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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오키나와 u뿌擺諸島)에서는

구스쿠 UlÄ 1)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

의 유적에서 고려계(高麗系)기와， “야마토”계(大和系)기와， 명조계(明

朝系)기와라고 불리는 한국， 일본， 중국에 계보를 갖는 세 종류의 기와
가 출토된다. 고려계기와란 고려의 기와제작기술에 관거를 두고 제작
된 환원염소성 (還元씻燒成)의 기와군(群)이다. 암카와(平互)는 와통

기법(互倚技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록변에 우상타날(쩌狀打據)무
늬와 타날명(打標銘) '7-11 유년고려와장조(찢西年高麗 EIK造 )J. r대천

(大天 )J 등이 시문되어 있다. 야마토계기와란 일본의 기와제작 기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흰원염소성(還元갖燒成)의 기와군으로， 막새기
와(幹효)의 와당 (JL當)에 파문(巴文)과 당초(庸草)무늬가 새겨져 있

고， 암키와에는 이형제(離型齊ù) 와 일매조대(一校造臺)가 사용되고 있
다. 명조계기와란 중국 영조 때 기와제작에 의하여 제조된 기와군으
*오키나와국제대 학 문학부 교수

126 우에하라 시즈카(上頂、 靜)

로， 와당의 무늬로 모란 등의 화문이 주로 채용되고 있다1) 특히 암
막새기와는 와당면이 역삼각형모양꼴을 하고 있어 상기한 두 계통의
와당과는 다르다. 출토량이 많은 암키와는 와통(효商) 사분할(四分

홈IJ)의 기와이다. 이 논푼에서는 세 계통의 기와 가운데 가장 일찍이
등장한 고려계기와에 대하여 현단계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현상과과제

류큐(珠돼)열도에 대한 고와(古互)연구는 명치말(明治末) 이후

90

년의 학사(學史)가 있다. 기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영역은
넓어서 문학， 역사학， 건축공학， 급석문학， 고고학， 미술공예사， 민속
학， 이화학적연구(理化學的昭究) 등 다방변에 걸친다. 당초의 연구는

문학 · 역사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옛 가요(0"힘￡ δ 연

? l .!l=오

모로사오시)에 게재되어 있는 가마쿠라(錄會)나 교오토(京都)에서

부리나케 사들인 「카와라 (tJ ‘hG)J 는 「기와(효)J 를 말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담은 논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카와라 (tJ ‘ hG)J 가
「굽은옥(句玉)J 을 뜻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편 구스

쿠에서 출토된 기와(高麗互)가 언제 제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
다. 기와에 새겨진 각인(刻印)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계유(쫓西 )J 의 연호(年號)에 관하여는 1153 년. 1273 년. 1333 년，
1393 년이라는 견해가 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근년의 도자기연

구의 연대관(年↑權lD 에서 볼 때 14~ 15 세기로 비정된다. 다음에 문
학 · 역사학의 연구보다 약간 뒤져서 고고학의 형식학적(型式學的)

1) 오키나와에서의 명조계(明朝系) 초기기와는 환원염소성(還元갖燒成)의 회색
기와인데 18세기말경부터 산화염소성(醒化씻燒成)의 적색기와로 변화하고
있다

오키나와(꺼l 爛諸島) 출토 고려계(高麗系)기와에 대하여

127

연구가 개시된다. 앞의 푼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출토된 기와는 조선，
일본， 중국의 세 계통으로 분류되어 고려계기와(高麗系효)→ 야마토
계기와(大和系효) -•

명조계기와(明朝系료)라는 편년(編年)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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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려계 기와 출토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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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大川淸 1962) . 근년에는 그 후에 추가된 자료의 집성， 기와제
작기술의 복원과 편년(編年)의 마무리를 짓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한편， 이화학적연구에서

는 생산지의 동정同定)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고려계기와에 관하여
는 고려 (高麗)에서 반입된 것인지 아닌지의의 여부， 아니면 남도(南
島)에서 생산된 것일까라는 이견이 대치하고 있다. 근년의 고고학적
성과는 남도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
으나 아직 확정을 못 보고 있다(上元 靜 1998; 1999; 20ûOa; 2ûOOb).

3.

고려기와(高麗효)의 출토 유적

류큐(짧求)염도에는 “구스쿠"( ;7’^? )유적이 230개소 남짓 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기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려계기와가 출토하는

유적은 42 개소나 었다(그림 1). 그 분포는 오키나와 본도(때觸本島)
를 중심으로 하여 구떼지마(久米島)， 미야코지마(宮古島)로 퍼지고
있다 그라나 유적의 델도는 오키나와 본도의 중부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더군다나 기와의 종류와 양이 다 같이 많이 출토되는 “구스쿠”
라고 하면 더욱 한정되어 “우라소에" (浦恩)성유적 , “슈리" (首里)성유
적， “가쓰렌" (勝連)성유적， “사키야마 · 우타키" (뼈山做鐵)유적의
개 유적이다

4

이 유적들은 문헌에 등장하는 “류큐 · 왕국" (珪짧王國)

통일전의 패권다툼의 무대가 되었던 곳과 중복되어 주목된다(上元 靜

2000c)

4.

