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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기와 제작 기술을 관찰함으로써 기술 양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려

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주된 연구 자료인 발굴 성과와 그에 따른 연구방법론인 제작 흔적 분석뿐

만 아니라 문헌과 전승 기술 등을 함께 살피려 노력했다. 공정 단위마다 지역별 유사성으로 기술의 권역을 설정하는 작

업을 통해 도구, 공정, 인원 편성 등 기술적 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 성과 토대 위에서 기술 

양식의 파악이 형태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 따른 기술의 인과성을 파악할 텍스트로서 작용 가능한지를 논증하는 실험

이며, 이러한 논의를 추동하기 위한 시론(始論)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기술 보유 지역을 네 개로 나누어 기와 제작 도구 및 공정을 분석하였다. 토형제작-기

와성형-건정 세 공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면적인 현상으로는 양자강 이남과 오키나와가, 한반도 남방과 혼슈 지방이 유사한 기술의 맥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작 도구와 그에 따른 세부 공정을 유물, 교류관계와 함께 관찰하였을 때, 기와 제작 기술은 지역마다의 특수성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공정별 세부 기법과 인원 편성 관찰은 공정 단위마다 다양한 권역 설정을 가능하게 했으

며, 각 권역의 특색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추정할 단서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기술적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을 시도하였다. ‘편절 기법’은 지역이 보유한 

기법에 따라서 권역은 구분되었지만, 규구준승(規矩準繩)에 따른 건축 기술에 기반한 기법이었다. 특히 타 지역들과는 

다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만이 공유하던 특수하고도 고유한 제작 기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타날 기

법’은 기술이 전파되고 토착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기술의 문화적 다

변성과 보수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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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동아시아의 기와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일본 학자

들에 의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바 있다.1 간혹 전승 기

술이나 당시 확인되는 제작 도구를 소개하는 논문도 확인

되지만 출토 유물로 그 형식을 살피거나 와당 무늬로 교

류 양상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기술에 대해 

직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보다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

는 것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었다.

최근 한국 학자에 의해서도 동아시아를 주제로 기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일본에서 이은진이 도구의 형식

과 명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교류 사례를 다루

었다.2 국내에서는 김성구가 동아시아 국가의 와당 무늬

로 교류 양상을 살폈으며, 최영희는 한·중·일 기와 제작 도

구 및 기법을 민속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였

다.3 이러한 연구들은 기와를 연구하는 관점을 동아시아 

권역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다만 제와 

기술을 기술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직 시도

되지 않아 새로운 시각으로 제와 기술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비단 기와 자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

류 양상과 기술 양식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작 기법 연구에 있어 모든 문화 권역의 동일한 시

기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발굴 성과를 통한 고고학적 

방법론에 기대는 실정이다. 당시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문헌 자

료는 한정적인데다, 각 권역별로 동일한 시기에 저술된 

문헌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으

로 한정하기보다 기와 제작 기법을 추론할 수 있는 문헌

이 파악되는 시기인 17세기부터 근대기까지의 문헌 자료

를 적극 활용하며, 현대 전승기술도 함께 비교 검토할 것

임을 적시한다. 제작 기법의 비교 시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교 과정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기법을 정

황상의 근거로 채택하여 제시하겠다.

대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 

중 한·중·일 삼국을 다룰 것이다. 다만 서술의 체계성과 

다소 생소할 수 있을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중

심으로 하여 제와 기술을 보유한 문화권을 살폈을 때, 한

국 주변 지역은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있으며 이를 

기술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중국 양자강 이남, 일본 혼

슈, 일본 오키나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기와 제작 

공정에 있어서는 전 공정을 모두 다루기보다 토형제작, 

기와성형, 건정 공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4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기술(技術)은 특정 종목의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기법(技法)은 기술에 종속된 공정

의 이행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Ⅱ. 한반도 남방의 제작 도구
 

1. 조선 후기의 기와 제작 도구

한반도 남방(이하 ‘한국’으로 함)의 제작 도구는 조선 

후기-강점기-근·현대의 순으로 소개할 것이다. 조선 후기

의 기와 제작을 비교적 자세히 살필 수 있는 문헌으로는 

의궤가 확인되며, 왕실의 영건과 수리, 능역 기록이 확인된

다. 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근대 및 현대 사례 를 포함하면 충청, 전라, 경상도 전

1 佐原眞, 1972, 「平瓦桶巻作り」 『考古学雑誌』 58巻 ２号; 木村友紀, 2005, 「東アジアの造瓦技術 -日本における滴水瓦の導入と変遷-」,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pp.217~235; 奈良文化財硏究所, 2010, 『古代東アジアの造瓦技術』, 奈良文化財硏究所.

2 李銀眞, 2017, 「韓国の「製瓦匠」からみる近代日韓製瓦技術の交流」 『洛史』 11号, 京都市埋蔵文化財研究所, pp.76～88.

3 김성구, 2007, 「동아시아 고대기와의 변천」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Vol.5, 한국기와학회, pp.7~27; 최영희, 2015, 「기와 제작 이론 : 고고학적 이

론」 『유적출토 기와의 이해』, 한국매장문화재협회, pp.29~58.

4 제작 공정의 단계 설정은 김하진, 2019, 「조선 후기 번와소의 기와 생산체계와 제작기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6 <표 19>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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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확인되므로 남방으로 설정 가능하다. 기와 제작 도

구는 도설(圖說)이 드물어 형식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

다. 더구나 조선시대 기와 도구로 추정되는 유물은 전무하

다시피하다. 다만 조선 후기의 여러 도감에 설치된 번와소

(燔瓦所)의 소용물을 통해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표 1).5

소용물을 용도의 구분 없이 모두 나열하면 69가지에 

달한다.6 이중 번조를 제외하고 기형 제작과 관련된 것만 

추려 중복되는 품목을 하나로 합쳐 나열하면 30가지이다. 

태토채취와 태토정련 단계에는 공통적으로 흙을 채취하고 

정련하는 목적의 기초 공구인 가래류와 평삽, 괭이 등이 

확인된다. 이 공구들은 목물(木物)과 철물(鐵物)로 만들어

졌으며 주로 별공작(別工作)과 노야소(爐冶所)에서 지급

되었다. 철수는 흙에서 이물질을 골라내기 위해 사용되며, 

답니우는 흙을 이기는 목적으로 조달된 소(牛)로서 2단계

에 속한다. 쨀줄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숙마, 마

사도 확인되는데, 이는 태토정련과 토형제작에 공통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장목은 장대로, 소죽은 대칼로 사용되

어 토형 제작 공구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레를 뜻

하는 윤대판, 물통으로 사용되었을 수조류, 현재의 와통과 

동명으로 기재된 여(女)·부(夫), 대(大)·상(常)으로 구분되

는 와통, 와통과 점토를 분리하기 위한 통보인 포(布)류, 막

새기와 제작을 위한 막새·방초판·방초통 등은 기와성형에 

속하는 도구로 보인다. 변두리를 잘라낸다는 뜻의 삭변도

는 원통형의 와배(瓦坏)를 네 개로 분할하기 위한 용도로, 

전승 공방의 와도의 쓰임과 동일했을 것으로 보인다.

