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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기와연구에서 기와의 수명과 교체주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듯하다. 이 문제
에 대하여 민족지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경주권역의 1950년 이전 제작된 막새가 남아
있는 관아건물, 향교, 서원 등 건축물 7동에 대하여 막새 위치를 표시하고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건축물의 방위와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막새 결손·잔존률이 다르게 나타났
다. 남향 건축물 기준으로 지붕형태와 관계없이 우선 북쪽의 막새가 가장 빠른 주기로 교
체되었다. 다음으로 동·서·남면의 처마부 막새가 교체되었으며, 합각부 교체주기가 가
장 늦어서 오래된 막새가 잔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축물에 사용된 막새 수명은 400년 이상 잔존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 건물에 20종 이
상의 암·수막새가 올려진 경우도 있었다. 또 암막새의 보존율이 수막새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수막새의 결손률이 높아 건축물의 수명이 길수록 총 사용된 수막새의 양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합각부의 막새 잔존률이 높은 이유는 연암과 내림마루, 착
고에 의해 보호되었고, 또 보수 시 교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처마부 수막새
는 직·간접적 동파에 의해 홍두깨흙이 유실되어 낙하로 인해 결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축물에서 막새의 결손과 보수는 상시 일어나는 현상이자 행위이므로, 소규모 보수는
상시 행해지고, 지붕 위치별 교체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4면의 교체주기가 만날 때 대규모
중수(重修)가 행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손과 보수의 측면에서 지붕 기와의 교체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건물지 유적 발굴조사에 응용하면, 건축물의 방향과 막새의 분포양상에
따라 건물의 지붕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전제조건과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만, 남향한 건물 기준으로 동·서·남면에 오래된 막새가 집중되고, 북쪽에 가장 늦은 시
기의 막새가 출토되면, 우진각지붕일 확률이 높다. 또 동·서면에 가장 오래된 막새가 출
토되고, 남면에 중간시기의 막새, 북면에 가장 늦은 시기의 막새가 출토되면, 맞배지붕일
확률이 높다. 또 동·서·남면에 같은 시기의 막새가 출토되고, 그 상부에서 가장 빠른 시
기의 막새가 출토되며, 북면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막새가 출토되면, 팔작지붕일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소비지인 건물지 유적 조사 시 막새 분포에 대한 기록문제, 그리
고 막새를 편년하는데, 공반유물을 통한 하한연대 설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막새, 기와, 지붕구조, 보수, 건물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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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지금까지의 기와연구는 기와의 형식이나 양식, 편년문제, 국적문제, 생산과 수급 등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기와 수명과 교체주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교
체주기에 대해 언급된 시간 폭도 10년, 50년, 100년, 150년, 1000년 등 상당히 크다. 하지
만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된 바는 없는 듯하다. 실제 초축이나 증개축에 대한 기
록이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와수명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글
에서는 민족지 방법을 적용하여 현재 조사할 수 있는 조선시대 건물의 막새에 한정해 수
명과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80년에 지어진 현대 구조물에 올려져 있는 막새를 관찰하였는데, 약 40년이 지
난 지금 구조물 남쪽에 올려진 막새는 96%가 잔존해 있었고, 북쪽에 올려진 막새는 56%
가 잔존해 있었다. 즉, 남쪽은 4%가 결손된 반면, 북쪽은 44%가 결손되어 다른 형식의 막
새로 대체되었다. 또 암·수막새별로 살펴보면, 암막새 잔존률은 84%, 수막새 잔존률은
73%로 암막새 잔존률이 높았다. 구조물 전체를 보면 과거적 의미로 창건와라 할 수 있는
1980년에 올려진 막새 중 79%가 잔존해 있었고, 21%, 즉, 1/5은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었
다.〈그림 1·2·3〉 이러한 결과가 과거 건물에도 적용된 것인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
1)

고, 막새의 수명과 교체주기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1950년 이전에 제작된 기와가 남아있는 경주권역의 7동의 관아건물, 향교, 서원
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막새수명과 교체주기뿐 아니라, 지붕의 구조, 건물
지 발굴조사에서의 유물출토양상의 해석 등에 대하여 다뤄보겠다. 경주지역에서 이 7동
이외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현대기와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기록보존 차원에서 7동 모두 전수조사하였다. 고고학의 민족지조사 방법론을 적용하
였지만, 사례가 적어서 분석결과가 가설에 그치지만, 막새 교체패턴을 이해하는데, 시론
적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건물의 소실, 이건 등의 과정에서 막새가 최초로 즙와된 상태부터 원위치를 그대
로 고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소 무리는 있지만, 현재 상태의 관찰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고찰해 보겠다.

1)	이 글에 사용된 도면들은 실측도가 아니고, 기와(막새) 배치를 위해 모식도를 그린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실제 지붕 크기는 알 수
없으며, 도면은 판형에 맞춘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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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새 1형

수막새 2형

수막새 3형

수막새 4형

암막새 A형

암막새 B형

암막새 C형

암막새 D형

〈그림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게시판 구조물 암·수막새 기와 형

〈그림 2〉 막새배치도

〈그림 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내 게시판 구조물 사진(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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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분석
조사대상은 경주권역(경주 6동, 포항 1동 포함)의 7동의 건축물이다. 각 건축물의 가장
최근 보수시기와 글 작성을 위한 조사시기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건축물의 최근 보수시기와 조사시기
조사 건축물

최근 보수시기

조사시기

경주동헌 내아

?

