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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2년부터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연구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서른다섯 번째로 간행하
는 해외소재 문화재 조사보고서로, 2016년에 진행된 현지조사의 내용들을 도록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
다. 

1877년에 개관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은 독일주재 조선국 총영사였던 마이어(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와의 인연을 계기로 1890년대부터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을 시작
으로 1894년 겨울에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국문화재를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
니다. 그 이후 120여 년이 지난 2016년에 우리 연구소가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이 그 동안 수집했던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독일 소재 한국문화재를 소개함으로서 양국
간 교류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소장되어 있는 한국문화재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19세기에 제작된 도자 유물과 회화작품들이 
주목됩니다. 도자 중에는 다양한 기법과 형태의 문방구들이 있고, 회화 작품들 중에는 국내에서도 보
기 드문 뛰어난 낙화烙畵들이 포함되어 있어 수집 당시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늠해 볼 수 있습
니다. 

우리 연구소의 조사 〮 연구와 보고서 발간이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한국 컬렉션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우리 문화재 연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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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Since 1992,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NRICH) has been 
dedicated to collect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Korean cultural heritage assets 
that are scattered outside Korea as part of its long-term data archiving project. In this 
regard, it has surveyed major museums around the world, and in Japan, the USA and 
Europe in particular, whose collections include many precious Korean cultural assets.

This book, Korean Collection 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is the thirty-fifth report on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ies to be published by our 
institute. It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urveys conducted in 2016. 

It was during the 1890s th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established in 1877, began to develop an interest in collecting Korean cultural relics 
through its connection with 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 who had served as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amburg. The first exhibition held with 
the aim of introducing Korean cultural heritages to German museum goers took place in 
the winter of 1894. I am glad that in 2016, some 120 years after that auspicious event, the 
research team of our institution was able to successfully complete its survey of the Korean 
cultural items collected i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and publish this 
catalogue, thereby continuing the tradition of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lthough the collection of Korean cultural assets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may not be impressively large, the ceramic items and paintings of the 
nineteenth century are worthy of special attention for the variety of techniques and forms 
they display.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fine pyrographys which reflect the taste of 
Western collectors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I hope that this publication will become a valued 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cultural 
heritages in Korea and that this book will be profitably exploited by Korean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alike.

Choi Maeng Sik
Director-Genera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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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877년에 설립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은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였습니다. 유럽 외 지역의 미술과 관련해서 1900년대의 주 관심사는 
대부분 일본이었으며, 한국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컬렉션은 함부르크 출신 수집가들의 다방면의 수집과 기증으로 성장하였
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컬렉션의 상황은 이와 같지 않아 규모가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2015년에 한국 미술의 수려함을 보여주는 13세기에 제작된 귀한 청자 주자를 “세밀가귀細密加

貴” 특별전에 출품하였습니다. 이 청자 주자의 복원 작업을 진행해 준 삼성미술관Leeum에 특별히 감
사의 뜻을 전합니다. 1910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이 청자 주자는 우리 컬렉션 최고의 작품이며, 한국 
도자기 공예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우리 컬렉션의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
니다. 우리는 소장품을 조사 〮 정리하고, 사진 촬영을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한국 동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동아시아 컬렉션
의 관리자로 유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랑으로 수집품의 보존과 홍보에 힘써 준 노라 폰 아헨바흐
(Nora von Achenbach)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박물관의 한국 컬렉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 책자는 한국의 문화적 성과에 대한 통찰과 관
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비네 슐츠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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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It wa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which was established in 1877, first acquired a number of Korean cultural assets. In 
the 1900s, European interest in the artistic heritage of countries outside Europe was 
largely confined to Japan, while interest in Korea’s artistic legacy remained somewhat 
inconsistent. Whereas the Japanese and Chinese part of the Asian collection could grow 
after 1945 as a result of large and important donations by collectors from Hamburg 
this didn´t happen in the same way to the Korean collection. This unfavorable situation 
unfortunately lead to the limited size of our Korean artifacts. 

In 2015, our museum participated in a special exhibition held in Seoul under the 
title Exquisite and Precious: The Splendor of Korean Art, to which we sent a valuable 
thirteenth-century celadon ewer that was highly characteristic of the excellence of 
Korean ar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Leeum, Samsung Museum of Art for its successful effort to restore the ewer. The ewer has 
remained one of the finest items in our collection since its acquisition in 1910, and is still 
regarded as a testimony to the supremacy of traditional Korean ceramic art.

What gives us great pleasure now is that we have been working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on the publication of a report 
about our Korean collection. We have worked together on researching and arranging the 
Korean artworks in our collection as well as taking photographs of the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my Korean colleague for offering us the benefit of his 
expertise. I would also like to thank Dr. Nora von Achenbach for her efforts to preserve 
and publicize the collection based on her comprehensive knowledge of and enthusiasm for 
the East Asian collection to which she has been devoted for many years.

Although the Korean collection in our museum is comparatively small, we believe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on the collection will go some way to arousing interest in and 
deepening understanding of the artistic achievements of Korea.

Sabine Schulze
Director,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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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62건 66점
조사장소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조사일자	 2016. 6.16 - 6.17

조 사 자 

조사기간 성명 소속(조사당시 기준)

2016. 6.16 - 17 김인규
박대남
박지영
이재호
이문현

서헌강

미술문화재연구실장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관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미술문화재연구실 연구원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서헌강사진연구소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독일 최대의 무역항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독일 제2의 대도시이다. 함
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은 함부르크의 중심부인 중앙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역에서 도보로 이동
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여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함부르크의 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고풍스런 박물관의 외형과는 다르게 현대적인 주제들로 구성된 전시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
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미술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은 1877년에 개관하였으며 2012년
에 새롭게 재개관하였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집된 60만 건의 유물과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역사 유
물과 현대미술 작품이 고풍스러운 건물에 함께 어우러져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르네상스나 고대 미술을 포함하여, 불교미술, 이슬람 미술, 동아시아 미술 등
의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크고 작은 다양한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어 활기를 더한다. 특히 
2층에 위치한 악기 컬렉션에서는 하프시코드와 같이 오래된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주를 하여 관람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겹고 고풍스러운 함부르크
의 이미지를 이 미술공예박물관이 잘 보여주는 듯하다.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조사경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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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66 pieces of 62 items collected by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Venu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Period	 	 June 16-17, 2016

Survey Team
Name Title (during the Survey)

Kim In-gyu
Park Dae-nam
Park Ji-young
Lee Jae-ho
Lee Moon-hyun

Seo Heun-kang

Directo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Senior Researche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Researche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Assistant Researche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Former Senior Curat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hotograph Institution of Seo Heunkang

Hamburg is an affluent city located in northern Germany, and is the country’s 
largest port and its second largest city.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is situated near the city’s central railway station in the downtown area. As 
the museum is easily accessible by foot from the station, it has become one of the 
main tourist attractions in the city. Although the building exhibits a fine classical 
appearance, many of its exhibitions are focused on modern themes, creating a 
great harmony between past and present cultures.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was opened in 1877, and reopened 
in 2012. The museum contains collections comprising some 600,000 items in total, 
including many archaeological relics and works of art originating from diverse 
cultural spheres. The collections, including a large number of modern art works, 
stored in the elegant antique building help to create the unique atmosphere so 
characteristic of the museum. The museum has a few permanent exhibitions 
focusing on Art of the Renaissance, the Classical Period, Buddhism, Islam, and 
East Asia, and also presents special exhibitions of various sizes and subjects all 
year round. One of the jewels in the museum is its collection of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s, including harpsichords, on the second floor, where small concerts are 
held to pique visitors’ interest in the instruments. The collections may not appear 
as sumptuous as some visitors expect, but they match perfectly the heritage of the 
elegant historical city in which the museum is situated.

Survey Process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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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는 2층에 위치한 <동아시아관 OSTASIEN EAST ASIAN ART>에 전시되어 있다. 한국 컬렉션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도의 일부에 벽부장을 활용하여 전시되어 있는데, 주로 문방구류의 도자기와 청동
거울을 비롯한 금속제 유물들이다. <나비장석 삼층장>은 벽부장 옆쪽으로 전시되어 있다. 한국문화재는 
수량이 많지 않고 유물의 크기도 크지 않아 소장품의 대부분이 이곳에 상설 전시되고 있다. 다만, 한국문
화재에 대한 특별전은 마이어(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 1841~1926)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한 1894
년 전시 이후로 개최된 적이 없어, 유물에 대한 연구나 정리가 그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5년 6월이었다. 우리 연구소는 한국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날 오전
에, 같은 함부르크 시에 위치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을 방문하였다.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관련 한
국문화재의 주요 수집가였던 마이어의 주요 행적을 살펴보면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창양행世昌洋行(1884년 설립)의 설립자이자 독일주재조선국총영사獨逸駐

在朝鮮國總領事(1886년 3월 임명)였던 마이어는 한국과 인연을 맺은 후, 한국의 문화와 물산物産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889년 함부르크 산업박람회에 한국 물품을 소개하였다. 그 후 1894년 겨울에 함부
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 한국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그 중 일부인 10여개의 유물을 이듬해인 1985년에 
동 박물관에 기증하였다.1 기증된 유물에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었지만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 한
국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향후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했다. 이렇게 방
문하게 된 박물관에서 우리 조사팀은 2층 전시실 복도에서 우리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수량은 많
지 않았지만 도자, 금속공예 등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연구소는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
관에 한국문화재의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2016년에 그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하
지만 양 기관은 연락이 원활치 못하고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행히 현지에서 통역을 도와주신 이정미 선생님의 도움으로 연락이 가능하였다. 우리 조사팀은 이미 6
월에 예정되어 있던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의 3차 현지조사와 연계하여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현
지조사 일정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조사를 준비하는 기간은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는 특별전 준
비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컬렉션의 담당자인 Nora von Achenbach(아랍 〮 동아시아부장)는 우리 조사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된 
기간에 현지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었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조사 첫날에는 MOU에 대한 내용 검토와 조사 진행에 대한 일정, 방식들을 
상호 협의하였다. 현지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대한 MOU는 담당자 간에 이메일을 통해 내용과 일정 등
을 사전에 공유하였다. 유물에 대한 조사장소는 전시실의 옆 쪽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공간이었다. 서화
들이 일부가 보관되고 있었지만, 사진 촬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박물관 측에서
는 상설전시실에 있던 유물들을 포함하여 약 70여건의 한국문화재들을 조사장소에 미리 준비해주었다. 
조사팀은 사진촬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후부터 바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회화 유물에 대한 조
사가 시작되었다. 1896년에 입수된 3점의 낙화는 지금까지 거의 공개된 적이 없으며, 조사 당시에는 유
물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었는데, 보존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다. 이동이 어려운 삼층장은 전
시되어 있는 복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양 기관의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한
국문화재 주요 소장품인 도자류와 금속 유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도자류는 19세기 문방구류들
을 중심으로 수집되어 있다. 마이어의 기증유물 중에 청자필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
로 소장품 중에는 청자필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자로 제작된 필통은 전하는 예가 
거의 없다. 아마도 마이어가 기증하였다고 하는 청자필통은 19세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필통일 가능성이 
높다. 금속유물은 고려시대 청동유물이 많고 조선후기의 작품들도 있다. 다만, 현지에서는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삼국시대의 금귀걸이 등 몇 점은 실사가 불가능하여, 이후에 박물관에서 제공한 사진자료 등을 
통해 원고를 작성하였다. Nora von Achenbach 부장은 우리 조사팀에게 수장고의 일부를 보여주며 
또 다른 한국문화재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그리고 한국작가의 현대 회화작품까지
도 열람해주는 등 적극 협조하여, 짧은 조사 일정이었지만 유물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  조흥윤, 「세창양행, 마이어, 함부르크 민족학박
물관」, 『동방학지 48』(1985), p.742. 현지조사
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85년에 입수된 유
물은 총 6점이다. 이 중 마이어 영사를 통해 1985
년에 입수된 것으로, 박물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도자기류 3점(청자대접 2점, 백자연적 1점)이 있다.

유물 조사
Investigation of Artifacts

조사 협의 
Discussion o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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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 Hung-youn, Sechang Yanghaeng, 
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 Museum 
fur Kunst und Gewerbe Hamburg (1985), p. 
742. According to the survey carried out at 
the museum, it received a total of six items 
from 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 in 
1895. Three of those objects - two celadon 
bowls and one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 are still in the possession of the 
museum.

The Korean artifacts held by the Museum fur Kunst und Gewerbe Hamburg 
are exhibited in the Ostasien (East Asian Art) section on the second floor. The 
museum’s Korean collection is small, consisting largely of ceramic stationery 
items and metal artifacts, including bronze mirrors, displayed along the wall of 
a corridor. The Three-tier Cabinet with Brass Butterfly Ornaments is exhibited 
beside the wall displays.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collection, most of the Korean 
artifacts owned by the museum are displayed here.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effort to research or manage them since the special exhibition held 
in 1894 on the basis of the collection donated by Heinrich Constantin Eduard Meyer 
(1841-1926). 

In June 2015 the NRICH research team visited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for the first time. The visit took place in the morning of the day the team 
was due to return home following its completion of a second survey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useum für Völkerkunde Hamburg, which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first and, accordingly, was our primary concern. We at NRICH thought 
it necessary to survey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to complete our research on Meyer’s collection of Korean artifacts. 
Meyer, who was the founder of Sechang Yanghaeng, the first German trading 
company established in Korea, and the Consulate-General of Korea in Germany 
(appointed in March 1886), developed a keen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arts. He 
introduced Korean culture to the Hamburg Industrial Exhibition of 1889, organized 
the Korean exhibition 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in 1894, and 
donated about ten items to the museum the following year.1 No details are known 
about the donated items, but we needed to be certain whether we would be able to 
survey them, as the donation was clearly recorded. Fortunately, we were allowed 
to browse the small collection of Korean pottery and metal artifacts exhibited in 
the corridor on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After the visit, NRICH sent an 
official request to the museum requesting its cooperation with our research on its 
Korean collection. A detailed plan was made in 2016, but ineffici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 largely caused by changes in staff duties – meant 
that little progress was made until the renewed cooperation with Ms. Lee Jeong-mi, 
who had interpreted for the NRICH team during its previous visit. We resumed the 
visit plan with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for the third survey 
of its Korean collection, which we expected to conduct in June. However, it was 
not easy to arrange the survey schedule because the MKG was busy with a special 
exhibition scheduled for the same period. The situation was favorable to neither 
organization for various reasons, but the survey took placed as planned thanks 
largely to the active cooperation of Dr. Nora von Achenbach, who is responsible for 
the Arabic and East Asian collections of the museum. 

On the first day of the survey, we discussed the details of the MOU to be signed, 
including the schedule and methods of the survey, as well as the publication of a 
report for which preliminary discussions had already been held by e-mail. As for 
the survey venue, the museum offered us an office adjacent to the exhibition room, 
which we found had enough space for our activities, including the taking of photos, 
although a number of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stored there. The museum 
had also kindly prepared about seventy items of its Korean collec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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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사팀이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 함부르크 미술공예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한 점이 국
내에 소개되는 기회가 있었다. 2015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표주박모양 청자 주자[靑磁銅畵蓮瓣文瓢形注

子] 한 점이 삼성미술관 Leeum에서 2015년에 개최한 “세밀가귀細密加貴” 특별전에 출품되었기 때문이
다. 이를 계기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가 삼성미술관 Leeum에서 보
존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술공예박물관 소장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는 주구와 손잡이 등이 파
손되고, 뚜껑은 결실된 상태였는데, 동일한 형태의 삼성미술관 Leeum과 미국 프리어갤러리 소장품을 
참고하여 2016년에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해당유물은 독일 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8월 17일에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미술관 Leeum의 협조를 받아 미술관의 보존과학실
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보존처리 중에 밝혀진 내용과 과정들을 보고서에 소개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유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문화재들에 유물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박물관 측에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이를 흔쾌히 수용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정보들을 통해,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가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13

room. We were prepared to take photos and examine the items, starting with the 
paintings, which included three pyrographic works that the museum obtained in 
1896 and which had remained unknown ever since. The three works of pyrography 
were in good condition and had been stored without being assigned accession 
numbers until the time of our examination. One item of furniture, a three-tiered 
cabinet, was examined at the site where it was originally put on display.
On the second day of the survey, our two organizations signed the agreement, 
and we surveyed the ceramic works, largely stationery item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and metal artifacts. We found that the collection did not contain a celadon 
brush holder despite the fact that the old record stated that it had one. Given that 
there is no record of a celadon brush holder, not to mention the object itself, it 
seems highly likely that the item Meyer took to be a celadon work was in reality 
a blue-and-white porcelain ware. Most of the metal items were bronze artifacts of 
Goryeo, with the occasional item from late Joseon. Unfortunately, we could not 
gain access to certain artifacts, including the gold earring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had to complete our survey with an examination of the photographs 
and other documents they sent to us at a later date.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stressed that the staff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led by 
Dr. Nora von Acherbach were so cooperative that they even showed us part of the 
museum’s storage room so that we could make sure that we had seen all the Korean 
artifacts kept at the museum, and also introduced us to some Korean contemporary 
paintings. Ultimately,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complete our project even 
though the survey had to be conducted within a very short period. 

It was while we were preparing for the survey of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that a rare ceramic work from its 
collection was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ublic. This ceramic item,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from the Goryeo period (918-1392), wa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Exquisite and Precious: The Splendor of Korean Art, held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2015. The exhibition of this ewer led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a similar item,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petal 
Band preserved in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The ewer in the latter collection had a damaged spout and handle lacked 
a lid, but these were restored through conservation work conducted in 2016 by a 
Leeum conservation team on the basis of another similar ewer in the collection 
of the Freer Gallery of Art in the USA. The restoration of the ewer, conducted in 
the Conservation Science Room of the Leeum,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a 
comprehensive report which is included in this repor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After the survey, we agreed with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that 
all the items in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museum should be assigned reference 
numbers for easy reference. We hope that the detailed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port will be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and productively exploited by museum lovers in Germany and 
the rest of the world.