철사로 된 현재의 쨀줄이 본래 삼(麻)으로 새끼를 꼰 

줄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건정(乾正)은 건조, 건장치

기, 분할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기와 외면에 아련 처리

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공정으로 소개된 바 있다.7 실

제 의궤를 살펴보면 기와는 말린다는 뜻의 건조(乾造)를 

사용하기보다 건조하면서 형태를 바르게 만든다는 건정

(乾正)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와장 기

록 도서에서 소개되는 ‘건장치기’와의 용어적 유사성이 나

타나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

와장의 공정 및 도구와 비교했을 때, 공정상에서 재료가 

바뀌거나 생략된 경우가 있지만 도구의 종류와 쓰임은 유

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근대기의 기와 제작 도구

근대기 자료의 경우 전승 공방의 사례처럼 자세하진 

않지만 번와소 소용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전승 공방의 사

례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한다. 핵심이 되는 공정 및 도

5 『의인왕후유릉산릉도감의궤』,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현종숭릉산릉도감의궤』, 『남별전중건청의궤』, 『단종장릉봉릉도감의궤』, 『인현왕후명릉산릉도감의궤』, 

『단의빈묘소도감의궤』, 『민회빈봉묘도감의궤』, 『숙종명릉산릉도감의궤』, 『선의왕후의릉산릉도감의궤』, 『인조장릉천봉산릉도감의궤』,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의소

세손묘소도감의궤』, 『인원왕후명릉산릉도감』,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장헌세자현륭원원소도감의궤』,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헌경

혜빈현륭원원소도감의궤』, 『헌경혜빈현륭원원소도감의궤』, 『정조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에 기재된 번와소 및 기와 제작에 소용된 도구 일괄을 용도별로 분류함.

6 김하진, 위의 논문, p.169 <부표 3>.

7 김하진, 앞의 논문, p.76.

표 1   조선 후기 번와소 소용물의 제작 공정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태토채취 태토정련(胎土精鍊) 토형제작(土形製作) 기와성형(瓦成形) 건정(乾正)

대날가래(大刃加羅), 소날가래(小刃加羅), 소가래(小加乃), 대

가래(大加乃), 날가래(刃加乃), 가래장부(加乃杖夫), 평삽(平鍤), 

광괭이(廣錁伊), -이상 가래류-
장목(長木), 소죽(小竹), 숙마

(熟麻), 마사(麻絲)

윤대판(輪臺板), 물통류(擔水

桶, 童槽, 木槽), 통보류(正布, 

生麻布, 仇羅布) 와통류(大瓦

九羅桶, 大瓦桶女夫幷, 常瓦

桶女夫幷), 막새제작구(大女

夫防草出草, 防草板女夫幷, 

女夫防草桶)

삭변도(削邊刀)철수(鐵手)

답니우(踏泥牛)

숙마(熟麻)

마사(麻絲)



59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제와(製瓦)의 기술문화적 인과성

구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점기에 확인할 수 있

는 기와 조업 사례는 1916~1919년 부석사 보수 사례와 

193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던 화엄사와 수덕사 보수 사

례에서 확인된다. 부석사의 경우 제작 공정과 작업장 전

경 사진만이 있어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는 않으나,  

<사진 1A, 1C>에서 태토정련-토형제작-기와성형의 공

정이, <사진 1B, 1D>에서 건정-번조 단계의 공정 및 도

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자, 암·수 와통과 물레, 바대, 

흙괭이, 건조를 위한 움막, 감투형 가마가 확인되며 <사

진 1D>로 보아 건장 치는 공정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건장을 치기 위한 도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진 2A>는 조선식, <사진 2B>는 일본식이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두 가지 

제작 방식을 겸했다는 것과 당시의 조사자도 이를 구분하였

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즉 <사진 2A>에 나오는 도구 및 

공정이 조선식 기법이라고 규정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수덕사의 경우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 이하 ‘게

이기치’로 함)의 도구 스케치와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

冶郞, 이하 ‘가이지로’로 함)의 도구 스케치 및 공정 사진이 

확인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2, 표 2).

8 高正龍, 2010, 「浮石寺의 瓦塼과 修理工事의 製瓦場」 『釜山大学校 考古学科 創設 20周年 記念 論文集』, 釜山大学校 考古学科, p.1018.

표 2   고와 연구에 기재된 1939년 수덕사 보수공사 당시 기록한 제와 도구 및 공정

(藤島亥冶郞, 「朝鮮瓦の製法に就いて」 『종합고와연구』, 1939, pp.282~288 

내용 정리)

도구 연번 본문 설명

1 平瓦用廻轉機

높이 60㎝, 지름 43~45㎝의 속이 빈 원통. 네 개로 분

할하여 암키와를 제작함. 축대가 땅에 박혀 있는 둥근 

판 위에 올려져 있음.

2 丸瓦用廻轉機

높이는 45㎝, 지름 15㎝의 원통. 두 개로 분할하여 수

키와를 제작함. 축대가 땅에 박혀 있는 둥근 판 위에 올

려져 있음.

3 水曹 수조를 사람 허리 높이에 설치하여 물을 담음.

4 篦
양편에 장인이 서서, 한 명은 길이 48㎝, 폭 10㎝, 두께 

0.6/2.4㎝의 성형판에 손잡이가 달린 도구로 기와 표

면을 회전하면서 마무리함.

5 刻印 “소화 몇 년 새로 보충함”등으로 각인함.

6 瓦厚標準□
기와의 두께를 내는 도구로 총 길이 27㎝, 간격 2.4㎝

로 기와 1개 두께. 수직 방향으로 표면에 자국을 남김

(현재의 고마와 사용 목적이 동일함). 

7 物道
거친 눈금을 달고 있음. 양갱 형태의 점토 옆에 긴 나무

를 고정시킴.

8 瓦土分割糸
줄의 양 끝단에 엮은 뭉치를 묶어 놓은 도구로 양갱 모

양의 점토를 자름. 본문에는 繩으로 표현.

9 重錘 설명 ×

10 瓦土切送用釫
토지로 결정된 곳을 파 올려 갈아엎기를 반복해 흙을 

점착성 있게 만듦.

11 刷毛 성현판을 두드릴 때 솔에 물을 묻혀서 바르는 일도 함.

木箆
표면을 훑고 두드려 요철이나 구멍이 없도록 함(현재의 

나대와 사용 목적이 동일함). 

棒板
가느다란 봉판을 척도로 사용하여 기와 폭 네 장 혹은 

두 장 분량의 양갱형 점토를 구분함.

小さな箆
필요한 만큼 흙을 취하고 수정 부분에 묻혀 다듬음(현

재의 통나대와 사용 목적이 동일함). 

横木叉は鐶 원통의 횡목을 갈고리로 걸어 두 사람이 들어 건조장 이동.

布 와통과 점토 사이에 붙이고 건조장 이동 후 제거.

細粉土 와당 제작에 사용함.

窯
경사지에 흙을 쌓아 굴을 만들어 15도 정도의 각도로 

높이와 폭이 1.5m인 가마를 제작.

