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에 수록된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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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분야

과정명

대상

인원
(명)

모집
공고

교육
기간

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50

3.3

3.26
(1일)

- 발굴현장 보건·안전관리 실무 등

조사기관 운영 실무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40

5.26

6.11
(1일)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조직 관리·운영법

유물의 이해와 실측

준조사원
~보조원

40

6.2

6.22~25
(4일)

SHAPE파일 작성과 활용

조사원
~보조원

40
x4회

6.16

7.6~9
(5일)

- SHAPE파일 작성 및 활용법

매장문화재 콘텐츠 제작과
활용

조사원
~보조원

40

7.14

8.5~6
(2일)

- 매장문화재

활용 콘텐츠 사례 및
활용법

석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준조사원
~보조원

40

8.18

9.7~10
(4일)

- 석기 제작 실습 및 실측실습 등

유적확인조사 실무

조사원
~준조사원

40

9.15

10.6~8
(3일)

- 지표조사 실습을 통한 조사법 및 실무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조사원
~준조사원

40

10.20

11.10~12
(1일)

- 국가귀속 행정절차 및 유물 관리법 등

과정명

대상

인원
(명)

모집
공고

교육
기간

주요 내용

연구사와 편년

조사원
~보조원

기당
50

3.24
8.25

4.16(1일)
9.15(1일)

- 시기(권역)별 물질문화의 특징과 변천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이론

준조사원
~보조원

50

4.14

5.7(1일)

- 매장문화재 관련 기초 실무 이론 등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의
이해

책임조사원
~보조원

50

5.4

5.28(1일)

- 매장문화재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자기의 변천과 발전

조사원
~보조원

50

5.26

6.18(1일)

- 자기의 변천과 출토유적, 조사방법 등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조사원
~보조원

50

11.6 11.26(1일) - 신기술의 적용과 활용사례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

책임조사원
~준조사원

50

6.30

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

조사단장
~보조원

50

9.29 10.22(1일) -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자기관리 등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주요 내용

- 기초 유물 실측 방법과 유의점

비대면교육
분야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소양
교육

※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은 신청인원 및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23(1일)

- 조직 활셩화를 위한 팀워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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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토 기와의 종류와 의미

최태선 | 중앙승가대학교

Ⅰ. 들어가며
1. 기와는 지붕을 덮는 부재
2. 기와는 건물지에서 출토 量도 많고,
출토 양상과 출토 상태가 다양

Ⅱ. 기와의 정의와 특징
1. 기와 종류와 정의
2. 기와의 시, 공간적 속성
3. 기와를 통한 조사현장(유적)의 규명 (그림6)

Ⅲ. 시, 공간적 규명을 위한 기와 유물의 분류작업
1.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Ⅳ. 수습된 기와유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1. 관찰법
2. 탁본, 실측, 사진- 보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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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기와는 지붕을 덮는 부재.
국내에서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 및 근대까지 권위건물에 사용되었던 부재.
유적에서 기와유물이 출토되는 경우, 대부분
- 기와 출토유적은 국가시설 및 종교시설 등 위격이 있는 시설로 이해,
- 일반가옥이라 하더라도 기단과 초석을 갖추어야 기와를 올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근 건물지와 고고학적인 차이를 보임.(조사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조사방법 설정이 필요)
- 같은 기와건물이라 하더라도 권위시설과 관련된 배치나 구조 등 매뉴얼을 생각.
- **강연자는 건물지 중 특히 기단구조와 기와와의 관련성을 고고학적으로 강조함.**

<그림 1>

<그림 2>

2. 기와는 건물지에서 출토 量도 많고, 출토 양상과 출토 상태가 다양
- 우선 어떤 자료를 수습하고, ‘遺物化’ 할 것인가 부터 고민.
* 소편이라도 시간. 공간을 확정하는 자료의 체크와 수습.(현장고고학 방법론),
* 완형위주의 미술사적 견해의 수습,
* 무작위 통계샘플적인 수습 등 ......
조사자들 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되고, 해석되고, 편년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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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을 통해 조사자 개인의 기준(편년적, 공간적)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
* 건물지 유적·유구의 성격과 시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반되는 기와유물에서 의미와 해석방법
을 찾아야 하는 비율이 높다.
- 와전류는 다른 유물(토,도류)에 비해 건물지와 직접 관련된 구조물이기 때문이고,
- 토, 도류의 경우는 유구내부에서 전개되는 간접적인 유물이므로, 시간성과 공간성에 더 밀접하게 작용.

Ⅱ. 기와의 정의와 특징
1. 기와 종류와 정의

<그림 3>

<그림 4>

2. 기와의 시, 공간적 속성
<표 1> 기본기와(암기와, 수키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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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포목

점토

타날판

공
정

통의 구조
통의 크기
통의 분할선

포목 감기

점토판의 구성
(점토뉴, 점토판)
점토 재료

타날판의 크기
타날판 면의 구성
타날행위방향

흔
적

통의 세판흔적
(모골 / 원통)
분할계선

포의 철합흔
(모골/원통)
포목 연철흔
포목 륜철흔
포목의 경위

점토뉴흔
점토판흔
사절방향흔적

타날판 크기 흔적
(단위문양)
타날순서/방향
2차정면

기타
통에서 제거
내면깍기
건장치기
분할
단부내면깍기
와도흔
단부 건장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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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 충주탑평리무문암막새

도.5 (황80) 당초문평와당

1

도.6 (황77) 당초문평와당

<그림 5> 암막새, 수막새 속성

3. 기와를 통한 조사현장(유적)의 규명 (그림6)
(A) 공간성 규명: 기와유물의 속성을 통해 유적성격을 규명(사지, 서원지, 관아지,...)
사례1) 00精舍터(서원유적+@)
사례)- 문헌자료에서 서원유적지이며, 서원이전에는 사찰로 활용되었다는 기록.
- 평면상태에서 시간성과 유적의 공간성을 어떻게 성격지울 것인가?
- 기와자료를 통해 시간성과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