14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은 1877년 런던, 비엔나, 베를
린에 있는 초기 응용미술 박물관의 맥을 이어 설립되었다. 초대 관장인 유스투스 브릭크만 (Justus 

Brinckmann, 1843 -1915)은 1873년 비엔나 세계박람회에서 처음 느꼈던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
켜 나갔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구입 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일본 작품들이 다른 지역
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1911년까지 한국 작품은 25점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선물로 기증받은 것이었다. 
함부르크 상인이자 1886년에 한국 영사로 공식 임명된 에드워드 마이어 (Eduard Meyer)가 12세기의 상
감(象嵌)청자와 19세기의 필통, 연적과 같은 문방구류 등을 박물관에 사후(1895, 1889년)기증하였다. 마
이어는 동아시아에서 다수의 한국 미술문화재를 수집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1889년 함부르크 산업박
람회에 전시되어 볼 수 있었다. 1894, 1895년 겨울에 마이어 컬렉션은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 일
반에게 포괄적으로 공개 전시되었는데, 이는 독일에서 개최된 한국의 미술과 문화에 관한 첫번째 전시
로 이야기된다.1 이 전시는 에른스트 찜머만 (Ernst Zimmermann, 1886-1971)이 그 해 처음으로 한국 미술
에 관한 짧은 글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글은 H. C. 에드워드 마이어의 컬렉션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였다.2 여기에서 서술된 작품 중 일부는 지금도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찜머
만의 머리말을 보면 한국 미술에 대한 언급 외에도 한국의 나전칠기와 한국 도자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있는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브릭크만의 안내서를 명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브릭크만의 안내서와 
1910년의 수집에 관한 연보에 있는 브릭크만이 구매한 한국작품들은 몇 점밖에 되지 않지만, 그가 한국 
미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수집가 구스타브 야코비(Gustav Jacoby, 1856-1921)는 박물관에 여러 점의 가치 있는 일본 미술품을 기증하
였고, 파리의 지그프리드 빙(SiegfriedBing)에게 구입한 한국작품 몇 점을 기증하였다. 1910년에는 수집
가이자 쾰른동아시아미술박물관의 설립자인 아돌프 피셔(Adolf Fischer,1856-1914)가 함부르크미술공예
박물관에 12~14세기의 무덤에서 발굴된 여러 점의 유물을 기증하였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초반 한국 컬렉션에 중요한 유물로 2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유약 층 아래에 
동(銅, Cu) 안료로 채색하여 빨갛게 발색된 13세기 전반의 희귀한 청자 주자(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 靑磁銅畵

蓮瓣文瓢形注子)를 1910년 교토에서 구매하였다. 이 주자는 표주박 형태이며, 양 쪽면에 연꽃봉우리로 장
식하였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두 명의 동자를 각각 첩화貼花하였다. 이는 불교와 도교적인 관
념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아름답게 형상화된 주자는 꽃잎의 외곽을 붉은 색 동화 안료로 두껍
게 표현하였고, 꽃잎의 안쪽은 청자 유약 아래로 음각陰刻을 하여 엽맥葉脈을 표현하였다. 이 주자는 무
덤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전 소유자가 일본인이었다. 이러한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는 현재 3점이 전
하는데, 한국의 삼성미술관 Leeum이 그 중 한 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5년에 삼성미술관 Leeum은 
함부르크의 표형주자를 보존처리하기로 하였다. 미술관의 큰 도움으로 함부르크의 표형주자는 오늘날 
다시 본래의 우아함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나전칠기로 장식된 화려한 서류함(나전흑칠모란당초문서류함 螺鈿黑漆牡丹唐草文書類函)이 1910년에 박
물관에 입수되었다. 이 상자는 조선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나전칠기로 된 생동감 있는 연꽃 덩굴과 장석
(裝錫)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안감은 가죽으로 덧대었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노라 폰 아헨바흐 Nora von Achenbach 동아시아부장

1  브릭스만은 1894년 연감에서 한국 전시의 개
별적인 영역과 대상 그룹을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이 전시회가 미술뿐 만 아니라 풍속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 유스투스 브릭크
만,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1894년 연감』, 
함부크르(1895), 24쪽.
2  에른스트 찜머만, 『한국의 미술』, 칼 그리제 
출판사, 함부르크(1895). 찜머만은 머리말에 함부
르크 전시회가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
술하고 있다.
3  유스투스 브릭크만,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안내서』, 함부르크(1894), 748, 559쪽. 유스투스 
브릭크만,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1910년 연
감』, 함부르크(1911),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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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nckmann lists the various types and 
groups of objects from this Korea exhibition 
in his annual report for the year 1894. 
It is clear from this that the exhibition 
included both art objects and items of 
Korean costumes and everyday life. Justus 
Brinckmann,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Report for the year 1894. Hamburg 
1895, p. 24. 
2   E rnst  Z immermann,  Korean ische 
Kunst, Carl Griese Verlag, Hamburg, 1895. 
Zimmermann states in the opening of this 
book that he wrote it on the basis of his 
experience of the Hamburg exhibition. 1895
3  Justus Brinckmann, Guidebook for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Hamburg, 1894, p. 748 and p. 559 / Justus 
Br inckmann,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Report for the year 1910, 
Hamburg, 1911, p. 96.

Established in 1877,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was builded 
on the model of the early museums of applied art in London, Vienna and Berlin. 
Its first director, Justus Brinckmann (1843-1915), developed a passionate interest 
in Japanese art which he first encountered at the World Exposition held in Vienna 
in 1873. This appreciation ultimately influenced the policy of the museum, leading 
it to acquire significantly more artworks from Japan than from any other non-
European country. As for Korean art, the museum acquired twenty-five objects till 
1911, many of them as gifts. Thus the Hamburg-born merchant and Korean consul 
Eduard Meyer (1841-1926), who had been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Korean 
interests in Germany since 1886, donated several typically Korean stoneware vessels 
from the 12th century with celadon glaze and inlaid decoration, as well as scholar 
items as a brush holder and a water dropper from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o 
the museum in 1889 and 1895. Meyer had compiled a large collection of Korean art 
in East Asia, parts of which already were exhibited to the public at the Hamburg 
Industrial exhibition in 1889. His Korean collection was then put on public view in 
a comprehensive presentation in winter of 1894/ 95 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and was thus one of the first exhibitions of Korean art and culture held 
in Germany.1 This exhibition was the reason for Ernst Zimmermann (1886-1971) 
to write a first short essay on Korean art in the same year. It was illustrated with 
examples from the collection of H. C. Eduard Meyer.2 Some of the works discussed 
and shown in this essay are now in the possession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Interestingly, Zimmermann comments in the preface to his 
essay that he took some of the information on Korean art from Brinckmann`s 
guidebook for the Hamburg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which contains brief 
information about Korea´s lacquerware and ceramics. It is clearly recognizable 
from the remarks in Brinckmann´s museum guide as well as from his acquisition 
report for 1910 that Brinckmann was aware of the importance of Korean art despite 
the small number of Korean works he acquired.3   

The collector Gustav Jacoby (1856-1921), whom the Museum has to thank for 
numerous donations of celebrated Japanese art works, also gave a Korean item, 
which he had purchased from Siegfried Bing in Paris. And in 1910 the collector and 
founder of the museum of East Asian Art Cologne, Adolf Fischer (1856-1914), gave 
the Hamburg Museum several tomb objects dating from the 12th to 14th century.

To sum up, there are two outstanding items in the collection of the MKG from this 
early period: In 1910 a rare celadon wine ewer with copper red painting under 
the glaze from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was acquired in Kyoto. Its double-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Germany

Dr. Nora von Achenbach  Head of the East Asia and Islam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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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에도 한국 작품에 대한 수집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청동 그릇이나 도자기가 주로 수집
되었다. 5세기 신라시대의 금 귀걸이 2점은 한국 컬렉션 중에 아주 뛰어난 것이다. 이것은 1986년 서울
의 남궁 윤이 함부르크 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그는 1968년 한국 정부로부
터 한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도록 위임 받았다. 그는 블름 앤 보스(Blohm & Voss)와 함부르크의 다른회사
들로 부터 자국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미술품을 수
집하고 있었다. 그가 박물관에 기증한 2점의 금귀걸이는 1945년에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었다.4

1990년대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호랑이를 주제로 한 수묵화와 강렬하게 채색된 민화 등 2점을 포함
한 회화들을 입수하면서 한국 컬렉션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구입한 작품에는 현대 작품들도 포함된다. 
1997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유리 진열장과 같은 한국유물 전시를 위한 장비 등 대규모의 지
원을 받아, 동아시아의 상설 전시에 한국컬렉션 설치가 가능했다.
오늘 날,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은 60여 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정보는 기증된 우즐라 린네르트
(Ursula Lienert )의 기록에서 발췌되었다. 

에른스트 찜머만, 『한국의 미술』(1895) 
Ernst Zimmermann, Koreanische Kunst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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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d form simultaneously depicts two lotus buds and combines Buddhist and 
Daoist ideas. Two three-dimensional figures of children are grouped around the 
neck of the ewer. The stylized petals have broad copper-red outlines and the 
veining of the petals is depicted by means of incised lines filled in with slip under 
the green celadon glaze. The ewer is supposed to have been found in a Korean 
tomb and belonged to a Japanese owner when it was purchased for the museum. 
There are three ewers of this type known today, one of which is in the collection 
of the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2016, the Leeum Museum enabled the 
restoration of the Hamburg ewer that was carried out by its own ceramic-restorer. 
Thanks to this generous gift the wine ewer appears again in its original splendor 
and elegance. 
The second prominent item is a magnificent lacquered document box obtained 
in 1910. It dates back to the 15th/ 16th century and has a vigorous lotus and vine-
tendril in mother-of-pearl inlays as decoration and bronze fittings. Its interior is 
lined with leather.

Only a few Korean objects have been added to the collection since 1945. These 
include mainly bronze vessels and ceramics. Two gold pendants from the 5th 
century of the Silla Dynasty stand out among these. They were donated to the 
museum in 1986 by Namgung Yun from Seoul as a gesture of gratitude to the city 
of Hamburg. Yun had been commission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68 to 
establish a shipbuilding industry in South Korea again and had obtained from 
Hamburg shipyards as Blohm & Voss and other firms important support for this 
Korean modernization process. Also a keen collector of Korean works of art from 
an early age, he purchased the two golden earrings, which he gave to the museum, 
after 1945 in Japan.4

In the 90s the Korean collection received its first paintings, two depictions of the 
tiger motif, very popular in Korea, one in monochrome ink painting and the other 
a variant in folk art style with vivid colors. Several contemporary works are also 
among recent acquisitions.
In 1997 the Museum received a generous grant from the Korea Foundation to set 
up a presentation for Korean art with suitable display cases. This enabled a special 
Korean focus within the permanent exhibition of East-Asian art in the Hamburg 
museum.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currently has some 60 objects from Korea in 
its possession.  

4  This information was taken from a note 
written by Ursula Lienert on the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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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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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ue of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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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Earthen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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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받침 
鉢形器臺
Pottery Stand
1983.237

삼국(가야), 5세기
높이 26.3cm, 입지름 30.3cm, 바닥지름 23.4cm

Three Kingdoms Period (Gaya), 5th century
H 26.3cm, D (mouth) 30.3cm, (foot) 23.4cm

1983

부산, 김해 지역의 목곽묘 혹은 석곽묘에서 출토되는 회청색의 경질토기이다. 몸통에는 2조의 돌대를 
상하로 넣어 3단으로 구획하였다. 5개의 다치구多齒具를 사용하여 상단에는 파상집선문波狀集線文을 시
문하였다. 중앙에는 타래문양과 위아래로 파상집선문을 배치하였다. 대각에는 2조의 돌대로 상하를 
구분하였으며 삼각형의 투창을 각각 6곳에 직렬로 배치하였다. 가야계의 전통이 남아 있고 부산 복천
동 고분군 2호 출토품과 유사하나 그 보다는 시기가 조금 앞설 것으로 판단된다. 

This type of pottery stand characterized by a hard body with a grayish blue surface 
was among the ceramic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wooden and stone-vault 
tombs built around Busan and Gimhae in the early historic period. A pair of double 
embossed bands in relief encircles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vessel, dividing 
its body into three sections, along with bands of decorative wavy multilinear lines, 
while a scroll motif decorates its middle part. The base is also decorated with 
double protruding lines that divide it into upper and lower areas, and is pierced 
with two rows of six triangular holes. The stand shows the influence of Gaya pottery 
and is similar to items of pottery excavated from Ancient Tomb No. 2 of Bokcheon-
dong in Busan, although it appears to have been made earlier than those from the 
Bokcheong-dong Ancient Tomb No. 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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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무늬토기합
印花文盒
Lidded Bowl with Stamped 
Patterns
1989.84a, b

통일신라, 7세기
높이 10.4cm, 뚜껑지름 11.7cm, 바닥지름 7.3cm

Unified Silla, 7th century
H 10.4cm, D (Lid) 11.7cm, (foot) 7.3cm

Auction, 1989

통일신라 전후에 제작된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석실분에서 출토되기도 하며, 화장용기火葬容器

로 매납되기도 하였다. 뚜껑은 보주寶珠형에서 발전된 원추圓錐형이다. 손잡이 아래로 2조의 침
선을 상단과 중단에 넣어 구획한 후 반원점문, 삼각집선문, 반원점문을 교차로 시문하였다. 아
래쪽에는 단을 지어 받침 턱을 마련하여 합신에 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성 시에 짚을 깔았
던 흔적이 남아 있다. 손잡이 아래에는 3개의 타원형 투공이 있어 끈으로 합신과 세트를 묶었
을 가능성이 있다. 합신은 높이가 낮은 항아리 형태로 구연부 아래에 이중원문二重圓文을 시문
하였다. 바닥에는 낮은 굽을 부착하여 안정감이 있다. 

Hard-paste bowls with a grayish blue surface such as the one shown here 
were mad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often placed as funerary 
objects in stone-chamber tombs. This particular bowl has a conic lid, which 
is thought to have developed from the onion-shaped knob of the earlier 
period, and is decorated with double incised lines under the knob, combined 
with designs of semi-circles and multi-linear triangles. The mouth of the 
bowl also has a ledge on which to rest the lid. The bowl bears traces of the 
straw on which it was placed during firing, while the three oval holes around 
the knob show that the lid was attached to the bowl with string. The bowl is 
comparatively flat, decorated with a double circle design around the mouth, 
and placed upon a low, stable foo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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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이후 화장용기火葬容器로 많이 사용된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뚜껑과 
함께 세트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어깨 부분이 강조된 상단부터 말발굽문馬

蹄文을 4열로 돌린 후 그 아래에는 역 ‘V’자형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맨 아래쪽
에는 다변화문多弁花文으로 장식하였다. 쇠뿔형[牛角形]의 손잡이는 한 쪽에만 
부착하였는데, 몸통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낮은 굽 바닥에는 소성 시에 자연유
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Known to have been widely used as funerary objects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earthenware jars such as the one shown 
here had a hard-paste body with a grayish blue surface, and 
usually had a matching lid, although the lid of this one has 
been lost. This jar features a rather broad shoulder encircled 
with four rows of a horseshoe-shaped design, and a body that 
gradually narrows to the base, with a row of inverse V shapes 
arranged above it, and a floral design with multiple petals 
decorating the lowest part. The jar has a handle in the shape 
of an ox horn attached at the middle part of the body, and a 
naturally formed glaze on the outer bottom of the foot.

03

쇠뿔손잡이항아리 
牛角形把手附壺
Jar with Ox horn-shaped 
Handle 
1991.101

통일신라, 8-9세기
높이 13.8cm, 입지름 11.5cm, 바닥지름 9.7cm

Unified Silla, 8-9th century
H 13.8cm, D (mouth) 11.5cm, (foot) 9.7cm

Kyoto,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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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긴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2015.312 AB

삼국(가야), 5세기
높이 21cm, 입지름 13cm

Three Kingdoms Period(Gaya), 5th century
H 21cm, D (mouth) 13cm

삼국시대의 합천, 고령 등 대가야 지역 석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내경
하는 형태의 구연부에는 턱받침이 있어 뚜껑을 덮을 수 있는 형식이다. 목 부분에는 3조 내지 
4조의 낮은 돌대를 돌렸다. 그 사이에 13-14개의 다치구多齒具를 사용하여 파상집선문波狀集線

文을 3단으로 시문하였다. 둥근 몸통의 상부에는 전면적으로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아래
에는 태토받침과 짚이 소성 시에 부착되었다. 편평한 바닥에는 성형 시에 두드린 격자형의 박
자흔이 남아 있다. 

