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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우리 연구원은 2000년 10월 개원한 이후 문화재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고고학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학술총서 등 각종 도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0년 한신대학교와 교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유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동시에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연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의 학·연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13일 “오산천·황구지천 유역 발굴조사의 

최신 성과와 마한·백제”라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고구려·발해유적 자료 집성을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 용역에 의해 『한국 

중세고고학 자료집성』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총론과 유적·유물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논문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생산관계 고고학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수공업사와 

분묘에 대한 중세고고학 관련 문헌사 연구논문, 분석 및 보존 관련 연구논문 목록을 수록하 

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이 이 자료집성을 손쉽게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세고고학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광범위한 자료의 조사와 집성을 하여 주신 이남규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참여연구자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료집이 간행될 수 있도록 애써준 학예연구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 2월

중앙문화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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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자료집은 중앙문화재연구원과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 용역에 의해 
간행되었다.

2. 범위는 2012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간행된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고고학 
분야의 단행본과 논문 등 1,134편과 수공업사과 분묘, 분석 및 보존과 관련된 문헌사 
분야의 단행본과 논문을 수록하였다.

3.  자료집성의 편성은 총론, 유적편, 유물편,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배열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고, 동일 저자명일 경우 간행연도의 순으로 하였다. 

4.  분류는 유적편을 생산유적, 생활유적, 관방유적, 분묘유적, 기타유적(침몰선)으로, 
유물편을 도기·토기, 자기, 기와, 금속기, 기타로, 부록은 생산관계 고고학 발굴조사 
보고서와 중세고고학 관련 문헌사 연구논문, 그리고 분석 및 보존관련 연구논문 등으로 
수록하였다. 

   1) 유적편 가운데 생산유적은 토기가마, 자기가마, 기와가마, 제철유적, 삼가마, 
농경유적으로, 생활유적은 건물지와 주거지로 세분하였다.

     2) 유물편 가운데 도기·토기는 통일신라시대 토기, 고려시대 도기, 조선시대 도기·옹기로, 
자기는 고려청자, 고려백자, 고려흑자, 분청사기, 조선백자로, 금속기는 철기와 청동기로 
세분하였다.

   3) 부록 가운데 생산관계 고고학 발굴조사보고서 목록은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통일신라시대 제철유적, 고려시대 도기가마, 고려시대 자기가마(고려청자, 고려백자), 
조선시대 도기·옹기, 조선시대 자기가마1(분청사기), 조선시대 자기가마2(조선백자), 
고려·조선시대 제철유적으로, 중세고고학 관련 문헌사 연구논문 목록에는 수공업사 
연구논문과 분묘 관련 연구논문으로 세분하였다. 분석 및 보존 관련 연구 논문 목록은 
분석과 보존 관련 연구논문으로 세분하였다.

5.  기술사항은 저자명, 간행연도, 논문명, 도서명, 발행처의 순으로 기술하였고, 부록 가운데 
생산관계 고고학 발굴조사보고서 목록은 발간처, 간행연도, 도서명의 순으로, 
중세고고학 관련 문헌사 연구논문 목록은 저자명, 간행연도, 논문명, 도서명, 발행처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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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굴보고서의 초록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들이 여러 시대의 유구들이 함께 조사된 

복합유적들이고, 그 가운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것들이 상당히 포함된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발굴에서 중세 부분이 적어도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세고고학의 현실은 결코 밝은 상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고학에 있어 아직 중세고고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하위에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전공자의 수가 너무 적고 

연구의 수준도 다른 시대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또한 학회는 물론 연구회와 같은 

연구조직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문의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양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는 고고학 단독으로만이 아니라 점차 문헌사학이나 

자연과학과의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 의한 방법론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해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해준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중세고고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자료들을 집성하는 작업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론과 유적편·유물편에 

해당하는 논문들 총 1,134편을 수합하고 이를 

다시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중세의 수공업사 및 분묘와 관련된 문헌사 분야와 

분석 및 보존 연구 논문과 저서들도 부록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중세고고학 연구문헌목록 집성 분야별 집계 비율

7.83%

44.48%

10.96%

18.8%

0.55%

1.66%

0.18%

4.42%

11.05%

생산

생활

분묘

총론

수중유적

기타

관방

도·토기류

금속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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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와 함께 중세고고학 관련 발굴조사보고서의 파악작업도 함께 실시하였으나 그 양이 

과다하여 이번 자료집성에서는 일부만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종합적인 자료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번 자료집성에 있어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세고고학 자료 집성을 위한 각 부문별 연구자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부  문 연  구  자

책임연구원 총 괄   이 남 규(한신대학교) 

연  구  자

생 산
노 대 석(한국문화유산연구원) 
김 여 진(한신대학교) 

생 활
송 윤 정(한국문화유산연구원)  
이 충 선(한신대학교) 
오 준 혁(중앙문화재연구원) 

분 묘
김 여 진(한신대학교) 
어 원 선(역사문화연구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집성자료가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세고고학이 보다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중세고고학생산분야 조사항목 및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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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西谷正 1999 高麗考古学の諸問題 史淵 136 九州大学文学部

안병우 2003 중세고고학의 발전과 고려사 연구 역사비평 64 역사문제연구소

안병우 2006 고려시대 고고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년도 서울경기 
고고학회 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안병우 2007 고려시대의 고고학 연구와 역사학 고고학 6-1 서울경기고고학회

이남규 2005 한국  중세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1 국립문화재연구소

李熙濬 1988 통일신라이후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21 한국고고학회

총론

총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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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유적

(1) 토기가마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숙 2005 -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김광옥 2004 영남지방 토기가마 연구 -가마 구조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김동연 2011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구조와 변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김여진 2007 고려시대 도기생산시설과 생산품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김여진 2008 고려시대 도기가마의 시기별 변화와  운영양상
서울경기지역 고고학의 최신연구성과 -2008년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여진 2011
고려~조선시대의 도기가마와 출토유물에 대한 
소고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학교 출판부

이상준 2004 통일신라시대 생산유적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 전국 
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한혜선 2007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의 조영시기 호서사학 48 호서사학회

토기가마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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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姜敬淑 1998 도자기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美術史硏究 12 美術史硏究會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강경숙 2008
조선전기 분청사기와 백자가마의 구조연구
 -불기둥의 등장과 변천-

미술사자료와 해석 -秦弘燮先生賀 壽論 
文集-

一志社

강대규 2001 분청사기 가마의  조사현황과 구조검토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金貞善 2003 朝鮮時代 磁器가마 構造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金貞愛 2009 조선후기 지방 백자 요장의 성격 文化史學 31 韓國文化史學會

朴亨順 2004
朝鮮時代 地方의 白磁가마에 대한 硏究
-忠淸·全羅·慶尙道를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方炳善 1997 朝鮮 後期 白磁의 製作技術 硏究 美術史學硏究 214 韓國美術史學會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
고구려와 고려 및 리조 도자기가마터와  
유물

진인진

신경균 1992
朝鮮時代의 地方 가마에 관한 硏究 -鎭海市 
熊川 가마를 中心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이성현 2011 진해 웅천 자기 가마에 대한 고찰 慶南硏究 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張南原 2004 朝鮮時代 白瓷 工房의 種類와 性格 흙으로 빚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전승창 2003 조선시대 백자가마의 발굴성과 검토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曺銀精 2003
韓半島 南西部 地域 土築窯 硏究 -海南  
新德里를 中心으로-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趙載京 2011 朝鮮時代 가마터 作業場의 構造와 特徵 中央考古硏究 第5號 中央文化財硏究院

韓盛旭 2008 자기 요장의 발굴조사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2) 자기가마

자기가마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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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와가마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姜萬吉 1967 別瓦窯考 -朝鮮時代의 製瓦業發展- 史學志 1 檀國大學校 史學會

김경미 2011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제9회 한국기와학회 연구발표회  한국기와학회

김경미 2011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김성진 2004
조선전기 경남지역 瓦窯 및 평기와의 전개 
양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성진 2007 조선전기 경남지역 瓦窯의 변천과정과  특징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김성진 2011
조선시대 영남지역 瓦窯의 전개양상과 변화 
요인

기와의 생산과 유통 -제8회 한국기와학회 정 
기학술대회-

한국기와학회

김유식 2004 통일신라시대 기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韓國考古學會

김유식 2007
삼국~통일신라 와요지 조사 현황과 연구  
방향

선사·고대수공업생산유적 -제50회 전국 
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박진숙 1989 기와가마에 關한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박헌민 2008 영남지방 고려~조선시대 瓦窯의 구조  분류 영남문화재연구 제21집 영남문화재연구원

박헌민 2011
慶州地域 古新羅~統一新羅時代 瓦 연구 
-瓦窯의 構造와 出土瓦의 流通을 中心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제8회 한국기와학회 정 
기학술대회-

한국기와학회

박홍국 1987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博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博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朴洪國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窯 
에 대한 考察

영남고고학 제5호 영남고고학회

孫豪晟·
柳智賢

2010 嶺南地域 瓦窯에 관한 硏究 경주사학 제31집 경주사학회

오준정 2009 강원지역 조선시대 와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유용수 2010
경기지역의 조선시대 기와가마 연구 -평택 
칠원동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李東駿 2004 南陽州 瓦窯址 出土 朝鮮時代 평기와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李東駿 2012 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와요지 연구 겨레문화연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상균 2006 진안 단양리 기와가마 유적 인문과학연구 제11호
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기와가마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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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李相俊 2004 통일신라시대의 생산유적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학 
전국 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이인경 2011
고려시대 기와가마 내부출토 기와 연구 -원 
주 안창리유적을 중심으로-

기와의 생산과 유통 -제8회 한국기와학회 정 
기학술대회-

한국기와학회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계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제29호 고려사학회

이현주 
外

2005 진주 장흥리 와요지 유적의 절대편년 연구 보존과학연구 26집 국립문화재연구소

이현태 2011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역사와 현실 제81호 한국역사연구회

李勳 1996 瓦窯의 構造形式 變遷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李勳 1999
千房遺蹟 瓦窯에 대한 一考 -統一新羅時代 
瓦窯를 中心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제3·4집 웅진사학회

李勳 2008 기와가마 조사방법론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세영 2009
서울·경기지역 기와가마의 분포와 특징 
연구

漢江考古 3號 한강문화재연구원

지윤미 2007
울산지역의 조선시대 瓦窯 및 출토유물 비 
교·검토

동아문화 제2·3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최문환 2010
조선시대 기와 유통 연구 -가마의 위치와 운
송을 중심으로-

史學志 제42권 단국사학회

崔孝軾·
金鎬詳

2003
慶州地域 埋藏文化財調査現況(Ⅳ) -요업 
유적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2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한유선 2006 고흥 능가사 기와요 발굴조사
전남의 기와 -광양 마로산성 출토기와를 중 
심으로-제3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기와학회

홍대우 2005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내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遺蹟 調査報告

영남문화재연구 제18집 영남문화재연구원



14 한국 중세고고학 자료집성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角田德幸 2006 韓國における製鐵遺蹟の現況と課題 古代文化硏究 第14号 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권혁주 2010 金堤 長興里 隱谷제철유적
제6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 
미나 발표요지

한국철문화연구회

김경호 2011
中原地域의 鐵 生産遺蹟 -製鍊爐를  
中心으로-

제5회  중원문화 학술포럼 -중원의 
생산유적-

충주대학교박물관

金京鎬·李雲炯 2009
忠州 老鷄冶鐵址에 대한 檢討 -製鐵爐 
를 中心으로-

第3回東アジア考古學会·中原文 
化財硏究院硏究交流会發表資料集

東アジア考古學会·
中原文化財硏究院
硏究交流会

金京鎬·李雲炯 2009
충주 노계지구 고려시대 제철유적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문
한국철문화연구회

金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硏究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김권일 2007
고성 소을비포성지내 제철공방지에 대한  
검토

東亞文化 2·3號 合輯 東亞世亞文化財硏究院

김권일 2009
영남지역 조선시대 製鐵文化의 기초적 
연구 -石築型 製鐵爐의 설정-

嶺南考古學 50 嶺南考古學會

김권일 2009
영남지역의 조선시대 제철유적Ⅱ 
-石築型 製鐵爐의 검토-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발 
표요지문

한국철문화연구회

김권일 2010 제철유적 조사연구법 시론 문화재 제43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김권일 2010
製鐵爐의 類型分析 試論 -신라 製鐵 
文化의 특징과 관련하여-

경주사학 제31집 경주사학회

金權一
角田德幸(訳)

2010
韓國嶺南地域における朝鮮時代製鐵文 
化の基礎的硏究

たたら硏究 第50号 たたら硏究會

金想民 2009 韓半島における鐵生産硏究の動向 李刊考古學学 第113号 (株)雄山閣

金想民 2009
金堤·隱谷製鐵遺蹟の調査槪要 -製鍊 

炉を中心として-
第88回東アジア考古學会·硏究 
發表会發表要旨

東アジア考古學会

柳承寓 1993 - 朝鮮時代 鑛業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리태영 1998 - 조선광업사 백산자료원

박남수 2009 -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박현욱 2005 古代 鐵 製鍊에 대한 一考 학예지 12집 무구류 제작법 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徐明禧 1990 高麗時代 「鐵所」에 대한  硏究 韓國史硏究 제69호 한국사연구회

(4) 제철유적

제철유적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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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서정률 2005 국내 금속광산의 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논문집 
Vol. 9  No.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석중 2010 충주 대화리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제 
22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宋閏貞 2011
統一新羅時代 鐵·鐵器의 生産과 製作 
技術

科技考古硏究 17號 아주대학교박물관

宋閏貞 2011
統一新羅時代 鐵·鐵器의 生産과 流通 
에  관한 試論的 考察

제7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발 
표요지 -고대 철 및 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철문화연구회

楊寬著·
盧泰天·

金瑛洙共譯
1992 - 中國古代冶鐵技術發展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어창선 2011 충주 제철유적의 조사현황과 성격
제5회 중원문화 학술포럼 -중원의 
생산유적-

충주대학교박물관

이남규 2008 鐵器 生産 프로세스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李南珪·
松井和幸

2006
朝鮮半島南部に分布するセボリタイブの
製鉄炉について  -慶尙北道鹿洞遺蹟-

たたら硏究 第45号 たたら硏究會

李東注 2001 梁山 勿禁 製鐵遺蹟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第 
10回 嶺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嶺南考古學會

이상준 2004
통일신라시대의 생산유적 -토기, 기와, 
철·철기, 유리-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 
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정광용·조상기·
오재진·최경용

2002 모화지유적 제철로의 과학적 분석 연구
慶州 外洞地區 農村用水開發 
事業地區內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中央文化財硏究院

조길환 2006 충주 창동 쇠꼬지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제 
1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조록주 2009 보은 상판 제철유적
제4회 철문화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한국철문화연구회

조록주 2011 중원지역 철 생산유적에 대한 성격
제7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 
미나 -고대 철 및 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철문화연구회

조희진·차인국 2011 전주 큰동네B유적 제철관련 유구와 유물
제7회 한국철문화연구회 학술세 
미나 -고대 철 및 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철문화연구회

土田定次郞 1994 - 朝鮮鑛床論 霞ケ關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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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용섭 1992 農事輯要의 농업기술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白承龍 2011 光州 龍鳳洞遺蹟 밭(田) 遺構 紹介 全南考古 제4·5호 全南文化財硏究院

염정섭 2002 수전 경종법의 양상 조선시대 농업발달 연구 태학사

이태진 1986 乾耕直播 稻作과 稻畦·畝種水田 한국사회사연구 -농업기술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이현혜 2010
토지활용방식을 통해 본 한국고대 농업 
기술의 발전과정

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서경문화사

전덕재 2007 통일신라의 수전농법과 영천 청제 한·중·일 고대 수리시설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농경유적 연구논문 목록 

(6) 농경유적

(5) 삼가마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유병록·정민 2004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를 통해 본 삼무지 영남문화재연구 제17집 영남문화재연구원

李釩起 2008 全南地方 出土 삼가마에 대한 一考察 全南考古 第2號 全南文化財硏究院

전미영 2011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고학 제1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삼가마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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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유적

(1) 건물지

건물지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태정 2010 대전 상대동 중동골 고려시대 건물지유적
고려·조선시대의 주거와 마을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③ -건물 
지 조사방법과 그 해석-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07 - 建築 호남건축사 문헌목록

김동욱·
국립문화재연구소

1990
朝鮮後期 宮闕建築의 造營에 관한 硏究
-純祖朝의 西闕·東闕造營에 대해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 2011 한양도성 내 발굴조사 성과 건축고고학회 제5회 학술발료자료집 한국건축고고학회

김찬영 2007 울진 외선미리 발굴 건물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제2호 韓國建築歷史學會

김창현 1999 고려 開京의 궁궐 사학연구 57 한국사학회

김창현 2002
고려시대 개경 궁성 안 건물의 배치와  
의미

한국사연구 117집 한국사연구회

노현균 2008
남한산성 통일신라 건물지 평면복원 일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7권 제5호 韓國建築歷史學會

柳炯均 2002 서울·京畿地域 建物址 調査現況과 課題 고고학 제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柳炯均 2006 고려시대 전라도지역 사원유적 연구 호남고고학보 제24집 호남고고학회

박성진 2010
고려궁성 ‘서부건축군’의 건물군 배치  
검토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朴淳發 2002
永同 稽山里 建物址의 性格 -中世考 
古學의 一例-

호서고고학 제6·7집 호서고고학회

방민규 2009
楊洲 德亭 은동마을 朝鮮時代 建物址의  
檢討

京畿地域 住居址遺蹟의 硏究 -서해문 
화재연구원 학술총서 01-

서경문화사

이남규 2005
경기지역 고려시대 건물지 조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화논총 창간호 역사문화연구소

이상준 2009 개성 고려궁성(만월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 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제74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한국중세사학회

이수진 2010
발굴조사를 통해 본 나주객사 유적의 
구조변화 

古文化 제7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李昌業 2004
高麗時代 別墅의 建築的 性格에 관한  
硏究 -古文獻 解析을 통하여-

蔚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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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이현태 2011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남궁지인(南宮 
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81호 한국역사연구회

정찬영 1989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제1호 -평양 民族文化

조성윤 2009 경주 나정 신라건물지의 창건과 존속시기 서라벌고고 제2호
경주지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의회

趙源昌 2005 統一新羅時期 夾築基壇 建物의 性格 中原文化財硏究 創刊號 中原文化財硏究院

조원창 2009
경기지역 고려~조선시대 기와 건물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경기도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회고와 전망 
- 경기문화재연구원10주년 기념학술대회

경기문화재단

주남철 2000 -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주영민 2009
창녕 말흘리고려시대 건물지의 성격에   
관한 연구

韓國上古史學報 제65호 韓國上古史學會

崔仁華 2008
경복궁 건물지의 고고학적 연구 -특히 
적심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崔仁華 2008
조선의 정궁, 경복궁의 건물지에 대한  
소고

考古廣場 第2號 부산고고학연구회

최인화 2011
경복궁 건물지의 편년과 건물과의 상관 
관계 연구

한국건축고고학회 -제5회 학술발표회 자 
료집-

한국건축고고학회

한욱 2009
6~8세기 百濟·新羅建築의 基礎的 
比較 硏究

文化財 第42券 第2號 國立文化財硏究所

한인호 1994 만월대 중심 건축군의 원덕전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제3호 民族文化

한지만 2010 회암사지  日자형 건물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홍영의 2009 고려 궁궐내 京靈殿의 구조와 운용
한국 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제74회 연구발표회 자료집-

한국중세사학회

황대일·
최수형

2010
지면식 지상건물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울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8호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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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성수 2006 서울·경기지역의 신라생활유적 서울·경기지역의 신라 유적과 유물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성태·
이병훈

2004 사료를 통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검토 고고학 3-2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진영 2008
경기 남부지역 산라 취락의 입지와 주거 
구조

사학지 40 단국사학회

박한재 2007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수혈주거지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오승규 2010 조선시대 영남지방 수혈주거지의 검토 대구사학 99 대구사학회

오승규 2011
중부지방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 
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오준혁 2008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검토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오준혁 2008
대전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일연구

연구논문집 4 중앙문화재연구원

이경복 2008
조선시대 움집에 설치된 온돌 조사법의 
일사례

호서고고학 18 호서고고학학회

이경복·
전경아

2004 조선시대 움집과 그 안에 살던 사람들 백산학보 69 백산학회

이상복 2007
이천 갈산동유적의 통일신라시대 수혈주 
거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임영호·
정여선

2007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3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정동헌 2011 화성 청계리 통일신라시대 취락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황대일 2011
울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주거지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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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유적 연구논문 목록

3) 관방유적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두용 2008 朝鮮時代 島嶼地域 邑城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강명자 1999
조선전기 관방정책 연구 -북방비어와 관련 
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강원종 2001 전북지역의 관방유적 현황과 연구 현황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경기문화재단 2003 -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高丞嬉 2006 조선후기 황해도 內地 방어체계 한국문화 제3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용규 1999 全南地域 城郭硏究의 現況과 課題 湖南考古學報 10 湖南考古學會

구산우 2010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부산경남사학회

국립제주
박물관

2004 -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 서경

국립제주
박물관 

2011 -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金康植 1993 17·18世紀 釜山의 行政과 關防 항도부산 10호 부산직할시사 편찬위원회

김광철 2008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治所  
이동

石堂論叢 제41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김명철 2001 제주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와 실태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김상용 2006
朝鮮時代 慶尙道水軍 營鎭의 變遷過程과 
그 原因에 관한 硏究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金一龍 1993 통영성(統營城)에 대한 소고(小考) 慶南鄕土史論叢Ⅱ 慶南鄕土史硏究協議會

김정현 2010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海防遺蹟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金駿錫 1996 조선후기 國防意識의 전환과 都城防衛策 典農史論 第2輯 서울市立大學校 國史學科

김진형 2010 嶺東地方 高麗 城郭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김창현 2001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제41호 한국역사연구회

김창현 2002 -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김창현 2004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韓國史硏究 127 韓國史硏究會

김헌규 2007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 
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6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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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각순 2006 도성의 축조와 도성민의 생활상 서울문화 제10집 서울문화사학회