고려계기와의 형식학적(型式學的) 특정

고려계기와는 환원염소성에 의한 회색을 기조로 하는 기와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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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燒成)은 양호한 것에서 불량한 것까지 있어 불량한 것은 표면이
갈색인데 태토(服土)중앙이 샌드위치모양으로 갯빛을 띄고 있는 것
도 있다. 태토는 정련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불순물을 볼 수 없으나

박편(漢片)관찰에서 각섬석과 처트 (chert) 등의 미사립(微妙헨)이 확
인되고 었다. 고려계기와는
암막새기가

9 종류 32 형식이다. 처마원와가 4 종류，

10 종류， 수키와가 2 종류， 암키가 5 종류， 유단식암키와

(有段式平互)가 5 종류， 우목선(隔木先)기와가 1 종류， 귀면와(鬼面
표)가 I 종류， 용마루기와(빵斗互)가 1 종류， 그리고 창와(짧、互)가 1
종류이다. 아래에서 이들윤 살펴보기로 한다.

숫막새기와
1) 와당문양(효當文樣)
숫막새기와의 와당문양은 연화문양(運華文樣)에 한정된다. 연화문
양은 둥글게 돌출(突出)한 중방을 공통항(共通項)으로 삼고 주위의
연판과 권선(團線) 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상이(相異)에 따라 두
형식으로 대별된다. 또한 이들 두 형식의 연화문은 반원모양의 죽관
문양(竹管文樣) 등의 유무에 따라서 각기 세분된다. 다음에 형식별로

적겠다.

(1) 연화문(運華文) 1류
9엽소판연화문(葉素辦運華文)이다. 와당의 중앙에판 한 줄기의 권
선(團線)을 갖는 원추대(圓雜臺) 모양의 중방(中房)이 붙어 있다. 이

중방은 내구(內區)의 꽃잎이나 외연(外緣)에 비하면 두드러지게 돌
출(突出) (약 lcm) 하고 있어 매우 강조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중방
의 주변에는 방추형(結睡形) (연 꽃봉오리 모양)의 꽃잎이 9장 배치되

어 있다. 외구(外區)와 내연(內緣)에는 두 줄기의 권션이 있고 그 사
이를 약 317TI 의 구슬무늬 (珠文)가 둘러싸고 었다. 또한 구슬무늬의
모양은 일정치 않고 원형에서 타원형(橋圖形)으로 점차 변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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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려겨|기와 (숫막새기와

1-4 ,

암막새기와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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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 있다. 외연은 높이가 1~2mm 정도로 낮고， 또한 폭도

5 ~ 10mm 정도로 좁은 팔을 하고 있다. 이 종류는 세분(細分)이 가능
하다. 중방， 꽃잎 등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다름이 없으나， 중방에 원

형의 구멍과 외연에 반원꼴의 죽관문(竹管文)을 자돌(刺突)한 A류와

자톨하지 않는 B류가 있다. 또한 A류는 외연에 죽관푼이 둘러싸고 있
으나 와당의 하반부(턱)를 정형(整形)할 때 깎이고 만 것도 있어 파

편에 따라서는 A ， B류의 분별이 곤란한 것도 있다.

A류 원추대(圓雜臺)의 중방에 연자(運子)에 해당하는 구멍이 한
개 있고， 외연에는 자돌한 죽관문 2 은 약 327~ 두른 것(그림 2
의 1) .

B 류 A류와 일견 유사하나， 중방의 연자， 외연에 죽관문이 전혀 안
보이는 것. 와당의 지름은 15. 3cm이다(그림 2 의

2).

(2) 연화문 2 류
8 엽소판연화문(葉素辦運華文)이다. 연화문 중앙의 중방은 1 류와
똑같이 원추대모양으로 돌출하고 2 줄기의 권선을 갖고 있다. 8장의
꽃잎은 선단(先端)이 Y자형으로 분지한 꼴을 하고 있어 기부(基部)
는 중방의 권선과 이어지고 있다. 외구(外區)의 내연은 큰 방울꼴의
주문(珠文) 167~ 를 호선(빠線) 한 줄기에 이어 놓고 있다. 또한 이 종
류는 중방과 꽃잎의 기부 등에서 볼 수 있는 죽관문(竹管文)의 유무
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A류 중방， 꽃잎의 기부， 와당과 원와의 접합연부(接合緣部)에 반원
형의 관문(管文)촬 사문(施文)한것. 꽃잎은 약간 둥굴고 부풀
음을 가졌다 와당의 지름은 약 18αn이다(제 2 권(關)

3).