2018년 8월

경주객사

1984년

2018년 8월

구강서원 문시묘

?

2018년 8월

서악서원 시습당

?

2018년 8월

옥산서원 무변루

1998년

2018년 9월

경주향교 대성전

1999년

2018년 9월

장기향교 대성전

?

2018년 10월

1. 경주문화원 내 경주동헌 내아(內衙)
현재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경주분관의
전시관으로 온고각(溫故閣)이라 이름하였고, 1975년 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유물을 이전
하기 전까지 주 전시관으로 이용하였다. 「구기도(경주읍내전도)」에는 현 위치를 내아(內
2)

衙)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막새는 11개 형, 암막새는 14개
형이 올려져 있다. 〈그림 4·5·6·25〉이 중 암막새F형은 1923년에 제작된 것이며, 암막
새A·B·C·D·E형, 수막새1·2·3·4형은 그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수(3차 보수)는 북편에 이루어졌는데, 수막새9형과 암막새N형
이 새롭게 올려졌다. 그 직전에 보수(2차 보수)는 수막새6형과 암막새H형으로 지붕 동·
서·남편과 합각부에 이루어졌다. 이때 동서 합각부의 암·수막새의 교체 비율을 살펴보
면, 수막새 42개 중 28개를 6형으로 교체하여, 66%를 교체하였다. 이에 반해 암막새 40개
는 H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100% 그 이전 시기 암막새가 합각부에 남아 있었다.(1차 보
수) 다만 가장 최근 보수(3차 보수)에서 합각부에 올려진 12개(44%)를 교체하여, 합각부에
3)

서는 수막새의 교체가 암막새의 교체보다 빨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경주시사』 3, P.278.
3)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1,2,3차 보수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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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각부에는 수막새2·3·4·5형의 빠른 시기 수막새와 암막새A·B·C·D·E형이
동서남북 4면 보다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암막새A·B·C형은 명문을
알 수 없지만, 다른 특징으로 볼 때 이 글 옥산서원 암막새D형과 같이 강희(康熙)연간에
제작된 오래된 막새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내아 지붕에서는 합각부에 가장 오래된 막새가 많이 남아 있었으며, 동·
서·남면에 중간시기의 막새, 북면에 가장 늦은 시기의 막새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막새A형 : ▒手 王▒/ ▒甲宍(?)秋月作/ ▒手 ▒▒

4)

암막새F형(1923년) : 大正十二年/ 隂發夌三月日造

내아 남면

내아 북면

내아 동면

내아 서면
〈그림 4〉경주동헌 내아(內衙)

1형

2형

3형

4형

4)	마모로 판독할 수 없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고, 古字로 정확히 판독이 어려운 경우는 (?) 표시를 하였다. / 는 행바뀜을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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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

6형

7형

9형

10형

11형

8형

〈그림 5〉 경주동헌 내아 수막새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N형
〈그림 6〉 경주동헌 내아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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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주객사(慶州客舍)
경주객사는 동경관이라 하였고, 고려 충숙왕 경신년(1320년)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고
려말 이미 있었으며, 다시 1463년 화재, 1552년 화재, 1590년에 화재가 있었다. 선조36년
(1602)에 남청방 빈터에 정청 및 동서헌을 지었고, 1725년 중수되었으며, 정조10년(1786)
에 부윤 김이용(金履用)이 다시 지었다. 이후 1907년부터는 공립경주보통학교 교사로 활
5)

용하다가, 1952년 경주교육청을 신축하면서 중앙건물인 대청과 동헌을 철거하였다.

대청과 동헌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현재 동쪽은 맞배지붕 형태이고, 서쪽은 팔작지
붕 형태로 남아 있다. 객사에 사용된 수막새는 13개 형, 암막새는 22개 형이다.〈그림7·
8·9〉 명문이 있는 암막새는 아래와 같다.〈표 2〉
〈표 2〉 경주객사 명문 암막새
막새형

연대

명문

암막새A형

1613

萬曆四十一年/ 月日造

암막새B형

1613

萬曆四十一年/ 月日造

암막새C형

1703

康熙四十二年/ ▒三月日/ 造瓦

암막새D형

1703

康熙四十二年/ ▒三月日/ 造瓦

암막새E형

1786

乾隆五十一年/ 三月日造

암막새F형

1786

乾隆五十一年/ 月日造

암막새I형

연도미상

春三

암막새L형

1884

大淸/ 緖▒年/ 甲申四月日初八日/ 瓦匹梁山/ ▒手/ ▒手

암막새M형

1948

단기四二八一년/ 十一월일만듬

암막새N형

1984

西紀一九八四年/ 保護閣建立

경주객사에 사용된 1613년, 1703년, 1786년에 제작된 암막새는 2가지 형태로 만들어졌
다. 경주객사 4면에 올려진 막새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북쪽에는 수막새8형과 암막
새O형의 가장 최신 막새가 올려져 있다. 그 이전의 보수는 수막새12형과 암막새M형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면과 남면은 수막새를 중심으로 교체되었다.〈그림 26
참조〉
현재 남면은 수막새5형과 암막새E형(1786)막새가 많이 잔존해 있으며, 동쪽 맞배지붕
합각부의 수막새는 대부분 12형으로 교체되었고, 암막새는 E형(1786)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서쪽 지붕 처마부에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수막새12형과 암막새M형의 가장 늦은