나경준 2000 新羅 西原京 治址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나동욱 2001 경남지역 관방유적의 연구 현황과 과제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盧永九 1999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震檀學報 第88號 -斗溪李丙燾 
先生10週忌追念號-

震檀學會

노영구 2007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다산 정약용의 축성 
기술론

茶山學 제1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리영민 1991 경성읍성의 성곽시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

閔德植 1994
朝鮮 肅宗代의 都城 修築工事에 관한 
考察 -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第44號 白山學會

민덕식 2002 특수한 유형의 성곽 아시아문화 18 한림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

閔德植 2008 서울城郭 주변의 築城關聯 金石文 鄕土서울 第71號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민덕식 2009 양평지역의 관방유적 충북사학 23 충북사학회

민덕식 2010 수원 麗岐山城에 대한 고찰 청주대학교 박물관보 23 청주대학교 박물관

민덕식 2010 서울성곽의 축성관련 금석문[輔] 향토서울 7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박계형 2008 -
잊혀진 각석을 찾아가는 서울 성곽 
의  역사

도서출판 조은

박방룡 1998 신라 都城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朴相佾 1995 淸州 臥牛山의 遺蹟과 遺物 博物館誌 第4號 忠淸專門大學博物館

박성우 2010 강도시대 성곽의 현황과 성격 역사와 실학 42 역사실학회

박종진 2010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2(2000~2009) 역사와 현실 75 한국역사연구회

박준범 2001 전남의 관방유적 연구현황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반영환
·최진연

1991 - 한국의 성곽 대원사

方相鉉 1982 朝鮮前期城郭機能考 史學志 제16집 檀國大學校 史學會

裵祐晟 1995 古地圖를 통해 본 18세기 北方政策 奎章閣 18 奎章閣

白種伍 2002 京畿地域 高麗城郭 硏究 史學志 35 檀國史學會

백종오 2004 - 한국성곽연구논저총람 서경문화사

백종오·김병희
·김주홍

2001
경기·서울·인천지역 관방유적의 연구  
현황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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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03 -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87 -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03 - 서울의 문화재 1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04 -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徐日範 1999
徐熙가 築城한 城郭과 淸川江 以北  防禦 
體系

徐熙와 高麗의 高句麗 繼承意識 高句麗硏究會

서정석 2001 대전·충남지역 관방 연구의 현단계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徐致祥 1993 全羅左水營城에 대한 復原的 考察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순천대학교 박물관

손영식 2003 - 전통과학건축 대원사

손영식 2009 - 한국의 성곽 주류성

申安湜 2004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歷史敎育 89 歷史敎育硏究會

吳宗祿 1998 朝鮮初期의 國防觀 震檀學報 第86號 震檀學會

柳在春 1995 『世宗實錄』 地理志 城郭記錄에 대한 檢討 史學硏究 第50號 韓國史學會

柳在春 1996
朝鮮前期 城郭 硏究  -『新增東國輿地勝覽』 
의 기록을 중심으로 -

軍史 第33號 國防軍史硏究所

유재춘 1998 朝鮮前期 江原地域의 城郭 硏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강원대학교

柳在春 1999
14~17世紀初 韓日兩國 平地治所城 發達 
에 관한 比較硏究

史學硏究 第57號 韓國史學會

유재춘 2000 가평 현리 산성지에 대하여 博物館誌 第6號 江原大學校博物館

유재춘 2001 강원지역 관방유적의 연구 현황과 과제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柳在春 2002 中世 山城의 特徵的 類型과 變遷 江原史學 17·18 江原大學校 史學會

유재춘 2003
임진왜란시 일본군의 조선 성곽 이용에 대 
하여 -철원 성산성 사례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4 朝鮮時代史學會

유재춘 2005 춘천지역의 성곽유적 연구 春川文化 제20호 春川文化院

윤용혁 2010 고려 도성으로서의 江都의 제문제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윤용혁 2005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國史館論叢 第106輯 國史編纂委員會

이근호·조준호
장필기·심승구

1998 -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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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 1996 -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 일조각

이동주 2005 김해 죽도왜성 한국성곽학보 7 한국성곽연구회

이동희 2003
고지도로 본 조선후기 全州府城과 全羅 
監營

全北史學 26 全北史學會

李丙燾 1966 漢陽城郭考 향토서울 29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이병직 2001 장성의 문화유적 향토문화 21 사단법인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이왕무 2000
1764년 河命祥의 解由文書를 통한 機張縣 
의 關防 연구

藏書閣 제4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李日甲 2006 南海岸 沿海邑城의 垓字考 文物硏究 제10호
동아시아문물 연구학술재단·
한국문물연구원 

李相泰 1993 朝鮮後期에 製作된 關防地圖와 活用
역사학논총-소헌남도영박사 고희 
기념-

민족문화사

李聖學 1964 韓國城郭小考 合同 論文集 第1輯
啓明基督大學校·大田大學校·
서울女子大學校·崇實大學校

李 宰 1995 臨津江 流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 文化財 第二十八號 文化財管理局

李在珏 1989 保寧地域 城郭에 對한 硏究
공주사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주사범대학교

李在範 1999 高麗前期의 地方軍制 韓國軍事史硏究 3 國防軍史硏究所

李鍾璨 1986
朝鮮 初期 對倭 關防 施設에 對한 小考 
-三南地方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李炫熙 1962 조선 남한축성 려측 史叢 제7집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학생회

이형재 2010 韓國 南海岸 倭城 築城術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李洪九 1986
華城 城郭築造와 御製 및 上樑文의 孝敬 
思想 小考

畿甸文化 제1집 畿甸鄕土文化硏究會

이희돈 2001 경상북도의 관방유적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임승우 2000 朝鮮時代 安東邑城 硏究 安東史學 5 安東史學會

張明洙 1994 - 城廓發達과 都市計劃硏究 학연문화사

전경숙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시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田龜憲 1977 水原城廓 築城術에 관한 硏究 史學志 제11집 단국대학교 출판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4 - 城郭 길라잡이 제1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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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秀雄 1981 15世紀前半の朝鮮の城郭觀
東北大學日本文化硏究所 硏究報 
告 17

東北大學 日本文化硏究所

井上秀雄 1981 『慶尙道續撰地理誌』の城郭觀 朝鮮學報 99·100 朝鮮學會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 －慶尙南北道編- 朝鮮學報 103 朝鮮學會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 －京畿道·忠淸南北道篇－ 朝鮮學報 104 朝鮮學會

井上秀雄 1983
朝鮮城郭一覽 －江原道·全羅南北道·濟 
州道篇-

朝鮮學報 107 朝鮮學會

井上秀雄 1985 韓國城郭史の一特徵
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文集
－歷史篇-

平凡社

井上秀雄 1988 日本の城と東アジアの城郭 シンポジウム日本文化と東アジア
東北大學文學部
附屬日本文化硏究施設

정양화 1988 龍仁地方 城廓에 대하여 용인향토문화연구 1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정재훈·
이융조 외

1990 - 북한의 문화유산 1 고려원

조명일 2009 전북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朝鮮總督府 1920 - 朝鮮古蹟圖譜 第11－城郭－ 朝鮮總督府

中井均 1998
日韓城郭比較試論 －特に倭城の構造を中 
心として－

列島の考古學 -渡邊誠先生還曆 
記念論集-

渡邊誠先生
還曆記念論集刊行委員會

車勇杰 1980 朝鮮前期 關防施設의 整備過程
韓國史論 7 -朝鮮前期 國防體制 
의  諸問題-

국사편찬위원회

차용걸 1988 高麗末ㆍ朝曺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학위논문

차용걸 2002 - 한국의 성곽 눈빛

崔茂藏 1975 水原城廓 建築의 文獻的 調査 문화재 제9호 문화재관리국

최인선 2002 興陽邑城과 高興의 4개 鎭城에 대한 고찰 南道文化硏究 8 順天大學校 南道文化硏究所

최일성 1998 忠州牧 硏究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한국문화원연합회 2010 - 읍치와 성곽 민속원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편

1989 -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上·中·下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역사연구회 
경제사연구반

2002 -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현남주 2001 충청북도의 관방유적 學藝誌 8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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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남주 2003 京畿 中西部地域 中世地域 硏究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洪奭杓 1998 唐津의 城郭 당진향토문화논총 당진향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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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大德 1986 朝鮮時代 江陵地方 墓誌 小考 嶺東文化  Vol.2 關東大學校 嶺東文化硏究所 

강봉원 2000 한강 유역 횡혈식 석실분의 성격 선사와 고대 15 한국고대학회

姜仁求 1975 扶餘地方의 高麗古墳과 出土遺物 湖南文化硏究 第7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硏究所 

姜仁求 1980 茂朱 柳洞里의 高麗古墳과 出土遺物 美術資料 26 國立中央博物館

姜仁求 1980 珍山 邑內里의 高麗石槨墓와 出土遺物 美術史學硏究 146·147호 한국미술사학회

姜仁求 2000 - 韓半島의 古墳 학연문화사

姜仁求 2000 - 古墳硏究 아르케

계승무 2006 고려시기의 장례풍습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14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금님 2004 湖南地域 高麗石槨墓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고성영 2004
高麗 석곽묘와 토광묘 硏究 -混在分布遺
蹟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고현수 2004
南韓地域 高麗 古墳의 副葬品 埋葬方式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한양대학교  

郭長根 1995 群山 米龍洞 高麗古墳 收拾調査 結果報告 湖南考古學報 3輯 호남고고학회

郭長根 1999 -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硏究 書景文化社

곽장근 2010 고고학으로 본 새만금해역
제63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권두규 1998 안동 정남동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유물 월례발표회요지 안동문화연구회

權五三 2011
通脈理論에 의한 朝鮮時代 相臣墓 硏究
-경기 북부지역 소재 상신묘를 중심으로-

西京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경대학교

권준희·
이순원

1996 統一新羅期 陵墓石像에 나타난 복식 연구  服飾 30호 한국복식학회

김경선 2009 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김경화 2005
영남지역 고려묘 출토 청자에 대한 편년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김규섭 2003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주변 계획설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金基雄 1974 新羅 古墳의 變遷 建大史學 第4輯 건국대학교 사학회

4) 분묘유적

분묘유적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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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2004
長興 下芳村 墳墓遺蹟에 대한 分析 -高 
麗古墳을 中心으로-

박물관연보 제13호 목포대학교박물관

김병수 2007 호남지역의 고려 분묘 출토 청자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김상협 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 
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상협 2008 탐진강유역 고려석곽묘 연구
탐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 
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호남고고학회

김상협 2008 조선초기 왕릉 석실구조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o.8 대한건축학회

김상협 2010
장흥 탐진강유역 고려석곽묘 연구 -하방 
촌유적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36輯 호남고고학회

김상협 2010
조선왕릉 회격현궁(灰隔玄宮) 축조방법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김석림 2007 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성태 1997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 
조사

97경기도박물관발굴 개요 경기도박물관

김세진 2010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硏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김연수 2006 고려 분묘출토 금속공예 분석 시고
고려시대의 고고학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영관 2006 조선시대 치관과 치장의 일반적 경향
환생 -석주선박사 10주기추모 출토 
복 식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金永淑 1990 統一新羅時代의 墓制와 土器 瑞江大論文集 제9집 서강정보대학

김영아 2005 안동지역의 조선시대 묘제 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김용선 1989 고려 지배층의 매장지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김용선 2004 고려 지배층의 매장지에 대한 고찰 고려 금석문연구 일조각

김우림 1999 조선시대 묘비문을 통해 본 합장 문제 한국복식1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김우림 2000 朝鮮時代 墓制에 나타난 象徵體系 역사민속학 제1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김우림 2003 조선시대 묘제의 이해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김우림 2003
조선시대의 묘제 -사대부 묘역을 중심 
으로-

한국의 묘제 부산박물관

김우림 2007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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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2009
국조오례의·주자가례를 통해본 조선시 
대 묘제 연구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 
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김원룡 1947 고려시대 민묘 발굴 서록 민성 3-5·6 합본 고려문화사

金元龍 1964 晋州 平居洞 紀年高麗古墳群 美術資料 9 國立中央博物館

김원룡 1999 -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은경 2009 청자로 본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은경 2011 영남지방 고려시대 분묘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기념 
고고학논총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김이석 외 2011
조선시대 유자광 묘 여부 논란이 있는 
남원 영광 류씨 선산내 회곽묘 출토 인골 
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

대한체질인류학회지  Vol.24 No.2 대한체질인류학회 

김인철 1996
고남리 일대에서 드러난 고려평민 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6-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2000 고려돌칸흙무덤의 유형과 변천 조선고고연구 0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2002 고려무덤에 관한 연구
평양일대의 벽돌칸무덤·고려무덤·
삼국시기 마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인철 2003 -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김인철 2006 고려왕릉의 몇 가지 특징 조선고고연구13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재홍 2006 조선시대 영남지역 묘제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재홍 2007 출토유물로 본 조선시대 영남지역 묘제 동아문화 2·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종진 2007
朝鮮時代 木棺墓의 遺物副葬形態에 관한  
考察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김종혁 1986 개성 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1) 조선고고연구1986-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종혁 1986 개성 일대의 고려왕릉 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1986-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진영 2007
漢江流域 新羅古墳 硏究 -서울·경기지 
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김진영 2007 한강유역 신라고분의 전개과정 白山學報 제79호 白山學會

김창호 1998
영남지방 횡혈식석실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영남고고학보 22 영남고고학회

김판석 2007 영남지방 조선시대 분묘소고 동아문화 2·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판석 2009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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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2010
三國~統一新羅期 鬱陵島 橫口式石室墳 
硏究

文物硏究 제17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金學輝 1994
灰隔墓에 대한 一小考 -編年問題와  關聯 
하여-

향토문화 13 향토문화개발협의회

金漢相 2011 朝鮮時代 土壙墓 調査方法에 대한 一考 야외고고학 제11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김현애 2011 고려 묘지명을 통해 본 화장법 검토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학교출판부

金鎬詳·
金宰賢

2005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 
骨分析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김호진 1999
신라 횡혈식석실분 연구 -경주지역과 한 
강유역의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남진주 1998 상주 청리 고려고분군 출토 청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남진주 2007 충청지역 고려 고분 부장품의 양식 고려시대 분묘출토청자유물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도문선 2009
청주지역 고려시대 토광묘 수용배경과 조 
영세력

중앙고고연구 제5호 중앙문화재연구원

都炯勳 2007
統一新羅時代 地方古墳 硏究 -韓半島 中 
西部 地方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도형훈 2009
중서부지역 통일신라 고분의 형성과 전개 
과정

韓國上古史學報  제63호 한국상고사학회

리창언 1990 고려돌칸흙무덤의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90-3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리창언 1991 고려시기 무덤의 연원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1-2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리창언 2003 - 고려유적연구 백산자료원

문화재관리국 1973 - 고분목록 문화재관리국

민소리 2008 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중·후기 회곽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민소리 2009
은평 뉴타운지역(2-B공구)의 무덤 축조 양 
식과 변천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 
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朴敬源 1982 統一新羅時代의 墓儀石物 石人 石獸 硏究 美術史學硏究 154·155합본 한국미술사학회

박미욱 2006 고려 토광묘 연구 -부장양상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박미욱 2007 고려 토광묘의 부장양상과 사회변화상 역사와 세계 32 부산대학교 사학회

朴普鉉 2003 湖西地域의 水系別 新羅文化 定着過程 嶺南考古學 32 嶺南考古學會

박유정 2011
中西部地域 橫口式 石槨墓 變遷 硏究 -百 
濟 泗沘期~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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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重均 2011 中原 古墳遺蹟의 검토 先史와 古代 34 韓國古代學會

박진훈 2006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관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9·100 한국사연구회

박해영 2011 강원지역의 고려시대 고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박현대 1995
統一新羅時代十二支像의 造形性에 關한 
硏究 -塔과 墓를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박현민 2004 朝鮮時代 白瓷墓誌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현열 2010
고려시대 토광묘의 구조와 그 특징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박형순 2005 朝鮮時代 무덤양식 錦江考古 第2輯 忠淸文化財硏究院

朴喜顯 1998 丹陽 玄谷里 高麗古墳群 發掘調査 槪報 박물관휘보 9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방유리 외 2009 조선시대 회격묘 출토 유물의 수습과 보존 야외고고학 제7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백종오 2005
안성 매산리 고려고분의 구조와 편년적  
위치

博物館誌 제14호 忠淸大學博物館

山本孝文 2001 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 호서고고학 4·5 호서고고학회

석병철 2007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硏究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申明鎬 2007 조선초기 灰隔墓의 출현과 미라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申明鎬 2007 조선시대 灰隔墓와 미라 동북아 문화연구 Vol.13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신승철 2011 忠北地域 高麗~朝鮮初期 土壙墓 考察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신용민 外 2006 조선시대 회곽·탄곽묘 소고 石堂論叢 37집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신천식 2002 -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연구 경인문화사

신흥남 2011 榮山江流域 百濟~高麗 石室墓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안경호 2009
조선 능제(陵制)의 회격(灰隔) 조성방법 
-장경왕후 초장지(舊禧陵)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11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성복 1975
十二支像의 造形에 關한 硏究 -統一新羅 
의 金庾信墓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안호룡 1989 조선시대 상제의 변천과 그 사회적 의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안휘준 2002 松隱 朴翊 墓의 壁畵 고고역사학지 제17·18합집 동아대학교 박물관

양미옥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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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옥 2007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考古와 民俗 10호 한남대학교박물관

엄익성 1998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

吳坰澤 2005 京畿北部地域 14∼16세기 土壙墓 硏究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오재진 2001 충북지방 신라고분 호서고고학 4·5 호서고고학회

왕성수 1990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유태용 2004
加平 烽燧里에서 조사된 朝鮮時代 石槨 
土壙墓 一考

京畿史學 8 경기사학회

尹武炳 1975
韓國墓制의 變遷 -先史時代에서 高麗 
時代까지-

論文集 제2집 忠南大學校 人文科學硏究所

이규훈 외 2007
조선중기 사대부가 무덤과 제주고씨  선산 
분묘 조사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복식 연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근직 2006 新羅 王陵의 起源과 變遷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이명엽 外 2008 서울 지역 회곽묘 연구 야외고고학 제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이민식 2005
경기지역 조선시대 분묘유적 조사의 현황 
과 과제

역사문화논총 역사문화연구소

이범직 2007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韓國思想과 文化 Vol.36 한국사상문화학회

이상국 2011 조선시대 분묘출토 묵서명 백자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이상화 2007 영남지방 고려초~조선중기 토광묘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李相和 2009
基礎統計學을 應用한 土壙墓 屬性 分析 
-嶺南地方의 高麗~朝鮮時代 土壙墓를 
中心으로-

聖林考古論叢 제1호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상희 2005 고려 분묘 출토 녹청자 편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李修晶 2009 忠北地域 高麗古墳 硏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숭실대학교

이승일 2002 고려묘 출토 중국전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이우종 2010
조선 왕릉 광중 탄격(壙中 炭隔) 조성의 
배경과 시대적 변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6 No.4 대한건축학회

이우종 2010 조선 능묘 광중 지회(壙中 地灰)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26 No.12 대한건축학회

이윤희 2005 京畿 坡州地域 出土 誌石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李殷昌 1991 新羅古墳의 造營과 思想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新羅文化宣揚會 

李義仁 2004 中部地方 高麗古墳의 類型과 階層 한국상고사학보 제45호 한국상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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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 연구 -소비방식의  
관점에서-

호서사학 46 호서사학회

이종수 外 2008 조선시대 호서지역 묘제 일고찰 야외고고학 제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李埈昊 2010 朝鮮王朝 灰隔式 陵寢 硏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이지현 2000 조선시대 명기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이현채 2009
조선시대 목관의 연륜연대와 치장·치관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이혜진 2004 고려 고분벽화의 십이지상 복식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홍직 1964 고려 벽화고분 발굴기 한국고문화논고 을유문화사

이희인 2002 중부지방 고려시대 고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李羲仁 2004 江華 高麗古墳의 類型과 構造 仁川文化硏究 제2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이희인 2004 중부지방 고려고분의 유형과 계층 한국상고사학보 45 한국상고사학회

이희인 2006 경기지역 고려고분의 구조와 특징 고려시대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이희인 2009
서울·경기지역 고려~조선시대 무덤의 
전개양상

제3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상고사학회

이희준 2004 고려고분 편년에 관한 몇가지 문제 福岡大學考古學論集 福岡大學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2010 - 고려시대의 강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任世權 1985 古墳 -통일신라- 韓國史論 15 국사편찬위원회

장남원 2009 서울·경기지역 조선시대 분묘의 부장품
제3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상고사학회

장현희 1998 統一新羅 陵墓 十二支像의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장호수 2000 개성지역의 고려왕릉 한국사의 축조와 전개 혜안

전주농 1963 공민왕 현릉 고고학자료집(각지유적정리보고) 3 과학원출판사 

전주농 1960 고려공민왕 현릉 발굴개보 문화유산 4호 과학원출판사 

정길자 1983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부산사학 7 부산사학회

鄭吉子 1985 고려귀족의 조립식석관과 그 선각화 연구 歷史學報 108호 역사학회

鄭吉子 2000
高麗 貴族의 組立式 石棺뚜껑 線刻飛 
天畵

綠友硏究論集 37집
梨花女子大學校師範大學
社會生活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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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炳模 2001 恭愍王陵의 壁畵에 대한 考察 강좌미술사 7호 한국미술사연구소

정연주 2007
조선시대 홍릉의 재실건축 배치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종수 1994 조선시대 상장의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정형철 2002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재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趙吉煥 2009 朝鮮의 喪葬과 灰隔 中央考古硏究 제5호 中央文化財硏究院

조명래 2007 영남지역 조선시대 회탄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조명래 2008 조선시대 회탄묘(灰炭墓)의 축조 방법 연구 東亞文化 제5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조영선 2011 남양주 별내유적 조선시대 회묘의 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자료집

한백문화재연구원

조운연 2009 朝鮮王陵의 陵域 復元에 관한 硏究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조재경 2001 충북지방의 고려묘
호서지방의 중세고고학 -제4회 호서 
고고학회 발표자료집-