B 류 중방이나 와당연부(!L當緣部)에 전혀 죽관문(竹管文)이 안 보
인다 A류와 비교하면 꽃잎은 윗면이 납작하다. 와당의 지름은
16cm이다(그림 2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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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技術的) 특징

(1) 와당의 정형 (整形)
와당의 표면에는 혼척과 문양의 엇갈림 등이 명료하게 남아 있어
직접 점토판 틀(泡)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와당의 이연(훌面)은
어루만진 혼적이 있을 뿐 포(布)의 흔적은 볼 수 없다. 와당의 두께는
대체로 앓고 틀(泡)에 점토를 몇 차례에 나눠서 보탠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와당의 단면형태는 특히 와당 이변의 중앙부보다 하반
부에 두께를 줄이는 정형을 한 것이 많고 볼록렌즈의 꼴을 하고 있
다. 주목할 점은 와당 이면의 하반부에 남은 원호상(圓孤狀)의 압흔
(壓浪)이다 A류 와당띄 그런 압흔은 크기로 말하면 직경이 약 12αn

의 동그라미이다. 이 압혼에 관하여는 한반도에서 출토한 기와 가운
데 통모양의 깊고 포목혼(布目浪)을 지닌 것(大臨 還 1996) 과 고려시
대의 안학궁(安購宮)유적에서 반원모양의 오목선(맨線)을 지닌 것

(千團|쾌道 1996) 이 출토되고 있다‘ 전자는 한 토막의 나무로 만든(←一

本木途 IJ ) 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후자의 흔적에 대하여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키나와역도에서 출토한 기와는 포목혼이나 깊이 움푹 팬
데가 없어 고려시대의 안학궁유적에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어쨌
든 조선시대의 기와에 같은 모양의 흔적이 안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보다 앞선 옛 딴계 기와제작기술의 흔적이라고 생각된다.

(2 ) 와당과 수키와

와당에는 반통(半商)의 원와가 접합된다. 수키와의 끝부분은 와당

이상(표當養商)에 감싸이는 모양으로 접합된다. 그러나 접합변에는
접합시의 점토의 두께가 없다. 와당과 원와의 각도는 거의 직각이다.
또한 와당턱(顆)의 정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와당 하반부의 외연을
크게 주걱으로 깎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 밖에 안팎면의

두께가 앓고 평탄하게 정형된 것이 있다. 이 주걱 깎기는 아마도 물
기를 빼는 것을 고려한 정형일 것이다. 또한 수키와부분의 형태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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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서 정공(휩孔)을 들 수 있다.

암막새기와
1) 와당문양
암막새기와는 유형적으로 와당면이 폭넓은 장방형을 만곡(響曲)시킨

듯한 호상형(孤狀型) (그림 2 의 5, 6) 과 와당변을 한층 더 넓게 잡고 와
당 하연부가 직선이 된 장방형 꼴(그림 2의 7-12) 의 두 종류로 대별된

다. 또한 폭이 좁은 호상형이나 역삼각형 꼴의 와당은 찾아 볼 수 없다.
와당문양은 기본적으로 연화문(運華文)과 파문(巴文)의 변종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연화문에는 만문(러文) , 주문(珠文) , 반원상의 관문(管文)이
부가되어 화려하다. 또한 화문의 표현은 측시형(↑則 ff!lì型)과 정시형(正
視型)의 두 종류가 있고 같은 와당면에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1) 광폭호상형(廣福뻐狀形) 와당( I 형)
@연화문 1 류

와당면의 상연(上緣)이 평와의 만곡(聲曲)에 맞춰서 폭이 넓은 호
상(孤狀)을 이룬 것이다(그램 2 의

5).

와당면의 중앙에 꽃잎이 8 개

있는 연화문 한 개를 두고 측시형의 꽃봉오리와 꽃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한 것이다. 화문은 숫막새기와의 연화문 한 종류와 유사하고 커
다란 중방에 한 줄기의 권선(圍線)이 있어 꽃잎은 방추형 (結鍾形)이

다. 또한 구도는 다르지 않지만 중방에 한 개의 원문(圓文)과 와당의

상연부(上緣部)에 죽관문(竹管文)을 한 줄 시문한 것이 있어 그 관문
의 유무에 따라서 세분된다. 크기는 현폭 (ij행몹)이 약

26cm , 와당폭

(중앙부)이 llcm이다.