Long-necked earthenware jars characterized by a hard-paste body with a 
grayish blue surface, including the one shown here, have been unearthed 
from Daegaya stone-vault tombs built in Hapcheon and Goryeong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early fourth to mid-seventh c.). This jar has a large, 
everted mouth with an inwardly turned rim and a ledge designed to hold the 
lid. The neck is encircled with three to four raised bands, between which are 
three bands of 13 to 14 wavy lines incised with a multi-tooth decorating tool. 
The upper part of the body is covered with a naturally formed glaze, while 
the base attached with firing grits and straw. The base is flat and shows 
traces of cord-wrapped paddl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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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
Glazed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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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
靑磁銅畵蓮瓣文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Petal Design in Underglaze 
Copper
1910.166

고려, 13세기
높이 28cm

Goryeo, 13th century
H 28cm

Seisuke Ikeda, Kyoto

청자 Celadon

고려시대에 제작된 표주박 형태의 주자이다. 주자의 전체를 연꽃잎으로 장식하여 한 송이의 둥
근 연꽃 송이를 보는 듯하다.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다채롭게 장식하였다. 연판문을 표현하기 
위해 양각, 동화, 퇴화, 음각 기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동화 안료는 번조 후에는 붉은 색으로 보
이기 때문에 진사辰沙라고도 하는데 연판의 윤곽선에 사용하였다. 중간의 꽃술 부분에는 퇴화기
법을 사용하여 은은하게 표현하였다. 잘록한 허리 부분에는 연화를 들고 있는 동자와 연잎은 첩
화한 것인데 손가락, 눈동자까지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본래 이 주자는 뚜껑과 주구, 손잡
이, 첩화 장식 부분 등이 결실되어 있었다. 보존처리 전 사진에 손잡이가 있지만, 이는 입수 이전
에 수리된 것이다. 최근에 삼성미술관 Leeum에서 전체적으로 보존처리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
추었다. 유사한 형태의 주자는 현재 3점(독일 함부르크공예박물관, 삼성미술관, 프리어갤러리) 이 알려져 있
어 본래의 형태를 추정 〮 복원하는데 참고가 된다.

보존처리 후 After the restor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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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unique Goryeo celadon ewer exhibits a gourd-shaped body decorated with lotus 
petals designed to lend it the appearance of a blooming lotus flower. The entire surface 
of the ewer is elaborately decorated with a range of techniques, including relief carving, 
underglaze copper painting, paste-on-paste painting and incising. Copper red is used 
to outline the petals, and paste-on-paste to decorate the middle part of the flower. 
The child holding a lotus flower is elaborately rendered in minute detail on the ewer’s 
slim waist. The lotus petals were separately made before attaching them to the vessel. 	
At the time of purchase, the lid, spout and some of the appliqué decoration were 
missing, but the handle was repaired before purchase. It recently underwent extensive 
conservation treatment at Leeum, Samsung Museum of Art, based on three similar ewers 
collected by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Hamburg, the Samsung Museum of 
Art(Leeum), and the Freer Gallery of Art of the Smithsonian Museum of Asian Art.

보존처리 전 Before the restor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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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유병
靑磁油甁
Celadon Oil Bottle
1922.52

고려, 12세기
높이 5.5cm, 입지름 2.5cm

Goryeo, 12th century
H 5.5cm, D (mouth) 2.5cm

Gift from Mr. Gloose, Hamburg, 1922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유병이다. 주로 고려 12세기 경에 활발히 제작되었으며, 납작한 형태
의 몸통이 이 병의 특징이다. 구연부는 액체를 붓고 난 후에 몸체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을 
이루는 형태로 만들었다. 입구와 몸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액체를 담아서 사용했
던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용 기름을 넣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This exquisite celadon oil bottle was made by Goryeo potters in the twelfth 
century. The bottle has an attractively squat body that creates a stable 
appearance, and the mouth is encircled with a tiered rim to prevent liquid 
from running down the body. As suggested by the small body and mouth, the 
vessel seems to have been used as a cosmetics bottle and probably contained 
an aromatic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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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국화문합
靑磁象嵌菊花文盒
Celadon Lidded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1910.167a, b

고려, 12-13세기
높이 3.1cm, 지름 7.8cm

Goryeo, 12-13th century
H 3.1cm, D 7.8cm

Gift of Seisuke Ikeda, Kyoto, 1910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국화문을 시문한 소형의 청자합이다. 뚜껑의 윗면을 편평하게 하고 국화
문을 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양은 같은 고려시대 나전칠기에서도 보이는 
패턴이다. 뚜껑과 합신이 닿는 부분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받침을 받쳐서 번조 시에 서로 달라 붙
지 않도록 하였다. 합신의 바닥에는 규석받침을 하였는데, 단정한 형태와 섬세한 문양 등을 볼 
때, 고급품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tiny celadon case with lid is elaborately decorated with an inlaid 
chrysanthemum design. The chrysanthemums are arranged in a circular 
form on the flattened top of the lid, showing a close similarity with the 
design favored by the mother-of-pearl-inlaid lacquerware artisans of Goryeo. 
The glaze was wiped off the part where the bowl and the lid touch each other 
to keep them from sticking together during firing. The use of silica sand as a 
kiln support, the elegant form and carefully applied decoration suggest that 
it was produced for highly selectiv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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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화문팔각접시
靑磁陽刻花文八角楪匙
Celadon Octagonal Dish with 
Flower Design in Relief
1961.32

고려, 13세기
높이 3.2, 입지름 13.3cm, 바닥지름 7.3cm

Goryeo, 13th century
H 3.2cm, D (mouth) 13.3cm, (foot) 7.3cm

Acquired from the Duch ex-ambassador of 
Japan H. Mouw, Leiden, 1961

접시 전체를 틀로 찍어낸 팔각의 청자접시이다. 틀을 사용하여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틀에 닿는 접시의 안쪽에는 문양이 양각으로 찍혀 나온다. 이러한 기법을 압출양각押出陽刻 기법
이라고 하며, 고려 중기에 청자가 대량 생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바깥 쪽은 음각으로 
연화문을 새겼는데, 안쪽과 같은 문양으로 기법만을 달리하였다. 이 팔각접시는 유색이 좋고 굽
도 단정하게 처리되어 있다. 접지면이 얇고 높이가 낮은 굽으로 두꺼운 유약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번조 받침으로는 규석을 사용하였다. 형태와 유약, 번조 방식 등을 볼 때, 고급 청자로 
제작한 것이다.

This celadon octagonal dish made with the slip-casting technique is 
decorated with a flower design in relief on the inside and an incised design 
on the outside of the vessel. The slip-casting technique was widely used 
during the mid-Goryeo period when the demand for celadon ware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dish is marked by fine glazing and a nicely trimmed foot 
which is comparatively low, and is thickly coated with glaze. The bottom of 
the foot shows that silica sand was used as a kiln support, suggesting that it 
was made for a customer seeking a high-quality ceramic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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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화형음각당초문대접
靑磁花形陰刻唐草文楪匙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Incised Scroll Design
1895.220

고려, 11세기
높이 6.5cm, 지름 18.7cm 

Goryeo, 11th century
H 6.5cm, D 18.7cm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대접으로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벌어진 구연부의 5곳에 살
짝 자국을 내서 꽃모양을 표현한 화형의 대접이다. 안 쪽면에는 초화문을 가는 선으로 음각하였
는데, 문양 구성이 엉성하고 시문상태가 좋지 못하다. 낮은 다리굽으로 굽지름이 좁은 편이며, 
접지면도 좁다. 접지면에 부착되어 있던 번조받침은 갈아낸 상태이다. 형태나 문양, 유색 등으로 
볼 때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This celadon bowl dating from the Goryeo period (918-1392) displays a 
slightly flaring rim carved with five equally spaced notches, thus forming a 
floral shape of five petals. The bowl has a low and unstably narrow foot, the 
bottom of which shows signs of having been rubbed to remove kiln grit. The 
interior of the bowl is incised with a rather crude scroll design and is poorly 
glazed. The form, decorative motif and glazing suggest that it is a work of 
early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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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유로수금문대접 
靑磁象嵌柳蘆水禽文大楪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Reed, and Waterfowl 
Design
1895.221

고려, 13세기
높이 9.1cm, 입지름 21.7cm�

Goryeo, 13th century
H 9.1cm, D (mouth) 21.7cm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버드나무와 물오리, 갈대 등 물가의 풍경이 회화처럼 시문된 상감청자 대접이다. 버드나무 가지
가 바람에 날리듯 묘사되어 문양들이 도식화되기 이전의 특징을 보여준다. 흑백의 상감기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안바닥 중앙에는 쌍어雙魚문을 시문하였는데 고려 중기 청자에 종종 나
타나는 문양이다. 청자대접 중앙의 원(내저원각內底圓刻) 부분은 물고기가 사는 물(호수나 강)이고, 안
쪽 면은 물을 둘러싸고 있는 물가 주변의 전경인 셈이다. 규석을 받쳐서 번조한 고급의 청자이지
만 기벽을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고, 내면은 유약이 떨어져 나가서 상태가 좋지 못하다.

This celadon bowl is decorated with a delightful waterside scene expressed 
with the technique of inlaying white and black slip, in which waterfowls are 
ambling peacefully between a willow tree and reeds blowing in the wind. 
Two fish are depicted at the center of the inner bottom, a design favored by 
potters of the mid-Goryeo period. The design shows that the central circle on 
the inner bottom of the bowl represents a lake or river, and the surrounding 
area waterside vegetation. The bowl was baked on silica sand, which was 
generally used for high-quality products, but shows traces of repair work on 
its outer surface. Some parts of the inner area are in poor condition, and the 
glaze is peeling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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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국화문대접
靑磁象嵌菊花文大楪
Celadon Bowl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1996.652

고려, 12-13세기
높이 7.9cm, 입지름 19.7cm�

Goryeo, 12-13th century
H 7.9cm, D (mouth) 19.7cm

Gift of Jan Philipp Reemtsma, Hamburg, 
1996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는 청자 대접이다. 국화 문양은 고려 청자에 빈번하게 시문된 문양 소재 중
에 하나이다. 인화기법으로 국화 모양을 찍어내고 그 파인 부분에 백토白土를 채워 넣었다. 국화
는 꽃잎이 좁아서 상감토가 번조 시에 터질 염려가 적고 장식성이 뛰어나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
로 여겨진다. 상감되는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가마에서 번조할 때, 바탕흙(대접의 태토)과 상감토
(문양에 채워 넣은 태토)의 수축률의 차이로 문양이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This celadon bowl features a design made by impressing the outline of a 
chrysanthemum and inlaying it with white clay. The flower’s petals were 
made very narrow to enhance the ornamental effect while keeping the 
inlayed slip from cracking or bursting out during firing. The techniques used 
to decorate the bowl suggest that its maker was very wary of the defec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shrinkage rates between the clay 
body and the inlaid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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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상감국화문소호
靑磁象嵌菊花文小壺
Celadon Small Ja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1895.87

고려, 13-14세기
높이 9.7cm, 입지름 6.3cm�

Goryeo, 13-14th century
H 9.7cm, D (mouth) 6.3cm

Bought from Bing, gift from Gustav Jacoby, 
Berlin , 1895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소호이다. 이 독특한 형태의 소호는 13-14세기에 제작되었다. 굽이 높고 
벌어진 형태이다. 네 귀[耳]에 해당되는 부분에 얼굴 모양을 첩화하였다. 청자호의 어깨 부분에 
괴수怪獸 얼굴을 첩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소호의 경우에는 눈, 코, 입만을 간략하게 
특징적으로 묘사한 점이 특이하다. 눈과 입은 음각하였고, 약간의 입체감을 주어 코를 표현하였
다. 국화문은 도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상감하여 장식하였다. 구연의 생김새를 볼 때, 본래 뚜
껑이 있는 유개호有蓋壺였음을 알 수 있다.

This celadon jar with a unique design was produced betwee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during the Goryeo period. The bottom of its tall base is wider 
than the upper part, and the shape of the mouth indicates that this jar was 
originally made with a lid. The most interesting feature of this jar is the 
face-shaped decoration attached to the four parts of the shoulder. These 
kind of decorations found on celadon jars normally depict a beast’s face, 
and the faces found on this jar have incised eyes, mouth, and nose, which 
are expressed in the simplest way. The inlaid chrysanthemum designs were 
rendered using a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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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 Bunch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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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상감초화문병
粉靑沙器象嵌草花文甁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Plant Design
1999.114

조선, 15세기
높이 14.1cm, 입지름 3.8cm, 바닥지름 4.8cm

Joseon, 15th century
H 14.1cm, D (mouth) 3.8cm, (foot) 4.8cm

1999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 병이다.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의 이 병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고려 말기의 상감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다. 상단부에 돌아가 있는 국화문은 인화기법을 사용하
였지만, 주문양은 상감기법을 사용하였다. 상감분청은 인화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 분
청사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병이다. 전체적으로 외부 마찰에 의한 마모가 심하며 이로 인해 유약
이 벗겨진 부분이 많다. 굽은 높지 않고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번조하였다. 굽 안바닥에는 조각도
로 다진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분청사기에서 종종 확인되는 굽바닥 처리방식이다. 구연부는 결
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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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uncheong bottle dating from the Joseon period displays the influence 
of the representative style of celadon ware of the late Goryeo period. The 
stamping technique used to create the chrysanthemum design and the 
inlaying technique applied to the main design show that it was produced 
before the full-fledged use of the stamping technique. The bottle’s surface is 
slightly damaged by friction and the glaze is peeling off, low foot, and kiln 
grits at the bottom of the foot. The foot of the bottle contains marks that 
appear to have been made by hacking at it with a pottery knife, and there are 
signs of repair work around its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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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상감승렴문대접 
粉靑沙器象嵌繩簾文大楪
Buncheong Bowl with Inlaid 
Woven Mat Design 
1895.88

조선, 15세기
높이 7.8cm, 지름 13cm

Joseon, 15th century
H 7.8cm, D 13cm

Acquired from S. Bing, Paris, 1895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된 구경이 좁은 분청사기 대접이다. 승렴繩簾문이 간략화되어 변형된 형태
로 주름문이라고도 한다. 승렴문 아래로는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변형된 운문처럼 보인기
도 한다. 내면과 외면의 문양 구성이 같다. 저부에는 균열과 번조받침이 남아 있는데 흙물이 들
어서 거뭇하다.

This Buncheong bowl made in the early phase of the Joseon period is 
characterized by its comparatively narrow mouth and the woven mat design 
applied across its inner and outer surfaces. Directly under the main design is 
a vine design which is sometimes confused with the cloud design. The bowl 
is cracked, and some kiln grit is stuck to its ba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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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대접
粉靑沙器大楪
Buncheong Bowl
1899.5

조선, 15세기
높이 7.1cm, 입지름 13.6cm, 바닥지름 5.7cm

Joseon, 15th century
H 7.1cm, D (mouth) 13.6cm, (foot) 5.7cm

Acquired from the Kaiser-Wilhelm Museum 
Krefeld, 1899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 대접으로 크기가 크지 않아 찻잔으로 쓰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분
청사기는 다양한 기법으로 백토 분장粉粧을 하는데, 이 대접은 덤벙기법을 사용하였다. 굽 부분
을 잡고 백토물에 담궈서 유약의 시유하기 때문에 굽과 저부는 태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안쪽 
바닥으로는 4개의 태토빚음 받침이 남아 있다. 굽은 분청사기 굽에서 많이 보이는 직각으로 처
리한 다리굽이다. 

This small buncheong bowl is assumed to have been used as a tea cup. 
Various techniques were used to decorate buncheong wares with white slip, 
and this bowl was entirely coated with white slip using the so-called “dipping 
technique.” As the potter needed to hold the base to put the whole body of 
the bowl into white clay water, the base and the bottom part are not coated 
at all. Four fireclay spurs, which were used during firing, remain on the 
bottom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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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철화길상문사각연적
白磁鐵畵吉祥文四角硯滴 
Porcelain Square-shaped 
Water Dropper with 
Openwork Swastika Design 
in Underglaze Iron
1891.79

조선, 19세기
세로 9cm, 가로 9cm, 높이 7cm

Joseon, 19th century
L 9cm, W 9cm, H 7cm

Acqired from a private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사각으로 제작된 백자 연적이다. 사면에는 만卍 자문을 돌렸으며, 상면에는 변형된 태극, 칠보七

寶문이 투각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양의 구성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던 길상문을 시문한 것이
다. 모서리와 태극의 일부에 철채를 하였으며, 문양의 세부는 음각하여 섬세함을 더하였다. 사각
형이라는 기물의 특성 상, 판으로 성형하여 제작하였고 별도의 굽은 만들지 않았다. 

This porcelain square-shaped water dropper features openwork swastika 
designs on all four sides, and taegeuk (“supreme ultimate”) and chilbo (“seven 
treasures”) designs on its top. These symbolic designs with an auspicious 
meaning enjoyed great popularity among Korean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edges of the water dropper and part of the Taegeuk design are 
underglazed in iron red, and all the designs are decorated with incised lines. 
The object was made by putting together separately made square parts. It 
has no foot.

백자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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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학문연적
白磁靑畵鶴文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Cran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1989.85

조선, 19-20세기
높이 6.5cm, 지름 11cm

Joseon, 19-20th century
H 6.5cm, D 11cm

1989

청화로 장식한 백자 연적이다.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문방구들이 도자
기로 제작되었는데, 그 중 연적은 다양한 형태로 다량 제작되었다. 둥글
납작한 연적의 윗 부분에는 유려한 필치로 한 마리의 학을 시문하였다. 
윗 면의 중앙에는 작은 입수구를 뚫었으며, 출수구는 접합한 것이다. 

This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decorated with a 
flying crane in underglaze cobalt blue is a fine example 
of the type of vessel that was produced in a great variety 
of forms by artists of the late Joseon period. It features an 
onion-shaped body with two small openings, one at the 
top center for air and another on the edge that serves as a 
sp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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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동채투각용문연적 
白磁銅彩透刻龍文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Openwork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pper
1891.78

조선, 19세기
높이 13cm

Joseon, 19th century
H 13cm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용이 몸통을 둥글게 말고 있는 것처럼 만든 백자 연적이다. 비늘과 다리 등을 투각으로 과감하게 
조각하였다. 외면은 붉은 빛이 도는 동화[진사辰沙]로 채색하였고 바닥과 안쪽의 수통은 채색하지 
않아 백자임을 알 수 있다. 정면은 발색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붉은 색을 띄고 있고 뒷면은 녹
색을 띄는 부분이 많다.  몸통에 비해 작은 얼굴은 안의 수통과 연결되어 있다. 얼굴의 일부는 결
실되어 있고, 동그랗게 도드라진 눈은 철채를 한듯 검은 색이다. 이러한 형태의 연적은 전하는 
예가 많지 않은 독특한 형태의 연적이다. 