호서고고학회

주영민 2004 고려시대 분묘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주영민 2005 고려시대 지배층 분묘 연구 지역과 역사 17 부경역사연구소

주영민 2008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중복현상에 대 
하여

강원고고학보 10 강원고고학회

차순철 2007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분의 시상(屍床)구조 
변화 연구

慶州文化硏究 第9輯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硏究所

차순철 2007
영남지역의 고려시대 분묘군에 대한 발굴 
조사와 향후 전망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崔夢龍 1972
江原道 襄陽 甘谷里 所在 高麗古墳及 先 
史遺物에 對하여

歷史學硏究 4 全南大學校史學會

崔珉熙 2000
12지신상의 연원에 관한 고찰(Ⅰ) -통일기 
신라왕릉에 관한 고찰(1)-

慶州文化論叢 제3집
慶州文化院
附設鄕土文化硏究所

崔珉熙 2010
12지신상의 연원에 관한 고찰(Ⅰ) -통일기 
신라왕릉에 관한 고찰(2)-

慶州文化論叢 제13집
慶州文化院
附設鄕土文化硏究所

崔秉鉉 1988
新羅 石室古墳의 硏究 -慶州의 橫穴式 
石室墳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제5집 숭실대학교 사학회

최병현 1992 -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崔秉鉉 1997
서울 江南地域 石室墳의 性格 -新羅 地 
方石室墳 硏究(1)-

崇實史學 제10집 숭실대학교 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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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최순권 2011
문헌자료와 출토유물로 통해 본 남양주 
별내유적의 성격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자료집

한백문화재연구원

최유라 2010 안동지역의 통일신라시대 고분 연구 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최지선 2007 조선시대 왕릉 관련 문헌의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崔虎林 1983 朝鮮時代 墓制에 대한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최호림 1984 조선시대 묘지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연구 고문화 25 한국대학발물관협회

崔虎林 1988 우리나라 明器에 관한 一考察 韓國學論集 14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崔虎林 1989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墓誌에 관한  
一硏究

동아시아문화연구 15 漢陽大學校 韓國學硏究所

한정희 2005
고려 및 조선 초기 고분벽화와 중국 벽화 
와의 관련성 연구

美術史學硏究 246·247호 한국미술사학회

한주희 2010 統一新羅 橫口式石槨墓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허은미 2008
충남 청양 안심리 출토지류의 보존과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현문필 2006 고려시대 고분출토 청자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홍보식 2001 6~7세기대 신라고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홍보식 2003 - 신라후기 고분문화연구 춘추각

홍보식 2004 통일신라시대의 장·묘제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국고 
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홍보식 2005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수용과 전개 기전고고  5 기전문화재연구원

홍보식 2007 통일신라의 화장묘 조영층과  지방 확산 고고광장 1 부산고고학연구회

홍지윤 2009 은평뉴타운 墳墓로 본 朝鮮의 喪葬儀禮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 
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황보경 2007 한강유역 신라무덤연구 경기도의 고고학 주류성

皇甫慶 2007 漢江流域 新羅 古墳의 現況과  特徵 硏究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황순녀 2004 경북북부지역 고려분묘의 형식과 편년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황은경 2011 고려시대 양광도지역 분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황정욱 2001 고려시대 석곽묘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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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고미경 2006 신안 해저 출토 용천요 청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4 - 도자길, 바다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5 -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 교역 -신 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 신안선 도자기 보고서 -백자 기타 유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 신안선 -청자, 흑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8 -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병근 2003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신안해저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김병근 2004 -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  관계 
연구 -신안해저유물을 중심 으로-

국학자료원

김영원 2006 신안 해저 출토 중국도자의 현황과 성격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 해저 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노경정 2010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 변천 연구 -수중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문경호 2011 태안 마도 1호선을 통해 본 고려의  조운선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이익주 2006 신안해저유적의 역사적 의의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 해저 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이호관 1977 신안해저유물 발굴개요 사학지 11 단국사학회

정양모 1991
신안 해저유물을 통해 본 14세기 동아시 
아의 도 자문화

진단학보 71·72 진단학회

정양모 2006 신안선 조사 성과의 의의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 해저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한성욱 2006 신안선 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 해저유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한정훈 2011
12~13세기 전라도지역 사선의 해운활동
-수중발굴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1 한국중세사학회

기타유적(침몰선)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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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진주 2006 한강유역 신라토기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강진주 2007 한강유역 신라 토기의 성격 선사와 고대 26 한국고대학회

강진주 2007 부가구연대부장경호를 통해 본 신라의 한강 진출 경기도의 고고학 주류성

강창화 1995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변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고정용 2000
葛項寺石塔と舍利容器 -8世紀中葉の新羅印花 
文土器-

朝鮮古代硏究 2 朝鮮古代硏究會

宮崎光明·
江浦 洋

1989 日本出土の統一新羅系土器 '盒' 韓式系土器硏究Ⅱ 韓式系土器硏究會

宮川禎一 1988 文樣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歷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郞先生 
喜壽記念論集-

-

宮川禎一 1988
新羅陶質土器硏究の一觀點 -7世紀代を中心と 
して-

古代文化 40-6 -

宮川禎一 1989 新羅連結把手付骨壺の變遷 古文化談叢 30-中 九州古文化硏究會

宮川禎一 1990 東京國立博物館保管の新羅陶製骨壺 MUSEUM 471 -

宮川禎一 1991
宗像市相原2號墳出土新羅土器の再檢討 -初 
期印花文陶器の文樣系譜-

地域相硏究 20-上卷 地域相硏究會

宮川禎一 1992 新羅印花文陶器の諸問題 交流會報
東亞亞細亞古代史·
考古學硏究會交流會

宮川禎一 1993 大和文華館所藏の新羅印花文陶器について 大和文華 89 -

宮川禎一 1993 新羅印花文陶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30-中 九州古文化硏究會

宮川禎一 2000
新羅印花文土器の文樣分析 -慶州雁鴨池出土 
土器の檢討

朝鮮古代硏究 2 朝鮮古代硏究會

김성태 2005 건물지 출토 지진·진단구의 검토 영남문화재연구 18 영남문화재연구원

김영숙 1990 통일신라시대의 묘제와 토기 瑞江大論文集 9 서강정보대학

김원룡 1986 통일신라토기 한국사론 15 국사편찬위원회

김원룡 1984 통일신라토기 초고 고고미술 162·163 한국미술사학회

金元龍·
郭承勳

1973 서울 사당동요지의 신라토기 대구사학 7 대구사학회

1) 도기·토기

(1) 통일신라시대 토기

통일신라시대 토기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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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종만 1989 단각고배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김현정 2002 능산리사지 출토 인화문토기에 대한 검토 국립공주박물관기요 2 국립공주박물관

박순발 2000 나말여초 토기 편년 예고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학연문화사

白井克也 1995 九州大學古考學硏究室所藏新羅土器·綠釉陶器 九州古考學 70 九州古考學會

변영환 2007
나말여초 토기연구 -보령 진죽리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山本孝文 2001 고분자료로 본 신라세력의 호서지방 진출 호서고고학 4·5 호서고고학회

山本孝文 2007 인화문토기 발생과 계보에 대한 시론 영남고고학 41 영남고고학회

성재현 2002 청주지역 출토 신라토기의 편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성재현 2002 청주지역 출토 신라토기의 편년과 성격 호서고고학 6·7 호서고고학회

蘇哉潤 2002 대부완에 관한 소고 2002년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小田富士雄 1978 對馬·北部九州發見の新羅系陶質土器 古文化談叢 5 九州古文化硏究會

송기호 1997 사당동 요지 출토 명문 자료와 통일신라 지방사회 한국사연구 99·100 한국사연구회

오가영 2008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도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윤상덕 2001 6~7세기 신라토기 상대편년 시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윤상덕 2004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연구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윤형원 2002 서울·경기지역의 신라분묘와 출토유물 고고학 1-1 서울경기고고학회

이동헌 2005 운문이 시문된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검토 불교고고학 5 위덕대학교박물관

이동헌 2008 인화문 유개완 상대편년 고고광장 2 부산고고학연구회

이희준 1994 부여 정림사지 연지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한국고고학보 31 한국고고학회

정길자 1989 신라시대의 화장골장용토기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重見 泰 2004
7~8世紀を中心とする新羅土器の形式分類
-‘新羅王京樣式’構築に向けての基礎硏究-

文化財學報 22
奈良大學文學部
文化財學科刊

重見 泰 2004 新羅 印花文土器 硏究의 文樣論再考 한일교류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重見 泰 2005
7~8世紀新羅土器硏究の課題と大和出土資料の 
檢討

硏究紀要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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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최맹식 1991 통일신라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소고 문화재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병현 1987 신라후기양식토기의 성립 시론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Ⅰ 일지사

한병삼 1977 통일신라토기 한국의 미 -토기- 중앙일보사

한유진 1993 통일신라의 경질도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홍보식 2000 신라후기양식토기와 통일양식토기의 연구 가야고고학논총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홍보식 2004 통일신라토기의 상한과 하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홍보식 2004 일본 출토 신라토기와 나일교섭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홍보식 2005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시론 기전고고 5 기전문화재연구원

홍보식 2005 통일신라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50 한국상고사학회

황보경 2007
고고학적으로 본 한강유역 신라문화의  성립과 발 
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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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여진 2007
고려시대 도기생산시설과 생산품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김여진 2008
고려시대 도기가마의 시기별 변화와 운영 
양상

서울경기지역 고고학의 최신 연구성과
-2008년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여진 2011
고려·조선시대의 도기가마와 출토유물에 
대한 소고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학교출판부

박순발 2000 나말여초 토기편년 예고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학연문화사

변영환 2007 나말여초토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서미성 1989 고려시대 도기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서재인 2001
안성 화곡리출토 고려도기의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연세대학교 
박물관

1991 －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2 － 고려·조선시대 질그릇과 사기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윤용이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변천과 특색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윤용이 1993 조선시대 질그릇의 변천과 특색 조선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이기길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이기길·
문희수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성분분석 고려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이미휘 1988 고려 정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이형원 1999 보령 진죽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전국역사학대회조직위원회

장남원 2000 고려시대 도기와 청자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전혜원 1996 고려시대 병류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정명호 1986 고려시대의 질그릇 고고미술 171·172 한국미술사학회

정명호 1993 조선시대 질그릇의 종류와 쓰임새 조선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주영민 2010 고려분묘 출토 도기의 성격 고려시대의 도기 학술대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 고려시대 도기

고려시대 도기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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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최  건 1987 통일신라시대의 도기에 관하여 통일신라시대 질그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최  건 1987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도기에 관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 질그릇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최  건 1990
통일신라시대 경질도기의 전통계승과 중 
국도자문화의 수용에 관하여

한국 도자 발생에 관한 제문제 한국도자사연구회

최  건 1990 한국 청자 발생에 관한 배경적 고찰 고문화 3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최철희 2003 고려시대 질그릇의 형식분류와 변천과정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최철희 2010 질그릇의 명칭 검토 고려시대의 도기 학술대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정희 2010 고려분묘 출토 도기의 특징 고려시대의 도기 학술대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질그릇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0 한국상고사학회

한혜선 2005 고려도기의 생산과 유통 무역도자연구 25 일본무역자기 연구회

한혜선 2007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의 조영시기 호서사학 48 호서사학회

한혜선 2010 고려시대 도기편병의 시기구분과 특징 고려시대의 도기 학술대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홍보식 2004 통일신라토기의 상한과 하한 영남고고학 34 영남고고학회



43Ⅱ. 자료집성

(3) 조선시대 도기·옹기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여진 2011
고려·조선시대 도기가마와 출토유물에 
대한 소고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학교출판부

김종선 1997 전라도 옹기의 문양 호남지방의 옹기문화 원광대학교박물관

박성원 1993 질그릇의 제작과정 조선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배보늬 2006 조선시대 영남지방 옹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배보늬 2006 조선시대 영남지방 옹기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 10 동아시아문물연구원

정명호 1993 조선시대 질그릇의 종류와 쓰임새 조선시대 질그릇 연세대학교박물관

조선시대 도기·옹기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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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姜京男 2003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단국대학교

姜京男 2004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硏究 -편년과 성 
격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21 韓國文化史學會

姜京男 2006 扶安 柳川里 高麗靑磁의 運送과 使用 全北의 高麗靑磁 다시 찾은 翡翠色 꿈 國立全州博物館

姜敬淑 1986 高麗白磁의 硏究 考古美術 171·172 韓國美術史學會

姜敬淑 1989 韓國陶磁史 韓國陶磁史 일지사

姜敬淑 1990 우리나라 出土 해무리굽 中國陶磁 韓國 磁器 發生에 관한 諸問題 韓國古美術硏究所

姜敬淑 1990 한국도자사 연구의 문제와 방향 考古美術史論 1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姜敬淑 1996 한국도자사 연구 50년 韓國學報 83 一志社

姜敬淑 1998 고려청자의 편년시안 考古美術史論 6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강경숙 1998 도자가마터 발굴의 현황과 전망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강경숙 2000 -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姜敬淑 2002 高麗前期 陶磁의 對中交涉
韓國美術의 對外交涉Ⅴ -高麗 美術의 
對外交涉-

韓國美術史學會

姜敬淑 2004 한국 도자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美術史學硏究 241 韓國美術史學會 

姜敬淑 2004 高麗前期 陶磁의 對中交涉 韓國美術의 對外交涉 藝耕

강경숙 2005 -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姜敬淑 2012 - 韓國 陶磁史 예경

姜景仁 2002
海南 靑磁陶窯址에서 出土된 靑磁의 胎土 造成 
-花源面 新德里와 珍山里17號窯址出土品을 
中心으로-

海南의 靑磁窯址 木浦大學校博物館

姜景仁 2003 해남지역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술적인 고찰 博物館 年報 11 木浦大學校博物館

姜景仁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A, B, D지구 토기ㆍ청자의 
과학적 분석연구

강진 삼흥리 요지 Ⅰ 호남문화재연구원

姜景仁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E, F지구 토기ㆍ청자의 과학적 
분석

강진 삼흥리 요지 Ⅱ 국립광주박물관

고려 청자 연구논문 목록

2) 자기

(1) 고려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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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姜景仁 2004
科學的 分析結果를 通해 본 강진청자의 기술적인 
특성 -삼흥리 요지 청자를 중심으로-

강진 고려청자의 우수성 강진청자자료박물관

姜景仁 2007 여주 안금리 요지 출토 도기 및 청자의 제작기술 여주 안금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姜景仁 2009 高麗靑瓷에서 窯構造와 生産技術의 相關關係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姜景仁 외 2009 - 高麗陶瓷新論 학연문화사

강봉룡 2002 해남지역 청자 생산의 역사·지리적 배경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 박물관

강순천 1985 고려청자 매병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강우방 2009 고려청자의 화려한 탄생 -도자기의 영기화생론- 고려 왕실의 도자기 학술발표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강인구 1975 부여지방의 고려고분과 출토유물 호남문화연구 7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강인구 1980 무주 유동리의 고려고분과 출토유물 미술자료 26 국립중앙박물관

강인구 1980 진산 읍내리의 고려석곽묘와 출토유물 고고미술 146ㆍ147 한국미술사학회

康貞美 2008 慶南地域 寺址 出土 高麗靑磁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아대학교

康貞美 2008 慶南地域 寺址出土 高麗靑磁의 編年과 特徵 文物硏究 13 한국문물연구원

고경신 1992
한국 전통도자기문화의 과학기술적 연구 -충청 
남도 공주군 사곡면 신영리 고려도기와 의당면 
중흥리 분청사기 도편의 분석실험-

중대논문집 자연과학편 중앙대학교

高裕燮 2010 - 高麗靑瓷 悅話堂

곽장근 1996 군산 米龍里 고려고분 수습조사 결과보고 호남고고학보 3 호남고고학회

具一會 1991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具一會 1994
高麗時代 象嵌靑磁大楪의 編年 硏究 -干支銘 
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4 國立中央博物館 

具一會 2000 동원선생 기증 청자에 관한 일고찰 동원학술논문집 3 한국고미술연구소

具一會 2001 부안의 도자공예 부안 국립전주박물관

具一會 2007 扶安郡 柳川里 高麗陶磁 硏究 美術史論壇 25 韓國 美術硏究所

具一會 2008 高麗 中期 靑磁가마의 運營 高麗 中期 靑磁製作의 時代的 考察 康津靑磁博物館

具一會 2009 康津과 扶安靑磁의 相異點과 似点(比較ㆍ關係)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궁민순 1980 고려 청자 도판 고고미술 145 한국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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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岡完祐 1979 고려청자 발생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숭전대학교

吉良文男 2009
高麗靑磁의 位相 -日本列島ㆍ韓半島의 陶瓷器
文化와 中國大陸의 陶瓷器-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김구군 2000 대구근교의 초기청자요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해강도자미술관

김미희 2008 高麗靑瓷의 蒲柳水禽文 硏究 白山學報 80 白山學會

金美姬 2008 高麗靑磁 蒲柳水禽文의 特徵과 變遷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기대학교

金愛敬 2008 완도 해저출토 청자의 특징과 생산시기 海洋文化財 1 國立海洋遺物展示館

김영원 2006 高麗時代 扶安 靑磁의 연구 미술사 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金英媛 2008 康津靑磁의 歷史的 背景과 發達 康津과 高麗靑磁의 位相과 發展方案 康津郡

金英媛 2009 비안도 해저 출토 고려 청자의 연구 해양문화재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영진 1991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발굴 간략 
보고

조선고고연구 1999-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영진 1995 - 조선도자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윤정 2004 고려말ㆍ조선초 官司銘梅甁의 製作時期와 性格 흙으로 빚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金允貞 2003
高麗後期에서 朝鮮初期 象嵌靑磁에 나타난 
元代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金晶兒 2006
11~12世紀 高麗靑瓷의 科學技術的 分析 硏究
-부안 유천리, 용인 보정리, 대전 구완동 출토 
청자를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중앙대학교

金志恩 2000 高麗 靑瓷 注子에 관한 연구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성신여자대학교

金炫廷 2003 高麗時代 靑磁象嵌銘文瓦片을 통해 본 扶安窯 西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강대학교

金允貞 2006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影響 美術史學硏究 제249호 한국미술사학회

金允貞 2008 高麗末ㆍ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製作體系 硏究 美術史學硏究 260 韓國美術史學會

金允貞 2009
고려 12세기 청자유개통형잔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양상 -군산 비안도 해저인양품을 중심으로-

해양문화재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윤정 2011 高麗末ㆍ朝鮮初 銘文靑瓷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은경 2009 靑磁로 본 嶺南地域 高麗時代 墳墓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북대학교

金載悅 1988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한국미술사학회

金載悅 1997
高麗陶磁의 象嵌技法 發生에 관한 一考察-'原 
(proto)象嵌文'의 존재를 중심으로-

湖巖美術館硏究論文集 2 三星文化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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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01 고려·조선시대의 도자문화 다시쓰는 경기도자사 경기문화재단

金正信 2008 高麗時代 鐵畵瓷器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김태은 2010 고려시대 매병의 용례와 조형적 특징 미술사학연구 268 한국미술사학회

金兌恩 2008 高麗時代 梅甁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金하나 2011 高麗時代 象嵌靑磁에 나타난 繪畵素材 文樣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金賢娥 2005 高麗時代 瓷器盤口長頸甁의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金賢娥 2008
高麗時代 瓷器盤口長頸甁의 消費性格과 造形 
變遷

美術史學 22 韓國美術敎育學會

金炫廷 2008 高麗中期 靑磁에 보이는 中國 陶磁의 影向 高麗 中期 靑磁製作의 時代的 考察 康津靑磁博物館

김현정 2009 비안도 청자와 부안 해양문화재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羅善華 2009 泰安 대섬 沈沒船 靑磁引揚調査의 性格과 意味 泰安 대섬 水中發掘 調査報告書 國立海洋遺物展示館

남진주 2000 尙州 靑里 고분 출토 청자 편년 연구 美術史學硏究 225ㆍ226 韓國美術史學會

노대석 2008
고려중기 자기의 성격 -용인 보정리 가마터 출토 
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노형구 外 2009
강진 청자의 원료인 태토와 색도 분석에 관한 
연구

韓國色彩學會論文集 제23권 제3호 韓國色彩學會

馬爭鳴 2009 中國에서 出土된 高麗靑瓷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강진군

閔敬敏 1991 高麗 象嵌靑瓷의 成立과 展開에 관한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朴敬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美術史學硏究 238ㆍ239 韓國美術史學會

朴敬子 2009 高麗 末·朝鮮 初 貢納用 磁器의 製作背景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朴禮理 2009 泰安 대섬 出土 耽津靑磁의 바닷길 運送 高麗靑磁 寶物船과 康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朴芝英 2006 高麗 陽刻靑磁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고려대학교

박지영 2007 高麗 陽刻靑磁의 性格 講座美術史29 韓國佛敎美術史學會

박지영 2008
고려시대 청자발우 -태안 대섬 출토품을 중심 
으로-

고려청자 보물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朴芝英 2008
高麗時代 陶磁器杖鼓 硏究 -莞島海底 出土 
靑磁杖鼓를 中心으로-

海洋文化財 1 國立海洋文化財硏究所

方炳善 1992 康津 靑磁 釉藥에 대한 실험적 고찰 康津의 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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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炳善 1993 高麗靑磁의 技術史的 考察 美術史學硏究 198 韓國美術史學會

方炳善 2008 羅末麗初 靑磁 製作技術의 傳統的 要素 古代 韓國과 中國의 文化 交流 韓國古代學會

方炳善 2009 羅末麗初 靑磁 製作과 傳統技術 先史와 古代 30 韓國古代學會

백은경 2004 高麗 象形靑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백종오·
조주연

2004 여주지역 신발견 도자유적 京畿道博物館 年報 第7號 경기도박물관

변남주 2003 韓國 瓷器의 發生과 그 系統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권 1호 역사문화학회

변남주 2011 해남 화원청자 가마터 출토편의 종류와 특징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4권 2호 역사문화학회

徐幽梨 2008 鐵畵靑瓷의 發生과 特徵 明知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명지대학교