5)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경주시사』 3,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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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막새들로 교체된 반면, 합각부에는 수막새6형과 암막새E형(1786)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남면과 동면과는 다른 잔존상태를 보인다. 수막새6형은 이전 보수와라 판단된다.
결국 남면과 동면, 서면 처마, 서면 합각부, 북면 5곳의 막새 잔존상태가 다른데, 암막새
를 기준으로 보면, 북쪽 → 서면 처마 → 동면 합각부, 서면 합각부 → 남면 순으로 4면의
막새 잔존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객사 동면

경주객사 서면

경주객사 남면

경주객사 북면
〈그림 7〉 경주객사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8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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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형

13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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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형

11형

12형

〈그림 8〉 경주객사 수막새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N형

O형

P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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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

R형

U형

V형

S형

T형

〈그림 9〉 경주객사 암막새

3. 구강서원(龜岡書院)
1692년(숙종 18)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제현(李齊賢)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이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
다가 1917년 복원되었다. 구강서원 내 묘우(廟宇)인 문시묘(文始廟)를 조사하였다. 문시
묘에 사용된 수막새는 6개 형, 암막새는 4개 형이다.〈그림 10·11·12〉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의 암막새B형으로 기록의 창건연대인 1692년 보다 약 35년 빨리 제작된
것이다.
암막새B형(1657) 明崇禎丁/ 丑後二十一年丁酉/ 三月日金星州/ 祠宇蔽雨之具/ 蓋瓦玄哲
/ 克冥
문시묘는 최근 수막새5형과 암막새C형으로 동서남북 4면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졌
다.〈그림 27 참조〉 그 이후 그림 27의 P3~P4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붕 북면의 서쪽 수막새들
은 가장 최근 수막새6형으로 교체되었다. 동쪽 합각부 최상부에서 북쪽으로는 수막새4형
과 암막새B형이 잔존해 있고, 서쪽의 경우 수막새1형, 2형, 4형, 및 암막새A형, B형이 일
부 잔존해 있다.
지붕에 올려진 막새를 통해 오래된 막새의 잔존상태를 나열하면 동·서 합각부 → 남면
→ 북면 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의 가장 오래된 막새들은 동·서 합각부에 남
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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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서원 남면

구강서원 북면

구강서원 동면

구강서원 서면
〈그림 10〉 구강서원 문시묘

1형

2형

5형

6형

3형

4형

참고도면 수막새1형

〈그림 11〉 구강서원 문시묘 수막새

A형

B형

C형

〈그림 12〉 구강서원 문시묘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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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4. 서악서원(西岳書院)
서악서원은 1563년(명종 18) 경주부윤 이정(李楨)을 중심으로 김유신의 위패를 모시며
창건하였고, 1963년(명종 18) 설총과 최치원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였다. 이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0년(선조 33)에 부윤 이시발(李時發)이 일부 중수하고, 1610년에 부윤 최
6)

기(崔沂)가 중창하였다.

서악서원은 정면이 동향한 건물이다. 조사대상은 강학공간인 시습당(時習堂)을 조
사하였다. 서악서원 시습당에 사용된 수막새는 9개 형, 암막새는 13개 형이다.〈그림
13·14·15〉 내용을 알 수 있는 암막새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서악서원 명문 암막새
막새형

연대

명문

암막새B형

1522~1566

裴同▒▒山小山/ 嘉靖己▒▒▒▒/ 李仁亨化主道尙

암막새C형

1612

萬曆四十年壬子四月/ 日造化主印(?)修比丘/ 供養主惠一比丘/ 大功德主信(?)淡比丘/
施主竺令(?)比丘/ 大施主鄭老兩主/ ▒大施主主張守兩主/ 道玄比丘

암막새D형

1683

…/ 鄭▒曾▒▒/ 鄭 ▒曾/ 元玉宝▒▒▒/ 金斗命▒▒▒/ 孫己▒兩主別▒/ ▒甲▒
▒▒▒/ ▒▒ 鄭命▒/ ▒▒▒ 大▒▒/ ▒淳 卓▒/ 康熙二十二年三月/ …/ …

암막새E형

연대미상

癸巳三月日法堂/ 蓋瓦成造肋緣記/ 別座偉雄供鎭(?)彩(?)/ 元化主秩敏卞豪(?)岮(?)/
▒行秀欣秀旭淡淑/ ▒手▒▒李太一李別▒/ 施主李春白李德…/ 是花哲明李哲良申▒/
金太民李▒龍旺(?)玄…/ 時僧▒廣▒執▒僅/ 首僧▒印三宝彐/ ▒▒嵗▒修/上