사진 1   1916~1919년 부석사 보수 당시 조업 사진(출처: 杉山信三, 『韓国古建

築の保存－浮石寺・成仏寺修理工事報告－』(韓国古建築の保存刊行会 , 

1996), 写真 72~75). 

A

C

B

D

사진 2   일제강점기 수덕사 대웅전 수리공사(1937-1939)와 화엄사 각황전 해

체보수공사(1936-1941년)당시 기와 제작 사례(藤島亥冶郞, 「朝鮮瓦の

製法に就いて」 『종합고와연구』, 1939,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小

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1994의 도판 및 주기를 참고). 

A

C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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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명칭은 조사자가 서술식으로 기재하여 현재

의 명칭과는 서로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서

술 내용을 통해 용도 및 명칭을 추정할 수 있다. 암·수 와

통과 물레, 물통, 바대, 인장, 규격 도구, 장자, 쨀줄, 가늠

줄과 추, 짚 수세미, 나대, 편자, 갈고리, 통보, 고운가루, 

등요(登窯)형 가마 등이다. 기와성형 공정에서 바대에 물

을 묻히기 위한 물통은 소의 구유의 형태와 동일하며 수

조로 기재되어 있어 조선 후기 수조의 목적이 기와성형에

서 바대에 물을 묻히기 위한 물통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쨀줄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도구는 짚풀을 

꼬아 만든 새끼줄을 뜻하는 한자인 ‘승(繩)’으로 표기되었

다. 1988년에 진행된 무형문화재조사의 제와장 조사보고

서에서 따르면 “쨀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을 가늘

게 꽈 줄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를 보통줄이라고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 번와소 소용물의 숙마와 마사가 쨀줄을 

위해 소용된 물건임을 추정할 수 있다.9 

한편 수키와 물레의 형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석

사의 사례와 가이지로가 기록한 수덕사의 사례에서 수키

와 물레의 형태는 단순한 물레와 와통의 형태로 확인되는

데, 게이기치가 기록한 수덕사의 사례는 고령기와, 노당기

와, 제와장에 소장된 수키와 제작도구의 형태와 유사하다.

일제강점기 제작 도구는 인장과 규격 도구의 형태,  

쨀줄의 재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승 공방의 기와 제작 

도구와 대부분 유사하거나 일치했으며 조선 후기 번와소 

소용물의 용도를 추정하기에 용이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가이지로(1939)의 내용에서는 일본 기와의 원류로 조선

의 기술을 살필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이지

로의 도판과 기재 내용은 조선식 기와 제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10

3. 전승 공방의 기와 제작 도구

전승 공방은 제와장(현 조선와요), 고령기와, 노당기

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상 세 곳의 도구로 44가지 

항목이 확인된다.11 이중 실제 사용하는 도구만을 선별하

고, 주제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것만을 다룰 

것이다. 도구 사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으며, 이미 제와장 기록 도서와 필자의 학위논문에 

도구의 명칭 및 사진을 자세히 정리한 바 있다. 따라서 도

구의 명칭만을 기재할 것이다. 명칭의 경우 동일한 형식

의 도구는 무형문화재 91호 제와장 기록 도서의 명칭으로 

통일하여 기재하며,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 도구의 경우 

형태상의 특징으로 명칭을 붙였다(표 3).

토형제작의 경우 세 곳 공방의 도구가 모두 동일했

으며, 도구의 형태 역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형식은 

동일했다. 기와성형은 세 곳 모두 유사했으나 노당기와

의 경우 막새기와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망치가 평기와의 

제작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정 공정에서는 

공방들 간에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건정은 크게 하

단부 내면 조정과 기와 분할로 그 공정이 세분화되는데, 

9 문화재관리국, 1988, 「제178호 제와장」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p.711.

10 藤島亥冶郞, 1939, 「朝鮮瓦の製法に就いて」 『종합고와연구』, p.282. 朝鮮瓦は古今を通じて悉く布目式である. 故に日本では布目瓦の製法絕えて知るに由ないが, 現

在尙行はれてゐる朝鮮の布目瓦の製法から逆に之を類推し得るであらう. よって玆に朝鮮瓦の製法を左に紹介しようさ思ふ.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 정리번호 07110.

11 그 종류가 매우 많아 본 논고에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김하진, 앞의 논문, p.174 <부표 4>의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표 3 기와 제작 공정 구분과 도구

공방 
구분

공정 
단계

제와장
(현 조선와요)

고령기와 노당기와

토형

제작

바닥 쨀줄(말뚝 포함), 일반 쨀줄, 머리자, 가늠줄·가늠추·가늠

대, 흙가래, 장자, 조막(눈대), 편자, 대칼, 흙 방망이

기와

성형

1.   평기와-  나대, 짚 수세미, 와통, 통보, 

통나대, 바대, 물통, 물레

2.   막새기와- 막새형틀, 막새판, 대칼, 우뭇

가루, 헝겊, 나무망치

두 곳과 동일. 단 

평기와 성형에도 

나무망치를 사용

건정
건장채, 조막손, 

와도

건장채 1, 건장채 2, 

와도, 수키와 분할 

도구

Y형 도구,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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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와요의 경우 건장채, 조막손, 와도를 사용한다. 고령

기와는 조선와요와 유사하나 조막손 대신 크기가 조금 다

른 두 가지의 건장채가 사용되며, 와도뿐만 아니라 수키

와 분할에만 사용되는 도구도 확인되었다. 노당기와의 

경우 하단부 내면에는 Y형 도구, 기와 분할에는 와도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중국과 일본의 기와 제작 도구

1. 중국 양자강 이남의 제작 도구

중국은 『천공개물(天工開物)』의 저자 송응성의 생

몰·활동 지역(강서성, 복건성, 안휘성)과 1937년 번역된 

『중국수공업지(中國手工業誌)』의 조사 대상지가 절강성

임을 고려하여 양자강(揚子江) 이남(以南)(이하 ‘중국’으

로 함)으로 설정했다. 이 사례에서는 도구의 종류가 적고 

그 쓰임새에 혼동이 없어 명확한 분류가 가능했다. 『천공

개물』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례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

략하고 근대와 현재의 도구와 공정을 간단히 소개한 후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송응성의 『천공개물』

에는 <사진 3A>는 철선궁(鐵線弓), 모골(模骨), 물레, 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직선 형태의 도구가 확인된다. 철선

궁은 토형제작에 사용되는 도구로, 장방형 육면체의 점토

로부터 동일한 치수의 흙을 떼어내는 데 사용하며 모골은 

기와의 형태가 되는 와통이다. 

『중국수공업지』에는 중국 절강성의 기와 제작 도구

로 <사진 3B> 기와 길이 재단구, 철선궁, <사진 3C> 와

통, 통보, 기와 표면 조정 도구, <사진 3E>는 손잡이가 

달린 철선궁, <사진 3D, 3F> 흙덩이 절삭 도구와 물레

가 확인된다. 또한 현재 전승되고 있는 기와 공방에서는  

<사진 3G, 3H> 『중국수공업지』에서 확인되는 흙덩이 

절삭 도구와 <사진 3I> 손잡이가 달린 철선궁, <사진 

3J> 통보, 와통, 물레, <사진 3M> 기와 표면을 누르는 

압형식(壓形式)의 조정구, <사진 3N> 기와 재단 및 절삭

구가 확인된다(사진 3).