徐知英 2009 高麗黑磁 生産地와 生産品의 特徵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신지연 2003 고려청자매병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沈仁洙 1993 高麗 鐵畵靑瓷의 變遷에 관한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廉慧晞 2008 高麗 堆花靑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9 - 고려백자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尹明喆 2009 靑瓷生産과 關聯된 高麗의 對外航路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尹美淨 1993
高麗時代 前期 陰·陽刻靑磁의 裝飾 文樣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尹龍二 1986 高麗 陶磁窯址의 硏究 考古美術 171·172 韓國美術史學會

尹龍二 1987 12世紀 高麗靑磁에 관하여 三佛金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論叢 Ⅱ 一志社 

尹龍二 1991 高麗時代 純靑磁의 起源과 發展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靑瓷 Ⅰ- 湖林博物館

尹龍二 1992 高麗 象嵌靑磁의 起源과 發展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靑瓷 Ⅱ- 湖林博物館

尹龍二 1992 高麗 靑磁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 藝耕

尹龍二 1993 - 韓國陶瓷史硏究 文藝出版社

尹龍二 1996 - 아른다운 우리도자기 학고재

尹龍二 1997 高麗 鐵畵靑瓷의 起源과 發展 대동문화연구 제3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尹龍二 2005 高興 雲垈里 靑瓷窯址의 製作時期와 性格 高興 雲垈里 陶瓷文化의 性格 高興文化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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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龍二 2008 高麗靑瓷의 變遷과 康津 康津과 高麗靑磁의 位相과 發展方案 康津郡

尹龍二 2008 태안 대섬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성격 고려청자 보물선 -강진, 태안, 그리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尹龍二 2009 高麗靑瓷 展開의 새로운 理解 高麗靑瓷 -新沙分館 開館記念 特別展 湖林博物館

尹龍二 2009 高麗靑瓷의 生産과 消費, 航路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이경희 1982 고려청자 생산기술의 역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李基東 1990
羅末~麗初 韓·中交易과 西南海岸地域 -高麗 
靑磁의 起源問題에 붙여서-

韓國 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李基柱 1980 高麗靑瓷의 時代區分에 對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이민형 2008 불국사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에 대하여 慶州文化硏究 10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硏究所

李松憙 2000 莞島海底 出土 瓷器를 通한 綠靑瓷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李榮培 2008 高麗靑磁 梅甁의 發生과 變遷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기대학교

李溶振 2006 高麗時代 鼎形靑瓷 硏究 美術史學硏究 252  韓國美術史學會

李允珍 2007 高麗時代 瓷器盞托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李鍾玟 1992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李鍾玟 2001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출토품을 통해 본 
중부지역 塼築窯의 운영시기

美術史學硏究 228·229 한국미술사학회

李鍾玟 2001 靑磁가마터 發掘調査의 成果와 意義 陶磁史 硏究方法으로서의 ‘發掘’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李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李鍾玟 2002 南部地域 初期靑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李鍾玟 2003 한국 초기청자의 형성과 전파 미술사학연구 240 한국미술연구소

이종민 2003 靑磁窯址 發掘調査의 成果와 檢討
도자(陶瓷)고고학을 향하여 -제29회 
한국 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이종민 2004 11-12세기 粗質靑磁의 계통과 편년 美術史學 1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李鍾玟 2004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 -생산 
과 소비의 관점에서-

흙으로 빚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李鍾玟 2005 高興 雲垈里 靑磁의 特徵과 窯業 性格 高興 雲垈里 陶瓷文化의 性格
高興郡高興文化院·
全國文化院聯合會·
全羅南道支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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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鍾玟 2006 고려시대 靑磁 梅甁 연구 講座美術史 27號
佛敎美術史學會·
韓國美術史硏究所

李鍾玟 2009 高麗靑磁 龍 裝飾의 樣式的 系譜와 編年 歷史와 談論 53 湖西史學會

이종민 2010 고려, 삶과 영혼의 도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李惠暻 2010 高麗時代 靑瓷 雲鶴文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충북대학교

李喜寬 1998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硏究 217·218 한국미술사학회

李喜寬 2000
高麗靑磁史上의 康津窯와  扶安窯 -湖巖美術館 
所藏 靑磁象嵌 牡丹文'辛丑'銘벼루 銘文의 
檢討-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符號 
特別展

강진청자자료박물관

李喜寬 2001
高麗前期 靑磁에 있어서 蒲柳水禽文의 流行과 
그 背景

美術資料 67 國立中央博物館 

李喜寬 2003
한국초기청자에 있어서 해무리굽완 문제의 재검 
토 -한국 청자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美術史學硏究 237 韓國美術史學會

李喜寬 2003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자료박물관

李喜寬 2004
한국 청자제작의 개시시기문제에 대한 제설의 
검토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李喜寬 2004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瓦片 및 塼築窯 
문제 

美術史學硏究 244 韓國美術史學會

李喜寬 2005 高麗時代의 磁器所와 그 展開 史學硏究 77 한국사학회

李喜寬 2005
시흥 방산대요의 생산집단과 개기시기  문제 -방 
산대요 출토 명문자료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3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李喜寬 2009 高麗時代의 靑瓷 生産體制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이희관 2011 한국 초기청자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사와 지방문화재 14권 2호 역사문화학회

李喜寬 2011
대섬 해저 인양 청자화로형화로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李喜寬·
崔健

2001 高麗 初期 靑磁 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硏究 227 한국미술사학회

林英鎬 1998
12세기 高麗靑瓷의 特徵에 대한 一硏究 -扶安 
鎭西里 18·20號 靑瓷窯址를 中心으로-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원광대학교

임진아 2004 高麗遺蹟 출토 宋代磁器硏究 史林 22 首善史學會

任眞娥 2005 高麗靑瓷에 보이는 北宋ㆍ遼代 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位論文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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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眞娥 2011
태안 대섬 출토 음각앵무문ㆍ양각연판문 대접ㆍ 
접시의 특징과 제작시기 고찰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張起熏 2002 窯道具를 通해 본 初期靑磁窯業의 變遷 美術史硏究 16 美術史硏究會

張南原 2000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硏究 231 韓國美術史學會

張南原 2003 고려시기 경기지역의 요업성격에 관한  시고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경기도박물관

張南原 2003 高麗中期 靑瓷의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張南原 2004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美術史學硏究 242·243 韓國美術史學會

張南原 2004 高麗時代 鐵畵瓷器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論壇 18 한국미술연구소

張南原 2004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古文化 6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장남원 2006 - 고려중기 청자 연구 혜안

張南原 2006
번조(燔造)받침과 청자의 상관관계 -고려중기 강 
진과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항산안휘준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

사회평론

張南原 2006 康津  三興里 陶窯址의 性格과 出土遺物 千年의  歲月, 그 빛 날다 國立光州博物館

장남원 2007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 -청자 茶具를 중심으 
로-

美術史論壇 30 한국미술연구소 

張南原 2008
高麗前期 해무리굽[玉璧底系]碗의 持續現狀에 
대한 推論 -東아시아 北方陶瓷와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50 湖西史學會

張南原 2008 高麗 初ㆍ中期 瓷器 象嵌技法의 淵源과 發展 美術史學報 30 美術史學硏究會

張南原 2008 海底引揚 靑瓷로 본 高麗陶瓷의 製作과 流通 高麗 中期 靑瓷製作의 時代的 考察 康津靑磁博物館

張南原 2008
漕運과 陶瓷生産, 그리고 流通 -海底引揚 高麗 
陶瓷를 中心으로

美術史硏究 22 美術史硏究會

張南原 2008 莞島船 引揚 鐵花靑瓷의 特徵과 製作時期 海洋文化財 1 國立海洋遺物展示館

張南原 2008 쿠빌라이 칸 時代 麗ㆍ元 陶瓷受容의 變化 쿠빌라이 칸과 그의 時代 美術史와 視覺文化學會

張南原 2008 10~12世紀 高麗와 遼ㆍ金陶瓷의  交流 美術史學 23 韓國美術史敎育學會

張南原 2008
漕運과 도자생산, 그리고 유통 -海底引揚 고려 
도자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2 미술사연구회

張南原 2009 高麗 中期 靑瓷의 製作과 使用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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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南原 2009 필사본<고려도경(高麗圖經)>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1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張東哲 1998 高麗時代 花形磁器 硏究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전승창 2002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全惠苑 1996
高麗時代 甁類에 대한 연구 -金屬·磁器 
·陶器甁類의 共通器形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鄭信玉 2005
高麗 前半期 瓷器에 나타난 中國 北方 陶瓷의 
影響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鄭信玉 2007
11세기 말~12세기 전반 高麗靑瓷에 보이는 中 
國陶瓷의 영향

美術史學 2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鄭良謨 1981 高麗陶磁의 窯址와 出土品 韓國의 美 4 中央日報社

鄭良謨 1986 高麗靑磁의 硏究 考古美術 171·172 韓國美術史學會

鄭良謨 1989 高麗靑磁 高麗靑瓷名品特別展 國立中央博物館

鄭良謨 1991 -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鄭良謨 1992 高麗陶瓷 銘文의 性格 高麗陶瓷銘文 國立中央博物館

鄭良謨 2008 康津靑磁의 保存과 發展 康津과 高麗靑磁의 位相과 發展方案 康津郡

정용화·
임성태

2008 완도 해저출토 고려청자의 산지분석 연구 海洋文化財 1 國立海洋遺物展示館

鄭于澤 2002 文樣으로 본 高麗佛畵와 靑磁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曺銀精 2003
韓半島 南西部 地域 土築窯 硏究 -海南 新德里 
를 中心으로-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曺銀精 2009 高麗 前期 靑磁의 生産과 流通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曺銀精 2009 莞島 海底引揚 靑磁의 性格과 展開 高麗 靑磁 寶物船과 康津 國立海洋遺物展示館

曺銀精 2011
태안 대섬 해저 인양 소형접시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양상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홍섭 1974 - 청자와 백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崔  健 1987 한국 청자발생에 관한 배경적 고찰 고문화 3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崔 健 1995
고려청자의 발생문제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美術史論壇 창간호 한국미술연구소

崔 健 1998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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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健 2000 干支銘象嵌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 
符號  特別展-

康津靑磁資料博物館

崔 健 2009 康津 靑磁의 性格과 展開 高麗 靑磁 寶物船과 康津 國立海洋遺物展示館

崔 健 2006 初期靑磁 編年問題 再論 美術史學硏究 250·251 韓國美術史學會

최건 外 2000 - 토기·청자Ⅰ 예경

최건 外 2000 - 토기·청자Ⅱ 예경

최명지 2009 태안 대섬 해저 출토 고려청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崔夢龍 1985 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 韓國文化 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崔文貞 2000 高麗時代 辰砂靑磁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崔宣一 2000
靑磁 굽바닥에 새겨진 標識의 實體와  意味 -康 
津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 
符號  特別展-

康津靑磁資料博物館

최윤철 2009 고려청자에 표현된 연꽃문양에 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도자학회

韓旼洙 2006
海底引揚 高麗靑磁의 産地推定에 關한 科學技 
術的 硏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중앙대학교

한민수·
고경신

2008
미량원소를 이용한 십이동파도 해저출토 고려 
청자의 생산지 연구

湖南考古學報 28 湖南考古學會

韓盛旭 2001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美術史學硏究 232 한국미술사학회

韓盛旭 2002 靑瓷 舍利容器의 硏究 고려청자와 종교 康津靑磁資料博物館

韓盛旭 2002 海南地域 靑瓷의 現況과 性格 海南의 靑磁窯址 목포대학교박물관

韓盛旭 2003 석릉출토 청자의 성격 江華碩陵 國立文化財硏究所

韓盛旭 2005 고려후기 '正陵'명 상감청자의 성격 東岳美術史學 6 동악미술사학회

韓盛旭 2007 高麗 陰刻 '○'文과 '◉'文靑瓷의 硏究 古文化 70 韓國大學博物館協會

韓盛旭 2008 高麗 鐵畵'成'銘靑瓷의 特徵과 製作時期 文化財 41-2 國立文化財硏究所

韓盛旭 2008 日本 京都 出土 高麗靑瓷의 現況과 性格 韓國中世史硏究 25 韓國中世史學會

韓盛旭 2009 康津 靑瓷의 生産과 流通
靑瓷 寶物船 뱃길 再現 記念 國際學術 
심포지엄

康津郡

韓盛旭 2009 高麗 後期 靑瓷의 生産과 流通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韓盛旭 2011 고려 '⊔'형 자기의 출토 현황과 機能 檢討 해양문화재 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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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貞華 2004 扶安 柳川里出土 高麗靑瓷의 硏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원광대학교

韓貞華 2009 高麗時代 陶窯址의 性格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허선영 2008 기장 오리 신리 요지 편년 연구 文物硏究 13 한국문물연구원

許善英 2008 14~15世紀  釜山 機張地域 陶磁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아대학교

현문필 2005 고분 출토 청자광구병 고찰 삼성미술관 Leeum논문집 제1호 Leeum

玄文弼 2005 高麗時代 古墳 出土 靑瓷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홍보식 2011 9세기(통일신라) 자기 생산설 비판 博物館硏究論集 17 부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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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숙 1986 高麗白磁의 硏究 考古美術 171ㆍ172 한국미술사학회

京畿道博物館 2004 - 驪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京畿道博物館

구일회 2009 고려백자 고려백자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김윤정 2009 고려백자의 다양한 쓰임새 고려백자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金載悅 1987 高麗白磁의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울大學校

김효진 2010 용인 서리 요지 고려백자 제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田勝昌 2009 高麗白磁 窯址와 消費遺蹟 出土遺物 考察 高麗陶瓷新論 學硏文化社

정양모 1998 관악산 고려요지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湖巖美術館 1987 - 龍仁西里高麗白磁窯 호암미술관

湖巖美術館 2003 - 龍仁西里高麗白磁窯(Ⅱ) 호암미술관

황현성 2011 유천리 고려백자의 과학적 분석 자연의 노래 유천리 고려백자 국립중앙박물관

(2) 고려 백자

고려 백자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숙 2005 -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김정선 2003 朝鮮時代 磁器가마 構造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朴亨順 2004 朝鮮時代 地方의 白磁가마에 대한 硏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이정복 2005 석간주(石間硃)에 관한 고찰(考察) 고려·조선시대 흑유와 석간주 동산도기박물관

(3) 고려 흑자

고려 흑자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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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숙 1983
연당초문 변천과 인화문 발생 시고 -광주 
도수리 분청사기요지 대접파편을 중심으 
로-

이대사원 20 이대사학회

강경숙 1984 부안 우동리 분청사기 요지 분청사기 이화여자대학교

강경숙 1986 - 분청사기 연구 일지사

강경숙 1993
초기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에 대한 일고 
찰(Ⅰ)

태동고전연구 10 태동고전연구소

강경숙 2005 -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김영원 1982 조선전기 분청과 상감백자에 관한 연구 고고미술 153 한국미술사학회

羅相喆 2010 15세기 剝地粉靑沙器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충북대학교

朴敬子 2005 분청사기 명문 연구 강좌미술사 25 한국불교미술사학회

朴敬子 2007
15세기 공물의 운송방법과 분청사기  
명문의 지역별 특징

호서사학 47 호서사학회

朴敬子 2008
貢納用 粉靑沙器의 統一된 樣式과 製作 
背景

美術史論壇 27호 韓國美術硏究所

박경자 2009 조선 15세기 자기공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박경자 2010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분청사기  
양식변화

미술사학 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朴敬子 2011 조선 15세기 자기소의 성격 미술사학연구 270 한국미술사학회

徐廷昊 2008
全南 靈光郡 吉龍里 粉靑沙器 도요지 
재조명

文化史學 第30號 韓國文化史學會

徐廷昊 2009
연기군 달전리 '텃골'분청사기 도요지  
수습 도편의 과학적 분석

文化史學 第31號 韓國文化史學會

심지연 2003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안세진 2006 공주 학봉리 철화분청사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禹京美 1995 朝鮮前期 粉靑沙器의 새로운 器形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윤용이 1993 분청자의 소멸과 백자의 발달 한국도자사 연구 문예출판사

이애령 1993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변천 연구 -충청 남도 
공주군 연기군의 일부 지역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분청사기 연구논문 목록

(4) 분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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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이희선 1975 분청사기의 제조공정 및  분석실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장동철 2008 상주 대표리요지 도자편 연구 미술사학연구 257 한국미술사학회

장동철 2011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자기소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정소라 1999
조선전기 길례용 분청사기 연구 -충효 
동요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23 한국미술사학회

조윤주 2003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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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선 백자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숙 1983
조선초기 백자의 문양과 조선초ㆍ중기 회화와의 관 
계 -백자청화송죽문홍치이년명호와 이화여자대학 
교소장 백자청화송죽문인물문호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13ㆍ1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강경숙 1994
분원 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철화백자 개시 
문제 시론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 논총 
(하)

일조각

강경숙 2003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미술사학연구 237 한국미술사학회

강경인 2006 조선전기 '연질백자'제작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 미술사학 20 한국미술사교육학회

강경인 2009 조선관요백자의 원료특성에 대한 연구 陶磁文化 제2집 경기도자박물관

고경신 外 2005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유적 출토도편의 과학적 분 
석연구

忠州 九龍里 白磁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高旼廷 2006
慶尙南道 窯址 出土 硬質과 軟質白磁에 대한 物性 
및 原料 分析 -頭洞里, 白蓮里, 沙村里를 중심 
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구혜인 2009 조선 후기  양각백자 연구 미술사학연구 263 한국미술사학회

權素玄 2000 朝鮮 15世紀 象嵌白磁의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權素玄 2003 朝鮮時代 象嵌白磁의 編年 硏究 美術史學硏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權素玄 2007
윤사신 부부합장묘 출토 16세기 후반 백자묘지와 
명기 일괄

미술자료 76 국립중앙박물관

金京中 2010
17世紀 銘文白磁를 통해 본 官窯의 運營時期 -生 
産·消費遺蹟 出土品을 中心으로-

韓國考古學報 第77輯 한국고고학회

김규호·
고민정

2008
경기도 포천시 길명리가마터 출토 흑유자기와 
백자에 대한 특성 분석 

보존과학지 Vol. 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규호 外 2004
진해시 웅천도요지 출토 도자기의 과학기술적 분석 
연구

鎭海熊川陶窯址Ⅱ 慶南開發硏究院

김규호 外 2006
경기도 포천 길명리 가마터 출토  흑유자와 백자의 
과학기술적분석 고찰

抱川 吉明里黑釉瓷窯址 경기문화재연구원

金美景 2006 19世紀 朝鮮白磁에 보이는 淸代 磁器의 影響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고려대학교

金奉俊 2007 15世紀 牛山里 出土 銘文白磁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고려대학교

김봉준 2010 명문자료를 통해 본 광주 우산리  요지군의 성격 미술사학연구 266 한국미술사학회

金世眞 2009 朝鮮時代 磁器製 誌石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충북대학교

조선 백자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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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세진 2011 조선시대 자기제 지석의 변화와 특징 미술사학연구 271ㆍ272 한국미술사학회

金泳美 2004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김영미 2010 조선시대 관요 청자 연구 미술사학연구 266 한국미술사학회

김영원 1995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 -分院의 設置를 중심 
으로-

朝鮮前期 陶磁의硏究 -分院의 設置 
를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김영원 2001 조선시대 요업체계의 변천 미술자료 66 국립중앙박물관

김영원 2003 -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원 2006 조선전반기 도자의 대외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한국미술사학회

金尹姬 2007
慶南地域 朝鮮 前期 白磁  考察(Ⅰ) -河東 白蓮里 
白磁를 중심으로-

文物硏究 제12호 한국문물연구원

김익환 外 2008
조선 후기 분원리 백자청화 태토와 유약의 화학 성분 
및 미세구조 연구 -명·청대 백자청화의 비교-

古文化 7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金寅圭 1994 15世紀 朝鮮白磁의 器形과 文樣에 대한  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울대학교

金寅奎 2008
조선전기(15·16세기)의 도자기에 보이는 정형과 
비정형에 대한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도자학회

金寅奎 2009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의 조선다완론에 대한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김종태 2008 朝鮮時代 尙州地域 陶磁의 歷史的 位置와 意義 韓國工藝論叢 제11집 제1-1권 韓國工藝學會

金知炫 2011 朝鮮前期 市廛出土 白磁와 消費性向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金慧仁 2009 朝鮮時代 宮闕遺蹟 出土 磁器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남진주 2010 조선후기 오자의 개념과 특징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朴敬子 2009 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충북대학교

朴仙卿 1992 朝鮮時代 鐵畫白磁의 變遷에 관한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朴連緖 2009 朝鮮時代 墨書ㆍ釘刻銘 白磁 硏究 忠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충북대학교

朴永宰 2008 朝鮮白磁 梅竹紋의 特徵과 變遷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기대학교

박은숙 2008
개항 후 분원 운영권의 민간 이양과  운영실태 -荷 
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2 한국사연구회

박정민 2007 여말선초 양구 방산가마와 관사명 공납백자 양구방산백자 600년의 빛 방산자기박물관

朴正敏 2009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楊口)지역 요업의 성격 講座 美術史 32 韓國佛敎美術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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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박형순 2004 고령 김씨 문중 묘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고령김씨 송암공파 공주대학교 박물관

박형순 외 2006 기계유씨 묘 출토 명기의 편년 및 제작지 검토 금강고고 제3집 충청문화재연구원

方炳善 1994 孝·肅宗時代의 陶磁 講座 美術史 6 韓國佛敎美術史學會 

方炳善 1999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과정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方炳善 1999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硏究 220 韓國美術史學會

방병선 2000 -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方炳善 2000 朝鮮 後期 白磁에 나타난 山水文 연구 考古美術史論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方炳善 2001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美術史學硏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方炳善 2001 18세기 朝·淸 官窯의 운영체제와  제작기술 韓國史學報 11 麗史學會

방병선 2002 -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方炳善 2003 楚亭 朴齊家·綸菴 李喜經의 도자인식 美術史學硏究 238·239 韓國美術史學會 