A류 중방에 원문(圓文) , 와당면과 평와의 접합 상연부(上緣部)에

반원상의 관문(管文)을 한줄 넣은 것. 이 부류에 「계유년고려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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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西年高麗조L Ifr造 )J 의 명문(銘文) 펑와가 접합된 자료가 있어 이들
의 상호관계를 알수 있다
B 류 A류의 문양에 연자(運子)의 원문이나 관문이 없는 것.

@연화문 2류
와당에 연화문을 두 개 그린 종류이다(그림 2 의 6) . 와당 중앙에는

선으로 어은 종위(織位)의 주문(珠文) 다섯 개로 양면을 구획하고 좌
우에 각 다른 연화문을 배치한 것이다. 왼쪽의 화문은 두 겹 권선을
두른 중방에 방추형의 꽃잎을 9개 그린 연화문이다. 한편， 오른쪽의

화문은 중방이 좌측화문과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꽃잎은 인동
문(忍장文) 무늬 모양을 한 여닮 개의 연화문이다. 또한 좌우상단에
는 만문(러文)과 전체의 네 귀퉁이에 계유재명와(쫓西在銘互)에서
볼 수 있는 테두리 모양을 배치하고 있다. 이 부류는 화문의 중방에
구멍을， 와당 상연부에 반원모양의 관문(管文)을 시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이분된다. 크기는 현폭이 약 29cm. 와당
폭(중앙)이 llcm 이다. 이 부류와 관계되는 재명암키와(在銘平互)는
자료가 없어서 확신은- 없으나 횡단부(廣端部)의 길이로 볼 때 격자타
날(格子打據)문양이 새겨진 암키와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A류 2 개의 연화문 중방에 각각 구멍이 하나 자돌(刺突)되고 우측의
화문에는 기부와 상연부에 관문을 새긴 것. 또한 이 부류는 중방의
연자와 와당상연의 자돌문까지는 동일하나， 연화문의 기부에 관문없
는 것이 있어 더 한충 세분할 수 있다. 전바를 A-l , 후자를 A-2 로 나

눈다.
B 류 상기의 A류와 문양의 위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나 중방의 연
자(運子)나 연화문 혹은 와당연(互當緣)에 반원모양의 관문이 새겨
지지 않은것.

(2)

장방형(長方形) 와당 ( 11 형)

와당면이 장방형을 한 기와군으로， 한반도의 고려기와에서 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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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는 특정적인 꼴을 하고 있다. 와당면의 형태에는 좌우의
상단이 비스듬히 정형된 유형(연화문 1~4류)과 좌우의 상단이 그냥

암키와의 선형(線形)을 남기고 있는 유형(연화문 5 류)이 었다. 또한
와당의 크기로 볼 때 전자의 연화문이 있는 것과 파문(巴文)이 새겨
진 조금 큰 두 유형이 있다. 와당문양은 기본적으로 연화문과 파문의

두 종류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자의 연화문은 꽃과 꽃봉
오리， 덩굴 등의 구성에 변화가 있으며 현재까지 6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파문은 처마기와 문양에서는 볼 수 없는 문양으로， 후술할 야
마토계 숫막새기와의 파문양(巴文樣)과의 관련이 예상된다.
연화문 1~4종류는 한 개의 연화문과 꽃봉오리(잎사귀)를 덩굴로

이은 문양으로 구성되고 연화문은 8개의 꽃잎으로 된 정시형(正視型)
화문으로， 봉오리는 측시형(↑則視型)으로 그려져 있다 와당에서 보이

는 좌우의 상단은 왼쪽 상단이 둥글고， 오른쪽 상단은 비스듬히 정형
되어 있다. 와당면과 평와와의 접합각도는 약 94도이다.

@연화문 1
1류

와당 중앙의 약간 좌측에 한 송이 연화문이 었다. 덩굴이 셋

있는데 첫째는 와당의 윗쪽 위 귀퉁이에서 와당의 상연에 따르는 덩
굴， 둘째는 왼쪽 위 귀퉁이에서 내려오면서 충앙의 화문을 말아들이

는 모양으로 뻗은 덩굴

그리고 셋째는 와당의 하연에 따라 곧장 뻗

은 덩굴이다. 그리고 중앙의 덩굴 도중에 위를 향한 꽃봉오리가 그려
져 있다(그림 2 의

7) .

@연화문 2
2류

와당 중앙의 약간 왼쪽에 정시형의 연화문을 한 송이 배치한 것

이다. 덩굴은 화문을 말아들이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돌리고 와당 중앙부
에서 좌우 윗쪽으로 나누어진다. 분기점에는 두 개의 작은 잎사귀가 그

려져 있고 오른쪽 덩굴에는 아래쪽을 향한 봉오리가 있다(그림 2 의 8) .