2. 일본 혼슈의 제작 도구

일본 혼슈(本州) 지역의 기와 제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사례는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이

지만 제작 환경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로는 『강호명소도회(江戶名所圖繪)』가 있다. 판화식의 도

판이어서 흐릿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구 및 공정을 정

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암키와 제작틀, 물레, 수키와

통, 물통, 감투형 가마, 괭이, 기와 표면 정면 도구 등 대략

적인 윤곽은 확인 가능하다. 구체적인 도구 및 공정을 파

악하기 위해서 시마다 사다히코(島田貞彦, 이하 ‘사다히

코’라고 함)가 작성한 1935년 혼슈 지방 기와 제작 사례, 

도야마(富山)의 타니구치(谷口) 공방의 조사 자료를 통해 

사진 3   중국의 기와 제작 공정과 도구 도판(A-『천공개물』, B~F-『중국수공업지』, 

G~N-‘中国散文网’에 연재된 기사 ‘最后的瓦匠，行将消逝的手艺: 匠人匠心’

(2016.10.3)에서 발췌). 

A DB

EC

F

G H I J

K L M N

사진 4 『강호명소도회(江戶名所圖繪)』 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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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 공방에 이르기까지의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용

어는 이해를 위하여 제와장 기록 도서의 것을 차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본래 도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1935년 자료에서는 <사진 5A> 장대, 쨀줄, 고정목, 

수키와 물레 및 와통, 통보, <사진 5B> 수키와를 성형할 

때 사용하는 고래와 조래가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타

니구치 공방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사진 5C ④, ⑧>

의 경우 제와장의 나대, 쨀줄과 동일하다. 한국의 기와와 

동일하게, 일본 다수의 기와 유물에서도 사절흔이 확인되

어 한국의 사례와 유사한 승(繩)류의 줄을 사용했을 가능

성이 크다.12

이 외에도 바닥에 고정하여 장방형 육면체의 흙을 만

드는 바닥쨀줄과 편을 잘라내기 위한 장자는 본 보고서에

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아와라시 소재 전승 공방에서 

확인되며, 고마 대신 <사진 5C ①> 고정목과 <사진 5C 

③> 눈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형제작 공정

을 위해 기본적으로 장자를 사용하는데, 장자를 <사진 5C 

①> 공정목과 <사진 5C ③> 눈대를 이용하여 매 층마다 

고정하면서 <사진 5C ⑧> 쨀줄로 두 명이 자르는 방식이

며, 도판 및 관련한 영상에서도 확인되었다.13 흥미로운 것

은 사다히코(1935)의 p.28에는 ‘목촌판(目寸板)’을 사용하

거나 ‘고마(コマ)’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14 

‘고마(コマ)’는 한국어로 ‘고마’로 발음되며 토형제작에 사

용되는 도구이다. 이와 동일한 명칭이 『산성의 기와 제작 

용구(山城の瓦製作用具)』(2014) 도록에서도 확인되는데, 

현재 한국의 도구와 명칭, 형태, 쓰임이 모두 동일하다. 

3. 일본 오키나와의 제작 도구

일본 오키나와(沖繩)는 19세기 말 일본에 통합되기 

이전 류큐(琉球) 왕국으로 구분되던 지역이다. 오키나와의 

가장 이른 예는 사다히코의 저서에서 확인되며, 다루고 있

는 지역 중 그 소급 연대가 가장 낮다.15 다만 앞서 살핀 타 

지역들처럼 오키나와 역시 근대기 기술이 전통 기술과 유

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키나와 지역의 기와 제작 기술

은 사실상 중국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와통이 해체·고정 가능한 모골의 형태인 점, 통보 상단에 

고정용 고리가 있다는 점, 가장 핵심적으로 평행형 철선궁

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도헨 마코토(1990), 최영희(2015)에

서도 오키나와의 제와 도구로 철선궁을 소개한 바 있다.16 

12 京都府立山城郷土資料館, 2014, 「山城の瓦製作用具」 『わざの極意は道具にあり－山城の瓦づくり－』, 展示図録 35, p.8.

13 島田貞彦, 1935, 『造瓦』, 岡書院, p.28; ‘郷土の滝瓦’, 2015. 1. 28.

14 島田貞彦, 앞의 책, p.28.

15 島田貞彦, 앞의 책, p.35~38.

16 上原静, 2013, 「明朝系瓦と琉球近世瓦の名称」 『壺屋焼物博物館紀要』 Vol.14, pp.1~11; 佐川正敏, 2010, 「中国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り -‘粘土紐卷き作り’か

ち‘粘土板卷き作り’への転換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の造瓦技術』, 奈良文化財硏究所, p.79; 최영희, 앞의 논문, p.34. 

A B

사진 5    혼슈 지방 제작 도구(A~B-島田貞彦(1935), C-谷口製瓦における瓦製作

道具調査會(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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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오키나와의 제와 도구(A・B는 島田貞彦(1935), C・D는 奈良文化財硏究所

(2010), E・F은 上原静(2013)의 도판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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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제와 도구는 거의 중국과 동일한 형식으로 확

인되었으나, 표면을 정면하는 데 있어 도구가 아닌 손으로 

함으로써 도자기 제작과 동일한 회전물손질로 이루어진

다. 또한 주로 모골만이 확인되나, 수키와 제작 도구로 추

정되는 도판도 확인되어 중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Ⅳ.   동아시아 기와 제작 기술의  
보편성과 특수성

앞 장에서 도구의 종류 및 공정 단위의 나열과 그 현

상을 서술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본 장에서는 도구의 쓰

임과 이를 이용한 공정이 지역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나타내는 현상을 살필 것이다. 공정을 세밀하게 살피지

만, 권역 간의 기술적 특징을 살펴 공통분모를 공정별로 

그룹화하고자 한다.17

1. 제작 공정의 갈래와 인력의 운용

1) 토형제작

먼저 토형제작이다.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용어 정

립이 요구된다. 점토 형태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에서는 이 공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수반된 용어 없이 

편을 뜬다든지, 떼어낸다든지, 만든다는 표현을 혼용하여 

왔으며 점토판이라는 용어로 불려오기도 했다.18 점토의 

형태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공정에 대한 용어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법상의 차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웠다. 필자는 형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는 판형이 타당하겠으나 공정 자체에 대한 이해

를 위해서는 이 점토를 ‘판(板)’이 아닌 ‘편(片)’으로 명명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기법을 기록한 가장 이른 사

례인 『천공개물』에서는 이 공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철사로 시위를 맨 활을 만들어야 하며 이때 시위 위쪽에 

3푼의 공간을 두고, 시위의 길이는 한 자의 길이로 한정한다. 

활을 흙덩이에다 평평하게, 마치 종이를 벗겨내듯이 한 편씩 

떼어내어 원통의 바깥벽에다 단단히 붙인다.”(후략)… 19

잘라내는 흙을 가리키며 편(片)자를 사용하고 있으

며, 제와장 기록 도서에서도 편을 뜬다고 기재되어 있다. 