方炳善 2004 조선 후기 사기장인 연구 美術史學硏究 241 韓國美術史學會

方炳善 2006 19세기 조선 백자 운현궁 생활유물 Ⅲ 서울역사박물관

方炳善 2009 17세기, 인ㆍ숙종기의 백자 講座美術史 33 韓國佛敎美術史學會

방병선 2010 조선 진경의 정수, 후기 백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徐東民 2007
朝鮮 官窯 白磁의 科學技術的 硏究 -광주 충효 
동과 진해 두동 지방백자와의 비교분석-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중앙대학교

서유리 2010
용인 양지면에서 수습된 백자 제기의 제작 시기와 
특징

백자제기, 禮와 藝가 만나다 명지대학교 박물관

서지영 2007 조선시대 흑유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지영 2011
조선시대 흑유자의 제작양상과 성격 -문헌기록과 
가마터 출토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70 한국미술사학회

성현주 2009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韓國民族文化 33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宋仁熙 2008 朝鮮 17~18世紀 鐵畵白磁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安星稀 2004 朝鮮時代 陶瓷 祭器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安星稀 2008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22 韓國美術史敎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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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榮愛 2008 朝鮮前期 白磁象嵌과 粉靑沙器의 比較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기대학교

禹玟我 2008 朝鮮時代 官窯 鐵畵白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尹龍二 1985 朝鮮時代 白磁항아리 -用途와 變遷을  중심으로- 조선백자항아리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尹龍二 1992 조선도자의 변천 조선시대도자명품도록 덕원미술관

尹龍二 1994 朝鮮 19世紀 分院白瓷의 特色 廣州 分院里窯 靑畵白磁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尹龍二 1994 高麗·朝鮮時代  砂器그릇·綠靑瓷·黑(褐)釉·石間硃 고려·조선시대 사기그릇전 연세대학교박물관

윤용이 2010 용인 양지 수습 백자 제기의 성격 백자제기, 禮와 藝가 만나다 명지대학교 박물관

尹傚靖 2002 朝鮮 15·16世紀 靑畵白磁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尹傚靖 2006
朝鮮 15·16세기 靑畵白磁의 製作과 使用 -문헌 
자료와 요지출토품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硏究 250·251 韓國美術史學會

李珉蕙 2003 分阮里官窯 運營과 白磁의 編年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李相國 2011 朝鮮時代 墳墓 出土 墨書銘 白磁 硏究 公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공주대학교

이은욱 外 2004 朝鮮後期 白瓷食器의 종류와 쓰임새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5 한국식생활문화학회

李鍾玟 2008 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 湖西史學 50 湖西史學會

이종봉 2009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韓國民族文化 33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이지현 2000 조선시대 명기의 연구 -백자명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張起熏 1998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張起熏 1999 조선 17세기 전반 분원의 백자양식  변화 미술사학연구 224 한국미술사학회

張起熏 2003
分院과 地方白磁의 關係 試考 -發掘遺蹟을 中心 
으로-

조선의 도자문화와 관요의 의미 -조 
선관요박물관 학술세미나 자료집-

조선관요박물관

張南原 1988 18世紀 靑畵白磁의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요자대학교

張南原 1989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새로운 傾向 考古美術 183 한국미술사학회

張南原 1993 朝鮮時代 後期의 陽刻白磁 陶藝硏究 15
梨花女子大學校
美術大學 陶藝硏究所

張南原 1998
朝鮮後期 李圭景의 陶瓷認識 -『五洲衍文長箋散 
稿』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論壇 6 한국미술연구소

張南原 2009
고려청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정으로 본 
조선후기의 정황

美術史論壇 29 한국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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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東哲 2008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 美術史學硏究 257 韓國美術史學會

田勝昌 1995 朝鮮 15世紀 粉靑沙器·白磁의 移行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田勝昌 1998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磁性格의 
變化

미술사연구 12 미술사연구회

田勝昌 2002 朝鮮 後期 白磁裝飾의 民畵要素 考察 미술사연구 16 美術史硏究會

田勝昌 2007 18~19세기 동화ㆍ동채백자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정재 김 
리나교수정년 퇴임기념 미술사 논문 집-

도서출판 예경

田勝昌 2007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田勝昌 2008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 美術史硏究 22 미술사연구회

전승창 2009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미술사학연구 264 한국미술사학회

전승창 2010 조선 전기의 도전과 위엄, 분청사기와 백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국사편찬위원회

鄭良謨·
崔健

1993 朝鮮時代後期 白磁의 衰退要因에 관한  考察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일지사

秦弘燮 1982 韓國의 硯滴 澗松文華 22 韓國民族美術硏究所

진화수 2003 조선시대의 자기문방구 조선양반생활의 멋과 美 국립민속박물관

蔡孝珍 1985 朝鮮 鐵繪白磁의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崔  健 1990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諸問題 -李喜經의 『雪岫 
外史』에서-

陶藝硏究誌 5
漢陽女子專門大學 
附設 陶藝硏究所

崔  健 2003 조선후기 백자의 경향 조선양반생활의 멋과 美 국립민속박물관

崔敬和 1994 19世紀 靑畵白磁의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崔敬和 1996
編年資料를 통하여 본 19世紀 靑畵白磁의 樣式的 
特徵

美術史學硏究 212 韓國美術史學會

崔敬和 2009 18ㆍ19세기 日本 磁器의 유입과 전개양상  美術史論壇 29 한국미술연구소

崔允貞 2004 朝鮮 17~18世紀 前半 地方白磁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崔允貞 2007 조선중기 지방백자 연구 미술사연구 21 미술사연구회

최윤정 2009 朝鮮後期 官窯의 窯道具와 燔造技術 硏究 陶磁文化 제2집 경기도자박물관

호암미술관 1985 청화안료에 대하여 조선백자전Ⅱ 호암미술관

洪承儔 2000 朝鮮 後期 銅畵白磁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黃梨淑 2003 朝鮮後期 白磁硯滴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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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영 2012 대전 상대동유적 출토 평기와의 제작기법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고재용 2003 고려~조선시대 평기와의 변형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김경범 2002
고려시대 기와의 과학적 분석과 사찰건축 복원 
을 위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김기민 2008 경남지방 고려기와 성립기의 양상과 그 특징 문물연구 14
동아시아문물
연구학술재단

김병희 2001 안성 봉업사지 출토 고려전기 명문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김성구 1983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연구 고고미술 162 한국미술사학회

김성구 1984 통일신라시대 운조문 원와당 소고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통천문화사

김성진 2005 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유식 2003 선원사지 출토 고려후기 기와의 검토 불교미술 17 동국대박물관

김유식 2004 통일신라시대 기와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신라시대 고고학 -제28회 한국고고 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김지연 2010 부산 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김지영 外 2009
아산탕정지구 외골유적출토 고려기와의 재료 
과학적 특성과 제작기법 

보존과학회 25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회

김지윤 2008 원주지역 고려·조선시대 평기와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김지윤 2008 원주지역 고려·조선시대 평기와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3 강원향토문화연구회

김태근 2004 여주 원향사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김한상 2009 영남지방 조선시대 평기와에 대한 일고찰 문화사학 32 한국문화사학회

김형순 外 2000 고려 및 조선시대 기와의 물성평가 한국상고사학보 32 한국상고사학회

김형순·
최진삼

1997
부산지역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평기와의 물성 
평가

박물관연구논집 7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김희철 外 2009 평기와의 속성정리 시론 야외고고학 6
한국문화재조사
연구기관협회

박동호 2011 나말여초기 강원지방 평기와 연구 선사와 고대 35 한국고대학회

박은경 1988 고려 와당문양의 편년 연구 고고역사학지 4 동아대학교박물관

3) 기와 

기와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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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2011
서산 보원사지 출토 고려말~조선 초기 막새기 
와의 문양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박종진 2011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박지해 2007 통일신라시대 기와의 문양양식과 상징성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서정호·
김경범

2004 고려시대 기와의 과학적 분석 문화재과학기술 3-1
공주대학교
문화재과학연구소

서창호 2008 고려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서창호 2011 17~18세기 전반 영남지역 출토 명문암막새 연구 한국기와학회 제8회 연구발표회 한국기와학회

유난희 2004 통일신라시대 조문막새에 대한 일고찰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유양규 2002 조선 후기 궁궐 기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유환성 2007 나말여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

윤근일 1977 통일신라시대 와당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윤나영 2010 고려와 조선의 마루장식기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윤용희 2001 남한강유역 출토 고려전기 평기와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윤용희 2003 남한강유역 출토 고려 전기 평기와 고찰 사림 20 수선사학회

이수경 2011 영산강유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54 한국고고학회

이인숙 2006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고려시대의 고고학 -2006년도 서울경기고 
고학회 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이인숙 2007 고려시대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고고학  6-1 서울경기고고학회

이인숙·
최태선

2011 평기와 용어 검토 한국고고학보 80 한국고고학회

이정민 2004 전남지역 우상문 평기와의 변천양상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이정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이호경 2008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장영기 2004 조선시대 궁궐 장식기와 잡상의 기원과 의미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정치영 2006 고려~조선전기 기와의 조달 양상 고고학 5-2 서울경기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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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정치영 2011 명문와를 통해 본 고려시대 용구현의 경관 중부지역의 고고문화와 역사 한신대학교출판부

조성윤 2002
경주 출토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와 
그 의미

불교고고학 2 위덕대학교박물관

차순철 2002 ‘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경주문화연구 5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최맹식 2001
백제 및 통일신라시대 기와 문양과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호남고고학보 13 호남고고학회

최맹식 2002 통일신라 평기와 연구 호서고고학 6·7합본 호서고고학회

최문환 2005 파주 혜음원주 출토 막새기와 연구 문화사학 23 한국문화사학회

최문환 2010 조선시대 기와 유통연구 사학지 42 단국사학회

최영희 2003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최영희 2004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문화사학 21 한국문화사학회

최정혜 1995 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최태선 1993 평와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최태선 2004 고려시대 기와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1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허미경 1985 통일신라기 평와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황의수 1989 - 조선기와 대원사

황창한·
김현식

2005 조선시대 평기와의 편년 검토 경주문화연구 7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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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秉權 2005 統一新羅時代 鐎斗 一考察 錦江考古 第2輯 忠淸文化財硏究院

강성문 2000 - 한민족의 군사적 전통 봉명

강신엽 역 2004 - 조선의 무기Ⅰ 봉명

강신엽 역 2004 - 조선의 무기Ⅱ 봉명

權香阿 2000
朝鮮時代 馬具裝飾에 사용된 入絲技法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銀入絲 馬具를 
中心으로-

考古歷史學志 第16輯 東亞大學校博物館

금속용어사전
편찬회

2001 -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김병희·
백영종

2008 성문 출토 확쇠 현황 학예지 제15집 -군사신호체계 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김성혜 1997 朝鮮初期 火藥武器 發達에 대한 硏究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김성혜 2011 군기시터 유적 출토 화약 병기에 대한  소고 서울 군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김일환 2000 조선 초기 군기감의 무기제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민승기 2004 -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박장식 외 1999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학적  관찰 용인 임진산성 경기도박물관

박재광 1995 임진왜란과 화약병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박재광 2002 15~16세기 朝鮮의 火器 발달 학예지 제9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박재광 2011 군기시터 유적 발굴 유물로 본 조선의  무기체계 서울 군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박절황 1996
임진왜란기 조·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관한 일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6 한일관계사학회

白種伍 2000 壬辰倭亂期 武器類 發掘의 考古學的 成果 학예지 제9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徐榮敎 2002 雁鴨池 出土 鐵戈의 用途
東國史學 第三十七輯 -曺永祿敎授 
定年紀念論叢

東國史學會

손설빈 2011 군기시터 유적 출토 금속유물에 대한  검토 서울 군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宋閏貞 2007 統一新羅 鐵製 農工具 特性과  發展樣相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4) 금속기 

(1) 철기 

철기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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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閏貞 2008 統一新羅 鐵製 牛耕具의 特徵과 發展樣相
서울경기지역의 최근 고고학적 성과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문-

서울경기고고학회

宋閏貞 2009 統一新羅時代 鐵製 牛耕具의 特徵과 發展樣相 韓國考古學報 72輯 韓國考古學會

宋應星
(최주 譯)

1997 - 천공개물 전통문화사

이강칠 1987 화기의 발전과 정조 한국의 화포 군사박물관

이강칠 1997 佛狼機의 形態 小考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학예지 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강칠 2004 - 한국의 화포 동재

이석재 2002 朝鮮時代 刀劍의 類型分析 학예지 제11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석재 2005 朝鮮時代 刀劍ㆍ矛戟의 結合構造 硏究 학예지 제12집 -무구류 제작법 특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재성·
백승희

2011 군기시터 유적 출토 금속 화기류 제자기술 분석 서울 군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李亨源 2005 三國~高麗時代  열쇠ㆍ자물쇠의 變遷 및 性格 百濟硏究 第41輯 충남대백제연구소

정의도 2007 고려시대 철제 가위(鐵鋏) 연구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정의도 2008 壬辰倭亂 關聯 遺蹟과 出土遺物 硏究 석당논총 제4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鄭鐘兑 2005 三國~高麗時代 솥(釜)의 展開樣相 錦江考古 第2輯 忠淸文化財硏究院

채연석 1981 - 韓國初期火器硏究 一志社

허선도 1991 조선전기의 화약무기 금비책 학예지 2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허선도 1994 - 조선시대 화약병기사 연구 일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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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태 2007 한국 및 중국 고전(古錢)의 성분조성 비교 연구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강형태 外 1998 납동위원소비에 의한 조선시대 동전의  산지추정 연구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강형태 外 2005 고려시대 동전의 주조 원료와 산지(Ⅰ) -海東通寶 보존과학회지 Vol.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久保智康 2007 14세기 일본의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具滋慶 2010 려말선초 영남지역 분묘 출토 청동완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아대학교

국립
해양유물
전시관

2007 -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도연 2001 高麗時代 銀貨유통에 관한 一硏究 한국사학보 제10호 고려사학회

김병하 1972 高麗時代의 貨幣流通 경희사학 3 경희대학교사학회

金빛나 2011 光州 德南遺蹟 出土 靑銅숟가락(匙) 검토 全南考古 제4·5호 全南文化財硏究院

김연수 2007 高麗 墳墓 出土 金屬工藝 分析 試考 고고학 제6권 제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영철 1992 彌勒寺址出土 靑銅製容器의 形式과 編年硏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金雨鉉 2008 중부내륙지역 출토 銅鏡·銅製甁의 금속학적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金雨鉉 2008
청원 만수리유적 출토 銅製甁의 금속학적 연구 및 산 
지추정

硏究論文集 第4號 中央文化財硏究院

김진웅 2012 고려시대 동전에 대한 小考 겨레문화연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金昶均 1988
韓國靑銅銀入絲香垸의 硏究 -高麗時代 高杯形을 
中心으로-

佛敎美術 9 東國大學校博物館

金和英 1973 高麗 青銅香爐 二例 考古美術 118號 韓國美術史學會

박미욱 2006 고려 토광묘 연구 -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朴銀卿 1987
統一新羅·高麗 銅鐘의 撞座와 上·下帶 文樣에 관한 
硏究

考古歷史學志 第3輯 東亞大學校博物館

백승희 2008 성분분석을 통해 본 상평통보 연구 漢江考古  第3號 한강문화재연구원

徐廷昊 2006 高麗時代 靑銅製銀入絲大香盌의 新例 문화사학 제26호 한국문화사학회

(2) 청동기 

청동기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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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신숙 2007 고려와 중국의 금속공예 교류관계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신은제·
허선영

2011
14세기 동기(銅器)의 유행과 그 의미 -고려시대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沈奉謹 1986 高麗 靑銅飯子 硏究 考古歷史學志 第2輯 東亞大學校博物館

櫻木晋一 2007 신안선 출토 동전의 용도와 성격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원유한 2006 고려시대의 화폐사 -화폐유통시도기의 전반- 실학사상연구 제30집 역사실학회

이난영 1975 한국시저의 형식분류 역사학보 67 역사학회

李籣暎 1983 - 韓國의 銅鏡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이난영 1991 한국 고대 금속공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이난영 1992 - 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李籣暎 2003 - 高麗鏡 硏究 도서출판 신유

李相龍 2011
慶南地域 高麗~朝鮮時代 墳墓 出土 靑銅碗·匙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李承一 2002 高麗墓 出土 中國錢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이승일 2006 고려시대 출토 중국전의 용도에 대한  연구 석당논총 제3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이정신 2006 고려시대 銅의 사용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 제25호 고려사학회

이창근  外 1990 조선시대 동전의 금속학적 연구 보존과학연구 11 국립문화재연구소

李浩官 2007 高麗靑銅遺物 몇 例 문화사학 제27호 한국문화사학회

임태경 2009
고려시대 중국동전의 수입과 활용 -청동불교구 제작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학위논문 경상대학교

張俊植 2004 元香寺址 出土 靑銅小鐘 문화사학 제21호 한국문화사학회

全英順 1972 高麗 銅鏡 硏究 -形態와 文樣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정수환 2007 17세기 동전유통의 정책과 실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용범 1997
高麗時代 中國錢 流通과 鑄錢策 -성종·숙종 연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정의도 2008 靑銅숟가락의 登場과 擴散 -三國~統一新羅時代- 석당논총 제 3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정의도 2009
宋·遼·金·元墓 匙箸 및 鐵鋏 出土傾向 -高麗墓 
副葬品과 關聯하여-

文物硏究 15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한국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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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齊東方 2007 원나라 금은기(金銀器)와 기타 유물  양식
신안선 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朱榮民 2011 高麗墳墓 출토 銅鏡 연구 嶺南考古學 56 영남고고학회

崔應天 1988
高麗時代 靑銅金鼓의 硏究 -特히 鑄造方法과 銘文 
分析을 중심으로-

佛敎美術 9 東國大學校博物館

최응천 2004 高麗後期의 金屬工藝 강좌 미술사 제22호 한국미술사학회

洪潤植 1996 佛敎儀式用具로서의 佛敎工藝 佛敎美術 13 東國大學校博物館

皇甫慶 2009
광주 대쌍령리고분 출토 ‘南漢山助舍'銘 청동제 방울 
고찰

문화사학 제32호 한국문화사학회

황정숙 2006
高麗 中·後期 思想을 통해 본 銅鏡文樣의 象徵性 
硏究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오승환 2007
原盤形 土製品의 機能 檢討 -서울·京畿地域 
出土品을 中心으로- 

漢江考古 創刊號 한강문화재연구원

坂野千登勢 2010
한일 방추차의 기초 연구 -방추차와 방직기술의 
변용과정-

東亞文化 第8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3) 기타 

기타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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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처 연 도 도 서 명

慶南文化財硏究院 2010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기장  청강 대라리유적(Ⅰ지구)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慶北開發公社

2002 金泉 大聖里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考古美術同人會 1966 考古美術 6-5

公州大學校博物館 2000 佳橋里陶器窯址

國立文化財硏究所 1977 文化財 11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김해 북부지구 삼계동 토기가마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0 釜山 杜邱洞 林石 遺蹟

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2001 尙州 九潛里 土器가마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8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 發掘調査 -1次  發掘調査 中間報告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2001 靈岩 鳩林里 陶器窯址 發掘調査 -2次  發掘調査 中間報告

일산 김두종 박사
고희기념논문편찬위원회

1966 一山 金斗種 博士 稀壽 紀念論文集

中央僧家大學校
佛敎史學硏究所外

1998 淸道 新院里 土器窯址

中原文化財硏究院 2006 淸州 飛下洞 遺蹟-淸州 飛下洞  계룡리슈빌아파트 新築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충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1998 保寧 眞竹里遺蹟

忠南大學敎博物館·韓國道路工事 1999 保寧 眞竹里遺蹟 발굴조사 약보고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2 考古學誌 第4輯

한국고고학회 2007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자료집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陰城 梧弓里·文村里遺蹟

한신大學校博物館 2004 龍仁 星福洞 統一新羅 窯址

海岡陶瓷美術館 2004 始興 芳山洞 陶器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曉星女子大學敎博物館 1982 新羅伽倻 土器窯址

1)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1. 생산관계 고고학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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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처 연 도 도 서 명

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 2009 충주 탑평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 2010 충주 탑평리유적(중원경 추정지역)  제3차년도 시굴조사

東亞大學校博物館 2000 梁山勿禁遺蹟

蔚山文化財硏究院 2009 蔚山屯基里遺蹟 附錄 蔚山東洞726-3遺蹟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통일신라 제철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2) 통일신라시대 제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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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시대 도기가마 

발 간 처 연 도 도 서 명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김천 대성리요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가교리 도기요지

국립광주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유적Ⅱ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용인 죽전택지개발예정지구 죽전리 도기가마Ⅰ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용인 죽전택지개발예정지구 죽전리 도기가마Ⅱ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용인 죽전택지개발예정지구내 대덕골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김영진 2002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사화과학출판사)

나선화 1990 영암 구림리  도기요지(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연구소, 도예연구12)

동국대학교박물관 2006 여주 금강레져 골프장부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8 화순 온천리유적

명지대학교박물관 2010 용인 동백동 백현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5
화성 매곡리 토기요지 발굴조사보고(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 유적 
발굴조사보고서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8 영암 구림리 토기요지 발굴조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안성 화곡리 도요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1 영암 구림리 2차 발굴조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4 강화 선두리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군산 내흥동유적

조선관요박물관 2006 안성 화곡리요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청주 강서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여주 안금리유적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보령 진죽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서산 무장리요지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부여 정동리유적

고려시대 도기가마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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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처 연 도 도 서 명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수룡리 산막골유적

토지박물관 2006 용인 죽전지구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1·3·4·5지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음성 오궁리·문촌리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용인 동백리·중리유적Ⅰ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용인 성복동 통일신라시대 요지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화성 가재리 중세유적

해강도자미술관 2001 방산대요

해강도자미술관 2004 시흥 방산동 도기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유적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백야리요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성 대덕리·안평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2002 고창 교운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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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처 연    도 보 고 서 명

京畿道博物館 2004 驪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국립광주박물관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Ⅱ

국립중앙박물관 1990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국립중앙박물관 1996 강진 용운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1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방문화재연구원 2009 용인 이동면 덕성리 아펙스골프장내 유적 시굴조사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칠곡  봉계리 38유적Ⅰ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부안  유천리 7구역 5호 가마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조사(G지구)