This porcelain water dropper is designed in the shape of a dragon with 
a coiled body, with the scales and legs carved in openwork. The vessel 
is coated with underglaze copper red, except for the base and the inner 
vessel, which are remaining in white body. The copper oxide painted on 
the front area is stably red, while on the rear part it had green parts. The 
comparatively small face is slightly damaged, and has a spout that links to 
the inner vessel; and black eyes that appear to have been coated with iron 
black. The object is regarded as a rarity due to its uniqu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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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철채복숭아모양연적
白磁靑鐵彩桃形硯滴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1898.143

조선, 19세기
높이 9.3cm

Joseon, 19th century
H 9.3cm

Art dealer H. Saenger, Hamburg, 1898

복숭아 모양의 백자 연적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되어 가장 많이 전해지는 상형 
연적인 복숭아 연적이다. 청화와 철화 안료를 사용하여 첩화된 부분에 채색을 
하였다. 꽃과 나뭇가지, 복숭아의 붉은 부분은 철채하였고, 잎은 파란 청화로 표
현하였다. 복숭아를 진사로 붉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적은 철채기법
을 사용였으며 안료가 다소 진하게 발색되어 있다.

This porcelain water dropper features a peach-shaped body, one 
of the most appreciated forms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Some parts of the vessel were made separately and attached to 
the body, and colored with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i.e. 
iron red for the flower and branches and blue for the leaves. 
Unusually, the artist chose iron rather than copper to create the 
beautifully vivid red color of this particula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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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복숭아주자모양연적
白磁桃形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in 
the Style of Peach-shaped 
Ewer
1909.411

조선, 19-20세기
높이 13cm

Joseon, 19-20th century
H 13cm

Gift from A. M. Mendelson, Wien, 1909

복숭아 모양의 연적이다. 일반적인 복숭아 모양 연적과는 달리 주자의 
형태로 만들어져 보다 실용적이다. 손잡이가 별도로 부착된 형태로 실
제 벼루에 물을 부을 때, 손잡이가 있어서 편리하게 제작되었다. 주구는 
죽순의 형태이며 복숭아 모양의 몸체에는 첩화로 대나무와 꽃, 나비를 
장식하였다. 손잡이는 동그란 점문을 첩화하였다. 안료로 채색하지는 
않아 단정해 보지만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어 장식성이 강하다. 

This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made in the shape 
of a ewer consists of a peach-shaped body with a loop 
handle and a raised spout designed to make it easy to 
pour water on to an inkstone. The spout is shaped like 
a bamboo shoot while the body is decorated with a 
bamboo branch with flowers and butterflies that were 
made separately and attached at a later stage. The handle 
is attached with small knobs. The vessel has a plain 
white surface decorated with various ornamentation in 
appli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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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해태모양연적 
白磁靑畵獬豸形硯滴
Porcelain Xiezhi-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Cobalt 
Blue
1895.222

조선, 19세기
길이 13.7cm

Joseon, 19th century
L 13.7cm

Gift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백자로 제작된 해태 모양의 연적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연적들이 제작
된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상형 연적들이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화마火魔를 막아주는 해태는 물
을 담는 용도인 연적과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또, 해태는 시비선악是非善惡을 판단하고 정의를 
지키는 동물로 인식되어 선비들이 사용하는 문방구의 소재로도 매우 적합한 소재였을 것이다. 
이 연적은 틀로 찍어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채색하였다. 

This blue and white porcelain vessel in the shape of the mythical creature 
known as the haetae in Korea, or Xiezhi, is one of many water dropp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haetae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divine 
creature that helped to prevent fire and maintain justice by making accurate 
judgments about right and wrong. That is how the animal became a favorite 
subject of various stationery implements used by the literati-artists of Joseon. 
Thus water dropper appears to have been made by slip casting, and is 
decorated with underglaze cobalt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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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투각운룡문필통
白磁靑畵透刻雲龍文筆筒
Porcelain Brush Container 
with Openwork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1889.555

조선, 19세기
높이 13cm, 지름 13.5cm

Joseon, 19th century
H 13cm, D 13.5cm

Gift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89

붓을 꽂아두는 백자 필통이다. 측면에는 운룡문을 투각하고 세부를 음각으로 섬세하게 장식하
였다. 필통을 장식하는 주 기법으로 대부분 투각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물에 젖은 붓을 꽂아 두
어야 하는 필통의 특성 때문이다. 투각된 구멍을 통해서 통풍이 용이하게 하여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각된 구름에는 청화로 옅게 채색하였고, 용의 눈동자 부분을 청화로 표
현하여 강조하였다. 기벽이 두껍고 원통형으로 제작되어 안정감이 있다. 

This porcelain brush container exhibits a tubular body elaborately decorated 
with a dragon and cloud design on its side. The details of the design were 
rendered with incising. The main motif was made with an openwork 
technique to allow air to circulate through the holes, effectively drying the 
washed brushes it contained. The clouds and the dragon’s eyes are lightly 
painted with cobalt blue pigment. The thick-walled tubular body lends the 
brush container an attractively stabl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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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발
白磁鉢
Pocelain Bowl 
1891.82

조선, 19세기 후반
높이 6.6cm, 입지름 14.8cm, 바닥지름 7.5cm

Joseon, late 19th century
H 6.6cm, D (mouth) 14.8cm, (foot) 7.5cm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조선 19세기 후반에 제작되는 지방 백자의 특징을 보이는 발이다. 태토와 유약이 정선되지 않아서 유면
이 고르지 않고 바늘로 구멍을 낸 듯한 핀홀 현상이 많이 보인다. 발의 안쪽 바닥에는 여덟 개의 내화토빚
음을 받쳐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굽다리 접지면은 사용시에 갈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번조시
에 여덟 개에서 열 개 정도의 내화토빚음을 받치는 것은 19-20세기 초의 지방백자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
이다. 내화토빚음의 흔적 때문에 ‘눈박이사기’라는 별칭도 있다. 태토는 무르고 유약은 탁하고 두껍게 시
유되어서 연질백자 계통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일대의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청군 당성면 운리 일대 가마터에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백자발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제작
되었다. 

This bowl display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rcelain wares produced in 
the loc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clay 
and glaze used for making this bowl were not of an excellent quality, the surface is 
rough and even shows many “pin-holes.” The foot ring seems to have been ground 
while in use. On the bottom inside, there are traces of eight fireclay spurs that 
supported wares in the kiln. Betwee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porcelain 
wares in local kilns were produced by using eight to ten fireclay spurs during firing. 
This bowl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in a kiln in the Gyeongsangnam-do area, 
and a great number of porcelain bowls of a similar style were produced in kilns 
in Un-ri, Dangseong-myeon,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from the 19th to 
20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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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대접
白磁大楪
Pocelain Bowl
1891.83

조선, 19세기 후반
높이 5.5cm, 입지름 14.3cm, 바닥지름 6.5cm

Joseon, late 19th century
H 5.5cm, D (mouth) 14.3cm, (foot) 6.5cm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저부에서 구연으로 둥글게 올라가는 기형의 몸체, 유색, 내화토빚음을 많이 받치는 번조법은 조선 
19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는 지방백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유색은 회백색을 띠며, 유면이 고르지 
않다. 굽다리는 굽 안쪽을 거의 직각으로 깎은 수직굽의 형태이며, 접지면에는 여덟 곳에 내화토빚
음을 받쳤다. 대접의 안바닥에도 열 개의 내화토빚음 자국이 확인되어 번조시에 여러개의 그릇의 첩
첩히 포개어 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운영된 전라남도 장성 수옥리
水玉里 백자요지에서 기형, 유색, 굽깎음새, 번조 방법 등이 유사한 백자대접이 출토된 예가 있다.

This porcelain bowl show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porcelain wares 
produced in the local kilns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Joseon period - 
for example, the gentle curve from the bottom to the mouth, the color of the 
glaze, and the use of fireclay spurs. The entire bowl is coated with light gray 
glaze, and the surface is not very even. There are traces of eight fireclay spurs 
on the foot ring and the ten fireclay spurs on the bottom inside, suggesting 
many bowls were stacked together in a kiln during firing. A porcelain bowl with 
a similar style to this one, in terms of the overall shape, glaze color, foot type, 
and firing method, has been excavated from the kiln site in Suok-ri, Jangseong, 
Jeollanam-do, and the kiln is supposed to have been operated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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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하부에서 직각으로 꺾이면서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백자발이다. 유색이 전체적으로 연한 
베이지색을 띠면서 유면 전체에 잔잔한 빙렬과 잡티가 확인된다. 발의 안바닥에 길쭉한 타원 모양의 내화
토빚음을 받친 흔적이 다섯 곳에 있어서 포개구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굽은 거의 직각으로 깎은 사다리꼴 
모양의 다리굽이다. 16세기 경에 경상남도 진주, 산청 등지에서 제작되었던 연질백자 계통으로 추정된다. 
연질백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치밀하지 않은 담갈색 계열의 태토와 빙렬이 발생된 상아색[미색, 베이지색]

의 유색을 가진 백자이다. 경남 지역의 연질백자는 대부분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내화토빚음을 번조받
침으로 사용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등지는 16-17세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백자류
가 제작되었거나 부산요에서 작업한 도공이 차출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출된 조선 지방 백자류
는 일본에서 대부분 다완으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서양에서 유행한 동양미술품 
수집의 열기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박물관에 이러한 류의 조선 백자다완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This bowl is presumed to be one of the soft-fired porcelain wares produced in the Jinju and Sancheong areas in 
Gyeongsangnam-do during the 16th centur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se porcelain wares are the light brown color 
of the clay and the ivory-colored glaze with crackles. Also, they were usually supported by four to five fireclay spurs during 
firing in a kiln. The surface of this light brown bowl displays crackles and stains, and there are traces of five fireclay spurs 
on the bottom inside of its foot. The areas of Jinju, Sacheon, Sancheong, and Hadong were well-known for their porcelain 
wares which were exported to Japan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ir potters were dispatched to the Busan area 
as well. The porcelain wares from the local kilns of Joseon were exported to Japan to be used as tea wares, and they were 
eventually moved to many countries in Europe and the USA as part of a major trend of “East Asian art collection”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oday, several museums in the USA and Europe have their own collections of Joseon 
porcelain bowls.

25

백자발
白磁鉢
Pocelain Bowl 
1899.10

조선, 16세기 후반
높이 8.2cm, 입지름 12.9cm, 바닥지름 6cm

Joseon, late 16th century
H 8.2cm, D (mouth) 12.9cm, (foot) 6cm

Acquired from the Kaiser Wilhelm Museum, 
Krefeld,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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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합
白磁盒
Pocelain Lidded Case
1891.85a, b

조선, 19세기
지름 7cm

Joseon, 19th century
D 7cm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조선시대에 제작된 작은 백자합이다. 상면이 평면을 이루는 원통형의 합이다. 뚜껑에 턱을 만들
어 합신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번조할 때 서로 닿는 부분에 유약을 닦고 내화토를 바
른 후에, 뚜껑을 닫아서 번조하였음을 알수 있다. 바닥면 전체에 내화토를 바른 것이 그대로 남
아 있다. 뚜껑의 중앙과 가장자리에 동심원을 그려서 순백의 원형합에 잘 어울리는 은은한 장식
효과를 주었다. 

This porcelain case with a lid was made in the Joseon period. The glaze on 
the parts where the lid and the case meet was wiped off before firing and 
was replaced with fireclay to prevent them from sticking to each other. The 
fireclay applied to the bottom surface also remains. Circles were rendered on 
the rim and the center of the lid for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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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초화문항아리
白磁靑畵草花文壺
Pocelain Jar with Plant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1975.118

조선, 19세기 말-20세기 초
높이 22cm, 입지름 13cm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H 22cm, D (mouth) 13cm

Private gift, 1975

조선 후기에 제작된 백자항아리이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탁한 유약을 두껍게 시
유하였는데, 유약이 뭉치는 등 유면이 고르지 않다. 또한 전체적으로 핀홀 현상이 많이 보인다. 
주판알 같은 형태로 제작된 항아리의 위쪽에는 간략한 필치로 두 면에 비슷한 형태의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직립한 구연부의 밑으로도 한 줄의 선을 돌렸다. 구연과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을 닦
아내어 번조하여 태토가 드러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항아리는 주방에서 저장용기로 널리 사용
되었다. 

This porcelain jar was made in the late Joseon period. As the clay used for 
this jar was not of an excellent quality and the jar is thickly coated with 
unclear glaze, the entire surface is not even and shows defects like “pin-
holes.” The overall shape of this jar resembles a bead of a traditional abacus. 
The upper part is decorated with plant designs and a line is drawn around 
the mouth. The glaze on the mouth rim and the foot ring was wiped off 
before firing, exposing the clay. This type of jar was normally used in the 
kitchen for stor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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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청화초문종자
白磁靑畵草文鍾子
Porcelain Small Bowl with 
Plant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1922.433

조선, 19세기 말-20세기 초
높이 4.6cm, 입지름 11cm, 바닥지름 4.7cm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H 4.6cm, D(mouth) 11cm, (foot) 4.7cm�

1922

종자는 발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발鉢보다는 작고 잔보다는 큰 기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태토
가 치밀하고 유색은 백색도가 높고 청화의 발색도 좋아서 20세기 초에 경기도 광주 분원리 일대 가
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바닥에 두 줄의 청화선이 원형으로 둘러지고 바닥에는 형
태가 불분명한 간략화된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외면에는 초문 계열의 문양이 두 곳에 마주보게 배
치되고, 그 사이에는 매우 간략화된 ‘壽수’ 자문이 시문되었다. 굽은 약간 안쪽으로 모아진 다리굽으
로, 굽의 안쪽까지 깨끗하게 시유되었고 접지면 전체에 모래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 왕실의 
관요官窯가 마지막으로 위치했던 경기도 광주 분원리는 관요가 폐지된 이후에도 그 일대에서 가마가 
계속 운영되었으며, 20세기 초에 운영된 요지에서 이와 유사한 조형을 가진 청화백자류가 출토되었
다.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지방백자 요지에서 청화백자가 제작되었지만 유색과 청화의 발색, 굽처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Called “jongja” in Korean, this type of bowl was made smaller than normal 
bowls and larger than cups. Judging by its thick clay, white glaze, and the bright 
blue pigment, it i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in a kiln in Bunwon-ri, 
Gwangju, Gyeonggi-do in the early 20th century. Two circles are drawn on the 
inside bottom along with a simplified pattern. The outer surface is decorated 
with two plant designs and symbols of the Chinese character “壽 (su),” meaning 
“longevity.” The entire surface, including the inside of the foot, is coated with 
glaze, and the traces of sand spurs are left on the foot ring. The Bunwon-ri area 
in Gwangju, Gyeonggi-do included the last official kiln of the Joseon Dynasty. 
Even after the official kilns were all shut down, the kilns in this area continued 
their production. Porcelain wares with a similar style to this bowl were 
excavated from a kiln site that remain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Porcelain 
wares with underglaze cobalt blue decoration were also produced in local kilns 
during the same period, but they show differences from the ones found in 
official kilns in terms of glaze color, colors of blue pigment, and foo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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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유전지화엽문병
黑釉剪紙花葉文甁
Black-glazed Bottle with 
Flower and Leaf Design
1909.346

조선, 19세기 말-20세기 초
높이 22.7cm, 입지름 4.3cm, 바닥지름 13.2cm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H 22.7cm, D (mouth) 4.3cm, (foot) 13.2cm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909

조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제작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흑유병이다. 몸체가 풍만하고 목이 
길며, 주둥이가 둥글게 말린 형태는 19세기에 제작된 흑유병에서 많이 보인다. 19세기에 운영된 것
으로 추정되는 포천 길명리 요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흑유병이 출토된 예가 있다. 포천 길명리 요지
에서 출토된 흑유병 중에서도 목에서 몸체로 가는 부분에 칼을 대어 약간 턱이 지게 깎아낸 예를 볼 
수 있다. 흑유병에서 주목되는 점은 어깨 부분에 네 곳에 배치된 꽃과 잎사귀 모양의 문양이다. 시유
하기 전에 꽃과 잎 모양의 종이를 오려 붙이고 유약이 마른 후에 떼어내고 번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문양 장식 방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전라도, 경상
도, 경기도 지역의 옹기류에서 볼 수 있다. 태토에 잡물이 많아서 유면釉面이 매우 거칠고, 유약의 말
림 현상으로 균일하게 시유되지 않아서 유색이 짙거나 옅게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 바닥은 평평한 
평저平底이면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This kind of black-glazed bottle was produced between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y for daily use. The voluminous body, long neck, and curled-
up mouth are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he black-glazed bottles from the 19th 
century. Black-glazed bottles with a similar style were excavated from a kiln site 
in Gilmyeong-ri, Pocheon, which was in oper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clay 
used for making this bottle contains many impurities, making the surface very 
coarse, and the glaze was not evenly applied, leaving different shades of color. An 
interesting feature of this bottle is the decorative patterns of flowers and leaves 
rendered on the shoulder. It is assumed that paper cut into the shapes of flowers 
and leaves were attached before the bottle was coated with glaze, and after the 
glaze dried, the papers were removed before firing the bottle. Though it is not 
known when this decorative method started, this kind of decoration can be found 
on onggi, Korean traditional earthenware, made in the Jeolla-do, Gyeongsang-do, 
and Gyeonggi-do areas in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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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Craft

금속공예 Metalwork

목칠공예 Woo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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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귀걸이
金製耳飾
Gold Earrings
1986.92

삼국, 5-6세기
높이 10cm

Three Kingdoms Period, 5th-6th century
H 10cm

Gift from Ryun Namkoong, 1986

금속공예 
Metalwork 

굵은 중심고리[태환太鐶]에 샛장식과 드림이 달린 금제 귀걸이다. 샛장식[中間飾]은 금구슬에 잎 
모양의 얇은 달개들이 달려 있다. 드림장식[垂下飾]은 삼면의 심엽형으로 추錘 모양이다. 테두리
에는 새김눈테刻目帶를 돌려 장식성을 더하였다. 금귀걸이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샛장식은 시
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귀걸이처럼 굵은 고리太鐶에 달개가 달린 금구슬의 샛장
식이 달린 예는 흔히 보이지 않는다.