기존에 사용된 판(板)은 일반적인 용례에 있어 나무판을 

가리키는데 사용하므로 ‘편’이라 명명하는 것이 용례의 기

원 및 물성에 의한 목적성에 있어서도 더욱 타당하다. 또

한 한 번에 한 층씩 잘라 바로 기와를 만드는 것과 여러 층

을 잘라놓은 뒤 기와를 여러 차례 만드는 것은 공정의 순

서와 장인의 보유 기술을 가늠하는 데 있어 차이를 나타

내므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특성을 각각 적용하

여 단층편절기법(單層片切技法)과 적층편절기법(積層片

切技法)으로 분류한다. 

토형제작이란 일반적으로 지붕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복개기와를 제작하기 전, 점토를 1차적으로 가공하여 

성형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20 번조 이전 기와의 

17 기와 제작 공정의 단계 설정은 김하진, 앞의 논문, p.76 <표 19>를 적용한다.

18 최맹식, 2003, 「삼국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2는 흙을 떼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김희철·이동주, 2009, 「평기와의 속성정리 시론」 

『야외고고학』 제6호, p.53은 점토판을 뜯어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에는 

점토 각재의 사절이라고 표현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p.97에는 편을 뜬다고 기재되어 있다.

19 『天工開物』 中卷, 陶埏, 瓦. 用鐵線弦弓, 線上空三分, 以尺限定. 向泥不(爪)平, 戛一片, 似揭紙而起, 周包圓桶之上. 

20 일반적으로 평기와를 말하지만, 김하진(2019)에 의해 기와를 시공 목적에 의해 구분하여 해당 기와를 복개기와라고 명명하였다. 복개기와를 이르는 명칭은 문

헌에서 다양하게 등장한다. 『강희자전』 사례를 나열하면 㼧, , , , (수키와), 瓪, , 牝瓦(암키와)이다. 또한 합성어로는 牡瓦, 童瓦(수키와), 牝瓦(암키와) 등

의 용례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牡瓦, 牝瓦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기와로 지붕을 모두 덮는 사례도 있어, 이

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夫瓦와 女瓦라고 하여 암·수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경우 本瓦라고 부르며 丸瓦(수키와), 平瓦(암키와)라고 표기

한다. 그러다가 17세기부터 암수로 구분되지 않는 棧瓦 양식이 등장하여 기와의 기본 양태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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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효율을 결정하는 공정으로, 번조 이전 단계에 있어서 

생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토형은 일반적으로 가

래떡형(점토띠)과 널판형(점토판)으로 구분되며, 본고에

서는 각각 띠형점토와 편형점토로 명명하고자 한다.21 일

례로 백제의 경우에 한하여 띠형점토는 한성기인 4세기

까지 확인되며 5세기 웅진 천도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편형점토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22 다만 현재부터 17세기

로 소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제

작 기술로, 기와의 도입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법에 해

당한다. 신라의 경우 6세기경에 발견되는 기법이며 도공

의 개입이 추정되는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되었다.23

동아시아 네 개 지역은 흙을 장방형 육면체로 만드

는 것까진 동일했다. 이를 이용해 점토편을 제작하여 기

와를 성형하지만 편형으로 만드는 방식은 지역마다 상이

하다. 정련된 흙을 장방형 육면체 형태로 만든 후 줄(線) 

혹은 실(絲) 등 선 형태의 도구를 이용해 기와의 가로·세

로·두께를 계산하여 자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다

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한 번에 한 층의 점토편을 잘라

내고 한 통의 와배를 만드는 단층편절기법과 한 번에 여

러 층의 점토편을 잘라내고 여러 통의 와배를 만드는 적

층편절기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국과 오키나와는 철선궁을 이용하는 도구적 특징

에서 유추되다시피 동일한 공정을 공유하며 단층편절을 

통해 재단된 점토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①). 

한국이나 일본처럼 반듯하지 않고 다소 거칠고 투박하며 

울퉁불퉁한 흙 담을 만들고 이후 하나의 점토편을 와통에 

둘러 기와를 성형한다. 이 기법의 장점은 토형제작부터 

기와성형까지 한 사람의 인력으로도 공정 이행이 가능하

다. 이는 다시 말해 기와를 제작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최

소 노동력이 한 명이라는 것이다. 요구되는 인력은 적고, 

공정 단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적층편절에 비해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다. 

한국과 혼슈는 적층편절기법 사용을 공유하였으며, 

도구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보였으나 목적상의 특성이 동

일했다. 가늠추를 이용해 장방형 육면체 흙이 수직·수평

이 되게끔 재단한 후, ‘고마’라는 균일한 규격의 나무토막

을 쌓거나 톱니 형태의 규격 도구를 이용해 옆면에 눈금

을 만들고 고정목으로 장자를 고정시켜 쨀줄로 자르는 방

식이다(그림 1-②, ③). 해당 기법은 많은 규격 도구들이 

소용되는 특성상 단층편절기법보다는 균일한 토형을 얻

을 수 있다. 다만 제작에 요구되는 최소 노동력이 두 명이

며, 공정 단계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규격 도구의 이용

과 여러 번 자르는 기법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 번 공정을 이행하고 나면 기와성형 공정에서 

여러 차례 흙편을 떠다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장점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구 자체의 물성과 더

불어 장력 조절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장인이 특정 방법

을 선택한 까닭이다. 철선궁의 경우 철선 자체의 물성과 

기본 인장력은 손잡이가 달린 도구에 비해 높으나, 장력

을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크기 이상으로 면적이 넓

고 두께가 두꺼우면 장력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제작상

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규격 도구가 별도로 없

이 도구 자체가 절삭과 규격 도구의 역할을 모두 하는 철

21 최맹식, 앞의 논문의 경우 가래떡형과 널판형으로, 김기민, 2001, 「신라 기와 제작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는 점토띠와 점토판으로 구분했다. 

22 김기민, 앞의 논문, pp.36~39.

23 김지영, 2015, 「경주지역 신라 평기와 유통체계의 변화」,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64.

그림 1 편절 기법의 유형(동아시아 네 개 권역의 기법을 도식화함).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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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궁의 특성상 단층의 편절 단위는 필연적이다. 반면 두

께와 넓이에 있어서 두껍고 넓은 면적을 제작하기에는 두 

명의 인력을 운용하여 양쪽에서 손잡이를 당기며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쨀줄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해당시기와 권역에서 확인되는 기와의 크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기와 규격이 중국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격의 차이는 절삭 도구가 

받는 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도구의 취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기와성형

기와성형 공정은 평기와 제작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평기와 성형은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건조 후 쪼개어 분할

하는 방법과 단 한 개의 기물을 따로 만드는 방식으로 나

뉜다. 섣불리 두 방식의 기술적 결과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전후 공정에 따라 해당 공정의 내구성, 생산효율

성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다만 단편으로 하나하나 제

작하는 방식이 각 기와의 품질에 있어서 분할 제작보다는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할 제작법

은 그 기법의 특성상 기와의 양옆에 분할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분할 흔적은 아무리 조심해도 요철이 생

길 수밖에 없다. 건조되기 이전에 분할해 요철이 없다 하

더라도 깔끔한 직선을 띤 단면을 얻기 어려우며, 건조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분할하면 기와가 부서질 수 있다. 