<그림 6>

(B) 시간성 규명: 기와속성을 통해 유적, 유구의 시간성(존속기간, 폐기시점)을 확보.
-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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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유구가 아니라 지상유구이므로 일반적 수혈구조의 반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
- ㉠건물지 외곽의 구지면, /㉡건물지 내면의 기단, ㉢초석 및 ㉣내부적심, ㉤기단토 내부의 구분을
토층등 층위상에서 명확하게 구분.
- 한 건물지에서도 각 ㉠~㉤층의 기와유물은 서로 다른 시간성을 보이므로, 이를 이해한 상황에서
유물의 형태를 비교하여 시간적 자료로 확보.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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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의 출토위치와 건물지 간의 연관성>
- 기와의 출토상황과 출토빈도를 충분히 검토
그림 8-1: 평면 동일레벨의 건물지이지만 기본기와의 타날문양에 따라 존속시기가 다른 건물지 의
구분이 용이함.
그림 8-2: 와의 출토빈도는 와의 폐기구덩이, 공간활용의 판단에도 용이하며, 건물의 배치빈도와도
관련지울 수 있음.
그림 8-3: 건물의 폐기상태 및 건물의 즙와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 일정그리드 구간의 전량빈
도조사를 통해 평기와의 유형을 파악(제작 및 사용시기 판단에 용이)
- 출토기와의 유형(특수와, 막새)에 따라 건물의 위격과 건물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
- 출토기와의 명문 내용에 따라 건물의 성격(堂, 門)의 위치와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음.
- 한 건물지에서 시, 공간적(학술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와유물의 위치에 따른 수습과 기록이
필요.
- 건물지의 상층(건물지 폐기시점), 중층(건물지 존속시점), 하층(축조시점)을 의미하므로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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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 공간적 규명을 위한 기와 유물의 분류작업.
1.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타날판 복원을 위한 유물수습과 관찰 그리고 복원>
1) -채집된 와편을 간단하게 외면만 세척하여 비슷한 문양군으로 분류한다.
- 넓은 현장 한 공간에서 개략적인 문양의장을 분류한다.
- 장판의 문양의장은 사격자문, 격자문, 집선문, 어골문, 거치문, 복합직선문, 직선중호문, 곡선중호
문의 형태로 대별,(나열순서는 시간성도 대략적으로 반영)

2) 이후, 비슷한 문양군을 보다 세분한 후
- (예를 들면 어골문이라도 사선의 각도나 밀도, 중앙부의 대칭현상 등으로 세분.)
- 타날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기와의 상단부, 하단부, 중앙부 (내면 포목흔적으로 중앙부를
구분)별로 모아서 건탁 혹은 유탁의 방법으로 탁본.
-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중첩되는 부분을 찾아 타날판을 복원.
- 동일 타날판이라면 이들 상,중,하부의 편에서 얻어지는 문양의장은 서로 연결되는 것을 쉽게 발
견할 수 있으며 2/3정도는 복원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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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군위인각사 기본기와 타날판복원(경북대학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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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방법으로 복원되는 타날판의 종류를 OHP필름으로 복사, 조사원들이 늘 눈에 익히도록
한다. 유구층으로 갈수록 수습되는 와편은 시간적 일관성을 가지므로 보다 쉽게 복원이 가능.
- 그러기 위해서는 유구 내부를 일정부분 삭토할 때 마다 층위 또는 레벨 상으로 수습.
- 이때 가급적 많은 양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편이라도 표면만 세척한다면 연호나 사
명같은 자료를 수습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 조사원은 전적으로 세척작업만 담당할 수 없으므로 인부 중에 1~2명을 고정적으로 세척작업에
배치하여 표면만 우선적으로 확인한다1).

4) 분류된 타날판을 활용하여, 유구내부에서 수습되어 1차 세척된 자료들을 현장에서 빈도를 분석
하면 2~3종의 특정 타날판이 특정 유구,시기층에 집중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 위 자료를 층위 상으로 구분된 중복관계(시간적)에 대입, 상대적인 타날판의 편년을 확보.
명문 타날판의 경우,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작성한 연혁 표에 추가시켜 최소한의 번
와시기를 파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동일한 어골문계 문양의장이라 하더라도 층위 상의 유구와 구분한다면 시대가 내려갈수록 어골문
이 복잡하거나 복합문양으로 변화하는 형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전지역에 대한 편년은 아니더라도 해당유적의 상대편년은 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전체적인 편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수습된 기와유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출토 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기와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 협의는 자체상대편년과 유구의 편년을 확보할 수 있고,
- 광의는 지역별, 절대 연대관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한다는데 의미.
1) 실제 현장에서 인부 2인을 활용할 경우 당일에 수습되는 대부분의 기와를 1차 세척할 수 있었다. 유물담당 조
사원 지시 하에 이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실내정리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고서를 기술할 때에도 일
관성이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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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법
1) 기본기와<수키와> 관찰 Point
와틀에 의한 제작에서도
- 토수형과 미구형으로 대별(~12세기)- 미구의 길이가 시간성을 반영
- 일정공간의 빈도파악이 필요(제작집단의 검토)
- 고대: 점토띠, 점토판소지의 구분./ 분할방향이 시간성을 반영.
(위격에 따라서는 측면을 2차조정- 제작특징은 파악하기 어려움)
- 凸면의 타날 흔적은 지워져 있는 것이 많음(사용지에서의 활용법에 따라)
- 내면의 흔적(대부분 포목이나, 지역에 따라 재료의 차이를 보이가도 함)

2) 기본기와<암기와> 관찰 Point
- 원통(통의 고정), 모골(통의해체)제작 틀: 고대기와 시간, 공간 차이 반영.
- 소지(띠, 판/ 2매, 1매)의 흔적.
- 타날판의 흔적(암기와는 마루기와를 제외하고 흔적이 남겨진 것이 일반적)

3) 암. 수막새의 관찰 Point
- 기본적으로 암. 수키와의 관찰법 위에 문양대인 막새의 접합방법,
- 문양대의 주연부, 턱(하악부)의 문양시문여부,
- 와범의 동범과 유사범(목제 와범의 범상흔적)
- 세트관계 및 문양구성(9세기 이후의 지역성-후삼국 설정의 단서)

2. 탁본, 실측, 사진- 보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 개개 기와의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실측도, 탁본, 사진을 이용하여 각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함.
- 막새는 와당면 문양을 탁본으로 제시하고, 접합방법과 와당 성형기법등을 실측도로 표현.
- 그러나 탁본은 문양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대신 범상흔적과 문양의 입체감을 표현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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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므로 2중의 단면도를 통해 입체감을 보강.(자방, 연주문, 연판 등에 2중의 단면도)
- 사진에서는 입체감과 함께, 표현하기 힘든 범상흔적 등을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
- 파편의 경우 반전복원을 통해 전체 구성도를 복원
- 막새의 규격복원은 건물지의 종류와 위격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함.
(암, 수 세트 추적도 필요)