@연화문 3
3류

와당 중앙의 약간 오른쪽에 연화문을 배치하고 덩굴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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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오른쪽 모서리로 연화문의 일부를 둘러싸는 것처럼 그린 것
으로， 왼쪽에 비낀 방향으로 그려진 봉오리가 있고 거기에는 또 아래
를 비스듬히 향한 측시형의 화문이 그려져 있다(그림 2 의 9) .

@연화문
4류 와당 왼쪽 부분이 결손되었기 때문에 전체 모양은 분명치 않으
나 현존의 것은 와당 오른쪽에 잎사귀를 상쪽으로 배치하고 그 왼쪽
에 양문(陽文)으로서의 연화문올 그리고 있다. 꽃잎은 여넓 개 았다
(그림 2 의 10) .

@연화문 5 류
이 종류는 위의 연화문 1~4류와는 달리 화문 등이 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넓 개의 꽃잎이 있는 연화문올 좌우대칭으로 배치하고 있다.

덩굴은 두 줄기가 보이는데 하나는 와당 왼쪽 중앙부에서 아래를 향해
뻗고 좌우 대화문(對花文)의 중앙을 거쳐 좌우로 분지하고 각각 그 선
단에 봉오리를 배치하고 있다. 둘째 덩굴은 와당 하연을 따라 직선이
되고 있다

거의 완전형으로 크기는 현폭이 약

27cm , 와당폭(중앙부)

이 12αn， 높이가 16αn 이다 평와의 단부(端部)의 크기에서 미루어 보
아 계유재병기와의 크기에 가까운 수치가 되어 주목된다(그림 2 의

11) .

@ 파문(巴文) 1 류
왼쪽으로 감은 커다란 삼파(三巴)와 주변에 덩굴과 봉오리를 배치
한 것. 파두(巴頭)는 뚱글고 세 개가 각각 분리하여 꼬리는 길고 끝에

서 접속하여 원이 된따. 덩굴은 와당하연블 따라 직선이 되는 것올
볼 수 있고 거기서 가지가 나뀐 것처럼 양각된 봉오리가 파문의 주변

에 배치되고 있다. 와당상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와당면의 형태
는 상기한 장방형류 볍주에 들어가나 와당폭이 커서 상당한 대형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종류는 파편이지만 문양인 파(巴)나 덩굴

등의 문양의 전개로 보아 두 종류의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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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특징
와당면은 숫막새기와 달라서 와당면에 포목흔적(布덤浪跳)과 실굽

(絲切 t)) 혼적이 명료하게 남아 었다. 천을 깐(布數혼) 나무툴이 사용
되었다. 틀에 점토를 보태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파손후의 잔존부
분에는 점토의 겹침이 남쓴 것이 있다. 또한 와당 이면에는 역시 숫

막새기와 같이 포목흔이 없고 간신히 접합부에 횡위(橫位)로 쓰다듬
은 정형혼적이 보인다 와당은 하단부가 앓고 상단부로 갈수록 점차
두터워지는데 암키와와의 접합면이 가장 두럽다. 특히 접합면의 두께
로 볼 때 장방형의 연화문 1 류는 앓고 이어 연화문 2 가 약간 두터워

지며 파문 1 류는 상당히 두터우며 보강용으로 접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와당면과 암키와의 접합은 와당 상연에 암키와를 접합하는 것인데
암키와의 단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고 와당의 뒷면이 그 단부에 약간
먹어 들어가는 식의 접합달 한다.
와당면과 암키와의 접함각도는 광폭호상형(廣騙孤狀型)과 장방형
의 연화문 1 의 것이 94도의 미약한 각도로 접합한다. 같은 모양의 연
화문 2 와 파문 1 류는 90도 즉 직각으로 부착되었다. 와당의 상연부의
귀퉁이는 모난데를 깎아서 물이 흐르기 좋게 하려고 호상형과 똑 같

은 방법을 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
면 혹시 하강동(下降陳) 똥에서 장식용 기와로서 와당면을 거꾸로 사
용하였다고도 생각되며， 츄목되는 형식의 기와이다.

수키와(圓효)

1)

형식적 특성

모골(模骨)을 사용한 이분할 조와(造互)로서 옥연(玉緣)이 붙은 형

식과 옥연이 안 붙은 무단식이 있다. 단지 출토량으로 볼 때 전자가
일반적 형태이며 후자는 완전형이 아니면 그 판별이 어렵고 보고례도

우에하라 시즈카(上原 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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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려계 기와(암키와 1, 수키와 2 , 수키와 암키와 원통 통모식도(平효圓
簡補模式圖)

3,

수키와모골모식도(圓표模骨模式圖)

양모식도(打孫文樣模式圖)
측면모식도

7,

5,

구|면와 모식도

4 , 수키와의
6 , 유단식

유단식 암키와 모식도

8 , 9)

타날문
암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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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현단계에서 확인되는 크기에는 오연식(五緣式)일 때 전체길이

42.6cm , 통의 폭 16.5cm , 두께 1. 9cm , 중량 3.25kg( 대천재명와)이 있
고， 무단식에 있어서는 전체길이

41.1cm , 통의 폭 2 1. 3cm , 두께

1.8cm , 중량 3.05kg( 대천재명와)의 것이 있다

2)

기술적 특정

수키와 제작에 있어서의 흔적으로서는 분할전에 있었던 측면의 와

도흔(互刀浪)과 분할면이 었다 측면의 정형이 보이는 것은 숫막새기
와 수키와 부분이다(그럼 ’의 2).