암막새F형

연대미상

癸巳三月日法堂/ 蓋瓦成造肋緣記/ 別座偉雄供鎭(?)彩(?)/ 元化主秩敏卞豪(?)岮(?)/
▒行秀欣秀旭淡淑/ ▒手▒▒李太一/ 施主李春白李德…/ 是花哲明李哲良申▒/
金太民李▒龍旺(?)玄…/ 時僧▒廣▒執▒僅/ 光首僧▒印 三宝彐/ ▒▒嵗▒修/上

암막새G형

1654

順治十一年/ 甲午二月/ 二十八日/ ▒/ 僧人

암막새I형

연대미상

西秩/ 棐士世/ 逍奉 吉/ 僅伯 能右/ 思伯 道云/ 施主丹春保作/ 乙亥四月日/
別座 太悟/ 供養主/ ▒▒

암막새J형

연대미상

西秩/ 棐士世/ 逍奉 吉/ 以伯 能/ 忠伯 道云/ 施主丹春保作 /乙亥四月日/ 別座 太悟/
供養主/ ▒▒

암막새M형

연대미상

…施主/ …/ …貝林之/ …

서악서원은 최근에 수막새6형과 암막새J형으로 대규모 보수가 있었다. 암막새J형은 암
7)

막새I형을 모방한 현대기와이다. 이후 수막새9형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보수로 동서남북 4면의 양상은 비슷하다. 다만 서면에는 여러 종의 암막
새가 남아있다.〈그림 28의 P3~P4〉 또한 북면과 남면 합각부에는 빠른 시기의 수막새와
암막새가 많이 잔존해 있다. 시기별로 나타내면, 남·북면 합각부 → 동·서·남·북면

6)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경주시사』3, pp.606-607.
7) 암막새J형은 암막새I형을 모방한 현대 막새인데, 오기(誤記)가 있다.

기와 결손·보수로 본 지붕구조의 가설적 복원

51

처마 순으로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암막새 명문 중에 施主, 比丘, 兩主, 法堂 등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많이
보여 사찰에 사용하던 기와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서악서원 동면

서악서원 남면

〈그림 13〉 서악서원 시습당

서악서원 북면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8형

9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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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악서원 시습당 수막새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그림 15〉 서악서원 시습당 암막새

5. 옥산서원(玉山書院)
이언적(李彦迪)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1572년(선조 5) 경주부윤 이제민(李齊
8)

閔)이 지방 유림의 뜻에 따라 창건하였다. 헌종 4년(1838)구인당은 화재를 입었다. 현재
본당인 구인당(求仁堂)은 최근 새롭게 개와되었다. 구인당의 경우 4면을 최근 만들어진
기와로 새롭게 개와하였고, 합각부에만 오래된 수막새가 잔존해 있다.〈그림 16〉
옥산서원 전체에서 1950년 이전에 제작된 기와가 많이 남아 있는 무변루(無邊樓)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그림 16〉 무변루에 올려진 수막새는 21개 형, 암막새는 25개 형이
다.〈그림17·18〉 명문이 새겨진 암막새는 아래와 같다.

8)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경주시사』 3, pp.60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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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옥산서원 암막새
막새형

연대

명문

암막새A형

1609

萬曆三十七/ 年乙酉▒

암막새C형

연대미상

甲辰/ 八月/ 日造

암막새D형

1704

康熙四十/ 二年甲申/ ▒月日靑/ ▒庵重創/ ▒▒▒▒/ ▒▒▒▒/ …

암막새O형

1626

天啓六年/ 三月日造

암막새I형

연대미상

▒九月日/ …/ 下

암막새J형

1674

崇禎/丁丑後/ 三十八年/ 甲寅四/ 月日

암막새K형

1694

崇禎後六十/ 年甲戌七月/ 日造

암막새L형

1782

乾隆丙辰後/ 四十七年壬寅/ 八月日造

암막새M형

연대미상

판독불가

암막새N형

연대미상

판독불가

암막새G형

연대미상

乙酉四月日

암막새P형

1821

道光拾(?)玖(?)年/ 乙亥六月日造/ 工人 曺日文

암막새R형

연대미상

亥七月日造

옥산서원은 서향하였고, 무변루는 원래 맞배집으로 보인다. 이후 양쪽에 지붕을 덧댄
9)

형식이다. 동서 처마와 남쪽 합각부, 북쪽 합각부에는 다양한 형식의 막새가 올려져 있
다. 막새를 올린 규칙성을 찾기 어려워 시기적 차이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그림 29의
10)

P1점에서 20번까지 암막새W형인 최근 암막새가 올려져 있다.