(실측도)
일본식: 단면도와 측면도를 동시 활용하여 표현.
국내식: 주로 탁본과 단면도로서만 활용(측면도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 각 연구기관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표현내용을 일관성 있게 나
타내는 것이 중요함.
- 고고학에서 실측도는 미적표현을 위한 스케치가 아니라 제작특징을 표현하는 기법임을 염두에 두
고, 최소한의 표현방법을 설정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예1) 측면 및 횡단면의 표현.
- 실측을 통한 방법과 탁본을 통한 방법이 가능한데, 어느 방식을 통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특징
을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Ⅴ. 나가며
발굴조사 된 유구 및 유적의 배치 및 구조해석과 함께, 현장에서 파악되고, 실내에서 정리된 기와자
료를 통해,
- 유물을 통한 창건기와(막새)의 추출과 편년,(공반되는 토기 자기류의 유물편년과 함께),
- 시기별 암, 수막새 및 기본기와의 세트관계를 파악하고,
- 출토된 지점과 지점별 유물을 통해 건물유구의 현상(지붕구조) 및 위격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하
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나아가, 막새를 포함한 평기와의 동범 및 동일 타날판 검토를 통한 공인의 이동은 물론, 지역 공간
성을 규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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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실측도면과 표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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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사
기와와 전돌은 목조건축의 지붕, 벽과 바닥면의 축조에 쓰이는 대표적인 건축재료이다. 일제 강점
기부터 연구자들은 와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건축학자였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대표적이
다. 광복 이후에는 미술사적 연구를 필두로 대부분 막새, 특히 연화문 수막새나 전돌의 문양에 주목하
는 가운데, 평기와나 무문 전돌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다만 학술지에 게제된 자료소개 단신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평기와 연구의 싹이 텄고(徐五善 1985), 1990년대
이후 와당의 문양 뿐 아니라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崔孟植 1999, 최태선 1993). 1990년
대 후반 이후 삼국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유적에서 출토된 와전은 건축 유물로서 고고학은 물론 고건축학과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소
재가 된다. 이러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건물의 존재를 지시하며(上原眞人 1997), 편년, 기물의 생산과
유통 구조 뿐 아니라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과정, 대외 교류사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된다.

Ⅱ. 제작기법과 시대별 특징
1. 와전의 명칭
기와는 ‘흙을 굽워 만든 지붕 부재’라는 의미의 ‘디새’가 구개음화를 일으켜 변형된 단어로 풀이된
다.1) 기와에 표기된 명문에서는 瓦, 草, 瓦草 등의 용례로 표현되는데, 막새를 ‘防草’로 쓴 것도 보인다.
와즙시 지붕에 이는 위치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다른데, 기왓등과 기왓골 구성하는 기본기와와 마감
및 장식용으로 쓰이는 특수기와로 대별된다(김성구 1992).

1) 딜[陶: 질그릇]+새[草]) > 지새 > 지애 > 지와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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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용마루 기와 (김성구 1992)

1) 평기와
평기와는 일반적인 수키와와 암키와를 지칭한
다. 수키와는 男瓦, 夫瓦, 雄瓦로 기록되어 왔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丸瓦, 筒瓦라 쓴다. 암
키와는 女瓦, 雌瓦로 표기되어 왔으며, 일본에서
平瓦, 중국에서는 板瓦라는 용어로 쓰인다. 외면
과 내면은 제작시와 즙와시의 차이가 있는데, 이
는 암키와를 뒤집어 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도 2> 기와의 사용처와 명칭(김성구 1992)

마다 용례가 달라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일러두기나 각주를 빌어 반드시 의미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필자는 형태를 고려하여 내외 호칭은 제
작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外面은 등면, 背面, 凸面(韓,日), 表面(中)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內面은 배면, 裏面, 凹面(韓,日), 內面(中)으로 표기되고 있는 개념이다.
上端과 下端 개념도 정리가 필요하다. 제작시와 즙와시의 위아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시대별
제작 기법에 변화가 있음을 고려하면 즙와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다. 수키와는 언강
의 유무에 따라 미구기와(有段式)와 토수기와(無段式)로 구분된다. 미구기와는 평면 장방형, 토수기와
는 평면 梯形이 일반적인데, 미구부를 上端部로 볼 수 있다. 암키와는 물손질 또는 깎기 기법으로 경사
지거나 얇아진 부분을 아래쪽으로 시공하므로 하단부라 할 수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梯形이 있
는데, 梯形은 좁은 쪽이 하단부가 된다. 이 외에 제작 소지, 와통, 통보, 분할, 정면 등 제작도구와 공정
에서 발생한 흔적을 지시하는 개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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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2004>

<백종오 2005>
<도 3> 평기와 각 부위 명칭안 비교 자료

2) 막새
막새는 막새부와 평기와부로 구분된다. 막새부는 막새면과 주연부로 구성되며 드림부, 드림새, 내
림새, 내림면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수막새는 瓦當으로 특칭된다. 이 중 대표적인 연화문
수막새의 연꽃잎을 ‘연판(蓮瓣)’이라 표현하는데,연판의 배치 형식에 따라 單瓣·複瓣·重瓣·細瓣,
연판 수에 따라 4~12葉으로 구분한다. 이런 까닭에 [도 4]의 백제 수막새는 ‘단판 6엽 연화문 수막새’라 부
른다. 한편, 일본 학계에서 쓰는 ‘蓮弁’은 ‘蓮瓣’의 약체이므로 ‘연변’으로 오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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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1992>

<백종오 2005>

<도 4> 백제와 고구려 연화문 수막새 각 부위 명칭안

3) 전돌(塼乭)의 명칭
전돌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漢 때에는 瓴甓[令甓, 令辟, 靈壁], 甓
(壁), 후한~위진남북조 시대에는 銘文塼에서 ‘墼’, ‘甓’, ‘壁’, ‘塼’, ‘甎’, ‘塼壁’, ‘塼甓’ 용례를 남겼다. ‘甓’
이 줄고 ‘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磚’은 唐末 이후에 등장하였다. 『華城城役儀軌』에는 ‘甎’,
‘甓’, ‘甓甎’, ‘甎石’ 등의 용어가 있다. 오늘날에는 주로 ‘벽돌’로 통칭된다. ‘전돌’은 유물로서의 塼을 특
별히 구분하고 전통성과 장식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김성구 1999).