오목면(맨面)에는 박리(刺離)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목(布目)이

전면에 남아 있다. 원와의 요면에 남겨진 형태에서 모골(模骨)을 복원
해본 즉， 그림 3 의 4에서 보는 바와 칼이 민듯하게 내려온 어깨 (轉τ
됩) 또는 유선형을 하고 았으며 약간 단부를 향하여 넓어지고 있다.
모골의 통부(倚部)의 지름은 약 1 4cm 로 측정되었다. 또한 소성후(燒

成後)의 수축을 고려하면

20% 증가한인 16.8cm 가 되리라고 본다.

볼록면은 타날에 의한 펌(細 áty) 이 실시되고 그 후 다듬는 조정이 고루
실시된다. 타날문양에 있어서는 정형시의 다듬작업으로 인해 전체적으
로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적고， 더군다나 암키와에 비하여 타날의 힘이
약했던 탄인지 타날(打標)의 흔적이 명료하게 남아 있지 않다. 단 문양
의 종류로서는 암키와의 정우 같은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날문양
으로 볼 때 문자를 가진 것을 포함하여 몇몇 종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

나 현재까지 명확히 도형화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종류뿐이다(그림
3의

5).

a류 우상(~~狀) 타날 모양이 상단에서 하까지 새겨진 것으로 이 종

류가 다수를 점하고 었으벼 이후 세분될 수 있다고 본다. 옥연측(玉
緣測)의 단부에서 약

15cm 위치에 가로로 세 개의 선이 띠 모양을 하

고 있고 이것을 경계로 하여 날개모양의 타날방향이 바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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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류 「대천(大天 )J 의 재명을 새긴 우상 타날 모양이다. 이것은 암키
와에서도볼수있다.

암키와(平표)

1)

혐태적 특징

암키와는 평면형이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 크기는 여러가지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쓴

@ 전체길이 짜αn ， 긴길이 32.5cm , 짧은길이

26cm(格子打據文樣기와)， @ 전체 길이 43.5αn ， 긴 길이 34cm, 짧은
길이 27.5cm( 대천재명기와)의 두 예이다.

암키와의 두께는 기장 앓은 것이 1.2cm , 반대로 두꺼운 것은 2.6cm
이다. 단지 기와는 같은것에 있어서도 부위에 따라서 두께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 7cm 전후의 것이 많고 그 밖에 2.1cm 이상의

두꺼 운 것과 1. 6~1 4cm의 약간 앓은 것도 있다.

2)

타날문양(打琮文橫)

볼록면의 타날문양은 고려계기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
징의 하나이다. 타날구(打標具)에 적힌 명(銘)과 우상문(꼈狀文) (그

밖에 유축우상문(有轉%狀文) , 실우근문(失쩌根文) , 어골문(魚骨文)

등 이라고도 칭함)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유형
은 大川淸民(1 962) 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그 후 발굴 조사가 실시된

우라소에(浦파)성유적의 출토자료를 기초로 下地安弘씨는 大川씨가
제시한 재명와(在銘끄)의 분류를 재편(再編)하였다. 본 논문은 下地
成의 분류에 준하나 새 자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부를 고쳤다.
또한 기타라고 한 항목은 작은파편이기 때문에 이후의 자료추가가
필요하다

재명 부분 이외의 단부나 통부의 우상문양의 차이를 가지

고 분류하면 11 종류의 타날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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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것도 타날판(打標板)의 크기는 암키와의 길이와 같고 극단적인 장
단의 변화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1 )

타날문(打樣文) 1 류 계유년고례와장조(쫓西年홈麗짧 E造)으| 재명
(在銘)기와

정날판(打樣板)의 중앙부에 두 줄기로 병렬(拉列)한 명(銘)이 새겨
진 기와군을 가리키며 명문(銘文)은 거울에 비친 역문자(遊文字)로
왼쪽에 「계유년고(잦쩔年高 )J ， 오른쪽에 「려와장조(麗조LIfr造)J 라고
배치되어 있다. 우상타날문양이 시문된 부분에서는 특히 단부에서 약

간의 상이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타날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응당 명의 부분에모 상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하여
는 금후의 과제로 하고 차이가 분명한 타날흔적의 단부에 있는 우상

문양의 종류에 따라 재명와(在銘互)를 분류한다. 우상문(쩌狀文)의
각도는 110~ 115도이다.

a류 평행하는 가로의 선이 그어지고 그 사이에 가느다란 쐐기 모양
의 선이 있는 것(第4團 1 a).

b류 한 줄기의 가로의을 새긴 것. 장축의 길이는 45αn ， 폭은 약
6 .7 cm( 그림 4의

1b)

c류 가로선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그림 4의 lc).