These gold earrings consist of thick rings, middle ornaments, and decorative 
pendants. The middle ornaments include a gold bead and leaf-shaped 
spangles, while the heart-shaped decorative pendants are embellished with 
densely stamped patterns on their edges. The design of the middle ornaments 
varie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eriod, and the combination of a gold bead 
and spangles is very un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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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잔
靑銅盞
Bronze Small Bowl
1910.427.8

고려
높이 2.5cm, 입지름 5.5cm, 바닥지름 3.3cm

Goryeo
H 2.5cm, D (mouth) 5.5cm, (foot) 3.3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술잔이나 간장 등을 담는 종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연이 살짝 외반되었고, 굽받침과 
몸체는 접합하여 제작하였는데, 접합에 사용된 못이 남아 있다. 안쪽은 청동녹과 흙이 남아 있다. 

This bowl was used to hold liquor or soy sauce. The mouth is curved slightly 
outward, and the foot is fixed to the body with nails. Bronze rust and dirt 
remain inside the b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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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1949.52

고려
높이 10.4cm, 입지름 20.3cm, 바닥지름 16cm 

Goryeo
H 10.4cm, D (mouth) 20.3cm, (foot) 16cm

Acquired from A. Bongartz, Hamburg, 1949

일반 식기인 발 보다 크기가 크다. 바닥이 평평한 원저형으로 구연이 안으로 내만되어 있는 대형
의 발이다. 구연 부분은 말아 올려 마무리하였다. 안쪽은 녹이 있고 먼지로 덮혀 있다. 단조로 두
드려 만들어 기벽의 두께가 매우 얇다. 

This bowl is larger than normal bowls for holding steamed rice. It has a flat 
bottom and a mouth curved slightly inward. As the bowl was made through 
forging, it has a very thin wall and its inside is covered with rust and d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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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1996.455

고려
높이 9.8cm, 입지름 15.5cm, 바닥지름 9.8cm

Goryeo
H 9.8cm, D (mouth) 15.5cm, (foot) 9.8cm

Gift from Jan Philipp Reemtsma, 1996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주로 밥을 담는 밥그릇으로, 국그릇과 한 세트를 
이룬다. 사찰 등에서는 쌀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발은 위로 
올라갈수록 구연이 오므라드는 형태로, 구연부에 일정간격으로 띠처럼 
마무리가 된 것은 뚜껑이 덮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은 1996년 1월
에 얀 필립 레엠츠마Jan Philipp Reemtsma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This bowl was usually used for holding steamed rice and 
made a pair with a similar bowl for soup. In Buddhist 
temples, this type of bowl was used to store rice. The 
mouth of this bowl is curved slightly inward, and the 
band-shaped trace left around the mouth suggests that 
the bowl was originally made with a lid. It is recorded 
that this bowl was donated by Jan Philipp Reemtsma in 
Janua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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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2015.303

고려
높이 8.7cm, 입지름 16cm, 굽지름 9cm

Goryeo
H 8.7cm, D (mouth) 16cm, (foot) 9cm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음식을 담는 그릇이다. 주로 국이나 숭늉 등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는데, 
밥그릇과 한 세트를 이룬다. 이 청동발은 구연이 살짝 외반되고, 바닥에
는 얕은 굽이 달려 있다. 안 쪽에는 굽받침과 연결한 못자국이 보인다. 
굽받침의 바깥 부분에는 단조 후 깍은 흔적이 보인다. 그릇의 안과 밖에
는 모두 청동이 열화되어 녹이 덮혀 있다. 

This bowl was usually used for holding soup or scorched 
rice water and made a pair with a similar bowl for steamed 
rice. The mouth of this bowl is curved slightly outward. 
Its foot is attached to the body with nails, and the traces 
of nails are still left on the bottom inside. The foot was 
made through forging and seems to have been cut before 
being fixed to the body. The entire surface of this bowl is 
covered with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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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잔탁
靑銅盞托
Bronze Cup Stand
1910.425

고려
높이 4.5cm, 지름 16.6cm, 잔지름 8.5cm

Goryeo
H 4.5cm, D (mouth) 16.6cm, (brim) 8.5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술이나 차를 담는 잔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된 잔받침이다. 마치 잔과 받침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형태로 ‘잔탁’이라고 한다. 잔탁은 고려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잔탁 
위에는 동그란 형태[半球形]의 잔이 올라간다. 이 유물의 경우에는 잔이 함께 전하지 않는다. 잔탁
의 안쪽을 보면 위 아래를 서로 연결한 3개의 못자국이 남아 있다. 잔을 얹는 부분의 안쪽은 비교
적 깨끗하나 외부와 전 부분 등은 청동녹으로 덮혀 있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하다.

Called jantak in Korean, this stand was used to hold a cup for liquor or tea. This 
kind of cup stand was produced in various styles during the Goryeo period. 
This cup stand looks as if a cup is connected to its own stand, and the specific 
shape of this cup holder was designed to hold a round cup. Unfortunately, the 
cup used with this stand is now missing. On the bottom inside the cup holder, 
there are traces of three nails that fixed the cup holder to the stand. The cup 
holder has been preserved in good condition, but the outer surface and the 
brim of the stand are covered with rus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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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병
靑銅甁
Bronze Bottle
2015.302

19-20세기
높이 31.8cm, 입지름 7.3cm, 굽지름 10.2cm 

19th-20th, century
H 31.8cm, D (mouth) 7.3cm, (foot) 10.2cm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물이나 술을 담던 병이다. 굽과 몸통 전체를 일체형으로 주조한 것으로, 표면에 전체적으로 검은 
색을 띄고 있으며, 기포자국이 많이 보인다. 굽 안쪽은 청동녹이 덮혀 있고, 몸통 아래 부분에 찌
그러진 부분이 보인다.

This bottle was used for holding water or liquor. The outer surface has a 
blackish color and many bubbles. The lower part of the body is slightly 
dented, and the inside of the foot is covered with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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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용수전각문동경 
靑銅龍樹殿閣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he design of 
emperor Xuanzong’s dream of his 
journey to the moon)
1911.95

고려
지름 22.6cm

Goryeo
D 22.6cm

Bought in Tokyo, gift from 
Gustav Jacoby, Berlin, 1911

동경에 시문된 문양은 고려시대 동경의 대표적인 문양 중에 하나이다. 관복
을 입은 사람이 지물을 들고 앞서가는 사람에게 인도되어 선계仙界를 향하여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화면 우측에서 왼쪽으로 유려하게 
뻗어 있는 나무와 화면 좌측의 전각 등은 매우 사실적이며, 회화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동경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구름의 표현과 인물의 표현이 역동적
이고 매우 섬세하다. 표면 일부에 부식이 진행되었다.

The design carved on this bronze mirror is one of the most 
popular decorative designs used in the Goryeo period. A 
man in official attire, holding a special object in his hand, 
is guided by a person in front him to cross a bridge to the 
world of the immortals. A tree expands its branches from 
the right side of the scene to the left where a pavilion stands. 
The clouds floating at the center of the mirror and the 
people are expressed in a very dynamic yet delicate style. 
The surface is partly covered with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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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쌍어문동경
靑銅雙魚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wo Fish 
Design
1910.426.a

고려
지름 12cm / 14.3cm

Goryeo
D 12cm / 14.3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2점의 청동거울로, 경면 뒷면에는 잉어 2마리가 뉴를 중심으로 물속
에서 서로의 꼬리를 쫓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시문하였다. 물을 내
뿜고 있는 모습의 물고기는 비늘 등의 문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
고 양감이 매우 풍부하다. 두 점의 소재는 동일하지만 크기도 다르
고 물고기의 양감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면에는 청동녹이 덮여있다.

The back sides of these two bronze mirrors are carved 
with two carp chasing each other’s tails around the 
knob at the center. These two mirrors are the same 
in their material, but their size and the style of their 
decorative design are different. In particular, the carp 
shooting water from its mouth is expressed with great 
detail in its scales. The mirror side is covered with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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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마형대구
靑銅馬形帶鉤
Bronze Horse-shaped Belt 
Buckle
1990.41

원삼국
길이 10cm

Proto-Three Kingdoms Period
L 10cm

Auction Zurich, 1990

말 모양의 청동제 허리띠 장식이다. 말의 형태를 반부조로 주조하였다. 마형대구는 최근 한반도 중
부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주로 초기 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형대구는 말의 형태를 간략하게 표현하였는데, 짧은 꼬리를 위로 치켜 세우고 있으며 목 등에는 
갈기가 있다. 몸통의 앞다리 위에는 벨트에 걸 수 있도록 갈고리를 만들었다. 안쪽에는 벨트에 부착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두정이 잘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형태가 간략화 되어 있고, 표면에 문양이 없는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마구는 천안 청당동 유적 7호묘와 연기 응암리 가마골 유적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표면에 청동녹이 부식되었으며 흙이 묻어있다.

This belt buckle is made in the shape of a horse in half-relief. Most of these 
horse-shaped belt buckles have been excavated from the middl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early 
Iron Age and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e horse shape of this buckle 
is expressed in a brief style, with a short tail pointing upward and a mane on 
the horse’s neck. The hook around the forelegs was used to fasten a belt, and 
a rivet remaining on the other side was used to fix the buckle to the belt. The 
surface shows no decorative patterns and is covered with rust and dirt. Other 
belt buckles with similar styles were found at the Ancient Tomb No. 7 at the 
Archaeological Site in Cheongdang-dong, Cheonan and Residential Site No. 8 at 
the Archaeological Site of Gamagol in Eungam-ri, Ye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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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장식
金銅裝飾
Bronze Ornaments
1910.426.e

고려
지름 2-4.2cm

Goryeo
D 2-4.2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금동으로 제작된 5점의 장신구이다. 다섯 점의 장신구는 잠자리와 용문, 물고기, 잠자리, 열매 등
을 투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문양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등 정교한 세공이 돋보인다. 고려
시대 분묘 발굴 등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장식들이 의복의 가슴 부분에 다는 장신구로 추정되
기도 한다. 크기는 약 2-4.2cm 정도로 크지 않다. 표면의 도금이 대부분 박락되었고, 청동녹이 
덮여있다. 

These five bronze ornaments were made using an openwork technique to 
create the designs of a dragonfly, dragon, fish, and fruits. They are small, 
about 2 to 4.2 cm, but they display very elaborate and excellent craftsmanship 
in their details. These types of ornaments have been excavated from traditional 
tombs dating back to the Goryeo period,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as accessories for hanging on one’s chest. The gold plating on the surface has 
mostly come off, and the surface is now covered with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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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인장
靑銅印章
Bronze Seal
1910.427.9

고려
높이 1.6cm, 가로 3.8cm, 세로 2cm

Goryeo
H 1.6cm, W 3.8cm, L 2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청동으로 주조한 인장으로, 손잡이를 수직으로 부착하였다. 여의두 또
는 심엽 모양의 손잡이에는 구멍이 있어 끈 등을 멜 수 있도록 하였다. 
방형의 인면에 글자를 양각으로 새겨 종이에 찍었을 때, 글씨가 붉게 나
오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이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었다. 

This square bronze seal bears characters carved in relief 
so that the characters can be stamped in the color of the 
stamping ink. The shape of its handle resembles ruyi, the 
head of the Buddhist ceremonial scepter, and there is a 
hole at the center of the handle for a string. The entire 
surface is covered with thick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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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머리꽂이
靑銅串
Bronze Topknot Pin
1910.426.c

청동머리꽂이
靑銅串
Bronze Topknot Pin
1910.427.7

고려-조선
길이 7.8cm

Goryeo-Joseon
L 7.8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고려-조선
길이 6.3cm

Goryeo-Joseon
L 6.3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청동으로 만든 머리장식이다. 동곳은 보통 기혼 남자들이 상투를 틀
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하였으
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핀의 중간 부분
을 구부린 단순한 집게 형태에서 점차 장식적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보여준다. 

This hair accessory was generally used by upper-class 
married men to hold their topknot. They used diverse 
types of accessories made with various materials 
depending on the season. In its early phase, a topknot 
pin was simply made by bending a metal stick, and 
the production methods were gradually developed 
with assorted decorations.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머리장식이
다. 이 동곳은 머리부분과 꽂이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접합하여 제
작하였다. 머리부분을 반구형으로 만들었으며, 다리의 중간 부분
을 두껍게 하고 끝은 뾰족하게 하였다. 이러한 다리의 형태는 꼽기 
편하고, 잘 잡아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This pin was used by married men to hold their 
topknot. Its hemispherical head was made separately 
to be attached to the legs. The middle part of each 
leg is designed to be thicker than the sharp tips for 
convenient use and tight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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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족집게
靑銅鑷子
Bronze Tweezers
1910.426.d

청동비녀
靑銅簪
Bronze Hairpin
1910.426.b

고려
길이 9.3cm

Goryeo
L 9.3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조선
길이 18.4cm

Joseon
L 18.4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청동으로 만든 족집게이다. 얇고 납작한 판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다. 합쳐지는 부분에는 ‘X’자형
의 음각 문양을 연속하여 새겨 장식하였다. 이런 장식은 고려시대 집게에서 종종 확인이 되는 문양
이다. 집는 부분은 곡선을 이루어 양 끝이 서로 맞닿게 제작하였다.

These tweezers were made by joining two thin bronze plates. The part where 
two plates are joined is decorated with incised X-shaped patterns, and this kind 
of decoration is commonly found on tweezers dating back to the Goryeo period. 
Its tips are slightly curved to meet each other.

비녀는 뒷 모양이 원추형으로 죽절형의 마디가 시문되어 있다. 비녀는 여인들이 쪽진 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쪽진 머리에 꽂아 올린 머리가 풀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다. 

This is a Korean traditional hairpin used by women to hold their chignon. It 
has a conical head and is carved with bamboo knuckle design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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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젓가락
靑銅匙
Bronze Chopstick
1910.426.b

고려
길이 25.2cm

Goryeo
L 25.2cm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젓가락 한 짝과 비녀가 같은 번호로 박물관에 등록되어 있으나 시기가 다른 유물로 일괄유물로 
보기 어렵다. 젓가락 손잡이의 단면은 사각형이며, 길이가 약 25.2cm에 이른다. 조선시대나 현
재의 젓가락에 비하면 길이가 길지만, 고려시대에 제작된 젓가락의 일반적인 규격에 해당한다.

Though this chopstick and hairpin are collectively registered under the same 
number, they came from different periods and do not belong to each other. 
The chopstick is about 25.2cm long and has a square handle. It is somewhat 
longer than other chopsticks from the Joseon period and the modern times, 
but it was a normal size for chopsticks during the Goryeo period.

청동수저
靑銅匙
Bronze Spoon
2015.304

고려
길이 25.2cm

Goryeo
L 25.2cm

Gift from Dr.Ursula Lienert Hamburg, 2015

청동수저는 우슬라 박사Dr. ursula Lienert가 2015년에 기증한 것이다. 술부와 손잡이 뒷부분이 
S자 모양으로 곡선에 가깝게 휘어져 있고, 손잡이 중간 부분에 세 마디의 죽절형 장식을 하였다.

A bronze spoon was donated by Dr. Ursula Lienert in 2015. The handle of the 
spoon is curved in the shape of an “S,” and is decorated with the design of 
three bamboo knuckle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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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은입사연초함
鐵製銀入絲煙草函
Tabacco Box with Silver-
inlaid Design
2015.313 AB

조선, 19-20세기
높이 5.8cm, 가로 10.5cm, 세로 7.2cm

Joseon, 19th-20th century
H 5.8cm, W 10.5cm, L 7.2cm

담뱃잎을 넣어두는 직육면체의 함이다. 철을 바탕으로 하고 무늬는 은으로 입사하여 만들었다. 
손잡이 부분은 황동으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반원형의 것은 자물쇠 역할을 하여 이것을 누르면 
윗면의 뚜껑이 옆으로 밀리면서 열리게 되어 있다. 은입사로 시문한 번개문[雷紋]은 바닥면을 제
외한 4면과 뚜껑에 고르게 시문되었으며, 뚜껑 가운데에는 ‘囍희’자를 원 안에 시문하였다. 번개
무늬는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번개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뭄에 비를 몰고 오는 길조로 여겨
졌으며,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계속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바닥 네 모서
리에는 부채꼴 모양의 낮은 받침이 붙어있다. 