낙랑 전실묘의 전돌

전돌 분류안 (김성구)

『華城城役儀軌』의 전벽
<도 5> 전돌 분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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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기법 이해

1) 평기와 제작 방식

(1) 瓦桶을 이용한 제작법
평기와는 점토로 원통체를 만든 후 분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작 방법이다. 점토원통 제작시 그 뼈
대가 되는 와통을 사용한 것을 와통성형법, 桶捲作り(日) 등으로 표현하는데, 素地 가공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점토판 소지를 이용한 제작방법
평기와의 제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사료는 明代 송응성의 『天工開物』이 대표적이다. 무
형문화재 91호 제와장 한형준의 작업 과정을 담은 『製瓦匠』(국립문화재연구소 1996)는 조선시대
전통 기와 제작기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료이며, 좋은 비교자료가 된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와통과 점토판의 작업 개념이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점토판-와통성형법, 粘土板卷き作り(日)
등으로 표현된다.
『天工開物』
채토

『製瓦匠』
원토찾기(흙채취)

수비

진흙을 밟아서 잘 이겨

흙이기기, 흙벼늘쌓기

소지 준비

두꺼운 장방형의 흙덩이를 쌓아올리기

다무락쌓기

鐵線弦弓으로 한 장씩 떠내기

쨀줄로 켜내기

圓桶의 바깥에 단단히 붙이기

와통(瓦桶)에 붙이기, 문지르기 및 두드리기

얼마쯤 마르기를 기다림

기와밭 운반, 와통·포 제거(물기와), 낫금주기.
1-2일 건조

성형

건조 및 2차 정면

뒤짚어 건장치기, 낫금주기. 1~2일 건조
분할
소성

틀에서 벗기면 자연히 굽지 않은 기와
넉장으로 갈라짐

손바닥으로 쳐서 분할(날기와· 白瓦). 재건조,
백와칸 보관
재임, 굴제사, 번조

<표 1> 『天工開物』과 『製瓦匠』의 기와 제작 공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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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토띠 소지를 이용한 제작방법
와통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그 외면에 점토판 대신 점토띠를 감아 쌓아 타

날하여 원통체

를 만드는 방식이다. 점토띠-와통성형법, 粘土紐卷き作り(日) 등의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2) 와통을 이용하지 않는 제작법
점토 원통체를 분할하여 기와를 생성하는 점은 같으나, 원통체 제작에 와통을 쓰지 않는 기법이다.
점토띠 윤적법이나 권상법으로 원통형을 만들어 타날판과 내박자를 써서 원통체를 성형한 것이다. 기
본적인 방식은 토기 제작법과 같다. 점토테쌓기법, ‘無瓦桶作法’, ‘타날판-내박자 성형법’, 泥條盤築技
法(中)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3) 낱개제작
점토덩어리를 펴서 두드려 1장씩 만드는 방법으로, 점토 원통을 절개하여 기와를 만드는 원통분할
식과는 전혀 다른 제작 전통이다. 오목 또는 볼록한 제작대(틀)을 이용한다. 일본에서 7세기 중엽 출
현한 이래 주류적 제작법으로 자리잡아 전수되었다. 一枚製作法, 一枚作り(日) 등으로 쓴다.

(최맹식 안)

(백종오 안)
<도 6> 평기와 제작기법 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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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瓦桶의 형태
『천공개물』에는 ‘원통으로 뼈대를 만들고 바깥
에 네 줄의 분계선을 구획한다(以圓桶爲模骨 外畵
(劃)四條界)’고 하였다. 삽도에는 나무쪽을 역은 上
狹下廣 형태의 모골이 묘사되어 있다. 유리기와 제
작시에는 둥근 대나무나 나무를 깍아 뼈대(틀)를 만
든다(以圓竹與斫木爲模)고 씌여 있다. ‘模骨’은 ‘점
토원통 제작을 위한 틀’을 의미한다. ‘기와 제작을 위
한 圓桶’이란 의미의 ‘瓦桶’ 및 이를 구성하는 각재를
지칭한 ‘통쪽’(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최맹식 1996)

<도 7>『天工開物』의 기와제작도

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판재 쪽을 엮어 만든
통, 또는 통을 구성하는 각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모골이라는 용어를 이해한 연구도(최태선 1993) 있지
만 천공개물의 본래 용례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나무를 이용한 원통와통은 ‘통쪽와통’에 대비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으나 기록이나 실물이
확인된 바 없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기와에서 통쪽흔이 확인되지 않은 점, 한형준 제와장의 작업장에
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원형은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백종오 안>

<최맹식 안>

<심광주 안>
<도 8> 와통형태 및 제작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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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제작 소재

개폐식 고정식 각재 통나무
최태선

模骨
圓筒
통쪽瓦桶

최맹식

심광주

○
○
○
○

절충식
원통와통

○

模骨瓦桶

○

模骨瓦桶

상협 상광
장방형
하광 하협

○

○

○

통나무 속
파내기

백제 존재, 신라 주류, 통일기
전국 확산

○

못으로 고정

현대

횡방향 관통

고구려·백제 주류 통일신라
잔존

종방향연결

고구려, 백제 주류

통나무 속
파내기

신라 전체, 고구려 수키와

○
○

○

고구려· 백제 주류, 통일기
쇠퇴

○

○

圓筒瓦桶

엮기법 17종
(구멍 위치,
개수, 방법)

○
○

비고

구조와 형태가 구분 기준

○

○

○

제작방법
(연결법)

○

○

圓筒瓦桶

圓筒瓦桶
백종오

○

형태

○
○

○

<표 2> 와통 구조에 대한 견해 비교

3) 전돌의 제작기법
전돌은 점토를 수비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빚어낸 기물이라는 점에서 기와와 공통점이 있다. 전돌은
주로 성형틀을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이는 일정한 규격과 모양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점과 무관
치 않다. 성형틀은 구조상 각각의 밑판(저판)과 옆판(측판)을 분해·조립할 수 있는 組合式(또는 조립
식)과 一體式(또는 고정식)으로 구분된다. 각종 자료에서는 한 번에 성형할 수 있는 제품수에 따라 1
매 제작용 및 2매 제작용이 파악된다. 점토 주입, 압착, 정면, 분할, 탈형 공정으로 성형이 이루어진다.
점토 주입시에는 바닥면과 측면에 먼저 점토를 놓고 압착한 후 점토덩어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외면의
밀도를 높인다. 上面 정면은 타날, 나무판을 덮고 누르기, 鐵線弓으로 훑기, 막대(판재)로 긁기 등 다
양한 방법이 있다. 성형틀과 점토를 쉽게 분리하기 위한 分離材로 모래, 재, 마포 등 사용한 것도 있다.
성형틀을 쓰지 않고 점토 입방체를 만든 후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고 켜내거나, 1~2매씩 빚어 만드는
방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24

평기와의 변천과 제작기술

2

『天 工 開物 』

『 華 城城 役 儀軌 』

『工學博士北村彌一郞窯業全集』

『China at Work』

『北滿民具採訪手記』

<도 9> 塼 제작도구 각종 (鄭治泳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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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별 주요 특징
기와는 중국 西周 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붕의 용마루, 내림마루 등 일부분에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漢代까지 泥條盤築技法 주류이며 후한 말경 와통성형법 등장한 것으로 본다.
시작은 점토띠 성형법이었으며 북중국에서는 宋 때도 유지되었다. 점토판 성형법은 남조에서 시작되
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佐川正敏 2009).
한반도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기와 사용이 지속되었는데 속성 변화의 경향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문양
수막새 제작법

한성
錢文 주류,
수면문,
연화문 등

백제
웅진

고구려
사비

연화문 주류

집안
권운문
연화문

연화문

원통절재식

지두문

지두문

형태

토기구연,
유악식(?)