그리고, 남과 북쪽에 덧

댄 지붕에는 현대 암막새V형으로 교체되어 있다. 이 경우 오래된 순서를 나열하면, 서향
한 공간에서 주건물이 아닌 문인 경우 서쪽처마, 북쪽, 남쪽 합각부 → 동쪽 처마 → 남북
덧댄 지붕 순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9) 지금까지 앞서 설명한 자료와는 건축물의 방향과 지붕구조에 차이가 있다.
10)	이 글은 북쪽 기와가 가장 빨리 교체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글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무변루의 동쪽이 구인당에서 보이는 내부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최신 막새로 교체한 것으로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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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서원 동면

옥산서원 서면

옥산서원 남면

옥산서원 북면

옥산서원 구인당

옥산서원 구인당 현대 막새
〈그림 16〉 옥산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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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8형

9형

10형

11형

12형

13형

14형

15형

16형

17형

18형

19형

20형

21형
〈그림 17〉 옥산서원 무변루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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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N형

O형

P형

Q형

R형

S형

T형

U형

V형

W형

X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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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형
〈그림 18〉 옥산서원 무변루 암막새

6. 경주향교(慶州鄕校)
1402년(성종 23) 경주부윤 최응현이 중수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0년
(선조 33) 경주부윤 이시발이 대성전과 전사청을 중건하였다. 이후 1999년에 연목 이상을
11)

해체하여 수리하였다.

경주향교에 사용된 수막새는 4개 형, 암막새는 7개 형이다.〈그림 19·20·21〉 최근에
수막새4형과 암막새F형으로 동서남북 4면 모두 보수되었다. 따라서 남쪽과 북쪽은 현재
같은 상황이고, 동쪽 합각부에는 수막새1, 2, 3형, 암막새D형이 일부 남아 있고, 서쪽 합
각부에는 수막새2, 3형과 암막새A, B, D, G형이 남아 있다. 경주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
되었고, 1600년 중건된 기록이 있는데 암막새B형은 중건와라 봐도 좋다. 동서남북 전체
암막새 비중에서는 420년 정도가 경과한 지금 17% 정도가 잔존해 있어 잔존률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서쪽 합각부만 살펴보면 암막새 54개 중 39개가 창건와로
무려 72%가 잔존해 있어서 오래된 막새가 합각부에 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0〉
〈표 5〉 경주향교 명문 암막새
막새형

연대

명문

암막새B형

1601

萬曆二十/ 九年造作

암막새C형

연대미상

판독불가,
경주객사 암막새A형(1613) 萬曆四十一年/ 三月日造 와 유사한 형태

암막새A형

1680

康熙十九/ 年▒申▒月日/ …

암막새G형

1703

康熙四/ 十二年五/ 月日造

암막새D형

1830

道光十年/ 庚寅八月日

11) 문화재청, 2014, 『경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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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향교 남면

경주향교 북면

경주향교 동면

경주향교 서면
〈그림 19〉 경주향교 대성전

1형

2형

3형

4형

〈그림 20〉 경주향교 대성전 수막새

A형

B형

C형

E형

F형

G형

D형

<그림 21〉 경주향교 대성전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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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장기향교(長鬐鄕校)

조선 태종 5년(1405)에 처음 지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선조 33년(1600)에 다시
지었다. 이후 정조 9년(1785)에 마현동으로 옮겨지었고, 1931년 군수 김영수가 장기읍성
13)

내 구객관을 수리하고, 위패를 모셔 지금의 향교로 전해오고 있다. 〈그림 22〉
장기향교 대성전에 사용된 수막새는 8개 형, 암막새는 5개 형이다.〈그림 23·24〉 수막새
1, 2형과 암막새A형은 형식적으로 1931년 제작된 기와는 아니고, 그 이전에 제작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다. 대성전은 맞배지붕인데, 최근 동서남
북 4면 모두 수막새3형과 암막새C형으로 보수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북면은 다시 수막
새6형과 암막새E형으로 부분 보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서 합각부에 수막새1·
2형과 암막새A형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고, 북면 일부에도 암막새A형이 남아 있다.
〈그림 31〉
따라서 현 지붕의 상태에서 오래된 막새가 남아 있는 순으로 나열하면, 동·서합각부·
북면 일부 → 남면 → 북면 순이 된다.

장기향교 남면

장기향교 북면

장기향교 동면

장기향교 서면
〈그림 22〉 장기향교 대성전

12) 장기향교는 경주에 위치한 유적은 아니지만, 경주지역의 자료가 적어서 포항지역의 한 유적을 포함하였다.
13) 포항시사편찬위원회, 2010, 『포항시사』 3,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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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8형

〈그림 23〉 장기향교 대성전 수막새

A형

B형

C형

D형

E형
〈그림 24〉 장기향교 대성전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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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경주동헌 내아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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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경주객사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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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구강서원 문시묘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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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악서원 시습당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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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옥산서원 무변루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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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경주향교 대성전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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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장기향교 대성전 막새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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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분석 결과
지금까지 경주권역의 1950년 이전에 제작된 막새가 남아있는 7동의 목조건축물을 살펴
14)

보았다.