This rectangular box with sliding lid was used to store pipe tobacco. The 
lid has a “tongue” attached to its inside which is designed to work as a lock 
when closed. The boxed is opened by lifting the brass rod with a semi-
spherical knob attached to one side of the box to separate the lid’s tongue 
from the box, and then pulling the lid toward oneself. The top surface of the 
box is decorated with a design conceived from the Chinese character “su” (壽, 
meaning “longevity”) contained in a circle, and the swastika pattern filling 
the rest area, all applied by using the damascen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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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칠공예 Woo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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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흑칠모란당초문서류함 
螺鈿黑漆牡丹唐草文書類函
Black-lacquered Document Box 
Inlaid with Mother-of-pearl Peony 
and Scroll Design
1910.33

조선
높이 7.1cm, 가로 26cm, 세로 37cm

Joseon, early 20th century
H 7.1cm, W 7.7cm, L 37cm

Acquired from Senri Nagasaki, Tokyo, 1910

지호기법(紙糊技法,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두께를 형성시켜 기물을 만드는 기법)으로 만든 골판지骨板

紙 바탕에 나전문양을 붙이고 칠을 올린 서류함이다. 활짝 핀 모란꽃과 잎 모양으로 자개
를 오려내어 함의 표면에 붙여 만든 것(줄음질 기법)으로, 꽃과 잎을 연결하는 넝쿨은 끊음
질 기법으로 견고하게 표현하였다. 여백을 적당히 살리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수작이다. 
낮은 몸체에 뚜껑의 2/3를 나누어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반 서류함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형태이다. 모서리 귀 장석 부분은 놋쇠 판으로 감싸고 가장자리는 사슴가죽
[鹿皮]을 덧대어 꿰맸다. 뚜껑 안쪽과 바닥, 겉 밑바닥도 사슴 가죽을 덧대어 실로 촘촘히 
꿰매고 몸체에 국화문 거멀장석을 붙였다. 앞바탕은 사각장석을 붙이고 잠금장치는 뻗
침대 없이 구멍을 만들어 열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85

This rectangular box made with papier maché paste features mother-of-pearl 
designs that have been set into corrugated cardboard and lacquered. The designs of 
fully blooming peony flowers with leaves are depicted with traditional mother-of-
pearl inlaying techniques, including jureumjil (form-cutting) technique, which was 
used to render the flowers and leaves, and kkeuneumjil (line-cutting) technique 
used to express for the vines. The designs are vividly rendered, with ample space 
left between them. The box is comfortably low, with the lid hinged at two thirds 
of the top panel. It also has brass covers at the corners and is edged with deer 
skin. The inside of the lid and the inner and outer bottom parts of the box are also 
covered with deer skin; and all the panels are held together by chrysanthemum 
braces. There is a square brass ornament and a lock with keyhole in the center of 
the front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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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장석 삼층장
蝶形裝錫三層欌
Three-tier Cabinet with 
Butterfly-shaped Hinges
2015.301

조선, 20세기 초
높이 180cm, 너비 110cm

Joseon, early 20th century
H 180cm, W 110cm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의복을 수납하는 가구로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판 아래로 네 개의 작은 서랍이 있다. 손잡이는 
활들쇠를 달아 서랍을 여닫을 때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각층의 앞면에 여닫이 문을 달고 문변자에는 
버선코형 실오리를 둘러 장식하였으며 선과 목리木理가 좋은 물푸레나무 판재板材와 배나무 골재를 
사용하고 옆널은 소나무 판재를 사용했다. 전형적인 경기 지방의 특색을 잘 갖추고 있다. 골격과 전
면의 면분할, 나비형 자물쇠 앞바탕과 사각경첩 등 원형을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다. 기둥과 쇠목의 
연결 부위도 감잡이로 튼튼하게 보강하였다. 족대足臺는 사각의 돌림문[回文]으로 음각하고 마대에는 
풍혈이 있다.

This cabinet, which was used to store clothes, consists of three compartments 
with hinged doors, each fitted with a bow handle, and four small drawers 
arranged horizontally under the top panel. The edges of the doors of the three 
compartments are decorated with fret patterns. The front of the cabinet is made 
of ash board with a fine grain pattern, while the frame and pine boards at the 
sides are made with pear wood. The cabinet exhibits the Gyeonggi-do style in 
terms of the segmentation of the areas on the front panel and the frame, and 
the use of a butterfly lock, square hinges, and other forms of ornamentation, all 
of which have been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Other features include 
the braces used to firmly attach the front legs and crosspieces, the fret pattern 
decorating the base crosspiece, and the “wind holes” between the le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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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화조도
烙畵花鳥圖 
Pyrograph of Flowers and Birds
IE 1896.162

19세기 전반
박창규 (朴昌珪, 1796?-1855?)
세로 56.5cm, 가로 33.5cm

Joseon, early 19th century
Park Chang-gyu (1796?-1855?)
L 56.5cm, W 33.5cm

1896

종이에 낙화烙畵로 그린 화조도 3점이다. 각각 앵무새, 기러기, 논병아리
를 소재로 삼았으며 소재에 어울리는 7언절구 시의 두 구 씩을 상단에 
제시題詩로 써 놓았다. 인두로 그스는 정도를 조절하여 마치 붓으로 그
린 수묵화와 유사한 표현을 성취하였다. 그림 속 바위는 인두를 빠른 속
도로 문질러 활달한 선으로 나타낸 반면 새와 식물의 세부는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앵무>는 한 마리 앵무새가 여지荔枝 나무에 앉은 모습이며 
앵무의 크고 날카로운 부리와 길게 늘어진 꼬리깃이 사실적으로 표현되
었다. <기러기>는 한 쌍의 기러기가 갈대밭에 날아드는 ‘노안도蘆雁圖’
의 도상을 따랐으며 갈댓잎의 날카로운 꺾임을 인두로 잘 나타내었다. <
논병아리>는 찔레꽃 아래에 한 쌍의 논병아리가 새끼들을 감싸는 모습
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깃털의 묘사가 섬세할 뿐 아니라 문양
을 새긴 인장을 달구어 반복하여 찍어내는 기법으로 지면에 돋아난 풀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대나무 표면을 달군 인두로 지져 문양을 그
려내는 낙죽烙竹 기법을 회화적으로 발전시킨 훌륭한 작품이다. 두인은 
백문방인 ‘화화도인火畵道人’, 낙관은 ‘어시자제於是子題’라 쓰고 백문방인 
‘손려孫呂’을 찍었다. 화면 하단에는 따로 백문방인 ‘박창규인朴昌珪印’을 
찍었다.
낙화는 종이, 비단, 나무 등의 바탕에 불에 지진 인두를 문질러 그스는 
기법이다. 중국에서는 탕화燙畵, 일본에서는 소화燒畵라 불렀으며 한국에
서는 화화火畵라고도 하였다. 인두를 바탕에 대는 시간에 따라 그스는 정
도가 달라져 명암 표현이 가능하며 빠르거나 느리게 인두를 움직여 필
획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작품을 그린 박창규는 낙화를 서화예술
의 경지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박창규는 남원 출신의 양반으로 자는 성
민聖玟, 호는 낭간琅玕, 수산遂山, 화화도인火畵道人이다. 산수, 화조, 영모 
등 다양한 그림을 잘 그렸으며 특히 종이와 비단에 낙화기법으로 그린 
서화로 이름 높았다. 박창규는 1822년 동지사를 따라 연경에 가서 낙화
기법의 정수를 터득했으며 1837년 참봉에 제수될 무렵 종이 바탕의 낙
화기법을 창시하였다. 박창규는 남종문인화풍을 낙화로 풀어내었으며 
당대 서화 애호가들은 그의 작품을 문인화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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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화조도
烙畵花鳥圖 
Pyrograph of Flowers and Birds
IE 1896.163

19세기 전반
박창규 (朴昌珪, 1796?-1855?)
세로 56.5cm, 가로 33.5cm 

Joseon, early 19th century
Park Chang-gyu (1796?-1855?)
L 56.5cm, W 33.5cm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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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 화조도
烙畵花鳥圖 
Pyrograph of Flowers and Birds
IE 1896.164

19세기 전반
박창규 (朴昌珪, 1796?-1855?)
세로 56.5cm, 가로 33.5cm

Joseon, early 19th century
Park Chang-gyu (1796?-1855?)
L 56.5cm, W 33.5cm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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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hree pyrographs depict a parrot, wild goose, and 
grebes, respectively, with a seven-character couplet written 
on the upper part of each painting. The artist used the 
pyrography pen so skillfully that each piece looks like 
a traditional ink wash painting in which the rocks are 
depicted with brisk brush strokes, and the birds and plants 
are captured elaborately in the minutest detail. The Parrot 
is depicted perched on a lychee tree, its large, sharp beak 
and long tail feathers rendered in a realistic manner. In 
the work, Wild goose, the artist captures a pair of wild 
geese flying into a reed field in the Noando (paintings 
of geese in reeds) style, where the plants are depicted 
realistically, with some leaves broken sharply. In the third 
work, Grebe, the artist captures a pair of little grebes 
taking care of their chicks under wild roses, creating an 
idyllic atmosphere. The feathers are depicted in intricate 
detail, while the grass is rendered effectively by using 
heated stamps engraved with an image of grass. Each work 
contains the “head seal” containing four white characters, 
Hwa-Hwa-Do-In (火畵道人, “Master Pyrographic Artist”), in 
a red square, and the artist’s three seals under it, revealing 
that these pyrographs were created by Park Chang-gyu (朴
昌珪).
Nakhwa, or Korean traditional pyrography, is the craft 

of creating artworks on bamboo, wood, paper, silk or 
other materials by applying burn marks with a heated 
tool, such as a poker in particular. It is called Tanghua (燙
畵, “burned picture”) in China, Yaki-e (燒畵, also “burned 
picture”) in Japan, and Hwahwa (火畵, “flame picture”) as 
well as Nakhwa (烙畫, “poker work”) in Korea. In these 
particular pyrographs, the artist exhibited great mastery 
of the pyrographic tool, resulting in fine effects of light 
and shade and artistic expressions that give them the 
appearance of having been created by brush strokes. Also 
known by the courtesy names of Seongmin, Nanggan, 
Susan and Hwahwadoin, Park Chang-gyu was born into 
an aristocratic family and pursued a career as a literati 
artist, ultimately producing great works in various 
genres including landscape, flower and bird, and animal 
paintings. He was particularly skilled at pyrography, which 
he mastered in 1822 when he visited Yanjing, the capital 
of the Chinese Qing dynasty, as a member of a diplomatic 
mission. Park went on to develop his own pyrographic 
technique of drawing pictures on paper around 1837, when 
he was given an opportunity to serve the government as a 
royal tomb caretaker. His pyrographs based on the Chinese 
literati paintings of the Southern School were particularly 
highly regarded among contemporary aficionados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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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 까치
虎鵲圖
Tiger and Magpie
1996.204

20세기 초
세로 60cm, 가로 37cm

Early 20th century
L 60cm, W 37cm

1996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호작도虎鵲圖이다. 활처럼 굽은 소나
무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을 먹으로 그렸다. 
소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으며 지면에는 불로초
不老草로 여겨진 영지버섯이 돋아나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
는 짙은 먹으로 그린 후 가장자리를 연한 먹으로 덧그려 표
현하였으며 털을 한 올 한 올 묘사하지 않고 윤곽에만 짧은 
선을 이어 그렸다. 눈과 입, 영지 부분에만 약간의 색채를 
더하였다. 소나무와 까치, 호랑이를 함께 그린 구성은 조선 
후기 민간의 세화歲畵 호작도를 본뜬 것으로 중국에서 ‘기
쁨을 전하는[報喜, bàoxǐ]’ 의미로 표범과 까치를 그린 표작豹

鵲(bàoquè) 그림에 연원을 두고 있다. 호랑이의 뒷다리가 소
나무와 겹쳐져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공간이 왜곡되어 있
는데 민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시각적 특징이다. 민화를 서
툰 솜씨로 모작한 20세기 작품이다.

This folk painting in ink depicts a tiger standing in front of an 
old pine tree that is bent like a bow, with a magpie perched upon 
its bough. On the ground are depicted sacred mushrooms called 
yeongji, which are traditionally regarded as a symbol of eternal life. 
The tiger’s stripes are rendered by thick brush strokes outlined with 
light ink, its hair by short lines. The painting is monochromatic, 
except for the tiger’s eyes and mouth and the sacred mushrooms, 
which are colored in light yellow and red.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 in which the pine is depicted with the magpie and tiger 
in the same confined space, shows the influence of the New Year 
paintings traditionally exchanged between common folk to celebrate 
the coming of a new year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1392-1910), 
as well as the Chinese tradition of making leopard and magpie 
(bàoquè) paintings for “good tidings” (bàoxǐ). The tiger’s legs overlap 
with the tree trunk, resulting in spatial distortion, a common feature 
of Korean folk paintings,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 animal is 
“levitating” above the ground. It is a poor twentieth-century copy of 
the original, which was also produced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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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靑磁銅畵蓮瓣文瓢形注子의 보존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from the MKG in Hamburg, Germany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총목록
Complete List of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MKG in Hamburg,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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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이하 표형주자)는 조각, 양각, 음각, 퇴화, 동화 등 화려하고 다채
로운 장식기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고려시대 명품도자기중 하나이다. 현재 이러한 표형주자는 3점만이 남아있는데 
미국 프리어갤러리, 삼성미술관 리움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는 표형주자는 리움의 대표적인 도자기 컬렉션 중 하나로 오랜기간 전시되어 우리에게 친숙
한 편이다. 그러나 프리어갤러리,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표형주자는 국내에 한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 실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사진으로만 그 모습을 가늠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2015년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표형주자를 국내에 소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리움은 기획
전시였던 ‘세밀가귀細密可貴’ 전에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표형주자를 출품유물로 선정하였고 리움소장 표형주
자와 함께 나란히 전시하였다. (그림 1)

전시일정에 맞춰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표형주자는 리움에 도착하였고 해포 후 표형주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니 물대와 손잡이가 맞지 않고, 동체는 깨져 있었으며, 유약 표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 사진 한 장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림 3)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도자기 보존담당 연구원으로서, 전시에 앞서 보존처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
였다.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도 표형주자의 재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도자기 보존처리가 
가능한 기관에 처리를 의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마침 동일한 주자를 소장하고 있는 리움에 재 복원을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靑磁銅畵蓮瓣文瓢形注子의 보존

고민정  책임연구원 | 삼성미술관 Leeum 보존연구실

1 2
그림 1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과 리움의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 전시 
전경

Fig. 1
Celadon Gourd-shaped Ewers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from the MKG and Leeum

그림 2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표형주자 해포 과정

Fig. 2
Process of Unpacking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from the M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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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시 당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표형주자의 세부 모습

Fig. 3
Details of the MKG ewer at the 
time it was placed on public 
display in Leeum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hereafter “Gourd-
shaped Ewer”), currently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MKG), 
is characterized by elaborate decoration applied by using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relief carving, incising, slip trailing and copper-red painting, and is generally regarded as a 
masterpiece of Goryeo celadon ware. There are currently three ewers of this type, one in the 
Freer Gallery of Art in Washington, D.C., one in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Seoul, 
and another i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in Germany.
While the gourd-shaped ewer stored in Leeum has been on public display for quite some 
time and become one of the museum’s most popular attractions among museum goers in 
Korea, for many years there was no opportunity to bring the other two ewers to the country 
for public exhibition. Until 2015 the ewer at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was known 
only through photographs. However, it was transported to Korea for a special exhibition 
titled “Exquisite and Precious: The Splendor of Korean Art” held in Leeum, Seoul, and was 
finally placed on public display together with the ewer from the Leeum collection (Fig. 1).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arrived at Leeum 
just in time for the exhibition. Upon its arrival, I, in my capacity as a conservation expert 
of the museum, carefully opened the packing box and removed the packing paper to reveal 
the vessel (Fig. 2). Upon closer inspection, I found that the spout and the handle of the ewer 
had been poorly repaired, that the body was badly damaged and had been equally poorly 
repaired, with the surface bearing numerous scratches. The ewer’s general condition 
appeared much worse than one had been led to expect by the earlier photo (Fig. 3).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 Underglaze Copper from the MKG in Hamburg, Germany

Koh Min-jeong  Conservator | Conservation Research Cente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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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전시가 끝난 다음 보존처리 관련 협의과정을 거쳐 재 복원 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제적인 보존처리에 앞서 함부르크 측과 과거 보존처리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원범위, 보존처리 재
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소상히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표형주자는 대략 100여년 전인 
1900년대 초에 처리가 된 상태로 박물관에 입수되었으며, 처리에 사용된 재료를 볼 때 서양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해오면서 물대, 손잡이, 동자상의 일부를 보강하
는 것 외에 다른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표형주자의 재 복원을 위한 보존처리 재료의 선택과 방법에 대해서는 
리움 담당자의 의견에 맡기기로 하였다.