무악식

무악식

암막새

타날판
분할기법
와도질
방향
타날면
형태
하단 내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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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문
(복판, 중판)
귀면문 등

연화문
귀면문
일휘문

문자 위주
용·봉문,
범자문
수키와 접합식
(막새 상위
첨형, 둔각
포흔

당초문
일휘문
범자문

당초문
보상화문
유단식

문자 위주
용·봉문,
범자문

둥근 형

첨형, 둔각

정면

내면흔적

암키와
평기와 문양

조선

정면
당초문(?)

수키와
문양

고려

원형, 직각

문양

수키와
형태
암키와
형태

통일신라

수키와 접합식 (막새 하위)

형태
내면
흔적

제작법

신라

평양

점토띠쌓기,
와통성형

와통

미구기와

포흔

와통

와통

와통

와통

와통

미구기와
토수기와

미구기와

토수기와

미구기와

토수기와
(847~980)

와통

와통
미구기와

장방형, 제형
무문 다수, 무문, 격자문, 선문(태선문
격자문 우위
증가)
격자문 다수,
무문 우위

격자문 다수,
선문 급증

승문 다수

승문 주류

단판

장방형
무문다수
격자문 다수
태선문 급증

승문 주류,
태격자문, 복합문,
어골문

중판, 장판

태선문 다수,
어골문 등장
(9세기 중엽)

무문
어골문

태선문 위주

어골문계 위주,
중앙문양대 기준
상하 대칭

단판 위주, 중판 위주, 장판
중판 등장
등장
(儀鳳4년, 677) (會昌 7년, 847)

분할면 측면 깎기
내향-내향
외향-외향
둥금
깎기------------------------ 무가공

내향-외향
(9세기)
각짐
(847~965)

무문
집선문
청해파문

장판

내향-내향
둥금
물손질(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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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고학적 자료로서의 瓦塼 연구
기와와 전돌은 위세품의 성격을 가진 건축 유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은 시대
가 소급될수록 일정 지역 또는 집단에서 정치·경제적 위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유물의 출토 상황부터 유물의 세부 속성의 관찰, 그리고 자료에 담지된 의미의 파악까지 세밀한 기
록과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모든 고고 자료의 발굴과 연구 과정과 다르지 않은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장에서의 수습과 정리법
·건물지 조사시 층위별 수습, 공반유물 검토가 불가결함.
·정리자료의 산출:
- 전량조사를 도모해야: 층위별, 구역 또는 건물지 별로 수습, 암·수키와 구분(비율측정), 형태, 타
날판, 문양을 기준으로 빈도분석. 무게 및 부피 측정.
- 표본조사: 수키와 최소 개체수 파악(미구부 중심으로) 하여 형태, 타날판, 문양을 대체적으로 파악.

2. 속성 관찰과 도면 제작
제작공정을 염두에 두고 각 부위에 남은 제작상의 흔적 관찰해야 함.

1) 평기와:
·형태: 수키와 종류, 암키와 상하구분
·배면: 타날판의 종류, 타날문양, 타날방법, 타날면 형태, 물손질 여부 및 방법, 명문 유무 및 판독
(세부사진 및 탁본 부가)
·내면의 관찰
- 와통관련: 포흔여부, 내박자흔 및 지두압흔 여부, 통쪽흔, 통쪽 엮기흔적, 눈테흔, 윤철흔, 연철흔,
합철흔, 죽상모골 혹은 승석 통보흔
- 소지 관련: 점토띠 접합흔, 점토판 접합흔, 사절흔, 물손질·솔질흔
- 하단 정면: 깎기 및 물손질 여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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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분할 공정 관련: 와도질, 방향, 깊이, 정면 방식(깎기, 물손질, 타날 등)
·상단 및 하단부- 물손질·깎기·타날 여부, 내외연 처리방법
·실측시 접합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제원, 색조, 태토 관찰 및 분석 ---> 세트관계, 동일공방 및 가마 제작품 추정

2) 전돌
- 斷面: 점토 주입 순서에 주목, 성형틀 사용여부, 점토 주입 횟수.
- 측면: 문양 유무 및 표현방법
- 상·하면: 문양 유무 및 표현방법, 타날여부, 정면기법, 분리재(모래, 직물 등) 흔적 등 상세히 관찰
---> 제작공정 복원

3. 연구 관점

1) 제작기법·문양의 변천과정과 편년문제
- 세부적인 속성 관찰 및 기록
- 층위 및 공반유물 반드시 검토해야
- 와당은 문양과 더불어 제작기법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 토기와 함께 검토할 것

2) 계통론과 문화교류: 제작법 및 문양의 변화 배경 파악
- 통시적 연구 필요
- 한·중·일 세 지역 기와의 변화양상 파악 필요.

3) 유통론: 同范관계, 同紋관계, 동일 공방 생산품의 소비 양태 파악.
산지추정(양식론, 성분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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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지의 성격과 연대
- 창건기 기와와 보수 공사시의 기와를 구분해야
- 재활용 여부를 염두에 두어야

5) 금석문 자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생산체제, 수요 및 공급처, 지방제도, 古지명, 관직명 등의 정보

Ⅳ. 맺음말 - 와전 고고학을 위하여
고대 사회에서 기와는 정치·종교적 최고위급 건물에 우선적으로 사용된 건축부재였다. 귀족의 저
택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던 반면 민가에는 거의 쓸 수 없었다. 중근세에는 사용폭과 빈도가 높아졌지
만 여전히 사용 계층은 제한적이었다. 기와 생산과 확보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던 만큼 경제력과도
밀접히 연관된 재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기와가 위세품적 성격을 가진 건축부재였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전돌은 이보다 더 희소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고고학적 유물인 와전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가 담지되
어 있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일차적으로 고고학도의 몫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조사부터 유물 정리
와 실측, 보고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꼼꼼한 과정이 요구된다. 세밀한 기록은 기본이 되며, 의미을 파
악하는데는 세련된 논리로 쟁점에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학계의 방법론과 중국의 방대한 자료에
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명실공히 ‘瓦塼論’이 한국고고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 된다면 과거의 문화
상 복원이라는 고고학의 목표를 향해가는데 알찬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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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새 제작의 도구 : 와당의 성형틀, 와범
와당의 제작에는 瓦笵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와범은 같은 형태와 규격을 가진 복수의 와당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문양이 새겨진 틀을 사용함에 따라 와당의 성형과 문양의 시문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가진다. 즉, 와당 문양은 장식을 위한 시각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제작 흔적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와범과 그 사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주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와범의 형태 및 사용방식을 복원하고, 그 기술적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2).