건물의 규모와 지붕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막새는 8~21개 형, 암막새는 5~24개
형이 사용되었다. 현재 건축물에 올려져 있는 막새의 제작연도와 막새의 존속기간인 수
명이 일률적이지 않고, 길게는 400년까지도 동시에 병존한다. 즉, 막새의 형식이나 양식
이 건물의 시간성을 단선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여러 형식이나 양식이 한 건물에 병존한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물지 발굴조사에서 여러 종의 막새가 한 개 층에서 출토
된다면, 제작시기와 즙와시기는 인정할 수 없고, 폐기시기가 같은 막새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조사사례 7동이 폐기되어 이후 발굴조사 된다면, 앞서 말한 많은
형의 막새들이 같은 층에서 출토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막새 유형
보다 암막새 유형 수가 많았다. 내아(수막새 11, 암막새 14), 객사(수막새 13, 암막새 22),
구강서원(수막새 6, 암막새 4), 서악서원(수막새 7, 암막새12), 옥산서원(수막새 21, 암막
새 24), 경주향교(수막새 4, 암막새 7), 장기향교(수막새 8, 암막새 5) 등이다.
먼저 막새의 수명은 기년명 암막새로 판단컨대 서악서원 450년, 경주향교 415년, 경주
객사 403년, 옥산서원 407년, 구강서원 359년 등 현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400년 정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 중 경주동헌 내아, 경주객사, 서악서원, 경주향
교, 장기향교 모두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새로 중건된 것이므로 막새 수명은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암·수막새의 수명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막새와 수막새의 결손율을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이 건물의 존속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용된 수막새의
15)

양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림 37〉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
데, 수막새는 홍두깨흙의 유실로 인해 접착력이 떨어져 낙하하여 결손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겨울철 동파(凍破)에 의한 것인데, 기와 자체에 대한 동파와
함께 지붕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알매흙과 홍두깨흙을 동결시켜 점성을 떨어뜨리게 하
고, 또 수막새의 경우 아귀토가 없어 홍두께흙의 유실이 심하였다. 또 단순히 겨울철 동
파뿐 아니라 하절기 장마와 같은 우천에도 홍두깨흙은 유실되었다. 이런 원인이 수막새

14)	경주권역에서 1950년 이전 기와가 남아 있는 건축물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자료가 점점 멸실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권역에서도
많은 자료가 멸실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15)	원통형 구조의 표면적이 적은 수막새가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암막새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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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손을 가중시켜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수막새로 대체될 수밖에 없어 회전
률이 높았다. 이렇듯 처마부의 수막새는 결손이 많이 생기지만, 처마부 암막새의 경우 아
래에 연암(椽含)이 받쳐주고, 또 알매흙의 유실은 거의 없었다. 또 양쪽 수막새 상당 부분
이 암막새 상부를 덮어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막새의 교체주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처음 문제제기에서 밝혔듯이 북쪽
의 기와가 빨리 결손되어 새로운 형으로 대체되는 주기가 빨랐다. 지금까지 지붕에 남아
있는 막새를 살펴본 결과 지붕구조와 방향에 따라 막새의 잔존상태가 다른 것을 확인하
16)

였다. 남향 맞배지붕인 경우 좌·우 합각부 → 남면 → 북면 순으로 오래된 기와가 많이
잔존해 있었으며, 남향 팔작지붕인 경우 좌·우 합각부 → 동·서·남 처마 → 북쪽 처마
순으로 오래된 기와가 많이 남아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북쪽에 올려진 막새의 결손이 가장 빨랐고, 맞배지붕이
17)

든 팔작지붕이든 좌우 합각부에 올려진 기와가 가장 오래된 형인 경우가 많았다.

맞배

지붕과 팔작지붕의 합각부에 사용된 암막새와 수막새의 잔존율이 높은 이유는 연암이 설
치되어 아래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였고, 상부에서 내림마루가 눌러 고정하는 역할과 착
고까지 덮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암·수막새가 잘 보존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
18)

합각부에 놓이는 막새는 수리할 때 잘 교체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림 34〉
이상과 같이 막새의 수량, 막새의 수명, 막새의 교체패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
으로 건물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암막새보다 수막새의 출토수량이 많은 이유를 앞의 상황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6)	조사대상 중 우진각지붕인 예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에 비해 간단한 지붕구조이므로 방향에 따른 막새의
잔존과 교체를 예상할 수 있다.
17)	옥산서원 무변루와 같이 서향한 문루일 때, 그리고 원래 맞배지붕이지만, 이후 지붕을 덧붙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18)	합각부에 놓이는 막새의 교체주기가 늦은 것은 시각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추측 가능하다. 시각적으
로는 높은데 위치하여 잘 보이지 않고, 기능적으로는 풍판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방수에 전혀 영향을 미지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용적인 측면은 합각부 막새의 전면교체를 위해서는 내림마루를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보수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중수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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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막새 수명과 교체주기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기년명자료를 근거로 막새의 수명은 4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여, 새로운 형식의 막새로 대체된다. 여기서 일시적이고
상시적인 소규모 보수와 대규모의 계획된 중수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앞의
막새의 교체패턴을 통해 중수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료로는 경주
객사의 사례가 가장 정형성을 보이므로, 막새의 교체패턴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경주객사의 경우 명문암막새를 통해 1613년, 1703년, 1786년, 1884년, 1948년 약 80년 주
기로 기와가 공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북쪽에 대한 보수는 더 자주 수시
로 있었고, 서쪽 합각부에는 암막새A(1613), E(1786), M(1948)형이 올려져 있어, 각 173년
과 162년이 지나 합각부에 대한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팔작지붕 건물을 기준으로 북쪽 보수주기, 동·서·남면 처마부의 보수주기, 동·
서 합각부의 보수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 32〉와 같이 보수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
리고 3부분에 주기가 만나는 170년 전후, 350년 전후에 대규모 중수(重修)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수는 상시적인 것이며 중수(重修)는 지붕 전부를 교체하고, 하부 목조
가구의 수리까지 일어나는 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 32〉 대규모 중수 주기