명지대학교 박물관 2009 용인  엔젤대중골프장 대상부지내 문화재 시굴조사 자료집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서울역사박물관 2011 강북구 수유동 청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원광대학교박물관 2001 부안 유천리 7구역 청자요지군 발굴조사보고서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5 고창 아산 댐 수몰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0 각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부안 진서리 청자요지 -제18호 요지  발굴-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 삼정리유적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 驪州 安金里遺蹟

中原文化財硏究院 2006 鎭川 竹峴里 靑磁 窯址

창원대학교박물관 1999 진해 태평동 자기요지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음성 생리 청자가마터

한국문물연구원 2008 金海 生林面 鳳林里 靑磁窯址(Ⅰ)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1 驪州 釜坪里 窯址

海剛陶磁美術館 2001 芳山 大窯 - 始興市 芳山洞 初期 靑磁·白磁窯址 發掘調査 報告書

4) 고려시대 자기가마(고려 청자·고려 백자)

고려시대 자기가마(고려 청자·고려 백자)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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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도자미술관 2001 대전 구완동 요지 -어청골  청자요지·와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 요지 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 유적

湖巖美術館 1987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

湖巖美術館 2003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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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순지리유적

경남대학교박물관 2003 사천 우천리유적

경남대학교박물관 2004 하동 백련리유적

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칠곡 가천동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하동 고이리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6 사천 류천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청양 광대리 백자생산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파주 금승리·덕은리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유적

남도문화재연구원 2007 고흥 성기리 기와가마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강서 죽도성지 -부.  부산 정관 옹기가마터-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영천 해선리 옹기·목탄요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대구 욱수동 134번지유적 內 청도 내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화성 구문천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구영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충주 구룡리 백자요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청원 쌍청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용인 용천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천안 용곡동 464번지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아산 산양리·냉정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도기동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진천 금곡리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신효리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제천 동막골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연기 심중리유적

조선시대 도기·옹기가마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5) 조선시대 도기·옹기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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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천안 호당리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지구내 쌍용동  용암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보령 화산동 옥야골 분묘군 및 창동리 움골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보령 명천동·화산동 오야골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아산 용화동 가재골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충주 수룡리 산막골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 천전리유적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울산 하삼정유적·방리 옹기요지

한신대학교박물관 2001 안성 산정리 도기가마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화성 가재리 중세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요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나주 우산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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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 진해 웅천 자기요지(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진해 웅천 자기요지(Ⅱ)

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대구-군위간) 
-漆谷 多富洞 磁器窯址

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1991 松亭里 陶窯址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 天安 陽谷里 粉靑沙器窯址

國立慶州博物館 2001 경주 암곡동 요지 -年報 2001年度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충효동가마터 

國立光州博物館 2002 高興 雲垈里 粉靑沙器 陶窯址

국립중앙박물관 1992 광주 충효동 요지 -분청사기ㆍ백자가마  퇴적층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2007 계룡산 분청사기

경기도자박물관 2010 고령 사부리 요지 -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

경기도자박물관 2010 고령 기산리 요지 -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현황

大東文化財硏究院 2012 高靈 星山 沙鳧洞 陶窯址

동서문물연구원 2010 합천 장대리 도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부산박물관 2011 기장 상장안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칠곡 학하리 분청사기요지 Ⅰ~Ⅲ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5 포천 화현리 분청사기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6
平羅里 분청사기 가마터 發掘調査報告 -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査報告③ -陶窯 
址發掘調査報告

梨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96
龍水里1號·2號 窯址 發掘調査報告 -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査報告③ -陶窯址 
發掘調査報告

全南文化財硏究院 2005 谷城 龜城里 陶窯址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양 황방 분청자 가마

전북문화재연구원 2006 長水 明德里 窯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완주 화심리유적

6) 조선시대 자기가마1(분청사기)

조선시대 자기가마1(분청사기)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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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文化財硏究院 2003 永同 沙夫里ㆍ老斤里陶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淸原-尙州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報恩 赤岩里 粉靑沙器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 龍仁 湧泉里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제천 동막골유적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0 瑞山 舞將里 窯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2차 발굴조사 -蔚山 高旨坪 遺蹟(Ⅲ)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高敞 龍山里 窯址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羅州 雨山里 窯址

湖南文化財硏究院 2006 長成 鷲岩里 窯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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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박물관 2003 성남 금토동  백자요지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

경기도자박물관 2009 가평 하판리 백자가마터

경기도자박물관 2009 광주 신대리 29호 백자가마터

경기도자박물관 2011 광주 관음리 8호 백자가마 공방지

경기도자박물관 2011
번천리 8호·선동리 2호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시· 발굴조사 약 
보고서

경남대학교박물관 1992
안동 신양리 백자요지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 地域內 文化遺蹟 發掘調 
査報告書(軍威-安東 間)

경남대학교박물관 1994 청도 순지리 옹기가마터

경남문화재연구원 2001 河東 辰橋里 白蓮陶窯址 發掘調査  結果報告書

경남문화재연구원 2002 泗川市 泗南面 沙村里 陶窯址 試掘調査  結果報告書

경북문화재연구원 2002 음양리 백자가마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 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청양 광대리 백자생산 유적

국립중앙박물관 1995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도마리 1호 요지

국립춘천박물관 2009 양구 방산 칠전리 자기가마터 학술용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안성 햄튼 C.C추가 조성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

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1 靑陽 馬峙里·大朴里 가마터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포천 길명리 흑유자요지

대경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2007 상주 호음리 유적

마한문화재연구원 2008 영광 덕흥리 백자요지 -부. 순천 연향동 와요지 

마한문화재연구원 2008 장흥 월송리 백자요지 -공방지

명지대학교박물관 2009 용인 초부리 백자가마 발굴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장성 대도리 가마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박물관 연보 11

7) 조선시대 자기가마2(조선 백자)

조선시대 자기가마2(조선 백자)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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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무안 피서리 조선 백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장성 수옥리 조선 백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5 장흥 용문리 조선백자 요지

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扶餘 羅嶺里 遺蹟

부산대학교박물관 2000 산청 방목리 백자요지

안동대학교박물관 2007 문경 용연리 백자공방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하동 서황리 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6 울주 반곡리유적

이화여자대학교도예연구소 1996 보령댐 수몰지역 발굴조사 보고③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광주 조선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 -번천리 5호, 선동리2·3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93 조선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전 -부. 광주  우산리 9호요지 발굴조사 보고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0 안성 화곡리 도요지 -조선 백자·고려 도기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6 조선시대 마지막 관요 광주 분원리  백자요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7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전남대학교박물관 1988 후곡리 백자요지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Ⅴ)

전남대학교박물관 1997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Ⅰ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무주 사천리 백자요지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정읍 용산동유적

전주대학교박물관 2010 정읍 화죽리 백자요지

조선관요박물관 2004 안성 화곡리 요지 -조선백자·고려  도기요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조선관요박물관 2008 광주 송정동 5·6호 백자가마터

中央文化財硏究院 2003 永同 沙夫里ㆍ老斤里陶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順天 文吉里 白磁陶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忠州 九龍里 白磁窯址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 靑陽 大朴里 白磁窯址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동막리·야동리·구룡리유적

충남발전연구원 2002 대전 장안동 백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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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3 군포 산본동 청화백자요지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서산 무장리 요지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2 부여 정각리 갓점골 유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육령리ㆍ오생리 및 충주 모남리  유적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0 加平 下板里 窯場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도마리 7호, 무갑리 14호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시· 발굴조사 약보고서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 용인 왕산리 요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구간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 1차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 내 2차 발굴조사 -울산 방리 유적(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울산 대밀·양수정·상삼정·삼정리유적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2 淸原 下石里遺蹟

한림대학교박물관 2004 원주 귀래 2리 백자가마터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오포능평리 백자가마터

해강도자미술관 1995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

해강도자미술관 1999 광주 우산리 백자요지(Ⅱ) -17호  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해강도자미술관 2000 광주  건업리 조선 백자요지 -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해강도자미술관 2002 대전 정생동 백자요지 

海東文化財硏究院 2012 泗川  鳳溪里 窯址

湖南文化財硏究院 2005 高敞 禪雲里 白磁窯址

湖南文化財硏究院 2006 長成 鷲岩里窯址

湖南文化財硏究院 2006 羅州 大道里 白磁窯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장성 서양리·관동리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강진 월하리유적

호암미술관 1990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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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0 고속국도 제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 제3·4공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 春川  權花洞遺蹟 -경춘선 춘천정거장 예정부지내 A구역 유적 발굴조사-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 화천  위라리 123번지내 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江原文化財硏究所 2009 原州  法泉寺 -第Ⅰ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 洪川  城山里遺蹟 -춘천~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성산리) 발굴 조사-

경기도자박물관 2011 광주 열미리 제철유적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수원 망포동 유적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城南 島村洞 遺蹟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龍仁 書川洞遺蹟

慶南考古學硏究所 2006 陜川 冶爐 冶鐵址 -試掘調査 報告書-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 居昌 正莊里 遺蹟 -거창 정장리  일반공업지역 공장 조성부지 내 발굴조사-

國立慶州博物館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州市-

국립광주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무등산 금곡동 -조선시대 철 및  철기생산유적-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平澤 土津里 遺蹟

대경문화재연구원 2007 尙州 好音里 遺蹟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金提 長興里 隱谷 製鐵遺蹟

東西文物硏究院 2010 釜山 老圃洞 山84-1番地  遺蹟 -경부고속철도 금정터널 건설구간내 유적-

東亞大學校博物館 2000 梁山 勿禁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2005 釜山科學地方産業團地 造成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2次) 槪要

東亞世亞文化財硏究院 2007 固城 所乙非浦城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87 冶鐵遺蹟址調査報告書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가장2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聖林文化財硏究院 2006 慶州 乾川 龍明里 製鐵遺蹟

世淵鐵博物館 2003 忠北 陰城郡의 冶鐵址·忠州市 仰城面의  冶鐵址

수원대학교박물관 2010 高陽 碧蹄洞 遺蹟

 8) 고려·조선시대 제철유적 

고려·조선시대 제철유적 고고학 발굴조사보고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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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川大學校博物館 1996 여천 船所 풀뭇간 發掘調査報告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경주 외동 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Ⅰ구역) 慶州 汶山里遺蹟Ⅰ

嶺南文化財硏究院 1999 慶州電話局 新築豫定地 慶州 城東洞  386-6番地 生活遺蹟

蔚山文化財硏究院 2009 蔚山屯基里遺蹟

蔚山文化財硏究院 2010 蔚山立岩里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5 高敞牙山댐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全南文化財硏究院 2011 광양 진산 생쇠골 야철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 忠州 龍頭-金可間  迂廻道路建設區間內 -忠州 倉洞里 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09 忠州 尖端地方産業團地 造成事業部地內  忠州 本里·永平里·完五里 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연기 세종골프장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中原文化財硏究院 2010 보은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초지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中原文化財硏究院 2010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조성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忠州 豆井里 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보은 상판지구 농업용수개발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보은 상판 제철유적

中原文化財硏究院 2010
忠州尖端地方産業團地進入道路開設事業部地內遺蹟發掘調査報告書 -老鷄 마을 

高麗時代 冶鐵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 운동장 유적

忠州博物館·國立中央科學館 1998 忠州 完五里 冶鐵遺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公州 桂室里遺蹟

한국문물연구원 2012 부산 민락동 주택 재개발 사업단지 내  釜山 民樂洞 包伊鎭遺蹟

韓國文化遺産硏究院 2012 烏山 內三美洞 遺蹟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中部內陸高速道路 忠州區間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2 慶山 中小企業 第3硏修院 新築敷地內  文化遺蹟 試ㆍ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2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1次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4 울산권 광역상수도(대곡댐)사업 편입부지내 2차 발굴조사 -蔚山 川前里 遺蹟Ⅰ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8
蔚山 대밀ㆍ兩水亭ㆍ上三亭ㆍ三亭里遺蹟 -蔚山圈 廣域上水道 (大谷댐)事 業 

編入敷地內 5次 發掘調査

한빛문화재연구원 2010 龜尾  仁德里 遺蹟

한신大學校博物館 1996 水原 靈通 高麗遺蹟 發掘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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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裕人 2009
高麗末期から朝鮮建國期における僧徒と建築 
技術

朝鮮学報 第211輯 朝鮮学会

姜萬吉 1961 朝鮮王朝 前期의 工匠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姜萬吉 1961 朝鮮前期 工匠考 史學硏究 12집 한국사학회

姜萬吉 1965
分院 硏究 -17~18世紀 朝鮮王朝 官營手工 
業體의 運營實態-

亞細亞硏究 8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姜萬吉 1966 朝鮮後期, 手工業者와 商人과의 關係 亞細亞硏究 9권 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姜萬吉 1974 手工業 한국사10 -兩班官僚國家의 社會構造 국사편찬위원회

姜萬吉 1975 貴族社會의 經濟的 基盤 -手工業- 한국사5 -고려貴族國家의 社會構造 국사편찬위원회

姜萬吉 1976 商品經濟의 發達 한국사13 -兩班社會의 變化 국사편찬위원회

고동환 1995 상품유통경제의 발전 한국역사입문② -중세편- 한국역사연구회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의 生業과 경제활동 서울학연구 제9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고동환 1998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학연구총서 7 -서울상업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의 生業과 경제활동
서울학연구총서 8 -조선후기 서울의 사 
회와 생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고동환 2007 -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高榮晟 1988 麗末鮮初僧侶의 經濟活動에 關한 硏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國史編纂
委員會

1994 - 韓國史 24 -朝鮮 初期의 經濟構造- 國史編纂委員會

권병탁 1969 李朝末期의 農村織物手工業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權丙卓 1975 韓國  陶磁手工業 硏究(1) 序說篇 經營論叢 第11輯
영남대학교
부설경영연구소

權丙卓 1977
韓國 陶磁手工業史 硏究(Ⅲ) -黑水里 磁器所 
事例分析-

山趙璣濬博士華甲紀念論文集
移山華甲紀念
事業準備委員會

權丙卓 1982 手工業 -특히 陶磁 手工業 經營을 중심으로- 韓國史論11 -朝鮮前期의 商工業- 국사편찬위원회

權丙卓 1993 조선시대의 상공업자 연구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2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중세고고학 관련 문헌사 연구논문 목록

1) 수공업사 연구논문

수공업사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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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탁 2004 - 한국 산업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권영국 1998 조선초기 수공업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회보 33 한국역사연구회

權仁赫·
金東栓

1998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耽羅文化 第19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硏究所

金三基 2003 朝鮮後期 官營紙所의 變化 중앙사론 17 한국중앙사학회

旗田巍 1961
高麗の武散階 －鄕吏·耽羅の王族·女眞の酋
長·老兵·工匠·樂人の位階－

朝鮮學報 21·22 朝鮮學會

金東旭 1993 - 韓國建築工匠史硏究 기문당

金東哲 1985 고려말의 流通構造와 상인
釜大史學 第9輯 -滄洲李載浩敎授停 
年紀念論叢-

부산대학교 사학회

김동철·
권영국

1996 수공업과 염업 한국사 19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金蘭玉 1999 고려시대 工匠의 身分
史學硏究 第58·59合集號 -乃雲崔根 
泳博士停年紀念論文集-

韓國史學會

김삼기 1998 15~16세기 관영 제지 수공업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김삼기 2003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세광 1997
14~16세기 전통도자수공업의 생산기술 변화 
와 경영형태 연구

尙州文化硏究 第7輯
尙州産業大學校
尙州文化硏究所

김세광 1998 조선 후기 상주지역 도자수공업의 발전과 쇠퇴
尙州文化硏究 第8輯 -鶴山崔秉學敎 
授停年退任紀念號-

尙州大學校
尙州文化硏究所

김신웅 1971
李朝末의 手工業에 관한 硏究 -鬱陵島 冬柏 
手工業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金信雄 1991 朝鮮後期 手工業과 匠人階層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16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金泳鎬 1972 朝鮮後期 手工業의 發展과 새로운  經營形態 大東文化硏究 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金潤坤·
宋聖安

1997 高麗時代 寺院手工業에 관한 一檢討
慶大史論 第10輯 -學科開設20周年 紀 
念-

慶南大學校 史學會

김정숙 2010 신라시대 여성의 직조활동과 관직 진출 민족문화논총 4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창석 2004 -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김창석 2007 백제 왕실수공업의 성립과 생산체제 百濟硏究 4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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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炫榮 1986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論 1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南富熙 1985 朝鮮初期 楮貨流通과 商工業硏究 慶南史學 제2집 경남사학회

廉廷權(북) 1950 리조수공업에 대하여 력사제문제 18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劉敎聖 1959 고려 寺院經濟의 性格 白性郁博士頌壽記念 佛敎學論文集
東國大學校 白性郁博士 
頌壽記念事業委員會

劉敎聖 1965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 2 -政治·經濟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劉承源 1983
朝鮮前期의 京工匠의 官職 -雜職의 受職을 
중심으로-

金哲埈博士 華甲紀念 史學論叢
김철준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간행준비위원회

柳承宙 1981
朝鮮前期 軍需工業에 관한 硏究 -壬亂중의 
武器製造實態를 中心으로-

史學硏究 제32호 한국사학회

柳承宙 1981 朝鮮後期 軍需鑛工業史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柳承宙 1981
朝鮮後期 軍需工業에 관한 一硏究-軍營門의 
火藥製造實態를 中心으로-

軍史 제3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柳承宙
1990

朝鮮後期 「都監」制下의 官營手工業에 관한 
一硏究 -17세기초 「火器都監儀軌」의 分析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진단학회

柳承宙 1994 - 朝鮮時代 鑛業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劉元東 1969 李朝後期 商工業史 硏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숙명여자대학교

劉元東 1969 18世紀 後半期의 手工業 發展과 商業 金載元博士回甲紀念論叢
金載元博士回甲紀念
論叢編纂委員會

劉元東 1977 - 韓國 近代 經濟史 硏究 일지사

劉元東 1982 商工業의 槪觀 韓國史論11 -朝鮮前期의 商工業- 국사편찬위원회

李邦煥 1958
韓國 封建社會의 停滯性 硏究 -高麗時代의 
生産構造 分析-

전북대학교 논문집 2집 전북대학교

李炳熙 1993 高麗時期 經濟史 硏究의 動向(1989~1993) 한국사론 23집 국사편찬위원회

李炳熙 1994 朝鮮時期 寺刹經濟 硏究의 動向과 課題 裵鍾茂總長退任紀念 史學論叢 간행위원회

李相瑄 1981 高麗 寺院經濟에 대한 一考察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李相瑄 1983 高麗 寺院經濟에 대한 考察 崇實史學 제1집 숭전대학교 사학회

李銖勳 1994
6세기 新羅村落의 匠人集團 -築城·築堤 
금석문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第27輯 釜山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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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순신(북) 1994 력사상식：중세 말기의 수공업 －상업도시 안성- 력사과학 1994-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李佑成 1963
18世紀 서울의 都市的 樣相 -燕岩學派 
·利用厚生學派의 成立背景-

향토서울 1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林英正 1992 高麗時代의 使役·工匠僧에 대하여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 
문화사상사권上

논총간행위원회

林永周 1993 韓國 古代 工匠考 문화재 26호 문화재관리국

朴京安 2000
高麗中期 庶民들의 經濟生活 小考 -徐兢의 
高麗圖經을 중심으로-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敎授 
定年紀念論叢-

河炫綱敎授定年紀念
論叢刊行委員會

朴南守 1992 新羅 宮中手工業의 成立과 整備 동국사학 26집 동국사학회

朴南守 1992 新羅 上代 手工業과 匠人 국사관논총 39집 국사편찬위원회

朴南守 1994 新羅 匠人의 分化와 社會經濟的 地位  變動 芝邨金甲周敎授 華甲紀念 史學論叢 刊行委員會

朴南守 1994 新羅手工業史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朴南守 1994 新羅 官營手工業 官司의 運營과 變遷 新羅文化 第10·11合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硏究所

朴南守 1996 -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박남수 1998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한국사 9 -통일신라- 국사편찬위원회

朴方龍 2006 新羅王京과 流通 신라문화제 학술발표 논문집 2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朴時亨 1966 李朝時期の手工業について 朝鮮に關する硏究資料 14 朝鮮大學資料編輯委員會

朴時亨 2001 李朝後期における手工業の變遷 朝鮮科學技術史硏究 晧星社

朴時亨 2001 李朝前期手工業の性格について 朝鮮科學技術史硏究 晧星社

박종기 2011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백인호 2000 고려후기 사원수공업 연구 嶺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영남대학교

서명희 1993 수공업 한국사 14 -고려전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徐聖鎬 1990 高麗前期의 工匠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울대학교  

徐聖鎬 1992 高麗前期 지배체제와 工匠 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徐聖鎬 1992 高麗 武臣執權期 商工業의 전개 국사관논총 37집 국사편찬위원회

徐聖鎬 1997 고려前期 手工業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서울대학교

서성호 1998 신라 수공업사 연구의 진전을 위하여 역사와 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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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호 1998
고려시대 수공업의 기술사적 위치 -수공업연구와
관련한 문제제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서성호 1999 高麗 수공업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論 41·42 -一溪金哲埈先生 
10週 忌追慕論叢-

서울大學校
人文大學國史學科

서성호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 현실 제38호 한국역사연구회

손영종 · 
조희승(북)

1991 - 조선수공업사 1 백산자료원

송성안 1994
고려전기 자기수공업에 관한 연구 -瓷器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宋聖安 1995 고려 前期 瓷器手工業  -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論 제8집 慶南大學校 史學會

宋聖安 1999
高麗時期 官廳手工業의 存在樣相과 寺院手 
工業

慶大史論 제11집 慶南大學校 史學會

송성안 2000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宋聖安 2001 高麗後期 寺院手工業의 工匠과 手工業場
韓國 中世社會의 諸問題 -金潤坤敎授 
定年紀念論叢-

韓國中世史學會

송성안 2002 高麗後期 寺院手工業의 性格 慶大史論 제12·13집 慶南大學校 史學會

宋贊植 1973 李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 韓國文化硏究叢書 10 韓國文化硏究所