표형주자에 대한 보존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X 선 및 자외선,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상태조사를 하였
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균열 외에 미세균열은 보이지 않았으나 동체의 깨진 도편 하나가 복원부분에 가려져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

표형주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 하기 위하여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를 모두 제거하고 접합
된 도편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의 표형주자는 대략 100여 년 전 처리된 
유물이다. 해체과정을 거치면 과거의 처리 흔적은 모두 사라진다. 처리이력 또한 도자기의 역사이며, 도자기 보존분
야에서 과거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놓치는 정보가 없도록 세밀하게 관찰 및 기록하고 재료를 
분석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구 복원재료를 제거하고 유물을 해체하는 작업은 기존에 사용된 물
질을 알아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물질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제거 및 해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물감층을 제거하고 접합과 복원에 사용된 물질을 채취하여 1900년대 처리에 사용한 재료들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보존처리

해체과정에서 표형주자는 십여 편 이상의 조각으로 깨졌고, 물대, 손잡이, 동체부, 저부 등 일부의 도편은 없어졌으
며 뚜껑은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것을 재 확인하였다.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붙이고 도편이 없어진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옻과 흙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옻을 완전히 굳게 하기 위해서는 고습의 환경에 두고 천천히 건조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 초~수 
분이면 경화되어 도편을 고정할 수 있는 수지와는 그 특성이 확연히 다르므로 접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
다. 옻을 다루는 일이 쉽지 않아서였는지 표형주자 내부는 옻이 흘러내리고, 과잉으로 묻어있는 상태였으며 일부 
도편은 접합면이 맞지 않게 붙어 있었다. (그림 5, 6)

도편이 없어진 물대, 손잡이, 조각상, 동체와 바닥의 일부는 흙으로 모양을 빚은 다음 불에 구워 각각의 위치에 붙
이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7) 흙을 불에 굽게 되면 강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보존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 그러
나 표형주자 복원부의 경우 비교적 낮은 온도로 구웠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서 날카로운 것에 의해 쉽게 긁힐 수 있
는 정도였고 실제 손잡이와 동자상 그리고 줄기의 일부에서는 복원된 흙이 패이거나 형태가 뭉게져 있었다. 이러

그림 4
표형주자 동체부의 자외선 조사(왼쪽)와 
X 선 촬영(오른쪽) 사진

Fig. 4
Ultraviolet examination (left) and 
X-ray picture (right) of the body of 
the gourd-shaped 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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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dition of the ewer led me to conclude that it required conservation treatment before 
the exhibitio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concurred with this opinion, and 
requested to recommend an expert who would carry out reliable conservation treatment. 
The following talks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ended with the decision that the ewer of the 
MKG would be restored by the conservation treatment team of Leeum, which held a similar 
item in its collection. Both parties agreed that the restoration work should start immediately 
after the exhibition. 

Thereafter the two museums exchanged ideas and records on the previous conservation 
treatment of Korean pottery as well as the details of the scope, materials, and methods of 
restoration of the ewer.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parties revealed that the MKG ewer 
was obtained by the museum about a century ago, in the early 1900s, in much the same 
condition as when i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15. Considering the materials used to 
repair the vessel, the restoration effort ought to have been carried out in East Asia rather 
than in Europe. The MKG said that it had made no major effort to restore the vessel, other 
than mending the spout and the handle, and a part of the boy attendant. The museum 
decided that it would rely on the expert views of Leeum regarding the materials and methods 
to be used in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ewer.

As a preliminary measure, the conservation experts at Leeum conducted a close examination 
of the ewer by X-ray, ultraviolet and microscope in order to determine which measures 
should be employed to obtain the best possible result. Although they did not detect any 
micro-cracks on the ewer’s surface, they did find a tiny shard of the body hidden inside the 
restored part (Fig. 4).
The restoration work for the MKG ewer started with the process of removing all the 
materials used in the earlier conservation effort, such as adhesives, to isolate the original 
shards. As mentioned above, the MKG ewer underwent restoration work about a century 
ago. Removing the materials used in the earlier restoration effort in order to isolate the 
original shards could result in the loss of all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used in the past. 
Considering that the methods and materials used in the early conservation treatment also 
form an important part of the heritage of ceramic art, the conservation team from Leeum 
did their utmost care to keep records of all the information connected with the early efforts 
to restore the ceramic vessel via careful examinations and analyses. The work of dismantling 
a restored artifact by removing all the materials used in its recovery generally starts with 
identifying the materials, because it is only after that that one can choose the most effective 
means and materials for its dismantlement. Fortunately, the Leeum conservation team was 
able to successfully identify and remove the materials, including the pigments, used in the 
restoration of the ewer in the 1900s.

Conservation Treatment in the Past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ewer revealed that the original vessel had been broken into 
over ten fragments, and that parts of the spout, handle, body and base, as well as the entire 
lid, had been lost.
It also revealed the interesting fact that the early restoration artisan used lacquer and clay to 
fill the empty spaces between, and glue together, the fragments of the vessel.
For the lacquer to harden completely between the fragments, it was necessary to d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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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는 에폭시 수지를 흙 위로 덧대어 보강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표형주자는 100여 년 전 옻과 흙을 사용하여 형태를 갖추기 위한 처리가 되었고 이후 에
폭시계 수지로 보강하면서 색맞춤되었다. 

재 복원과정

구 복원재 제거 및 해체

흙으로 복원된 부분은 물을 흡수시키면서 글라인더, 메스, 소도구로 제거하였고 옻은 유기용제에 녹지 않으므로 
95℃ 물에 담가 자연스럽게 편이 분리되게 하였다. (그림 8) 일부 편에 따라서는 물의 온도가 80℃ 정도 되었을 때 분
리된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 95℃ 정도에서 옻 특유의 고릿한 냄새를 풍기며 분리되었다. 
편은 모두 분리하였지만 단면에 고착되어 있는 옻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였다. 만일 깨끗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접
합면이 제대로 맞지 않게 되고, 검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거해야 하였다. 95℃ 온도의 물에 담근 후 옻층이 연
화되면 스팀세척기, 메스, 핀 등을 사용하여 현미경을 보면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해체부터 단면에 붙은 옻층
을 최대한 제거하기까지 두 달 정도가 소요된 긴 작업이었다. 
표형주자는 모두 16편으로 분리되었다. 옻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빙렬과 유약 균열사이에 끼어있는 흙도 자연스
럽게 제거되어 전체적인 도편의 색상이 밝아졌다. (그림 9)

접합
분리된 편을 임시로 붙여보면서 접합상태를 확인하였고 실제 접합시 도편의 접합순서를 결정하였다. 접합에는 순
간접착제와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였는데 접합면이 딱 맞는 부분에는 순간접착제를, 도편의 깨진면이 손상되어 접

그림 5
옻을 사용하여 접합한 표형주자의 내부 
모습

Fig. 5
Inner surface of the ewer with 
fragments glued with lacquer

그림 6
옻으로 접합한 표형주자 접합상태

Fig. 6
Outer surface of the ewer with the 
fragments glued with lacquer

5 6



105

slowly in a very humid atmosphere. Given that the old adhesiv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oday’s resin adhesives, which form a very tight and strong bond extremely quickly, 
reassembling the broken pottery by bonding the fragments with old adhesives must have 
been a very difficult task. This no doubt explains why there are traces of lacquer running 
down and clod on the inner surface of the ewer and why some fragments bonded poorly (Figs. 

5 and 6).

In the new restoration process, the damaged spout, handle, ornamental figurative carving 
and base were treated to restore the ewer to its original form, using new clay fragments 
shaped to fit the damaged area, and then baked (Fig. 7). The Leeum restorer applied baked 
clay because it would increase the strength significantly, thereby greatly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tored vessel. By contrast, the early 
restorer used parts baked at a comparatively low temperature, which resulted in many 
scratches on the surface and created sunken and deformed areas - on the handle, boy 
statuette and ornamental vine in particular. That is why the vulnerable parts of the ewer had 
to be reinforced with epoxy resin. As a result, the MKG ewer had to be repaired for lacquer 
and clay about a century ago, and, again at a later date, with the main effort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estored parts with epoxy resin. 

Restoration of the MKG Ewer by Leeum

Removal of Old Restoration Materials and Dismantlement of the Vessel 
The restoration of the MKG ewer started with the removal of the clay used by the early 
restorer, and involved the use of water, as well as a grinder, a scalpel and other small 
precision tools, and lacquer, which does not dissolve in organic solvents. The affected parts 
were immersed in hot water at 95℃ (Fig. 8). Most of the fragments were disjoined at 95℃, 
although some did at about 80℃.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pottery fragments was followed by that of removing the 
lacquer coated on the broken surfaces. The lacquer had to be removed completely to ensure 
a perfect fit between the fragments and to prevent black stains forming after adhesion. The 
removal of the lacquer involved soaking the affected parts in hot water at 95℃, and, once 

그림 7
결실부분을 흙으로 복원한 표형주자의 
전체 및 세부 모습

Fig. 7
Images showing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parts of the MKG 
ewer with the application of clay

그림 8
해체 및 단면의 옻 세척

Fig. 8
Dismantlement of the ewer and 
removal of lacquer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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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면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분에는 에폭시수지에 탈크를 혼합하여 메꾸어 지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10) 동체부 결실
부분은 작업성을 고려하여 접합과정 중에 복원하였다. 

형태 복원

물대와 손잡이 
표형주자를 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물대와 손잡이를 원래의 형태에 가깝도록 복원하
는 일이었다. 물대와 손잡이는 표형주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결
실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갖춘 도자기를 참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함부르크미
술공예박물관 주자와 동일한 형태를 갖는 표형주자가 2점이 있으므로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손상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리움소장 주자 또한 물대와 손잡이가, 프리어갤러리 소장 주자는 물대가 
보존처리되어 있어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또한 3점 모두를 기계로 찍어 만든 것이 아니었으므
로 표형주자 각각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표형주자에 맞는 물대와 손잡이의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을 앞두고 도자기 역사 전공자들과 도자기 형태에 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
회의 전 12세기 말에서 13세기에 제작된 주자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실견을 통하여 물대와 손잡이의 모양을 추정하
고 이를 토대로 점토로 굴곡과 길이 등을 다르게 하여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림 11) 이렇게 제작된 물대와 손잡이 모형
을 자문위원들과 표형주자에 맞춰보며 원형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물대와 손잡이 점토 모형을 원형으로 하여 실리콘 틀을 제작하였다. 에폭시 수지 XTR-311에 탈크를 혼합하
여 틀에 주입하고 경화된 다음 틀에서 분리하였다. 분리한 물대와 손잡이를 제 위치에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에폭
시 수지로 접합면 사이를 메꿨다. (그림 12)

동체 장식과 뚜껑

물대와 손잡이 외에 동체에 있는 동자, 연꽃 등 조각상, 손잡이에 개구리, 물대와 동체를 연결하는 연꽃장식, 뚜껑
은 리움소장 표형주자의 것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그림 13)

리움소장 표형주자를 원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틀을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물대와 손잡이의 형태를 복원한 방

그림 9 
해체 및 세척완료 후 모습

Fig. 9 
Fragments of the ewer after 
dismantlement and cleaning

그림 10 
접합 및 결실부 충전 작업

Fig. 10 
Reassembly of fragments and 
filling of gaps and lost parts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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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cquer had fully softened, the use of a microscope, steam washer, scalpel, tweezers and 
other tools. It took a total of two months to complete the entire process from dismantlement 
of the vessel to removal of the clay and lacquer. The dismantlement of the MKG ewer 
revealed that it consisted of sixteen fragments. The process of removing the lacquer 
also removed the clay from the crazing and cracks on the glaze, thus contributing to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bright color of the ewer’s surface (Fig. 9).

Reassembly
The reassembly of the fragments of the ewer was preceded by a test assembly intended to 
consider its final state after restoration and to determine the order in which the fragments 
should be re-assembled. I used two types of adhesives to join the fragments, i.e. an instant 
adhesive for the surfaces which fitted together perfectly, and a mixture of epoxy and talc for 
damaged areas leaving gaps between the fragments (Fig. 10). The body’s missing parts were 
also restored during this joining process.

Restoration of the Details

Spout and Handle 
A most laborious and careful aspect of the restoration of the MKG ewer was related with the 
re-creation of the missing spout and handle. Making these two parts was a crucial part of the 
restoration work because they had to be remade as close to their original forms as possible, 
as they would have been key elements that characterized the entire shape of the ewer.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any pottery restorer committed to reproducing any missing part of a 
ceramic object must do is refer to other similar vessels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Fortunately enough, there are two other vessels that have the same form as the MKG ewer 
and thus provide crucial clues as to its details. Unfortunately, however, these two vessels 
were also missing certain parts that had been restored at a later date, the spout and handle 
in the case of the Leeum ewer and the spout in the case of the Freer Gallery ewer. This 
meant that an attempt to directly copy the other two was unacceptable because, in fact, the 
three ewers were not made by the machine to have exactly the same form. As such, it was 
necessary to conduct a detailed study to find the right form for the spout and handle of this 
particular ewer.
This was followed by meetings in which art historians and pottery experts exchanged their 

그림 11
물대와 손잡이의 형태 결정을 위한 모형 
제작

Fig. 11 
Presentation of the models of the 
spout and handle of the MKG 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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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이 점토로 각각의 모양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실리콘 틀을 제작한 다음 수지를 부어 제작하였다. 다만 작
은 조각상들은 점토대신 유성점토를 이용하였다. 수지로 만든 조각들은 물대와 손잡이처럼 제 위치에 접합하고 접
합부분을 에폭시 수지로 충전하여 경계면이 표시나지 않도록 하였다. 
물대, 손잡이, 동체장식 등 모든 복원부분을 사포 #200, #600, #800으로 다듬으면서 색맞춤 작업을 위한 표면 정리 
및 미세한 형태조정을 하였다. 
    
색맞춤
모든 결실부분의 형태복원을 끝낸 다음 표형주자의 색과 유약광택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색맞춤을 할 때 연한
색에서 진한색으로, 바탕색을 맞추고 문양 표현을 하는 등 몇 가지 제시된 방법들이 있으나 도자기에 따라 효과적
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가장 진한색을 나타내는 동화문양 표현을 가장 먼저 하였다. (그림 14) 표면
에서 보이는 동화의 색이 아닌 단면에서 보이는 적갈색의 동화색상을 조합하여 문양을 그리고 그 위로 청자유약의 
푸른색을 덧칠하여 원래 도자기의 색상과 유사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유약광택은 도자기 위치 별로 광택도의 차
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글로스바니쉬와 매트바니쉬를 사용하여 광택을 조절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끝으로 재 처
리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15, 16)

그림 13
동체부 장식과 뚜껑의 형태 복원 모습

Fig. 13
Restoration of the ornamental 
carvings around the ewer’s body 
and lid

그림 12
에폭시 수지로 제작한 물대와 손잡이 접합

Fig. 12
Spout and handle made of epoxy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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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about the form of the MKG ewer, coupled with research on Korean pottery of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nd similar extant celadon 
vessels from the same period. The meetings and research resulted in the creation of a few 
different versions of the spout and handl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the closest possible 
reproductions of the original parts (Fig. 11). The models were then presented to the Leeum’s 
advisory council for the final decision.
The selected clay models were then used to make silicone molds into which a mixture of 
epoxy resins (XTR-311) and talc was poured to create the final versions of the spout and 
handle. The two items were then removed from the molds and attached to their respective 
positions on the ewer with instant adhesive, and the gaps between the restored parts and the 
original body were filled with epoxy resin (Fig. 12).

Ornaments of the Body and Lid
In addition to the spout and body, the restoration project also necessitated the re-creation of 
ornamentation which had originally decorated several parts of the ewer, such as the carvings 
of a boy, lotus petals, frog, and vine. These ornaments were based on the ornamental 
features of the ewer in the Leeum collection (Fig. 13).
On finding that we could not directly use the Leeum ewer to produce the molds for the 
ornamentation, we chose to make the ornaments and their molds in exactly the same way as 
we had done before when producing the spout and handle, i.e. using clay, silicone and epoxy 
resin. For the tiny statuettes, we used quick clay instead of ordinary clay. We then attached 
the ornaments to their respective places, and polished them thoroughly after filling the gaps 
with epoxy resin.
The restored spout, handle and ornamental carvings were polished with sandpaper, #200, 
#600 and #800, and underwent some slight formal modifications that were necessary for the 

그림 14
표형주자 복원부 색맞춤

Fig. 14
Coloring of the restor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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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수 개월 간의 작업 끝에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소장 청자동화연화문표형주자의 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
다. 재 처리를 통하여 표형주자는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고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에서 의연히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 표형주자가 원형을 되찾은 모습으로 본 보고서에 소개될 수 있어서 보람되며 보존처리 일련의 과정
들을 짧게나마 기술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이 감사하다.

그림 15
표형주자 유약 광택 표현

Fig. 15
Coloring for the glaz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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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coloring process.

Coloring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MKG ewer to its original form was followed by the process of 
coloring the restored parts to match the original colors. While there are conventions about 
the use of coloring, such as painting light colors before dark ones, and ground before adding 
the designs, these may not be effective enough when coloring the surface of a restored 
pottery. For this particular work, I painted the bronze red part of the ewer first, although 
it was darker than the rest of it (Fig. 14). I chose not the bronze red that I saw on the intact 
surface but rather the reddish brown that I saw on the cross section, which was darker, and 
then a shade of jade blue which I felt was closer to the original celadon blue. As for the glaze 
effect, I used both gloss varnish and matte varnish to control the glossiness of the surface (Figs. 

15 and 16).

Conclusion
The restoration of the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Design in Underglaze Copper 
in the MKG collection took several months to complete. I believe that the conservation 
treatment conducted during this restoration project brought the ewer to the closest possible 
form to the original and a left it in a more stable condition. I was very pleased to hear the 
latest news that the ewer, is now on public display in the Museum für Kunst und Gewerbe, 
attracting many museumgoers in Hamburg, Germany. Finally, I am extremely honored to 
write this short introduction about the restoration of this wonderful piece of art and to have 
the ewer introduced in this catalogue. 