(2) 타날문(打樣文) 2류 「격자타날문양(格子打樣文樣 )J

+ r기와(효 )J

타날판의 명부분(銘部分)이 사각형의 틀이 되고 우측에 세로 네 줄

기， 가로 세 줄기의 선으로 구성된 격자 모양. 우측에는 한자의 약자
아니면 기호모양의 하나의 문자가 있다. 大川淸씨는 「와(표)J 라는
문자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상문(꼈狀文)의 각도는 115~ 120도이다.

이 기와는 우상문이 굵고 기와 자체가 두럽다. 기와의 크기는 긴축의
길이가 42cm , 폭이 7.5cm이다(그림 4의 2) .

(3)

타날문3류 「대천 (大天 )J 재명 기와

틀 안에 거울 문자인 대천명을 가진 기와군으로서 이 명와에 그 밖

오키나와 Urjl 爛諸島) 출토 고려계(高麗系)기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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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자를 추가하는 예가 발견되어 변종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부류
는 오른쪽 틀 안에 「대천(大天 )J 의 종위(織位)문자， 왼쪽 틀 안은 공
백으로 된 것이다. 타날문양의 긴축은 길이 4 3c m , 폭 6.5αn이다. 우
상문의 각도는 125도로 된 것이 많다(그림 4의

(4) 타날문 4류 「대천(大天 )J

+

3) .

r월(月 )J 재명기와

좌측에 상기 3 종류의 「대천(大天) J , 우측에 「월(月 )J 모양의 문자를

닮은 명이 었다

r계유(쫓西) "'J 나 「대천(大'Æ )J 과 비교하면 「월」은

치졸(雅쐐)한데다가 계서체(階書體)가 아니고， 오히려 기호로 보인
다. 지금은 「월」이란 문자로 해석해 두기로 한다. 자료가 파편이기 때
문에 전체 모양이 분명치 않으나 우상타날은 3 류와 유사하다. 크기는

파편이기 때문에 명확치 않다. 날개문양의 각도는

115 ~ 120도이다

(그림 4의 4) .

(5) 타날문 5류 「천(天 )J 재명기와
H 와똑같이 두개의 분자를넣기에 충분한틀을가로선으로위아래

로 구분하고， 그 상급의 왼쪽 틀 안에 거울문자인 「천(天 )J 를 새기고
오른쪽 상단의 틀 안을 공백(空白)으로 하였다. 길이는 지금 현재 분
명치 않다. 폭은 7.0cm 이고 우상문의 각도는 120도이다(그림 4의

(6)

5) .

기타

이 부류는 파편이므로 명문과의 관계가 분명치 알으나 상기의 부류
와는 분명히 다른 문양을 단부에 가졌기 때문에 신설(新設)한 것으로

이후의 자료에 따라 재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그림 4).

a류

광단면(廣端面)의 자료인데， 우상타날문(~~狀打樣文)이 새겨
지지 않은 단부의 여백부분에 한 줄기의 우상선을 새긴 것. 처
마 평와 1 형의 연화문양 l 류에 접합 된 예가 있다.

b류

a류와 같은 광단면의 자료인데

반대로 단부까지 밀도가 짙게

우상선이 새겨진 것. 좌측의 우상선부분(쩌狀線部分)에 평행
선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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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류

b류의 자료와 같은 광단면의 자료인데 단부까지 우상선이 새
겨져 있으나 약간 조잡한 것.

d류 이것은 협단측(俠端↑則)의 자료이다. 단부와 평행하는 가로의 두

줄기 선과 우측의 우상선에 방향이 다른 두 줄기 션이 있는 것‘
3) 기술적 특정
볼록변에 있는 타날흔과 오목변에 보이는 공구의 혼적파 기타의 특

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암키와는 평면꼴이 사다리모양을 하고
있어서， 셜명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광단면을 위로 하고 협단면을 아
래로 배치하고 있다(그림 3 의 1).