<圖 1> 막새의 세부명칭

2) 더불어, 수막새와 암막새는 그 형태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제작이론은 거의 동일한 틀을 갖는다. 따라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막새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음을 말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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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범의 복원
막새를 관찰하여 와당의 제작에 사용된 와범을 복원하는 연구는 木村健三郎에 의해 시작되었다. 木
村는 平安時代 中期의 막새를 분석하는 가운데 와당 문양과 와범 구조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와범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木村健三郎1969)【圖2】.
木村Ａ형：와범이 와당 주연부의 바깥쪽을 감싸는 유형
木村Ｂ형：와범이 와당 주연부의 바깥쪽을 감싸지 않는 유형
木村Ｃ형：와범이 와당 주연부를 포함하지 않는 유형 (편의상 Ａ、Ｂ、Ｃ형으로 표기)
한편 近藤喬一은 木村분류안의 Ａ형에 속하는 와범을 외곽 고정틀(星野의 枷型)을 수반하지 않는 Ａ
Ⅰ형과 外郭 고정틀을 수반하는 ＡⅡ형으로 다시 구분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
한 星野猷二는 文型과 枷型, 그리고 그 두 가지 틀을 고정시키기 위해 외곽 고정틀로 이루어진 분할형
와범의 모델을 상정하고, 그 조합에 따라 네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였다【圖3】(星野猷二1981).
이후 毛利光俊彦은 이상의 시점을 바탕으로, 문형과 가형의 병용방식을 분류하고 그 분포와 전개양
상을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는 와범의 사용방식이 수키와의 접합방식과 관련되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圖4】(毛利光俊彦1990).
이처럼 와범에 관한 분류안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와당의 주연부가 시
문범위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있다. 실제로 유물에서 가형과 외곽의 흔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木村Ａ형과 木村Ａ형의 구별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턱면(顎部)을 시문한 수막새는 막새는 가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栗原和彦은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출토된 이른바 新羅系 수막새의 복원을 시도하는 과정에
서 枷型 혹은 특수한 付屬型(암막새의 사례)을 사용한 턱면의 시문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圖6】[栗原
和彦1997].

<圖 6> 栗原의 복원도:후쿠오카의 통일신라식 수막새 (栗原和彦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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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7> 현존하는 통일신라시대 막새

필자는 경주지역 출토 新羅 수막새에 대해 ‘외구(주연부)의 시문여부’를 기준으로 ７세기후엽의 前
後様相(古式/統一新羅式)으로 구분하고 있다3). 즉, 古式수막새는 와당의 주연부에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경우, 統一新羅式수막새는 주연부에는 와범을 통해 문양이 장식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문 범
위가 와당의 내구(판구)를 넘어서 외구(주연부)까지 확대되는 변화와 연동되는 것이다. 이 古式와당과
統一新羅式와당 모두 동일하게 외구가 개방된 木村B형 와범을 사용하였지만, 統一新羅式와당의 경우
주연부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내구 쪽으로 편입되
는 모습을 보인다【圖7·8】. 主笵의 외곽에 덧
씌워

사용하는 보조笵(枷型)의 등장도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주연부에 문양
이 장식되면서 새로운 접합방식(본 글의 '裏面수
키와接着技法')의 등장 및 정형화 현상도 나타
나게 된다4). 따라서 와당의 외구에 시문이 이루
어지는 시점은 디자인과 제작기술(도구 및 기법)
의 양 측면에서 변화의 획기로 인정될 수 있다(최

<圖 8> 신라 와범 구조의 복원안(최영희2014b)

영희2014b).
다만, 이러한 구분법이 모든 지역의 다양한 자료에 예외 없이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강
원도 홍천군 물걸리사지에서 출토된 모란문수막새·쌍조문암막새의 셋트의 경우, 턱면에 보조범을
통해 연화문·당초문의 시문되었고 그 경계흔까지 남아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소산으로 이해되기도 하
3) 시기구분에 대한 근거는 2000년 이후 조사·보고된 동궁과 월지 출토 자료, 분황사 창건 수막새 등에 기초하
였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崔英姫, 2014b, 「統一新羅式기와의 成立과 造瓦體制의 變化」, 『영남고고학』70, 영남고고학회.
4) 統一新羅式수막새의 初現型式 중에는 古式수막새의 접합기법(Ⅱ, Ⅲ)이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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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9> 물걸리사지 출토 막새의 문양과 제작기술적 양상 : (강원고고문화연구원2017)

였다. 그러나, 암막새의 볼록면에서 장판의 사격자문 타날흔이 확인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신라
말·고려초 이전으로 소급되기 어렵다【圖9】. 고려시대 전반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청자 등의 공예품
장식으로 활발히 사용된 모란문의 도상적 특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최정혜2017). 평기와를
비롯한 기와의 다양한 변화상과 흐름을 같이하는지, 지역적으로 등장 및 존속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해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와범의 형태 역시 막새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수막새의 경우, 와당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은 원형뿐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출토 사례【圖5-⑥】와 같이 방형의 존재도 추
정해 볼 수 있다.
森郁夫는 일본 平城宮에서 출토된 同笵関係의 수막새를 분석하는 가운데, 와당문양에 대한 수키와
의 접합위치가 90度의 단위를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제작에 사용된 와범의 형태가 正方形, 혹
은 長方形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같은 관찰방식을 통해, 백제 사비기에 원형,
방형, 다각형(8각형)의 수막새 와범이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平松2010，崔英姫2012，国立扶餘
文化財研究所2012)【圖10】.
특히, 장방형 와범은 백제의 일부 수막새, 그리고 와박사의 한 造瓦系統으로 전해진 일본의 聖祖계
열 공인집단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기술적 교류관계를 증명해준다(최영희2019). 이 외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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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신라 등의 와범 형태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어, 앞으로 분석결과의 제시 및 축적이
기대되는 바이다.