〈그림 33〉 암·수막새 사용량 비교

〈그림 34〉 합각부 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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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파 훼손 사례

〈그림 36〉 동파 훼손 사례

〈그림 37〉 동파 결손 사례

〈그림 38〉 동파 훼손 사례

Ⅴ. 지붕구조 추정 및 발굴조사 응용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남향 건물 기준으로 북쪽의 막새가 가장 자주 교체
되었다. 다음으로 동·서·남 처마부 막새가 교체되고, 가장 늦게 동·서 합각부의 막새
가 교체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건물지 발굴조사 시 막새의 출토수량과
위치에 따라 지붕구조를 복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
다. 먼저 기능 상실 후 기와 재사용을 위해 사용가능한 기와를 분리해서 수거해 가지 않
았어야 한다. 또 건물이 쓰러진 후 폐와층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 행위가 없어야 한다. 그
19)

리고 주변 건물의 폐와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19)	기와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건축부재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의 기능이 상실된 후 재사용을 위해 기와를 분리수거해 간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외 화재건물지의 경우에는 불 받은 기와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화재건물지가 어떤 형태로 붕괴되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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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여러 조건들이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동·서·남면에 같은 시기의 막새가 출토되
고, 북쪽에 늦은 시기의 기와가 출토되면 우진각지붕이라 추정할 수 있다. 동·서면 양면
에 오래된 막새가 많이 출토되고, 남면, 다음 북면 순으로 늦은 시기의 막새가 많이 출토
되면, 맞배지붕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동·서·남면에 비슷한 시기의 막새가 출토
되고, 그 상면에 가장 오래된 막새가 덮여지며, 북면에 가장 늦은 시기의 막새가 많이 출
토되면, 팔작지붕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기
와 교체주기에 따라 언제 교체가 일어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까지 목조건축물의 고증을 기단, 적심과 초석에만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막새의 산포범
위, 상태, 수량에 따라 지붕구조도 유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그림 39 참조〉
20)

또 한가지 암막새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처럼 암막
21)

새의 출토량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암막새가 출현하는 이전 시기의 건물지에

서도 수막새의 정확한 편년안을 통해 지붕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으로 소비지 유적인 건물지 유적 발굴조사 시, 폐기층의 공반유물을 통해 기와의
하한연대를 설정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새의 경우 약
400년 이상된 막새가 한 건물에 병존하며, 같이 폐기될 경우, 우리가 이것을 하한연대에
맞춰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또 불과 400년전 출발해 지금 현
상황에서 생산시의 암·수 세트막새를 양식이나 형식으로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생산 시의 암·수 세트막새를 찾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탈색의 정도(색조), 연화된
정도(마모, 질감), 태토성분(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성분과 배열)이 세트를 찾는 가
장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 건물지 유적 조사 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지만, 지붕이 그대로 내려앉아 노출
22)

될 경우 기록문제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와연구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

는 지붕구조와 관련된 것이고, 기와의 출토양상을 통해 지붕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면, 발
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즉, 기와의 분포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선
행된다면 지붕구조 복원도 가능하다.

20)	박홍국, 2003, 「三國史記 屋舍條의「唐瓦」란 무엇인가?」, 『불교고고학』 제3호, pp.25-36에서는 암막새를 당와로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녹유와를 당와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유식, 2002, 「통일신라 녹유와의 검토」, 『동악미술사학』 제3호, 동악미술사학회,
pp. 291-302.
2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경주용강동원지유적』.
22)	실제 발굴조사에서 앞서 기술한 전제조건를 만족하며, 노출되는 건물지의 수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간혹 그대로 건물이 내려앉은
건물지 유적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막새뿐 아니라 평기와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 실측과 기록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기와 결손·보수로 본 지붕구조의 가설적 복원

73

맞배지붕의 폐기 후 막새 분포

우진각지붕의 폐기 후 막새 분포

팔작지붕의 폐기 후 막새 분포
〈그림 39〉 지붕형태별 폐기 후 막새 분포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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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주권역에서 조사한 7동의 건축물은 여러 동으로 구성된 유적지 중 가장 주기능
을 담당하는 건축물 그리고 가장 오래된 막새가 많이 남아있는 건축물 한 동씩 선별해 조
사한 것이다. 즉, 한 개 건축물에 많은 종류의 막새가 올려지는 것은 중수(重修)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적 전체 건물의 상시 보수(補修)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수의 막새형이 출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법으로는 평기와의 교체주기를 다루
지 못했다. 다만, 평기와의 교체주기는 막새보다 더 빠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수가 필
요한 구역의 평기와 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한쪽 구역을 채우고, 새 기와는 보
수부에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평기와의 경우 직접적인 동파가 수명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5·36·37·38〉