宋贊植 1973
李朝後期 商業資本에 의한 手工業 支配 -商人 
物主의 出現을 중심으로-

創作과 批評 第8卷 第1號 1973年 봄 창작과 비평사

宋贊植 1991 手工業構造의 性格 한국사시민강좌 9 일조각

宋贊植 1997 -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硏究 一潮閣

안병우 1994 고려시대 수공업과 상업 한국사 6 -중세사회의 성립2- 한국사편집위원회

吳泳模 1977 李朝時代 全羅道의 手工業과 物産 移山趙璣濬博士華甲紀念論文集
移山華甲紀念
事業準備委員會

魏恩淑 1993 고려후기 직물수공업의 구조변경과 그  성격 韓國文化硏究 6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위은숙 1998 - 高麗後期 農業經濟 硏究 혜안

이병희 1999 조선전기 도자기 수공업의 편제와 운영 역사와 현실 제33호 한국역사연구회

이상선 1994 사원의 경제활동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이영희 2004 古代 三國·統一新羅의 匠人 美術史學硏究 241 한국미술사학회

이충선 2011 朝鮮前期 官營手工業 體制의 再建과 運營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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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옥 1999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제33호 한국역사연구회

任正赫 2001 - 朝鮮科學技術史硏究 晧星社

전석담·
박극채 

1990 - 조선경제사탐구 범우사

전영준 2005 高麗時代 供役僧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전영준 2011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 
와 사찰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역사문화학회

정선영 2000 삼국시대의 지장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第20輯 書誌學會

趙璣濬 1994
朝鮮後期 商工業史 硏究 -硏究史的 考察을 
中心으로-

學術院論文集 第33輯 人文·社會科學篇 學術院

조효숙 1994 高麗時代 織造手工業과 織物生産의 實態 國史館論叢 第55輯 국사편찬위원회

中西章 1997
朝鮮 李朝における建築工事區分と建築工匠
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計劃系論文集 491 日本建築學會

中央文化
硏究院

1975 韓國文化史新論 中央文化硏究院 中央大學校 出版局

차순철 1999 慶州地域 新羅工房考 新羅學硏究 第3輯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崔晟基 1992
朝鮮 後期 鍮器 手工品 -奉化 놋점(鍮店)을 中 
心으로-

안동문화 13집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崔良任 2001 朝鮮時代 韓紙 製造에 대한 考察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원광대학교

崔永好 2001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기반과 그  운영 國史館論叢 95 國史編纂委員會

崔完基 1993 朝鮮後期 漢陽의 經濟的 成長과 그 意味 梨花史學硏究 20·21합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崔完基 1994 朝鮮後期 經濟史硏究의 動向과 特性 韓國史論 24 國史編纂委員會

崔完基 1998 朝鮮時代 鐘路에서의 生産活動과 그 意味
史學硏究 第55·56合集號 -竹田申載 
洪博士停年退任紀念論文集-

韓國史學會

최완기 2003 조선조 漢陽에서의 匠布制 실시와 그  의미 梨花史學硏究 3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회

최응천 2004 고려시대 金屬工藝의 匠人 美術史學硏究 241 한국미술사학회

韓京星 1991 統一新羅의 手工業과 奴婢 사회과학논집 8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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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세
사학회

1997 - 고려시대사강의 늘함께

한정수 1999 조선전기 제지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제33호 한국역사연구회

韓鴻烈 1995
韓國 漆器手工業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관한 
硏究 -忠武地域을 中心으로-

社會科學硏究 第8輯
西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허일권 1967 李朝 手工業에 關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洪承基 1975 高麗時代의 工匠 震檀學報 第40號 진단학회

홍승기 1995 신분제도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홍희유(북) 1963
19세기 개천(평안남도)지방 야철(冶鐵) 수공업
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3-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홍희유(북) 1977
17~19세기 전반기 우리나라 제지수공업의 변 
화발전에 대한 연구

력사과학 1977-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홍희유(북) 1979 -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홍희유(북) 1981
17세기 이후 관청수공업의 쇠퇴몰락과  민간수
공업의 발전

력사과학 198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홍희유(북) 1989 -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홍희유(북) 1991 - 조선수공업사 2 백산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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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弘燮 1968 昭陵石虎 藝林 1 梨花女子大學校

姜弘燮 1995 其他石造 -石人-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경기도박물관 2007 -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조선전기 해설편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7 -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上 -조선전기 도판편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008 - 경기 묘제 석조 미술下 -조선후기 해설편 경기도박물관

高光林 1973 冕服에 關한 硏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7집 2호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74 翟衣에 關한 硏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8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76 遠遊冠 絳紗袍에 關한 硏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0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77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關한  
硏究(Ⅰ)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1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77 金冠 朝服에 關한 硏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2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79 紗帽에 關한 硏究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3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80
團領에 關한 硏究 -朝鮮時代를 中心 
으로-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4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光林 1981
   頭·公服에 關한 硏究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15집 인천교육대학교

高富子 1984 濟州島民의 호상옷과 來世觀 濟州島硏究 제1집 제주도연구회

高富子 1985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 -호상 
옷과 喪服-

濟州島硏究 제2집 제주도연구회

고제희 1996 - 한국의 묘지 기행 1 자작나무

구중희 2008 - 능묘와 풍수 文化 국학자료원

국립민속박물관 1990 - 영원한 만남 -韓國喪葬禮 미진사

국사편찬위원회 2005 -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權容玉 1980
朝鮮 王朝 文人石像의 服飾形態에 관 
한  硏究

聖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성신여자대학교

金九鎭 1975 舊王陵 神道碑와 石物에 대하여 歷史敎育 第18輯 歷史敎育硏究會

金九鎭 1979 朝鮮初期 王陵制度 白山學報 25號 백산학회

분묘 관련 연구논문 목록

2) 분묘 관련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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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圭變 2003 朝鮮時代 士大夫 墓域周邊 計劃 設計 詳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상명대학교

金東旭 1979
壬亂前後期의 服飾構造 -最近出土 
遺衣를  中心으로-

東方學志 제2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김동욱·우희중 2009
조선후기 왕릉재실의 변천과 여주 寧陵 
재실의 건축특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권6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金明淑 1986
17世紀 朝鮮時代 復飾 一例 1 -始興 
出土 南陽 洪氏 遺衣-

文化財 제19호 문화재관리국

김명숙 1997
朝鮮 中期 권함 夫婦墓 出土 棺槨과  
服飾

博物館誌 第6號 충청대학박물관

金文植 1997 18세기 후반 正祖 陵行의 意義 韓國學報 88 一志社

김민규 2009 朝鮮 王陵 長明燈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金秉模 1981 韓國巨石文化 源流에 관한 硏究(1) 韓國考古學報 10·11合輯 한국고고학회

金秉模 1982 韓國石像文化小考 韓國學論集 2輯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金成馥 1993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왕릉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金成會 1985 韓國 文人石에 關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김세은 2004
순조 15년(1815) 惠慶宮 洪氏의 薨逝와 
顯隆園 合附

규장각 제27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김영빈 1988
風水思想에서 본 조선王陵園墓 造成 
技法에 關한 硏究(上)

韓國傳統文化硏究 第四輯
曉星女大韓國
傳統文化硏究所

김영빈 1989
風水思想에서 본 조선王陵園墓 造成 
技法에  關한 硏究(中)

韓國傳統文化硏究 弟五輯
曉星女大
韓國傳統文化硏究所

金永彬 1990
風水思想에서 본 朝鮮王陵園墓 造成 
技法에  關한 硏究(下-1)

연구논문집 제41권 1호 대구가톨릭대학교

金英娥 2006 安東地域의 朝鮮時代 墓制 硏究 安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안동대학교

金龍善 1979 金仲文墓誌銘 美術資料 24號 國立博物館

김우림 1998 朝鮮時代 神道碑·墓碑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우림 1999 朝鮮時代 墓碑文을 통해 본 合葬 問題 韓國服飾 第17號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김우림 2000 朝鮮時代 墓制에 나타난 象徵體系 역사민속학 11-1 한국역사민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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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2001 龍仁지역 墳墓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丹豪文化硏究 제6호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金右臨 2003 조선시대 묘제에 대한 이해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고려대학교 박물관

金元龍 1959
李朝 王陵의 石人 彫刻 -李朝  彫刻 樣 
式의 變遷

아세아연구 2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金元龍 1961
서울의 石獸彫刻 -서울市內 宮殿의 
例-

鄕土서울 12호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金元龍 1963 李朝石獸彫刻 鄕土서울 13호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金元龍 1964 英祖元陵의 營造
史學硏究 18 -痴庵申奭鎬博士華甲紀 
念論文集-

한국사학회 

金元龍 1987 朝鮮朝石獸彫刻 韓國美術史硏究院 일지사

金元龍 1987 朝鮮朝王陵의 石人彫刻 韓國美術史硏究院 일지사

金銀善 2002 朝鮮後期 陵墓 石人像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김은선 2002 시흥 晉州姜氏묘역의 異形石人에 대하여 年報 6 경기도박물관

김은선 2006 朝鮮後期 王陵 石人彫刻 硏究 미술사학연구 249호 미술사학연구회

金伊順 2007 洪陵과 裕陵의 석물조각 미술사연구 제21호 미술사연구회

김이순 2008 융릉(隆陵)과 건릉(健陵)의 배치
2008년도 가을정기학술대회 미술사학 
연구회 발표문

미술사학연구회

김이순 2009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통권11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金任圭 1976 朝鮮時代 王陵에 관한 風水信仰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단국대학교 

김철완 2009
朝鮮王陵에 관한 風水硏究 -坐向論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김흥년 2009
朝鮮王陵 連池의 立地 및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단종제위원회·
엄흥용

1997 -
장릉에 향을 사르며 -단종문화재 30주 
년 기념 출판-

단종제위원회

禮曹 典享司 1638 - 麗朝王陵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劉慶柱 외 2004 - 陵寢史話 國家出版社

劉頌玉 1984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通해 본 男子袍 
硏究

大東文化硏究 제18집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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凌純聲 1955 東南亞的洗骨葬及其太平洋的分布 中國民族學報 1期 中國民族學會

文明大 1986 - 세종시대의 미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文玉祥 1995
조선시대의 公服(朝服, 祭服, 常服)에  
관하여

慶南鄕土史論叢 Ⅳ 慶南鄕土史硏究協議會

박경정 2008 동구릉의 풍수지리적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朴廣成 1979 正祖의 顯隆園 展拜 畿甸文化硏究 第10輯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박성실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 硏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李氏 大司憲  
彦忠(1524~1582墓 복식 고찰)

한국복식 제20호
단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박성실 2004
서울 상암동 출토 全州李氏 密昌君 服 
飾  考察

한국복식 제22호 
단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박승원 2001 조경 묘 출토복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박천우 2003 융릉(隆陵)과 용주사(龍珠寺)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집
장안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박태호 2006 - 장례의 역사 서해문집

朴漢卨 1982 韓國墓誌에 관한 一硏究 인문학연구 16輯 강원대학교

배윤수 1984 조선시대 왕릉 石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배진달 2001 조선시대 사대부 묘 문인석 龍仁의 墳墓文化 용인시.용인문화원

封陵都監 1698 - 思陵封陵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封陵都監 1699 - 莊陵封陵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封陵都監 1739 - 溫陵封陵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혜선 2002 출토직물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山陵都監 1683 - [明聖王后崇陵]山陵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 정조건릉 산릉도감의궤 -상·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ㆍ洪陵山陵都 
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9Ⅲ. 부  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서정호 2001 朝鮮時代 분묘의 石造像에 관한 小考 웅진문화 제14집 공주향토문화연구회

成東桓 2001
顯隆原 遷園과 華成건설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韓國思想史學 17 한국사상사학회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2003 - 세종대왕과 영릉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소진섭 2000 - 부천의 민속과 문화 부천문화원

손승택 1985 - 思陵勤政紀:思陵典禮紀 中華書局

손진태(著)·
최광식(譯)

2002 -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손환일 2007
조선 초기 新宗君 李孝伯의 墓地의 
고찰

東方思想과 文化 창간호 東方思想文化學會

水原鄕校 2002 - 水原鄕校誌 수원향교

申光澈 2005
朝鮮時代 王陵의 石人 石獸 造形性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충남대학교

심경태 2007
횡성ㆍ원주지역 사대부家 묘의 문인석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안경호 2008
세종대왕 초장지(舊 英陵)에 대한 재론 
(再論)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주문화원 1998 -
비문으로 본 양주의 역사 1 -楊州金石 
大觀(사적비·신도비편)-

양주문화원

엄지혜 2009
조선시대 왕릉 재실의 배치 및 평면형식
의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여주군사
편찬위원회

1904 英陵寧陵補土謄錄 驪州郡史 여주군 

여주군
향토사료관

2005 - 여주의 능묘와 석물 여주군 향토사료관

연세대학교박물관 2007 - 橫城地域文人石圖錄 산책

오준석·조현숙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의 보존처리 연보 제15집 충북대학교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1992 -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硏究 (재)계몽문화재단

왕원필 외 2002 - (康熙) 零陵縣志 江蘇古籍出

유봉학 1996 -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유봉학 2005 제2장 현륭원 천봉(遷奉)과 용주사 중건 華城市史 화성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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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永敎 1976 朝鮮後期 王陵의 石人·石獸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윤석인 2000 朝鮮王室의 胎室石物에 관한 一硏究 文化財 第33號 문화재관리국

은광준 1985 - 朝鮮王朝石物誌 上篇(太祖~光海) 民俗苑

은광준 1992 - 朝鮮王朝石物誌 下篇(仁祖~純宗) 民俗苑

李璟珣 1995 朝鮮前期 陵墓石人像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동국대학교

李光奎 1969 草島의 草墳 民族文化硏究 3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덕형 2006
風水測量을 통한 西五陵(敬陵)의 四神沙
分析

漢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한성대학교

李杜鉉 1974 葬制와 關聯된 巫俗硏究 文化人類學 6輯 한국문화인류학회 

李敏植 1997 朝鮮時代 陵墓碑에 관한 硏究 漢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한성대학교

이민식 1998 우리나라 石碑의 樣式 硏究 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역사 성균관대학교

이민식 2001 朝鮮時代 陵墓碑의 종류에 대한 一考察 기전고고 창간호 경기문화재단

이민식 2005
경기지역 조선시대 墳墓 유적 조사의 
현황과 과제

역사문화논총 1 역사문화연구소

李敏植 2005 조선시대 陵墓碑에 대한 이해 여주의 능묘와 석물 여주시

이민식 2006 분묘와 풍수 경기도 문화유산 콘텐츠 경기문화재단

이범직 2007
한국 사상(사학)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

韓國思想과 文化 36권 -성재 김익 
수선생 고희기념 특집호-

韓國思想文化學會

이선희 1973 朝服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이승연·김남숙 2007 - 驪州 寧陵 水剌間址
畿甸文化財硏究院
世宗大王遺蹟管理所

이승용 2003 - 獻陵誌 獻陵奉香會

이승해 2003 -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고려대학교박물관

이영 1992
朝鮮時代 王陵陵域의 建築과 配置形式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서울대학교

이은주 2008
사대부 묘 석인상 복식의 양식변화 요인 
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제58권 제6호 통권 
125호

韓國服飾學會 

이은주·
박성실

2002 조선시대 수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의 수의문화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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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殷希 2004 朝鮮朝 陵墓 象設(石物彫刻) 硏究史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朝鮮 石物 調査 
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인영 1997 - 내고장 龍仁 文化遺産總覽 용인문화원

이재목 2009 조선시대 초안산 분묘군의 금석문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이정선 2008 조선 전기 왕릉 石人石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이정윤 2008 현륭원 석물조성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李鍾恒 1975 우리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관한 硏究 國民大論文集 9輯 國民大學校

이진희 1997
朝鮮 前期 陵墓石物의 配置와 造形的  
特性에 관한 硏究

韓國庭苑學會誌 15권 2호 韓國庭苑學會

李瓚雨 1985 朝鮮時代 文武人石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홍익대학교

이창환·조운윤 2007 조선시대 왕릉의 현황과 문화적 특성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한국전통조경학회

이해준(編著) 1998 - 草廬 李惟泰의 鄕約과 庭訓 신서원

李洪九 1992 顯隆園 遷奉과 正祖大王의 園幸孝誠 畿甸文化 9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이희중 2001
17·8세기 서울 주변 왕릉의 축조, 관리  
및 천릉 논의

서울학연구 17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임세권·권두규 2000 장기정씨 묘의 구조
포항내단리장기정씨묘 출토복식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임세권·권두규 2000 일선 문씨와 이응태 묘의 구조
안동 정상동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林英根 2006 原州地域 墓의 文人石 硏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강원대학교

林栽永 1980 朝鮮時代의 百官服 -常服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학섭 1997 - 조선 왕릉 풍수 대흥기획

장경희 2007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王陵 
丁字閣과 石儀物의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2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장경희 2007 고종황제의 금곡 홍릉 연구 사총 64호 고려대학교 사학회

장경희 2009
純宗妃 純明孝皇后의 생애와 裕陵 
연구

韓國人物史硏究 제12호 한국인물사연구소

장영훈 2000 -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장은미·박경 2006 조선시대 왕릉의 공간적 분포특성 한국GIS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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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우 2002
조선중기 솜털릭(帖裏) 구성에 대하여 
-순천 김씨묘 갈색명주솜누비털릭 중심 
으로-

服飾 제52권 제8호 통권73호 한국복식학회

장철수 1997 -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장필기 2005
현륭원(顯隆原)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 
(華城方位體系)

水原學硏究 2 水原學硏究所

全京秀 1971 二重葬制小考 서울文理大學報 26號 서울대학교

전나나 2009 朝鮮王陵 石人像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鄭景姬 2004 朝鮮時代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정명자 1982 紗帽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논문집 4 진주산업대학교

鄭明鎬 1999
密山君恭孝公朴仲孫의 雙墳長明燈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第11·12·13號 한국문화사학회

정명호·안장헌 1992 - 석등 대원사

鄭良模 1963 安宗茂白磁墓誌 考古美術 4券 2號 한국미술사학회

鄭良模 1963 金在仁白磁墓誌 考古美術 4券 5號 한국미술사학회

鄭良模 1963 金景漢白磁墓誌 考古美術 4券 6號 한국미술사학회

鄭良模 1963 貞昭公主墓出土 粉靑砂器草花文四耳壺 考古美術 5券 6號 한국미술사학회

정연주 2007
조선시대 홍릉의 재실건축 배치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종수 1999 - (역사를 움직인) 풍수 이야기 웅진출판

정종수 1999 - 풍수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鄭種秀 2001
麗末鮮初 喪葬制度와 文化 -葬期와  
三年喪을 中心으로-

丹豪文化硏究 제6호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丁海得 2005 華城城役關聯 金石文의 檢討 京畿史學 9 京畿史學會

정해득 2007 - 융릉과 건릉의 석물 문화의 뜰 vol.54

정해득 2007 - 조선시대 석물연구에 관한 단상 문화의 뜰 vol.53

정해득 2008 현륭원 풍수 논의와 만년제 수축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학교출판부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륭원 조성과 수원 이읍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제주대학교박물관 2007 - 石像과 石物 제주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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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연 2009 朝鮮王陵의 陵域 復元에 관한 硏究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趙宗植 1991 朝鮮時代 墓地法制의 史的 考察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환갑기념
논총발간위원회

주해준 1964
李朝 石獸彫刻의 考察 -서울市內宮殿 
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서울대학교

朱海濬 1976
李朝 石獸彫刻이 李朝彫刻에 미친 
影響

建國大學校學術誌 20 건국대학교

重建都監 1695 - 獻陵碑石重建廳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池建吉 1971 廣州倉谷里 李朝墳墓와 副葬品 考古美術 111號 한국미술사학회

秦弘燮 1995 -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遷奉都監 1630 - [宣祖穆陵]遷奉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村山智順 1931 - 朝鮮の風水 朝鮮總督府

崔夢龍 1976 李朝墓誌數例 考古美術 129·130合輯 한국미술사학회

崔夢龍 1977 全南地方所在의 李朝墓誌 古文化 15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崔夢龍 1978 李朝墓誌數例 考古美術 136·137 合輯 한국미술사학회

崔夢龍 1978 全州市立博物館所藏 朝鮮朝墓誌數例 古文化 16輯 韓國大學博物館協會

崔英成 2004
西五陵 造景 關聯資料 抄譯 -『大典 
會通』 및 『昌陵誌』를 중심으로-

溫知論叢10 溫知學會

최원석 2001 용인지역의 陰宅風水에 대한 고찰 단호문화연구 제6호
龍仁大學校
傳統文化硏究所

최윤정 2004
조선시대 金冠朝服型 文人石 연구 -중 
종대~정조대까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최윤정 2005 조선시대 金冠朝服 문인석 연구 여주의 능묘와 석물 여주시

최은수 2003 변수(1447~1524)묘 출토복식 고찰 생활문물연구 제11호 국립민속박물관

최인성 1977
朝鮮王朝 王陵武人石像의 甲骨形態에 
對한  硏究

梨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화여자대학교

최지선 2007 조선시대 왕릉 관련 문헌의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최지연 2005
18세기 남자출토 복식에 관한 연구 -남 
오성묘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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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虎林 1983 朝鮮時代 墓制에 관한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한양대학교

편집부 1993 - 여주 영릉과 신륵사 우진문화사

한국문원 1995 - 왕릉 -왕릉기행으로 엮은 조선왕조사- 한국문원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 朝鮮時代 冠婚喪祭(Ⅱ) -상례편(1·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相福·全京秀 1969 二重葬制와 人間의 精神性 文化人類學 2輯 한국문화인류학회 

한주영 2006 17~18세기 문인석에 나타난 조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한희숙 2004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朝鮮時代史學會

洪慶振 1987
朝鮮時代 王陵 및 石造物 樣式變遷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경희대학교

洪洛基 1998 龍珠寺 및 隆陵의 紋樣 小考 水原文化史硏究 創刊號 수원문화사연구회

홍현보 2006 세종 영릉신도비명의 체재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硏究 第25輯 東洋古典學會