반면 단편 성형 기법은 하나하나 만드는 수고스러움은 있

으나 분할할 때의 요철이 없고, 부서지는 수량도 적어져 

불량률을 더욱 낮출 수 있다.

기와의 성형은 지역 간에 여러 차이점을 나타낸다. 

중국, 오키나와, 한국은 와통에 흙편을 두르고 안에 분할

선이 있어 원통형의 와배를 분할하여 네 장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중국과 오키나와의 경우 모골 와통에 통보로 

고정한 후 한 장의 흙편을 두르는 것까지 동일하다. 그러

나 중국에서는 금속제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반면, 오키

나와의 경우 손으로 겉면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사진 3N, 6B). 한국의 경우 한 명이 원통형 와통에 통보

를 두르고 준비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흙편을 떠다 붙

이는데, 두 개의 흙편을 붙인다. 이 지역들의 와통에는 암

키와에 한정하여 모두 네 개의 분할 계선이 있어 성형 후 

건조하면 네 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혼슈의 경우 확인되는 유물로는 17세기 이전에 암·

수키와를 모두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화한삼재도회』

에서부터 단일 제작법을 이용한 잔와(棧瓦)의 제작이 확

인된다. 흙편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한국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작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흙편을 와통

에 두르지 않고 잔와를 제작할 수 있는 평면형 형틀 위에 

점토를 얹고 형틀의 규격만큼으로 재단한다(사진 10C).

흥미로운 것은 표면을 정면하는 도구에 있어 네 지

역 모두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과 혼슈는 도

구의 형식이 다르지만 기와의 직경 길이에 해당하는 도

구로 표면을 두드리고, 중국은 와통 둘레의 1/4에 가까운 

정면 도구로 밑에서부터 위로 눌러서 조정하며 오키나와

는 회전시키며 물손질한다는 점이다. 표면 정면은 기와

의 표면을 정리 및 장식하는 목적과 함께 흙편 내부의 기

공을 없애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이다. 중국은 그 

목적을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

며 한국과 혼슈는 비슷하고, 오키나와의 경우 효율이 가

장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히 가늠되지 않는다. 생

산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빠른 공정 이행 방식을 지

니고 있었다.

3) 건정

건조하는 방식은 기와성형의 단계와 이어지는데, 분

할 제작 기법을 사용하는 권역은 모두 네 장으로 분할될 

지점이 凹형으로 들어가 있는 원통형 와배를 건조하고, 

단편 제작 기법을 사용하는 권역은 추후 분할할 필요 없

는 완성된 기형 상태 그대로 건조한다.

그러나 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지역 중 중국, 오키나와

는 기와성형 이후 추가로 기와를 다듬거나 공정을 이행하

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혼슈는 분할 기법과 

단편 제작 기법으로 성형 과정과 완료 방법은 다르나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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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상에서 기와에 추가적인 공정을 이행한다는 점

과 표면을 목재 도구로 두드려 조정하는 공정이 공통된다. 

다만 그 방식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혼슈는 제작틀 위

에 올린 표면만을 두드리는데, 건조와 두드림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 한국의 경우 성형된 형태까지는 중국과 오키나

와와 유사하지만, 추후 ‘와도’라는 ‘ㄱ’자 형태의 도구로 분

할 지점을 더 깊이 그어 분할에 용이하게 한다. 또한 기와

와 기와가 맞물리는 1/3 지점이 되는 하단부의 내·외면을 

건장과 조막생이라는 도구로 동시에 두드려 얇게 조정한

다. 단 한국 내에서도 순서상에 약간의 차이나 미세한 기법

의 차이가 나타난다.24 그러나 이 공정은 한 차례로 마무리

되며, 완전히 건조되면 원통을 두드려 네 개로 분할한다.

분할 도구의 유무는 기와의 규격에 의한 차이로 생

각된다. 『천공개물』에 나오는 기와의 두께는 3푼(分)으로 

0.9㎝인데 반해, 조선시대의 두께는 평균 2㎝를 상회하기 

때문에 와통에 분할 계선만으로는 분할이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25

이상의 공정을 유사 지역끼리 묶어 권역화하면 다음

의 <표 4>과 같다.

2. 기술적 보편성과 문화교류

1) 편절 기법의 공유

앞서 도구와 공정의 개관을 살펴보았을 때, 기와를 제

작하는 기술에 있어 네 개의 지역은 큰 형식을 공유하고 있

었다. 흙을 채취하여 정련한 후 ① 장방형 육면체로 쌓고, 

② 일정한 규격대로 흙편을 자른 후, ③ 형틀을 이용해 와

배를 제작하고, ④ 건조, 혹은 건조·분할한 기와를 ⑤ 가마

에 넣어 번조한다는 공정의 궤도가 동일한 것이다. ③ 은 

완성된 기와의 형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정이

다. 따라서 당대의 미감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이므로 차

이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지된다. 하지만 

①·② 공정은 기와뿐만 아니라 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권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기술 양식이며, 수요

자의 요구가 개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작 주체인 장인

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정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편을 자르는 방식과 사용 도구에서 적층편절과 단층

편절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흙을 쌓고 장방형의 크

기로 만들어 기와의 규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필

자가 확인한 권역으로는 한반도 남방, 중국 양자강 이남, 

일본 혼슈, 오키나와만이 확인된다. 그 외의 국가 및 지역

에서는 이와 동일한 형식의 제법을 확인하기 어렵다. 일

례로 중국 복건성 지역만 하더라도 장방형 육면체의 흙을 

쌓는 공정 없이 목재 규격틀에 점토를 채워 넣은 뒤 일정

한 형틀 위에 올려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다.(사진 7). 약

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와 유사한 계열의 기술은 베트남

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이다. 흙편을 제작한 후 제작하고자 하는 

형태가 되는 틀에 올려두고 건조되면서 기와의 외형이 완

성되는 방식을 택한다.

24 김하진, 앞의 논문, pp.126~130.

25 『天工開物』 卷中 陶埏 瓦에는 ‘凡瓦大小, 古無定式. 大者縱橫八九寸, 小者縮十之三’라고 되어 있다. 조선의 경우 기와의 크기는 경복궁 인근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출토된 완형 기와를 무작위로 13건을 선발하여 도출한 평균 길이는 32.78㎝, 너비 24.89㎝, 두께 2.21㎝이며 일본의 경우 名神高速道路內遺跡祖師會, 『梶原瓦

窯跡 發掘調査報告書』, 1997 내의 발굴된 기와들 역시 2㎝ 전후로 확인되었다. 해당 기와의 수요 주체와 용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기록 사례와 

유물 사례를 비교한 결과라는 점에서 비약이 있다. 이는 진행 예정인 연구에 포함하여 보완하려고 한다.