그림 16
함부르크미술공예박물관 표형주자의 
보존처리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Fig. 16
The MKG Ewer before (left) and 
after (right) the restor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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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기
Earthenware

그릇받침
鉢形器臺
Pottery Stand

삼국(가야), 5세기

Three Kingdoms 
Period (Gaya), 5th 
century

높이 26.3cm, 입지름 
30.3cm, 바닥지름 23.4cm

H 26.3cm, D (mouth) 
30.3cm, (foot) 23.4cm

1 1 1983 1983.237 01

2 토기
Earthenware

도장무늬토기합
印花文盒
Lidded Bowl with Stamped 
Patterns

통일신라, 7세기

Unied Silla, 7th 
century

높이 10.4cm, 뚜껑지름 
11.7cm, 바닥지름 7.3cm

H 10.4cm, D (Lid) 11.7cm, 
(foot) 7.3cm

1 2 Auction, 1989 1989.84
a, b

02

3 토기
Earthenware

쇠뿔손잡이항아리
牛角形把手附壺
Jar with Ox horn-shaped 
Handle

통일신라, 8-9세기

Unied Silla, 8-9th 
century

높이 13.8cm, 입지름 
11.5cm, 바닥지름 9.7cm

H 13.8cm, D (mouth) 
11.5cm, (foot) 9.7cm

1 1 Kyoto, 1991 1991.101 03

4 토기
Earthenware

목긴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삼국(가야), 5세기

Three Kingdoms 
Period(Gaya), 5th 
century

높이 21cm, 입지름 13cm

H 21cm, D (mouth) 13cm

1 1 2015.312 
AB

04

5 청자
Celadon

청자동화연판문표형주자
靑磁銅畵蓮瓣文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Lotus
Petal Design in Underglaze 
Copper

고려, 13세기

Goryeo, 13th 
century

높이 28cm

H 28cm

1 1 Seisuke Ikeda, 
Kyoto

1910.166 05

6 청자
Celadon

청자유병
靑磁油甁
Celadon Oil Bottle

고려, 12세기

Goryeo, 12th 
century

높이 5.5cm, 입지름 2.5cm

H 5.5cm, D (mouth) 
2.5cm

1 1 Gift from 
Mr. Gloose, 
Hamburg, 1922

1922.52 06

7 청자
Celadon

청자상감국화문합
靑磁象嵌菊花文盒
Celadon Lidded Cas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13세기

Goryeo, 12-13th 
century

높이 3.1cm, 지름 7.8cm

H 3.1cm, D 7.8cm

1 2 Gift of Seisuke 
Ikeda, Kyoto, 
1910

1910.167
a, b

07

8 청자
Celadon

청자양각화문팔각접시
靑磁陽刻花文八角楪匙
Celadon Octagonal Dish 
with Flower Design in Relief

고려, 13세기

Goryeo, 13th 
century

높이 3.2, 입지름 13.3cm, 
바닥지름 7.3cm

H 3.2cm, D (mouth) 
13.3cm, (foot) 7.3cm

1 1 Acquired from 
the Duch ex-
ambassador of 
Japan H. Mouw, 
Leiden, 1961

1961.32 08

9 청자
Celadon

청자화형음각당초문대접
靑磁花形陰刻唐草文楪匙
Celadon Flower-shaped 
Bowl with Incised Scroll 
Design

고려, 11세기

Goryeo, 11th 
century

높이 6.5cm, 지름 18.7cm

H 6.5cm, D 18.7cm

1 1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1895.220 09

10 청자
Celadon

청자상감유로수금문대접
靑磁象嵌柳蘆水禽文大楪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Reed,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Goryeo, 13th 
century

높이 9.1cm, 입지름 
21.7cm

H 9.1cm, D (mouth) 
21.7cm

1 1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1895.2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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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자
Celadon

청자상감국화문대접
靑磁象嵌菊花文大楪
Celadon Bowl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13세기

Goryeo, 12-13th 
century

높이 7.9cm, 입지름 
19.7cm

H 7.9cm, D (mouth) 
19.7cm

1 1 Gift of Jan 
Philipp 
Reemtsma, 
Hamburg, 1996

1996.652 11

12 청자
Celadon

청자상감국화문소호
靑磁象嵌菊花文小壺
Celadon Small Jar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Goryeo, 13-14th 
century

높이 9.7cm, 입지름 6.3cm

H 9.7cm, D (mouth) 
6.3cm

1 1 Bought from 
Bing, gift from 
Gustav Jacoby, 
Berlin , 1895

1895.87 12

13 분청
Buncheong

분청사기상감초화문병
粉靑沙器象嵌草花文甁
Buncheong Bottle with 
Inlaid Plant Design

조선, 15세기

Joseon, 15th 
century

높이 14.1cm, 입지름 
3.8cm, 바닥지름 4.8cm

H 14.1cm, D (mouth) 
3.8cm, (foot) 4.8cm

1 1 1999 1999.114 13

14 분청
Buncheong

분청사기상감승렴문대접
粉靑沙器象嵌繩簾文大楪
Buncheong Bowl with Inlaid 
Woven Mat Design

조선, 15세기

Joseon, 15th 
century

높이 7.8cm, 지름 13cm

H 7.8cm, D 13cm

1 1 Acquired from 
S. Bing, Paris, 
1895

1895.88 14

15 분청
Buncheong

분청사기대접
粉靑沙器大楪
Buncheong Bowl

조선, 15세기

Joseon, 15th 
century

높이 7.1cm, 입지름 
13.6cm, 바닥지름 5.7cm

H 7.1cm, D (mouth) 
13.6cm, (foot) 5.7cm

1 1 Acqired from 
the Kaiser-
Wilhelm 
Museum 
Krefeld, 1899

1899.5 15

16 백자
Porcelain

백자철화길상문사각연적
白磁鐵畵吉祥文四角硯滴
Porcelain Square-shaped 
Water Dropper with 
Openwork Swastika Design 
in Underglaze Iron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세로 9cm, 가로 9cm, 
높이 7cm

L 9cm, W 9cm, H 7cm

1 1 Acqired from a 
private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1891.79 16

17 백자
Porcelain

백자청화학문연적
白磁靑畵鶴文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Crane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19-20세기

Joseon, 19-20th 
century

높이 6.5cm, 지름 11cm

H 6.5cm, D 11cm

1 1 1989 1989.85 17

18 백자
Porcelain

백자동채투각용문연적
白磁銅彩透刻龍文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Openwork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pper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높이 13cm

H 13cm

1 1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1891.78 18

19 백자
Porcelain

백자청철채복숭아모양연적
白磁靑鐵彩桃形硯滴
Porcelain Peach-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Cobalt Blue and 
Iron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높이 9.3cm

H 9.3cm

1 1 Art dealer 
H. Saenger, 
Hamburg, 1898

1898.143 19

20 백자
Porcelain

백자복숭아주자모양연적
白磁桃形硯滴
Porcelain Water Dropper in 
the Style of Peach-shaped 
Ewer

조선, 19-20세기

Joseon, 19-20th 
century

높이 13cm

H 13cm

1 1 Gift from A. M. 
Mendelson, 
Wien, 1909

1909.4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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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백자
Porcelain

백자청화해태모양연적
白磁靑畵獬豸形硯滴
Porcelain Xiezhi-shaped 
Water Dropper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길이 13.7cm

L 13.7cm

1 1 Gift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95

1895.222 21

22 백자
Porcelain

백자청화투각운룡문필통
白磁靑畵透刻雲龍文筆筒
Porcelain Brush Container 
with Openwork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높이 13cm, 지름 13.5cm

H 13cm, D 13.5cm

1 1 Gift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889

1889.555 22

23 백자
Porcelain

백자발
白磁鉢
Pocelain Bowl

조선, 19세기 후반

Joseon, late 19th 
century

높이 6.6cm, 입지름 
14.8cm, 바닥지름 7.5cm

H 6.6cm, D (mouth) 
14.8cm, (foot) 7.5cm

1 1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1891.82 23

24 백자
Porcelain

백자대접
白磁大楪
Pocelain Bowl

조선, 19세기 후반

Joseon, late 19th 
century

높이 5.5cm, 입지름 
14.3cm, 바닥지름 6.5cm

H 5.5cm, D (mouth) 
14.3cm, (foot) 6.5cm

1 1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1891.83 24

25 백자
Porcelain

백자발
白磁鉢
Pocelain Bowl

조선, 16세기 후반

Joseon, late 16th 
century

높이 8.2cm, 입지름 
12.9cm, 바닥지름 6cm

H 8.2cm, D (mouth) 
12.9cm, (foot) 6cm

1 1 Acquired from 
the Kaiser 
Wilhelm 
Museum, 
Krefeld, 1899

1899.10 25

26 백자
Porcelain

백자합
白磁盒
Pocelain Lidded Case

조선, 19세기
Joseon, 19th 
century

지름 7cm

D 7cm

1 2 Acquired from 
a privat person 
who bought it 
in Korea, 1891

1891.85
a, b

26

27 백자
Porcelain

백자청화초화문항아리
白磁靑畵草花文壺
Pocelain Jar with Plant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19세기 말-20세
기 초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높이 22cm, 입지름 13cm

H 22cm, D (mouth) 13cm

1 1 Private gift, 
1975

1975.118 27

28 백자
Porcelain

백자청화초문종자
白磁靑畵草文鍾子
Porcelain Small Bowl with 
Plant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조선, 19세기 말-20세
기 초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높이 4.6cm, 입지름 11cm, 
바닥지름 4.7cm

H 4.6cm, D(mouth) 
11cm, (foot) 4.7cm

1 1 1922 1922.433 28

29 흑유
Black-
glazed ware

흑유전지화엽문병
黑釉剪紙花葉文甁
Black-glazed Bottle with 
Flower
and Leaf Design

조선, 19세기 말-20세
기 초

Joseon, end of 
19th-early 20th 
century

높이 22.7cm, 입지름 
4.3cm, 바닥지름 13.2cm

H 22.7cm, D (mouth) 
4.3cm, (foot) 13.2cm

1 1 Acquired from 
honorary consul 
of Korea
H. C. Eduard 
Meyer, 1909

1909.346 29

30 금속공예
Metalwork

금귀걸이
金製耳飾
Gold Earrings

삼국, 5-6세기

Three Kingdoms 
Period, 5th-6th 
century

높이 10cm

H 10cm

1 2 Gift from Ryun 
Namkoong, 
1986

1986.9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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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잔
靑銅盞
Bronze Small Bowl

고려

Goryeo

높이 2.5cm, 입지름 5.5cm, 
바닥지름 3.3cm

H 2.5cm, D (mouth) 
5.5cm, (foot) 3.3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7.8 31

32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고려

Goryeo

높이 10.4cm, 입지름 
20.3cm, 바닥지름 16cm

H 10.4cm, D (mouth) 
20.3cm, (foot) 16cm

1 1 Acquired from 
A. Bongartz, 
Hamburg, 1949

1949.52 32

33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고려

Goryeo

높이 9.8cm, 입지름 
15.5cm, 바닥지름 9.8cm

H 9.8cm, D (mouth) 
15.5cm, (foot) 9.8cm

1 1 Gift from 
Jan Philipp 
Reemtsma, 
1996

1996.455 33

34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발
靑銅鉢
Bronze Bowl

고려

Goryeo

높이 8.7cm, 입지름 16cm, 
굽지름 9cm

H 8.7cm, D (mouth) 
16cm, (foot) 9cm

1 1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2015.303 34

35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잔탁
靑銅盞托
Bronze Cup Stand

고려

Goryeo

높이 4.5cm, 지름 16.6cm, 
잔지름 8.5cm

H 4.5cm, D (mouth) 
16.6cm, (brim) 8.5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5 35

36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병
靑銅甁
Bronze Bottle

19-20세기

19th-20th, century

높이 31.8cm, 입지름 
7.3cm, 굽지름 10.2cm

H 31.8cm, D (mouth) 
7.3cm, (foot) 10.2cm

1 1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2015.302 36

37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용수전각문동경
靑銅龍樹殿閣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he 
design of emperor
Xuanzong’s dream of his 
journey to the moon)

고려

Goryeo

지름 22.6cm

D 22.6cm

1 1 Bought in 
Tokyo, gift from
Gustav Jacoby, 
Berlin, 1911

1911.95 37

38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쌍어문동경
靑銅雙魚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wo Fish 
Design

고려

Goryeo

지름 12cm

D 12cm

2 2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a 38-1

지름 14.3cm

D 14.3cm

38-2

39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마형대구
靑銅馬形帶鉤
Bronze Horse-shaped Belt 
Buckle

원삼국

Proto-Three 
Kingdoms Period

길이 10cm

L 10cm

1 1 Auction Zurich, 
1990

1990.4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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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속공예
Metalwork

금동장식
金銅裝飾
Bronze Ornaments

고려

Goryeo

지름 2-4.2cm

D 2-4.2cm

5 5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e 40

41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인장
靑銅印章
Bronze Seal

고려

Goryeo

높이 1.6cm, 가로 3.8cm, 
세로 2cm

H 1.6cm, W 3.8cm, L 2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7.9 41

42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머리꽂이(동곳)
靑銅串
Bronze Topknot Pin

고려-조선

Goryeo-Joseon

길이 7.8cm

L 7.8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c 42

43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머리꽂이(동곳)
靑銅串
Bronze Topknot Pin

고려-조선

Goryeo-Joseon

길이 6.3cm

L 6.3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7.7 43

44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비녀
靑銅簪
Bronze Hairpin

조선

Joseon

길이 18.4cm

L 18.4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b 44

45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족집게
靑銅鑷子
Bronze Tweezers

고려

Goryeo

길이 9.3cm

L 9.3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d 45

46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젓가락
靑銅匙
Bronze Chopstick

고려

Goryeo

길이 25.2cm

L 25.2cm

1 1 Gift from 
Adolf Fischer, 
Cologne, 1910

1910.426.b 47

47 금속공예
Metalwork

청동수저
靑銅匙
Bronze Spoon

고려

Goryeo

길이 25.2cm

L 25.2cm

1 1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2015.304 46

48 금속공예
Metalwork

철제은입사연초함
鐵製銀入絲煙草函
Tabacco Box with Silver-
inlaid Design

조선, 19-20세기

Joseon, 19th-20th 
century

높이 5.8cm, 가로 10.5cm, 
세로 7.2cm

H 5.8cm, W 10.5cm, L 
7.2cm

1 1 2015.313 
AB

48

49 목칠공예
Woodwork 

나전흑칠모란당초문서류함
螺鈿黑漆牡丹唐草文書類函
Black-lacquered Document 
Box Inlaid with Mother-
of-pearl Peony and Scroll 
Design

조선

Joseon, early 20th 
century

높이 7.1cm, 가로 26cm, 
세로 37cm

H 7.1cm, W 7.7cm, L 
37cm

1 1 Acquired from 
Senri Nagasaki, 
Tokyo, 1910

1910.3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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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목칠공예
Woodwork 

나비장석 삼층장
蝶形裝錫三層欌
Three-tier Cabinet with 
Butterfly-shaped Hinges

조선, 20세기 초

Joseon, early 20th 
century

높이 180cm, 너비 110cm

H 180cm, W 110cm

1 1 Gift from Dr. 
Ursula Lienert, 
Hamburg, 2015

2015.301 50

51 회화
Paintings

낙화 화조도
烙畵花鳥圖
Pyrograph of Flowers and 
Birds

19세기 전반
박창규(朴昌珪, 
1796?-1855?)

Joseon, early 19th 
century

세로 56.5cm, 가로 33.5cm 

L 56.5cm, W 33.5cm 

1 1 1896 IE 
18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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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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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graph of Flow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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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 회화
Paintings

호랑이와 까치
虎鵲圖
Tiger and Magpie

20세기 초

Early 20th century

세로 60cm, 가로 37cm

L 60cm, W 37cm

1 1 1996 1996.204 54

55 회화
Paintings

달마도
達磨圖
Dharma

20세기 후반
강장원 (姜張遠, 
1945-2015)

Late 20th century

세로 47.2cm,  가로 
35.6cm

L 47.2cm, W 35.6cm

1 1 Gift of the artist, 
2011

2001.213

56 회화
Paintings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20세기 후반
강장원 (姜張遠, 
1945-2015)

Late 20th century

세로 47cm, 가로 57cm

L 47cm, W 57cm

1 1 Gift of the artist, 
2011

2001.214

57 서예
Calligraphy

늘 평안
Neul Pyeongan 
(Always Peace)

1990년대, 병오

1990s, Byeong-o

세로 34.9cm, 가로 34.2cm

L 34.9cm, W 34.2cm

1 1 Gift of the artist, 
around 1998

2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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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남	 미술문화재연구실장 

편집 〮 교정

박지영	 학예연구사 

류소애	 연구원

정소라	 연구원

사진촬영

서헌강

사진협조

삼성미술관 Leeum

영문번역

(주)팬트랜스넷

유물해설

이은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 토기

김윤정	 고려대학교 교수 | 도자

박지영	 학예연구사 | 도자

박대남	 미술문화재연구실장 | 금속공예

신탁근	 전 온양민속박물관장 | 목칠공예

이문현	 전 국립민속박물관 연구관 | 목칠공예

이재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회화

Planning & Implementation

Park Daenam	 Directo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Editing

Park Jiyoung	 Researcher

Ryu Soae	 Assistant Researcher

Jeong Sora	 Assistant Researcher

Photography

Seo Heunkang

Photography Cooperation

Leeum, Samsung Museum of Art  

Korean-English Translation

PanTransNet

Catalogue of Works    

Lee Eunseok	 	Director, Research Division of Maritime Heritage, NRIMCH | 
Earthenware  

Kim Yunjeong	Professor, Korea University | Glazed Ceramics     
Park Jiyoung 	 Researcher, NRICH | Glazed Ceramics

Park Daenam	 Director, Research Division of Artistic Heritage, NRICH | Metalwork

Sin Takgeun	 Former Director, Onyang Folk Museum | Woodwork

Lee Moonhyun	 Former Senior Curat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Woodwork

Lee Jaeho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 | Paintings
*집필자의 순서는 각 분야별로 가나다순에 따름. * The list  of contributors is presented in alphabetical order by eac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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