黃龍渾 1982 顯德王后廢陵址 慶熙大博物館 遺蹟調査報告書 경희대학교박물관

荒井貢次郞 1969 死靈と骨と祭祀供養の法民俗學的考察 日本民俗學 51 日本民俗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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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형태· 정광용 2006
강릉 강문동 유적의 절대연대측정 -방사성탄소연대 및 
열발광연대-

보존과학회지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명진· 이종신· 
박순발

2008
서천 추동리 문화유적에서 채취된 숯의 수종식별과 물리적 
특성

보존과학회지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철·박원규 2008 평택 희곡리 출토목재 부후형태의 전자현미경적 관찰 보존과학회지 2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철· 박원규· 
이용희

2004
PEG처리후 동결건조한 수침고목재의 습도조건에 따른 
상태변화

보존과학회지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남태광· 박중헌·
 홍완· 박원규

2012
5년간격 연륜의 위글매치를 이용한 정수사 법당 목부재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도춘호· 이태녕 1998 고려 팔만대장경 경판의 구조 보존과학회지 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도춘호· 이태녕 1999 고려 팔만대장경 경판의 옻칠 보존과학회지 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원규· 권웅원· 
박희현· 박상진

1996
화성 둔대리의 高麗前期 生活遺構에서 출토된 숯과 목재의 
수종

보존과학회지 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원규· 최종국· 
김요정

2006 남양주 호평유적 출토 관재의 수종식별 및 연륜연대 분석 보존과학회지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종서· 임유진 2012 가속열화시 호박 IR 특성의 경시적 변화 보존과학회지 28-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윤민철· 정용재· 
강대일· 김익주· 
김광훈· 이윤종·
 이주운· 최종일

2011
목재 유물 돈궤의 미생물 제어를 위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연구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영동· 강애경 1998 정공청 장군 유품(중요민속자료 38호)의 분석과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3. 분석 및 보존 연구논문

1) 분석 관련 연구논문

유기물1(목재)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소영· 권은실· 
문은정· 조은민· 
서민석· 김윤지· 

지상현

2010
조선시대 인골에 대한 생화학적 분석의 유용성 -서천군 
옥남리 회곽묘 출토 인골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2(인골)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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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Agnieszka Helman-Wazny·
박원규

2001
능가사 출토 종이와 섬유의 해부학적 성질 및 미량 
원소 분석

보존과학회지 10-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Agnieszka Helman-Wazny·
Tomasz Wazny·최태호·

조남석
2004

충북대학교 박물관소장 16~19세기 지류문화재의 
특성

보존과학회지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성철·최미숙·임현아 2009 한국산 시판 한지의 열화 특성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조경실·이영희 2011
첨가제가 배접용 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콩· 
석회·황랍·백반 첨가제를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3(지류)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박지선 1996 絹本繪畵 보존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배접지- 보존과학회지 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 2009
섬유문화재 보존에 활용하기 위한 천연보존제로 처리된 
직물의 특성연구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 권영숙· 
後藤純子·齊藤昌子

2012 16~17세기 출토염직품의 염료와 매염제 분석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後藤純子· 
齊藤昌子

2012 천연염색포의 습식세척에 의한 색상변화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4(직물)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대일·박혜진 2011
보존환경에 의한 피혁유물의 손상 연구 -자외선과 수분 
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5(피혁)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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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형태·김규호· 
정광용

2005 고려시대 동전의 주조 원료와 산지(Ⅰ) -해동통보- 보존과학회지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강형태·김규호·
허우영·평미양광

2004 조선통보의 주조원료와 산지 연구(Ⅰ) 보존과학회지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권혁남·유혜선·
안병찬

2000
청주(淸州) 사뇌사지(思惱寺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조사

보존과학회지 9-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선덕·박학수 1998 금동당초문과대의 제작기법 연구 보존과학회지 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기·이창희 2005 청평사 강선루 출토 조선시대 철제유물의 금속조직에 대하여 보존과학회지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해나·이효진·
김수기

20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철제거울의 보존과 
금석조직분석을 통한 제작기법 연구

보존과학회지 28-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노태천 2001
능산리절터 제3건물지 출토 청동덩어리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보존과학회지 10-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성택·최창욱 2004 지사동 출토 제철슬래그의 금속학적 조사 연구 보존과학회지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창수·조현경·
조남철·강대일 

2012 동합금 행정박물에 적용 가능한 표면강화처리제 비교 연구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형호·조남철·
나미선

2012 금속류 행정박물의 손상도 및 재질 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승희·한민수·
김수기

2004 선원사지 출토 금동축수의 표면색과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재은 2007 이천 설봉산성 출토 철제 낫의 제작기술 연구 보존과학회지 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선명·남궁승·
김연미

2010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누금세공 유물의 제작기술 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재성·김수기 2006 영산강유역 출토 철기유물의 미세조직 분석 보존과학회지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재성·전익환·
박장식 

2011 담금질 조건에 따른 방짜유기의 미세조직 변화 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정민·위광철 2010
불소 수지(V-Flon)를 이용한 금속유물의 코팅 형성에 대한 안 
전성 평가 연구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광용·김영철·
맹정재

1992 미륵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보존과학회지 1-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광용·이주현 2009 안동 옥동유적 출토 靑銅匙의 미세조직 및 산지연구 보존과학회지 25-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주진옥·박장식 2010 경주 양북면 봉길리 유적출토 청동검의 제작기술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주·김수철·
도정만

1994 麗水 鳳山洞 出士의 沙鐵 쇠똥에 대하여 보존과학회지 3-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민수·김소진·
홍종욱 

2010
법주사 철확의 부식상태 및 미세조직 분석을 통한 제작기법 
연구

보존과학회지 26-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1(금속)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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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경인 2003 조선시대 관요인 광주 번천리 출토 백자의 기술적인 연구 보존과학회지 1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강현삼·이한형·
박기철·김건한·
서만철·서정호·

최기영

2003 대전 원내동과 부안 유천리 도자기의 분석 보존과학회지 1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고경신·주웅길·
안상두·이영은·
김규호·이연숙

2010
한국 전통 도자기의 화학 조성에 대한 연구(Ⅰ) -고려청자와 
고려백자-

보존과학회지 26-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고경신·주웅길·
안상두·이영은·
김규호·이연숙

2011 한국 전통 도자기의 화학 조성에 대한 연구(Ⅱ) -조선 백자-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고경신·주웅길·
안상두·이영은·
김규호·이연숙

2011
한국 전통 도자기의 화학 조성에 대한 연구(Ⅲ) -분청에 대한 
고려자기와 조선백자와의 비교-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란희·이찬희·
윤정현

2012
천안 쌍용동 용암유적 출토 조선시대 토기의 재료과학적 특성 
과 원료의 산지해석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고민정·김규호 2008
경기도 포천시 길명리 가마터 출토 흑유자기와 백자에 대한 
특성분석

보존과학회지 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고민정·김지태·
고경신·김규호

2006
경남 두동리가마터 출토 경질과 연질백자에 대한 물성 및 원료 
분석 

보존과학회지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나영·김규호 2007
중성자방사회분석을 활용한 경상남도 백자의 산지 및 특성 
분류

보존과학회지 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지영·이찬희·
조선영·김란희·

이호형
2009

아산 탕정지구 외골유적 출토 고려 기와의 재료과학적 특성과 
제작기법

보존과학회지 25-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남병직·박대우·
강현미·장성윤·

정용화
2010

태안 마도출토 도자기의 효율적 탈염처리를 위한 조건도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영은·고경신 1997 공주 학봉리 분청에 대한 성분과 미세구조의 분석 보존과학회지 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2(기와·도자기)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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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박성미·류경석·
최희수·이찬희

2011 고창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의 암석학적 특징과 손상도 진단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성미·이명성· 
최석원·이찬희

2008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의 재질특성과 풍화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명성·전유근· 
서정석·이찬희

2009 광주읍성 축성암석의 재질분석과 산지해석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3(석재)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지영·조현경·
전병규·조남철·

이찬희
2011 동화(진사) 안료의 재료과학적 분석 및 발색 특성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남태광·신수정·
박원규·김병로

2012 고대 먹의 특성 분석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서정호·차병갑·
정희수

2011 가평 현등사 수월관음도의 안료분석 및 보존방법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찬희·이정은·
한나라

2012 서울 동관왕묘 소조상 채색안료의 정밀분석 및 동정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한형·김순관·
김호정·정혜영

2008 전통 호분(합분) 제조기술 연구 -소성방법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전유근·이찬희 2011
X-선 투과깊이 검증에 따른 벽화 안료의 정밀분석 -논산 
쌍계사 대웅전-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4(안료)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형태·조남철· 
한민수·김우현·

홍지윤
2009 은평 뉴타운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성분조성과 납동위원소비 보존과학회지 25-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나영·김규호 2012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화학적 특성 보존과학회지 28-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광용·강형태· 
고민정·김화정

2011
영동 법화리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화학적 특성 -토광묘 6호 
및 8호-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5(유리)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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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대운·정선혜·
 이상환·정용재

2010 극초단파(Microwave)를 이용한 흰개미 탐지기술 적용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철 2007  인공수침 칠기를 이용한 고대칠기 보존연구 보존과학회지 2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철 2012 PEG 처리 수침고목재의 농도 및 용매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수철·신성필 2007 출토 목관재 보존을 위한 강화처리제 연구 보존과학회지 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용한 1995 新安海底 引揚 沈沒船의 復元 硏究 보존과학회지 4-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손병화·윤두형·
김요정·박원규

2006 永同 寧園寺 大雄殿 出土 炭火木材의 保存處理 보존과학회지 19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용희 1996 朝鮮時代 螺鈿漆器 修理 보존과학회지 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현혜 2008
출토 탄화 목제유물의 보존처리 -PEG법과 당알코올법 실험 
비교-

보존과학회지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임진아·최윤아·
정미화·강소영· 

정용재 
2008 국내산 수목 추출물의 항진균 및 살충활성 보존과학회지 2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영동·강애경 1998 정공청 장군 유품(중요민속자료 38호)의 분석과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정용재·강소영·
최윤아 

2008
오동나무상자의 항균활성 분석 및 활성 증진을 위한 천연 살생 
물제 적용연구

보존과학회지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차미영·이광호· 
김윤수

2006 세척 후 수침고목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보존과학회지 19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석찬·김선덕·
이용희·고수린·

함승욱
2011 조선시대 칠도막 분석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 보존 관련 연구논문

유기물1(목재)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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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도춘호 1997 책과문서의 보존 보존과학회지 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오준석 2007
식물에서 추출한 살충·살균제가 문화재 재질에 미치는 영향 
-견직물·면직물·저마직물·한지·안료분말·채색편-

보존과학회지 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현 2008
명~청시대의 白竹紙 재현 연구 -지류문화재 補修紙와 紙 
織畵 재현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임주희·박지선 2003  선원사지(禪源寺地)출토 지류 유물의 분석 및 보존 처리 방법 보존과학회지 1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종일·윤민철· 
정용재·강대일· 
김광훈·이주운

2010
방사선 조사가 한국전통한지의 미생물 생장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회지 26-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2(지류)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배상경 1996 畏齊 李端夏 婦人 大禮服(圓衫)에 대한 硏究 보존과학회지 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권영숙 2009 대전 목달동 출토 여산송씨 출토복식의 세척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영미·권영숙· 
이영희

2008 통밀 삭힌 풀로 푸새한 직물의 경시적 변화 보존과학회지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오준석·전지연· 
임인경

2011 견본 회화보존처리에 자외선 인공열화견의 적용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3(직물) 분석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강대일·박혜진 2011
보존환경에 의한 피혁유물의 손상 연구 -자외선과 수분에 
의한 영향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유기물4(피혁)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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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권혁남·유혜선·안병찬 2000
청주(淸州) 사뇌사지(思惱寺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조사

보존과학회지 9-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배상경 1994
鄭忠信 將軍 갑옷과 蔚山 二休廷 所藏 鳳凰紋緞 
直領袍에 實施한 保存處理硏究

보존과학회지 3-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심명보·유혜선·김수기 2011
비파괴분석법에 의한 은제금도금유물의 판단을 위한 
비교실험 연구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양석우·김수기 2012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재현 도금층의 표면현상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윤용현·조남철·이승철 2009 조선왕실 주조 청동활자의 복원과 과학적 분석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동식·최윤숙 2012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구의 현황과 매장환경 분석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진·권정순·남병직·
안병찬

2007 철기 유물 복원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 내후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소연·마츠이 토시야·
요시카와 히데키

2010
부식철편에 있어서 철환원능력을 갖춘 세균의 활동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변화

보존과학회지 26-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은지·조남철·
이종명·유재은

2011
CO2 Snow Cleaning 적용 철제유물 표면 이물질 제거 
연구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재성·박형호·유재은 2010
철제유물의 수용성 염소이온 측정방법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26-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지현·위광철 2010 금속문화재 접합 복원용 에폭시 접착제의 내후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혜연·조남철 2009 조선시대 鐵碑의 보존처리와 탈염방법 비교 연구 보존과학회지 25-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혜연·조남철·김우현 2009 옥외 철제문화재 적용을 위한 탈염처리 방법 연구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혜연·조남철·
이종명·유재은

2011
철제유물에 사용된 에폭시수지 제거를 위한 Nd-YAG 
레이저 클리닝 실험 연구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호연·위광철 2011 금속유물 강화처리를 위한 우레탄 수지의 적용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전익환·박장식·
이재성·백지혜

2008 한반도 출토 청동거울의 표면처리 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전익환·이재성·박장식 2010 도금 유물에서 확인되는 확산 현상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1(금속)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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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박대우·강현미
남병직·장성윤

2009
토기 및 도자기 유물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용 세척제의 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25-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백대우·장성윤· 
남병직·함철희· 

임성태
2011 화학세척제를 이용한 도자기의 철산화물 제거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양필승·서정호 2011 도자기 수리복원 방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양필승·서정호· 
황현성

2009
경덕진요 백자 구연부 금속 테두리의 제작기법 및 접착방법 
재현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장성윤·남병직· 
박대우·유재은

2011 매장환경이 출토 토기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조영훈·조성남· 
이찬희

2010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소조토의 제작기법과 원산지 해석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원식·박기정· 
임성진·이영훈· 
홍태기·위광철

2010
토기, 도자기 복원에 사용된 에폭시 복원재료의 화학적 
제거방법과 그 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황현성·서정호· 
양필승

2008 도자기 구연에 부착된 금속테두리 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황현성·이다혜 2011 고려시대 금채자기의 채색기법 재현실험 연구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황현성·이해순 2006
토기, 자기 복원재료에 대한 연구 -목항아리와 조롱박 모양 
주전자-

보존과학회지 19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2(기와·도자기) 분석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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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람·도진영 2009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용 에폭시수지 물성에 미치는 
탈크 함량의 영향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사덕·이동식·
김현용 

2012
석조문화재의 구조적 보강을 위한 금속보강재 
정착길이 연구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사덕·이명성· 
한병일·이장존· 

송치영
2009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의 훼손도 진단과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 25-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사덕·황진주·
강대일

1998 대리석 문화재에 대한 산성비의 영향 보존과학회지 7-1(통권 9)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용진·김옥진· 
이옥민

2010
국내 8기 석조문화재의 기중조류 분포 및 생물오염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26-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용진·김옥진· 
이옥민

2011
국내 9기 석조문화재의 생물오염피복도 및 기중조류 
군집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지영·박선미· 
이찬희

2009
논산 개태사지석불입상의 손상도와 보호각 내부의 
미기후 환경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지영·이찬희 2010
현풍석빙고의 미기후 분석을 통한 손상요인 해석과 
보존환경 평가

보존과학회지 26-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김지영·이찬희· 
이명성

2009 경주석빙고의 정량적 훼손도 평가와 미기후환경 분석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도진영 2007
도심에 위치한 석탑 표면 흑색층 내의 원소탄소성 
분과 그 기원 연구

보존과학회지 통권 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도진영·윤윤경· 
이태종·경혜선

2007
석조문화재 살생물제와 에틸실리게이트 강화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통권 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도진영·임권웅 2008 수용성염이 석조문화재 표면 박리현상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회지 통권 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경립·이상훈·
신종훈

1996
保存을 위한 石造文化財의 特徵과 岩石에 대한 연구( 
I ) -京畿道 龍仁郡과 利川郡 - 

보존과학회지 5-1(통권 5)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박성진·원종옥· 
도진영·김정진· 

김사덕
2011

알콕시 실란계 석조문화재 강화제의 가수 분해도에 
따른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7-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송치영·전병규· 
한민수·이장존· 

김사덕
2009

석조문화재 적용을 위한 강화제 및 충전제 현장실험 
-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일차검증-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송치영·한민수· 
이장존·전병규· 

도민환
2009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혼합충전제의 
특성분석

보존과학회지 25-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양희제·김사덕· 
이찬희·최석원

2004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과정과 구성부재의 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통권 1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윤윤경·도진영·
김태형·성현정· 

최지숙
2007

석조문화재 표면 수용성 염과 서식세균의 상관관계 
연구

보존과학회지 통권 2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윤일녕·강덕기· 
민정식·원종옥· 
김민영·김정진

2010 혼합 POSS를 함유한 에폭시 접착제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6-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무기물3(석재) 보존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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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성·김재환· 
이재만·이장존

2011
경북 영양일대 석조문화재의 구성암석과 풍화도를 
고려한 표면강화제의 현장적용효과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명성·이정은· 
표수희·송치영· 

이찬희
2005

논산 관촉사 석등의 훼손도 진단 및 기원암의 성인적 
해석

보존과학회지 통권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 2002
숭례문의 육축을 이루는 석재의 암상 특징과 
박리·박락 및 균열현상 

보존과학회지 11-1(통권 1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 2005 광통교 구성암석의 석질 및 훼손양상 분석 연구 보존과학회지 통권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 2006
나주동문외석당간 구성암석의 암석학적 특징과 훼손 
양상

보존과학회지 통권 19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박경립 1992
석조문화재의 특징과 암석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 - 
강원도 원주시·원주군·횡성군 및 홍천군 지역-

보존과학회지 1-1(통권 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박경립 1993
석조문화재 보존에 관한 지질학적 연구 강릉시 
·속초시 ·명주군·양양군

보존과학회지 2-2(통권 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박경립 1995
石造文化財의 特徵과 岩石에 대한 地質學的 硏究(Ⅲ) 
-京畿道 河南市, 楊平郡 및 驪州郡을 中心으로-

보존과학회지 4-1(통권 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상헌·신철균·
최기주

1997
보존을 위한 석조문화재의 특징과 암석의 풍화현상에 
대한 연구(Ⅱ)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장흥군 
일부 지역-

보존과학회지 6-1(통권 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재만·이명성· 
김재환·이미혜

2010
인공 다공질체를 이용한 석조문화재 강화제의 
처리효과

보존과학회지 26-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정은·이찬희· 
한병일

2011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의 재질특성과 훼손도 
진단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주완·이명성· 
최용석·오정현· 
김재환·김사덕

2010
칠백의총 중봉조헌선생일군순의비의 과학적 
보존처리와 복원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찬희·정연삼· 
김지영·이정은

2005 옥천 용암사 마애불의 거동특성 해석과 이차적 훼손 보존과학회지 통권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임권웅·도진영 2009
수용성 염에 의한 암석의 강도와 수증기확산저항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전병규·이찬희·
서만철

2008
3차원 영상분석을 이용한 대원사다층석탑의 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통권 2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전유근·이찬희·
조성남·조영훈·
박기정·양필승

2008
운현궁수조의 손상평가와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풍화도 및 균열심도 측정

보존과학회지 통권 2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조영훈·이찬희 2009
석조문화재 디지털복원 및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3차원 영상분석 -마곡사오층석탑-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조영훈· 이찬희 2011
석조문화유산의 손상지도 제작방법과 표면 및 3차원 
손상율 평가기법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조영훈·이찬희 2012
석조문화유산의 형상분석을 위한 3차원 디지털복원과 
표면심도 모델링 -해운대 석각을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8-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조지현·조영훈· 
전유근·최준현· 

이찬희
2010

봉화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의 비파괴 정밀진단과 
사면안정성 분석

보존과학회지 26-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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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정·서만철 2007 비파괴 탐사를 이용한 무량사오층석탑 지반안정해석 보존과학회지 통권 20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용석·박유진·
강용수·원종옥·
 김정진·김사덕

2012
석조문화재 보존·복원에 적용될 에폭시 수지의 경화 
시 반응열 제어 및 안정성 향상 연구

보존과학회지 28-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용석·이정현·
정용수·강용수·
원종옥·김정진·

 김사덕

2012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HBA계 에폭시 수지·무기 
첨가물 복합체의 혼합조건에 따른 성능 개선 연구

보존과학회지 28-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최용석·채일석·
강용수·원종옥· 
김정진·김사덕

2011
에폭시 수지·무기물 첨가제 복합체의 열팽창계수 
조절 및 석조문화재의 응용

보존과학회지 27-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원식·이호연·
박기정·홍태기·

 위광철
2011

석조문화재 복원용 우레탄 메움제 및 접착제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7-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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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한민수·
이원동·한병일

2011
이상범 가옥 및 화실 내 꽃담의 재료학적 특성과 보존 
처리

보존과학회지 27-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위광철·서정호 2009
유구 이전용 에폭시 폴리머의 토양 침투도와 관련된 
물성에 관한 고찰

보존과학회지 25-2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채상정·양희제· 
한경순

2006
전통 벽화의 토벽체 비파괴진단 조사연구 -강진 무 
위사 벽화보존각내 벽화를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통권 1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원식·위광철 2010
유구 전사 및 토층 전사 전용 우레탄수지의 합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3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건축 및 유구 보존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장선필·한상준 2009 사진 조명 기법과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사진 탁본 연구 보존과학회지 25-4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금석문 보존 연구논문 목록

저  자 연 도 논  문  명 도  서  명 발 행 처

김창석·황선도 2005 액상 실리콘 고무를 이용한 유물 복제 보존과학회지 통권 17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황연·황선도·
강대식·박미혜

2009 문화재 복원용 무기계 수지의 합성 및 특성 보존과학회지 25-1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문화재 복원 연구논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