표 4   기와 제작 공정에 따른 기법 공유와 인원 편성

지역명 중국 양자강 일본 오키나와 한반도 남방 일본 혼슈

편절 기법

(인원)

단층편절(單層片切) 적층편절(積層片切)

1 2

기와성형

(인원)

분할 제작 기법 (원통형) 단편 제작 기법

1 2 1

표면 정면

(인원)

압형식

(壓形式)
회전 물손질

타날식

(打捺式)

1 1 1

건정

(인원)

단순 건조 반건조 후 표면 조정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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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국이 태토정련-토형제작-기와성형 순으

로 기와를 제작한다면, 다른 지역은 토형제작 공정을 거

치지 않고 태토를 정련하면 바로 기와성형 단계로 넘어가

는 것이다. 실험이나 해당 지역 제작물의 상태를 직접 확

인하기 전까지 이러한 공정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

져오는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공정 단위의 많고 적

음이 기술적 체계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장방형 육면

체의 흙을 쌓는 공정이 단편으로 제작하는 방식보다 많은 

단계를 요구하는 시스템일 뿐 품질 자체에 큰 영향을 끼

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복건성을 비롯한 타 

지역처럼 보다 간략한 공정으로 이행되어도 기와의 물성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

려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공정은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원

인이 될 것임에도 이러한 공정을 이행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흥미롭게도 기와 제작 기술에서 이색적인 점은 한국

과 혼슈 지역의 제작 중에는 대목장이 목물 및 기둥의 수

직을 잡는 데 사용하는 ‘다림추’와 동일한 형식인 ‘가늠추’

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실에 추를 달아 세워 수직을 가늠

하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저술된 『묵자』에서도 확인

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료에서 언급된 바 있는 규구준

승(規矩準繩)의 한 요소로서 건축 기술에 있어 수평을 잡

는 기술과 함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26

“백공(장인)은 곱자(矩)로 사각형(方)을 구하고, 그림쇠

(規)로 원(圓)을, 새끼줄(繩)로 직선(直)을, 물(水: 水準器)로 

수평(平)을, (새끼줄을)매닮으로써(縣) 수직(正)을 구한다. 정

교한 기술이 없으면 빼어난 장인이 아니며 모든 것은 이 다섯 

가지를 법도로 한다.27

자와 줄, 가늠추를 이용한 제작 기법은 건축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이며, 중국으로부터 건축 기

술을 받아들이면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에서 출토된 당(唐)대

의 벽돌 표면에서 한국, 일본의 것과 동일하게 삼줄에 의

한 사절흔이 발견되기 때문이다(사진 9).

조선 후기 의궤에서 기와와 방전 제작에 삼줄이 사

용된 정황이 거론된 바 있으며,28 『천공개물』에서 기와와 

벽돌 제작에 형태가 다를지라도 나무에 철선을 맨 ‘철선

궁’을 사용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보아도 기와와 벽돌 두 

기물은 유사한 제작 기반에서 제작 도구 및 기술을 공유

26 김덕문, 2012, 「첨성대 축조 규준방식과 드잡이기술에 대한 기술사적 접근 연구」 『문화재지』 Vol.45, 국립문화재연구소, pp.94~95.

27 『墨子』 卷一, 法儀第四. 百工爲方以矩，爲圓以規，直以繩，(平以水，)正以縣。無巧工不巧工，皆以此五者爲法. 청대 손이양은 『墨子閒詁』에서 뒤 구절의 ‘此五者’를 고려

했을 때 탈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周禮』 考工記와 비교하여 검토했을 때 ‘平以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도 이 해석에 동의하여 추가하였다.

28 김하진, 앞의 논문, pp.117~120.

사진 7   중국 복건성의 기와 제작 과정(복건성 지방뉴스 东南网, ‘传承传统制瓦

手工艺’(2017.7.4)에서 발췌).

A B C

사진 8   유대목장과 제와장의 수직 가늠 방법, A: 김홍도 ‘기와 잇기’ 부분도, B: 대

목장 ‘다림 보기’, C: 제와장 ‘다무락 수직 잡기’.



6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했을 것이다. 기와 제작 기술의 전래가 중국으로부터 이

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소급해볼 때, 정확한 시기 구분은 

되지 않지만 철선궁이 사용되기 이전의 편절 도구는 승

(繩) 형식의 쨀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작 공정 역시 

현재 한국과 혼슈의 방법과 유사했을 가능성이 크며, 전

승되고 있지는 않으나 가늠추를 비롯한 여러 규격 도구를 

이용한 기와 제작 방식의 시원은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

을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 표면 정면 기법의 분화

특수성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룰 것은 먼저 표면 정면 

도구 사용의 유무와 그 형식이다. 표면 정면 도구는 앞서 보

았던 것처럼 중국, 한국, 혼슈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오키나

와의 경우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은 압형식이고 한국

과 일본은 타날식이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기와 형식의 차

이로 인해 타날구 형태와 사용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기와 제작 기술이 보급된 당시 4~5세기

까지는 태를 쌓고 옹기를 제작하는 타날판과 유사한 타날

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백제 사비기 유물에서

도 기와의 타날 무늬와 토기의 타날 무늬의 종류가 단판

으로 동일한 것이 확인되었다.29 짧은 단판에서 점차로 직

경 길이에 달하는 장판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여 타날판 

길이가 시대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최태선에 의해 소개

된 바 있다.30 이는 소급 지점이 올라갈수록 기와의 제작 

방식이 도자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며, 띠

형점토를 이용해 기와를 제작하는 초기의 토형은 도자기 

제작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이러한 형식적 

유사성은 제작 주체를 도공, 혹은 제작 과정 중에 도공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타날 

공정의 유무가 반드시 띠형과 편형을 구분하는 요인은 아

니며, 이것을 도공의 개입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은 타당

하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출토 사례에서도 띠형점토로 제작된 

상(商)대로 비정되는 암키와와 편형점토로 제작된 서주

(西周) 시기의 암키와 표면에 승문(繩文)의 타날문이 시

문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사진 11).

즉 타날을 이용한 표면 정면 기술의 시원은 중국으

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는 북조로

29 임승덕, 2011, 「百濟 泗沘期 打捺文土器 製作技法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최태선, 1993, 「平瓦製作法의 變遷에 대한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 B

사진 10   토형의 종류 (中国砖瓦工业协会组织, 앞의 책, 圖 11-4, 17), A: 상(商) 시

기의 기와(띠형점토), B: 서주(西周) 시기의 기와(편형점토).

A B C

사진 11   삼줄 사용 흔적(中国砖瓦工业协会组织, 『中華砖瓦史话(China Brick & 

Tile Historiette)』, 北京嘉彩印刷有限公司(2006) 圖 20, 64; 다무락의 

삼줄 편절 실험 사진(제와장 전수조교 김창대의 도움을 받아 필자가 직

접 실험)), A: 서주(西周) 시기 기와 단면, B: 진(晉) 시기 벽돌 뒷면, C: 삼

줄로 자른 다무락 단면.

