽宴圖>의 세부이다.

발간사

Message from the director

우리 박물관의 소장유물 중 가치 있는 유물을 선정하여 새로이 도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our museum has published new catalogues that include a collection of the most

7년 전 낸 도록이 모두 소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valuable articles we feature as of today. The old catalogues we published seven years ago are no longer available

그 동안 구입과 기증, 발굴 등을 통하여 유물들이 많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and there have been additions of new articles donated or discovered over the years. These articles are the legacy

이 유물들은 30여년 세월을 지내 온 우리 박물관의 역사입니다.

of our museum over the past 30 years.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4만 점에 이릅니다.

Currently, we have in our collection more than 40,000 articles including archaeological objects, pottery, artifacts,

유물의 종류도 고고, 도자, 공예, 조각, 회화, 고문서, 전적, 민속자료, 근대역사자료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는 국보와 보물 및 시지정문화재도 수십 점에 이릅니다.

sculptures, paintings, antique documents, records and folk materials of all kinds. Our collection also includes
several national treasures and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city. They are important historical and cultural
sources of information and help us to study our city of Busan.

모두 우리의 역사와 문화, 특히 부산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문화재들입니다.

From them we have selected about 135 articles based on their historical, academic and artistic values and prepared

이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13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a detailed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each articles. The descriptions are easy to understand for the general

개개 유물에 대한 설명과 학술적 가치 등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public. We are proud to publish this catalogue which represents our museum.

가급적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따라서 이 도록은 우리 박물관의 얼굴이며 자랑입니다.

A large part of our collection was obtained through donations. On behalf of our museum,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every donor for their generous donations without which this catalogue would

도록에 실린 유물 가운데 기증유물이 많습니다.

not exist.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so our museum may remain a part of people's

유물을 기증하여 주신 기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staff of the museum for the publication of these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catalogues.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누림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도록의 발간을 위해 애쓴 학예연구실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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