<圖 10> 접합기법에 따른 와범의 복원 (백제 사비기)

2) 同笵・同型・同類型
와범의 사용 기간은 그 제작품이 공급된 건물의 규모, 생산 및 관리조직의 구조, 그리고 와당문양에
대한 선호와 시문 의도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와범에서 제작된 와당, 즉 동범와(同笵
瓦)라 하여도 상처, 즉 범상(笵傷)이나 마모의 진행 황, 혹은 재조각하여 문양을 고친 흔적, 즉 개범
(改笵)의 흔적을 검출한다면 성형기간의 선후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飛鳥寺의 창건
와로 사용된 연화문수막새의 와범은 자방에 연자를 더 조각한 뒤 豊浦寺의 시공에 사용되었다. 이후,
그 와범으로 성형된 수막새는 法隆寺의 若草伽藍에도 확인되는데, 와범의 마모로 인해 문양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圖11-①】. 백제 사비기에 다수 분포하는 판단삼각돌기
형(瓣端三角突起形) 연화문 수막새의 사례는 범상을 추출하지 않고서는 一見 같은 와범에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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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1> 개범과 마모에 따른 와범의 변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圖11-②】. 백제 外里寺址에서 출토된 백제 사비기의 文様塼도 개범의
과정과 그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圖11-③】.
그러나 동일한 문양을 가진 복수의 와당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와범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
안과 표현방식이 같은 여러 개의 와범을 제작하였음에 틀림 없다. 이처럼 하나의 와범은 아니지만 기
본적인 문양 형태는 같은 복수의 와범에서 제작된 개체를 동형와(同型瓦)라고 한다. 각 와범에 대한
시문작업은 문양이 도안된 종이를 傳寫하는 방식과 문양을 그대로 옮겨 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法隆寺의 당초문암막새 중에는 와당면에 전사지를 핀으로 고정시킨 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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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을 새겨넣은 흔적이 남아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한 동에 사용되는 기와는 가능한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양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
한 요건은 수리용 막새의 생산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대에 따른 문양 양식의 흐
름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보다 넓은 지역에 확산되어, 일정 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사용된다
면, 문양의 표현방식이 퇴색되거나 문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방하는 등의 현
상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범위에 속하는 문양을 類型, 系統, 혹은 樣式이라 칭할 수 있겠다.
즉, 와당 문양의 결정과 도안은 발주처, 건물의 성격, 제작자의 의도, 유행양식 등에 기초하여 이루
어지며, 와범의 이동 및 활용방식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와당문양이 시공간적 양상을 대변하는
표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도 그것에 있다.

2. 접합기법에 따른 분류
막새의 기본적인 도구인 와범은 휴대・교환・분배 등에 의해 이동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였
던 제작의 동시성까지 읽어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막새의 시·공간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 요소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평기와의 접합기법이다. 암키와·수키와 성형틀 형식과 마찬가지로,
막새의 접합기법 역시 공인 및 공방 혹은 기술계통의 오랜 습관을 대변하므로 造瓦集團의 특성과 계
보를 해명하는 데 있어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와범의 사용방식을 1차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뒤, 그에 따른 접합기법의 양상을 세분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5).

１) 충전식 시문법 (mold)
와범에 점토를 채워 넣어(충전, mold) 와당을 성형하는 막새 성형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 경
우 와당이 성형된 상태에서 바로 그 뒷면에 수키와를 접합하게 된다. 이러한 제작공정에서 구사된 접
합기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특히, 접합기법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점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 글에서는 필자
가 사용하고 있는 분류방식 및 용어에 기초하였음을 말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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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 원통 접합 후 분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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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통접합 후 분할기법 ([Ｍ]Ａ)
원통접합 후 분할기법(圓筒接合後分割技法)은 성형작업이 일차적으로 완료된 와당의 뒷면에 직접
점토띠를 돌려 성형하거나 미분할된 수키와의 점토원통을 부착한 뒤, 불필요한 수키와의 하반부를 잘
라내는 접합방식을 말한다【圖12】. 수키와 하반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는 가는 봉을 이용하는 사절
법(谷豊信1984, 大脇潔2011)과 예리한 도구로 베어내는 방식이 알려져 있으며, 그 접합 부분이 돌대를
이루며 남는 특징이 있다【圖12-①~③】.
중국 秦·漢代 수막새의 일반적인 접합기법 중 하나로, 한반도 내에서는 낙랑토성(谷豊信1984), 서
울 풍납토성을 비롯한 백제 한성기 유적(권오영2005, 정치영2007), 월성과 물천리 생산유적을 비롯한
경주의 고신라시대 유적(김기민2001)에서 같은 기법의 수막새가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서 확인된 사례는 모두 성형틀을 사용하지 않고 와당 뒷면에 점토띠를 돌려 원통을 성형하는 방식이
다(수막[M]A無-α). 다만, 별도로 성형된 수키와 원통을 부착(수막[M]A無-β)하여도 그것이 無틀성형기
법(점토띠제작법, 토기제작법, 니조반축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경우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 내에서는 성형틀에서 제작된 수키와 원통(有틀성형기법)을 부착하는 사례(수막[M]A有)도 확인
되고 있어, 제작공정의 다양한 방식이 추정·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山崎信二2011).

(2) 수키와의 분할 후 접합기법 ([Ｍ]Ｂ)
수키와의 분할 후 접합기법(分割後接合技法)은 분할과정을 포함한 수키와의 성형과정이 완료된 후,
반절된 수키와를 와당의 뒷면에 접합하는 방식으로, 가장 큰 비율을 점한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분류
안에 기초하여 접합면의 위치와 가공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수키와 와당 뒷면 접착기법>
와당의 뒷면(裏面)에 수키와를 접착시키듯 붙이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와
당 및 수키와의 접합부에 요철을 새기거나, 접합부 주변을 보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접합상
태에 맞추어 수키와의 끝을 깎아내는 사례도 관찰된다
접합면이 수키와의 뒷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부착하는 경우(수막[M]Ba-α)와 접합과 함께 와당
뒷면을 전체적으로 두껍게 보토하는 경우(수막[M]Ba-β)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중국의 北魏·北朝를 거쳐 隋·唐代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접합기법으로, 한반도의 대
표적 사례로는 고구려 국내성기 연화문 수막새를 들 수 있다. 후자는 고구려 평양성기 수막새와 경주
출토 통일신라식 수막새의 보편적인 접합기법이다(최영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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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키와 가공접합기법>
수키와 가공접합기법(加工接合技法)은 수키와의 끝을 접합면의 경사도에 맞춰 깎아낸 후에 접합하
는 방식이다. 이 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주연부를 포함한 와당의 성형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 수키와
의 끝이 와당의 모서리에 걸쳐지듯 부착된다는 점이다. 접합부의 요철 및 두꺼운 보토와 같이 접착력
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키와 끝을 경사지게 가공하는 경우(수막[M]Bb-α)와 단면상 ‘ㄱ’자로 가공하는 경우(수막[M]Bb-β)
로 세분되며, 수키와가 떨어져 나간 접합면에는 포흔이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이 기법은 백제 웅진·사비기의 수막새에서 다수 관찰되며, 신라와 일본 기나이지역의 조와계
통과도 연결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와당의 회전성형법과 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최영
희2010, 이병호2008).