사진 9   기와 표면 정면 과정 도판. 좌측부터 중국, 오키나와, 혼슈 아와라시, 한국 

장흥 순이다(중국- ‘中国散文网’에 연재된 기사 ‘最后的瓦匠，行将消逝的

手艺: 匠人匠心’(2016.10.3)에서 발췌, 오키나와 - 사진 6B, 혼슈- 아와라

시 서군귀와 공방, あわら市 공개 ‘郷土の滝瓦’(2015.1.28) 동영상 중 일

부 발췌,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1996)의 도판을 기재) .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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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백제는 남조로부터 각각 영향을 받았고, 백제 불교

문화의 경우 고구려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삼국시대의 

중국과의 교류는 하나의 경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

큼 제와술 역시 다양한 영향관계 아래서 보급·전파되었

을 것이다. 따라서 띠형점토를 통해 제작된 기와의 출현

은 편형 토형으로 이행되는 발전단계의 맥락이 아닐 수 

있다. 완전한 양식의 기술이 하나의 경로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기술이 혼재되었고, 하나의 기술로 

통합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편형과 함께 공존하다가 더 합

리적인 공정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탈락된 기술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주지할 것은 17세기부터 확인되는 대

상 지역 안에서 타날구를 사용해 기와를 제작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확인되는 기술 양식이라는 점이다.

한국에 정착·발달된 기술은 백제 와박사에 의한 제와 

기술의 이동에서부터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에서 일본으

로 건너간 후쿠다와 그의 자손에 의한 영향 등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31 일본은 기와의 형식이 바뀌면서 

그 제작 도구의 형식과 공정 이행 방법이 조금 바뀌었을 

뿐, 타날판으로 기와를 성형하는 방식으로 보았을 때 도공

이 관여했던 고대 제와 기술의 관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편절 기법이나 표면 정면 방법에서 장

방형 육면체의 흙을 쌓는 것 이외에는 새롭게 변모한 양

상을 띤다. 흙을 쌓아 완전한 수직과 수평을 만들려 하기

보다 흙편을 효율적으로 빨리 얻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표면 정면은 타날구로 표면을 두드리기보다 넓은 곡선 형

태의 도구로 표면을 눌러 빠르게 공정을 이행하게끔 바

뀌었다. 이는 기술의 시원지가 전파지보다 더욱 적극적

으로 제작 방식을 변모시켜간 것을 나타내며, 전파지역은 

오히려 보수성을 띠고 그러한 흔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오키나와의 제와 기술은 교류사적 관점에

서 한국, 중국의 영향을 고루 받았다. 1273년 혹은 1393

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년고려장인와장

조(癸酉年高麗匠人瓦匠造)”명 기와는 고려의 와장이 류

큐 현지에서 제작했다고 여겨지는 기와로, 고려와 류큐국

의 교류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유물이다.32 제작 기

법이 고려의 기와와 흡사하고, 조선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유물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기

술 양식은 중국의 사례와 흡사하다. 중국으로부터 제와 

기술을 들여왔다거나 중국의 연호를 적용한 기와의 출토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류큐에 일찍이 명의 해금

정책에 대응하여 복건성으로부터 이주한 중국인이 ‘민인 

36성(閩人三十六姓)’이라 불리는 거류지역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류큐에 중국 기술의 보급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33

또한 중국 근대 사례에서부터 확인되는 압형식 표면 

정면 도구가 류큐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진 않다. 

다만 『천공개물』 도설에는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후에 추가된 도구였을 가능성과, 본래부터 있었던 도구

이지만 류큐의 기술적 여건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일례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으로부터 벽돌 제작 방식

을 도입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확인된다.34 그러나 실질적

으로 도입된 사례는 화성 성역 단 한 건만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정황은 보유한 기술력

의 수준 차이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5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31 熊本市, 1932, 「加藤氏時代の熊本 (下)」 『熊本市史 (7)』 , 熊本市, p.372.        

구마모토를 비롯한 6개의 현에서 후쿠다의 후손이 조업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32 국립고궁박물관, 2014, 『류큐 왕국의 보물: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pp.178~179.

33 다카라 구라요시, 2008, 『류큐 왕국』, 소화, pp.103~104.

34 『비변사등록』 56책 숙종 31년 1705년 7월 15일(음).

35 김하진, 앞의 논문,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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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면 정면 방법은 해당 지역의 기술적 여건에 따

라 변모·분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기와 제작 기술을 제작물의 양

식이 아닌 기술 양식을 중심으로 기술의 동질성을 문화 

권역의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기와 제작 기술

의 발상지인 중국과 달리 전파지역인 한국과 일본은 시원

적인 기술의 흔적이 보다 강하게 남아 있었다. 반면 중국

은 기와 생산에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모하였고, 오

키나와는 17세기 이전에는 고려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

다가 근대기의 확인된 자료로는 중국의 기술이 정착한 모

습을 나타냈다.

기와는 기와만의 특별한 제작 방식을 갖추었다기보

다 건축 기술, 도자 기술과도 연관 지점을 보이며 기술의 

전파 및 토착 과정의 흔적을 나타냈다. 한국에서 나타나

는 기술적 보수성을 비롯해 다른 권역이 흔적을 남기며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변모해간 점은 문화적 특수성이 기

술의 발현에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그 흔적을 남기는 요

인이었음을 나타냈다. 이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기술이

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접한 기술과 문화적 

환경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산출되는 것임을 방

증한다. 유물을 보는 눈에 있어서 기술문화적 시각이 요

구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며 형태의 양식에서 파악되

는 문화적 양태의 출처를 기술 양식의 파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누어 공통된 기술 권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상을 국가가 아닌 기술로 보는 시각은 기술의 

발생과 발전, 인과를 밝히는 것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좁고 심

도 있게 접근하기보다는 넓은 범위의 맥락을 살피는 방향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인과성을 살핀다고 했지만 인과를 

규명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따름이다. 이러한 점은 추

후 보충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 경

향이 주목하지 않던 조금은 색다른 시각을 제시했다는 데 

자그마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완하여 추후 

유물의 분석과 함께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이 분야의 

연구 방법론 구성에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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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technical style of  roof  tiles by analyzing East Asian roof  tile making techniques. 

It will examine the existing main research data, such as excavation results and the subsequent analysis of  the roof  

tiles’ production traces, as well as references and transmitted techniques . Regions are grouped according to technical 

similarity, then grouped again by artistic styles of  pattern and shape and by the technical styles of  tools, procedures, 

and manpower plans. Accordingly, intends to find out whether an understanding of  technical style can facilitate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cultural aspects, but also the causality of  techniques.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ools were examined, and procedures for making roof  tiles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In a superficial way, China, Okinawa, Korea, and Honshu share similar technical traits. Research of  

procedural details and manpower plans reveale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s a result,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each region’s technical characteristics attempting to investigate their 

causes. The group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possessing techniques, but it was revealed that East Asia’s shared 

production techniques were based on architectural methodss. The skill of  “Pyeon Jeol(Clay Cutting)” classified 

according to its possessing techniques, turned out to be one such technique. Also, the procedure of  technical 

localization based on the skill of  “Ta-nal(Tapping)” showed that the condition of  this technique was the power to 

localize in response to a transfer of  techniques.

Previous comparison parameters of  artifacts would have been a similarity of  style originated from exchanges 

between regions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regions decided by the demander’s taste of  beauty. This methodology 

enlarges cultural perception and affords a positive basis of  historical facts. However,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finding cultural aspects’ origins by understanding the technical style and seeing same result in view of  “technolog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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