Ⅵ. 맺음말
이상 경주권역 7동 건물지를 조사해 막새의 수명과 교체주기, 지붕구조에 대한 복원을
시도해보았다.
막새의 수명은 400년 이상일 수 있으며, 건축물이 놓여진 방위에 따라 막새 교체주기
가 달랐는데, 확실한 것은 공통적으로 북쪽이 가장 자주 교체되었다. 다음으로 동·서·
남면, 다음으로 합각부 순이었다. 합각부의 막새가 잘 보존되는 이유는 연암과 내림마루,
착고 등에 의해 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보수 시 잘 교체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했다. 그리
고 각 위치별 교체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와 중수를 구별하여, 4면의 보수주기가 겹치
는 시기에 대규모 중수(重修)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여러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에는 항상 가장 오래된 시기의 막
새가 합각부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건물이 폐기된 이후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막새의 분포양상에 따라 지붕구조를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사과
정에서 자료가 양호할 경우 전수조사와 같은 기록문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비지 유적에서 폐와층의 공반유물에 의한 하한연대에 대하여 의문이 남
게 되었다. 발굴지에서의 기와유물을 다루는 기록과정을 재검토해보고, 합리적인 해석방
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와를 다시 올리는 과거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의 기와 교체패턴은 현대기와로 건축물과 막새
도상의 의미부여도 없이 전면적으로 전통건축의 기와를 갈아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은 전통문화 보존에 커다란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명문막새는 문자기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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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가치도 중요한데, 점차 멸실되고 있는 멸실문화재라는 재인식이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표본 수집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 글은 경주권역의 건물 7동에 대한 조사기록이다. 민족지 조사방법으로 실제 지금까
지 올려진 기와를 실측해 표기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창건부터 지금까지의
지붕 전체 그리고 개별 막새에 대한 보수과정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차후 어떠한 양상으로 막새가 교체되는지 살펴보았으면 한
다.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양상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지
역의 관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 점은 차후 보완해 나가겠다. 또 교체
양상과 주기는 예외적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물이 위치한 지형적 조건과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위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도 보완해 보겠다. 다
만, 앞서 밝혔듯이 건물지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상부구조에 대한 복원은 지하에서 노출
된 유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와(막새)의 출토위치와 출토량을 면밀히 조사해 적용
가능한 것인지 활용되고 검증되길 바란다.
▶논문접수일(2018.8.28) ▶심사완료일(2019.1.31) ▶게재확정일(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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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tical restoration of roof structure shown
by loss and repairs of roof tile
Yoon-sung Roh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Museum)
It appears tha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life and replacement cycle of roof tiles
in roof tile research. Regarding this issue, the ethnography investigation method was used
to show the location of and investigate antefix for seven buildings including government
buildings, Confucian schools and lecture halls that still have antefix produced pre-1950 in
the Gyeongju region.
There were different antefix losses and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bearing of
buildings and roof types. Based on buildings facing south, the antefix on the northern side
were replaced the most frequently, regardless of the roof type. Next, the antefix on the
eaves of the east, west and southern sides were replaced, and the replacement cycle of the
gable part was the latest, thus having the oldest antefix.
The life of antefix used in buildings included that of over 400 years and there were
also cases in which over 20 types of female and male antefix were placed on the same
building. In addition, the preservation rate of female antefix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male antefix, and the loss rate of male antefix was high, thus showing that the longer
the life of the building, the more male antefix were used. Furthermore, the reason why the
survival rate of antefix of the gable was high was because it was protected by soft rock,
inclined floors and male roof tiles, and there was a tendency of not being replaced during
repairs. On the contrary, male antefix on the eaves lost the filling sand due to direct and
indirect freezing and rupture, thus being damaged and lost due to falling.
Loss and repair of antefix in buildings was an ordinary phenomenon and action, and
small-scale repairs occurred regularly, while the replacement cycle per roof position were
different, and therefore, large-scale remodeling was presumed when the replacement cycle
of all four sides coincided. Thus, the replacement pattern of roof tiles from the perspective
of loss and repairs can be understood.
By applying the above results for building remains excavation studies, it is possible
to presume the roof structure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mode of antefix and
the direction of the building. There are many prerequisites and exceptions, but based on
buildings directed south, if the old antefix are concentrated in the east, west and southern
sides, while the latest antefix is excavated from the north, the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t is a hipped roof. Also, if the oldest antefix is excavated in the east and western sides
and antefix of medium periods is found in the south and the latest antefix is excav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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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it being a gable roof. Also, if antefix from the same
period is excavated in the east, west and southern sides and antefix from the earliest period
is excavated on top of it, while the latest antefix is excavated from the nort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it being a hipped and gabled roof.
Based on the above content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records
issues on antefix distribution during building remains studies, which is the consuming site,
and to set a floor era through associated relics in chronological recording of antefix.
Key words : Antefix, Roof tile, Roof structure , Repair, Building site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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