<圖 13> 수키와 분할 후 접합기법

<수키와 피복접합기법>
수키와 피복접합기법(被覆接合技法)은 수키와의 끝이 와당 상부의 주연을 이루는 기법이다. 필자는
수키와가 와당을 덮는 것처럼 올려지는 모습에 주목하여 피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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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유물을 관찰해 보면, 수키와가 깊이 삽입되어 그대로 주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연
부에 점토를 우선적으로 충전한 다음 그 뒤쪽에 수키와를 부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와당의 주연과 수키와가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는 그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와
당 상부의 접합면에 수키와의 오목면에서 포흔이 찍혀 남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六朝·南朝에서 가장 큰 비율을 점하였던 접합기법이며, 한반도에서는 백제 한성기의 獸面
文 수막새 제작에 가장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후 백제 웅진·사비기의 수막새, 신라 고
식 수막새에도 같은 기법이 구사되었다.
한편, 와당의 주연을 성형한 위에 수키와를 겹쳐 부착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상부 주연을 두껍게 성
형하는 것에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일정 공인집단의 습관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
적인 사례로 경주 분황사 및 충주 탑평리유적, 김생사지 출토 중판·복판 연화문 수막새를 들 수 있다.

2) 압날식 시문법 (stamp)
와당과 암키와·수키와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성형틀을 사용하여 막새를 형성한 뒤에 와당면을 와
범으로 도장찍듯 압날(押捺, stamp)하여 시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와범 자체의 형태는 앞서 설명
한 충전식 시문법의 경우와 같지만, 그 기능은 문양의 시문에 한정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 기법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일본의 독특한 막새 제작법으로 인식되어 一本作り(잇본츠쿠리)라 불리어 왔으나,
최근 한국에서도 그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一本作り는 와당부와 수키와·암키와부를 동시에
성형하는 일체식 성형틀을 사용한다는 점에 기준을 둔 용어인데, 실제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
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려울만큼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
러한 양상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압날 시문을 큰 기준으로 삼고, 성형틀에서의 수키와부 형태(분할
/미분할)와 그 각도에 따라 나름의 형식분류를 시행하였다7).

(1) 일체식 성형틀 사용기법 ([S]Ａ)
원통형 성형틀에서 원통형 수키와가 부착된 상태의 막새 전체를 성형한 뒤 와당면을 압날시문하고,
최종적으로 필요없는 수키와 하반부를 베어내는 방식으로 추정된다【圖14】. 수키와가 분리되지 않
은 상태로 1차 성형되는 점에 착목하여 일체식 성형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성형
틀이 놓이는 방향에 따라 종치형이라 구분하고 있다. 이 때, 와범은 위에서 찍어 시문하게 된다. 이러
한 시문·성형방식은 중국(秦·漢代 수막새)과 일본(고대·중세 수막새)의 사례와 더불어, 낙랑토성,
청주 부모산성, 조치원 봉산리산성 출토 수막새에서 확인되었다【圖15】8).
6) 낙랑토성 출토품 중에도 같은 기법의 사례가 알려져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편년에 대한 검토의 여지도 있
어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7) 이러한 분류안과 명칭은 자료의 축척과 함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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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4> 일체식 성형틀 사용기법의 도식 및 복원안

8) 나라시대 이후 일본의 사례만 알려져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 漢代의 궁성 중 하나인 長安城 桂宮 등의 출토품
이 소개되면서 중국에서의 존재양상이 알려지게 되었고(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2012), 최근 고대 한반도와 일본
큐슈지역 초기와의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최영희2017·2019). 본 글에서 언급한 것은 모두 수막새이며, 암
막새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검증이 요구되므로 본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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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5> 일체식 성형틀 사용기법의 사례

성형틀 전체에 포를 씌우면서 와당 뒷면에 수키와 오목면과 연결되는 포흔이 남게 되는 특징이 있으
며, 간혹 포를 묶어 고정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때 성형틀의 수키와부는 토수기와로 분리가 쉽
도록 상·하 폭의 차이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성형틀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수키와 분할 후 그
자리에 돌대가 남는 점은 충전식 시문법의 원통 접합 후 분할기법([Ｍ]Ａ)과 동일하여, 동일한 제작방
식으로 오해될 여지가 크다.

(2) 분할식 성형틀 사용기법 ([S]B)
분할된 수키와·암키와가 부착된 형태로 막새 전체를 성형한 뒤 와당면을 압날시문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圖16】. 수키와·암키와가 낱장 상태로 성형 혹은 접합되는 점에 착목하여 분할식 성형틀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와범을 측변에서 찍어 시문하게 되는 성형틀의 방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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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6> 분할식 성형틀 사용기법의 도식 및 분류안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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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치형(橫置型)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사례는 나라시대 이후의 기와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통합을 전후하는 시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출토된 무문·당초문 암막새의 경우, 암키와의 끝을 구부려 와당부를 형성하
고 구부려진 부분을 중심으로 보토한 개체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 경우, 와당 뒷면에는 포흔이 확인되
어, 圖16의 上原真人와 梶原義実가 제시한 도식처럼 횡치식 성형틀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上原真人1997, 梶原義実2010)【圖16-上】.
한편, 고려말·조선초에는 수키와 및 암키와를 와당부와 둔각으로 접합한 막새가 등장하는데, 이 경
우의 대부분은 별도의 작업대에서 접합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와범을 압날시문한 것으로 확인
된다【圖16-下】. 이 경우, 와당 뒷면에는 작업대에 점토가 붙지않도록 하였던 다양한 행위의 흔적들,
즉 포흔, 분사된 모래 등이 확인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나무판의 흔적이 그대로 찍히기도 한다.
이러한 제작방식에 대해서는 민속례 중에는 京都市 泉通寺 東林町 공방의 암막새 제작 모습(島田
1935)과 한국 장흥군 공방의 암막새∙수막새 제작 모습(국립문화재연구소1996)을 통해 제작공정을 추
정해볼 수 있다【圖17】. 특히, 장흥군 공방에서는 「ㄱ」자의 낮은 토벽을 작업대로 활용하고 있다.
하부에는 암키와·수키와의 곡률에 맞춘 고정대를 설치하고, 그 상부(지표면)에는 와당의 성형대로
사용하는 목제판을 연결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려시대(추정)에는 법천사지 귀목문 막새와 같이 와당 뒷면에 포흔이 있음에도 직각접합이 이루
어진 사례가 존재하기도 하며, 진도 용장성 귀목문 막새와 같이 충전식 시문법으로 제작되었음에도 접합
각도가 둔각을 이루는 사례도 있다. 제작방식의 계보와 등장·존속시기에 대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圖 17> 분할식 성형틀 사용기법의 민속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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