4) 타날 기법
상기의 평면형(平面形)을 상광단(上廣端) , 하광단(下廣端)의 위치
에 두지만， 타날판의 종류에 따라서는 명문(銘文)의 천지(天地)가 거

꾸로 된다‘ 1 류 「계유년」 명과 2류 「격자타날문」은 거꾸로 되고 3 류
「대천」명 ， 4류 「대천+월」명 , 5 류 「대」명기와는 정위치가 되어 , 타날
구(打控具) 사용에 따르는 차이가 인정된다. 또한 이 타날작업은 좌
우의 어느 쪽인가에 회전하고 있으므로 그 방향은 복원할 수 있다. 1,
2 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 류는 쌍방향의 움직임이 있지만，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방향이 많다 4류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자료가 있고

5 유에 있어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경우가 있다.

또한 타날판의 사용법에 대해서인데 타날판면을

1/2 겹쳐서

전개하는

것과 겹치지 않고 판의 폭을 가지런히 맞춰서 행하는 방법도 있다 1
2 류는 1/2 을 겹치는 것이 많아서 재명부분이 겹치거나 격자모양만이
겹치고 있다 3 류는

1/2

겹친 것와

1/2

이하로 겹침을 적게 한 것이

있어 재명이 선명한 것이 많다 .4류 및 5 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료
부족으로 타날방법의 경향을 잡을 수 없다. 현재 있는 자료로는
이하로 겹치고 있어 3 류와 유사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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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통
정형대(整形臺)가 되는 통의 모양은 제품인 암키와가 사다리꼴을
하고 있는 까닭에 절두원추형(載頭圓雖形)을 상정(想定)할 수 있다.

그러나 오목변에 와통(互倚)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서， 한국의 민속
례(民倚例)로 보고된 바와 같이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사다리를 거
꾸로 한 꼴의 원통이 생각된다(그림 3 의 3) , 암키와의 광단면(廣端面)

은 쓰다듬은 혼적이 많은 데 대하여， 협단면은 오목면 가장자리는 모
서리부분을 깎아낸 결과 단면자체가 가늘어지고， 협단면은 의외로 거
철어진 면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광단면과 협단측의 제
작공정에서 다루는 방법의 차이가 엿보인다. 또한 협단의 볼록부위에

휘어짐과 부풀음이 있는 예로 볼 때， 정형단계에서 토속례(土↑삼例)에
있는 역사다리형의 통이 상기된다. 더욱이 건조단계에서 협단부측(俠
端部뼈)을 아래에 둔 꼴이 생각된다. 웬만큼 단단해진 건조시의 최종

정형단계에서 협단측의 포서리 부분을 깎아내기 위하여 상하단의 위
치가뒤집힌 것이 아닐까

6)
@

성형 작업(成形 作業)

원통에 감아 붙이는 점토판은 실굴 UfJ網~ 1) ) 방향， 타날도구의

방향， 점토접착부 상태로 보아 점토판을 두 장 동여 붙였을 가능성을

下地安弘씨 는 지 적 하고 있다(下地安廣 1986) ,8)

@

암키와의 오목면측은 도분할(圖分뿜1]) 의 기준이 되는 세로의 가

는 흠이 있고. 또 분할변에는 오목면측으로부터 넣은 와도흔(효刀浪)
의 평활(平慣)한 변이 남아 있다. 전술한 수키와 같이 분할파구면(分
뽕1)破口面)은 그냥 화장(化*도)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측면에 남
은 와도혼의 평활변(平消面)을 약

1/3, 1/2 ,

2/3 의 3 단계로 분류하면

수리성유적 (首里城跳)의 출토례에서는 2/3 형윷 많이 볼 수 있다.

@

단면(端緣)의 정형은 광연측(廣緣剛)이 거의 와도(互刀) (ι"-G)

로 깎이지 않았거나 가콸게 깎아낸 것이 많고， 반대로 협단측(俠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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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은 4~6cm의 폭으로 넓게 모서리를 깎아 낸 것이 보통이다.

@ 점토판이 모골에 감기는 방향은 왼쪽으로 감긴 것과 오른쪽으로
감긴 것이 있다. 이것은 기술적 계통과 그 밖의 유적과의 관련을 알
아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수리성의 예(首里城例)(西 0) 7 →f
7) 에 관하여 모골을 광단을 아래， 협단을 위라고 하는 기준에 서서
점토 접착부를 분류하면 40점 가운데 24점이 오른쪽 겹침. 16점이 왼
쪽겹침이었다

@ 협단면에서 정형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데 비하여， 광단변에
서는 쓰다듬 정형이 행하여지고 있다.

@ 포목(布텀) 압혼에는 정밀함과 조잡함의 두 종류가 있다. lcm
단방(團方)을 기준으보 압혼이 명료한 선을 관찰한 즉， 약 17 가닥의
것과 약

14 가닥의 것이 있다. 17 가닥의 설로 싼 세포(細布)는 계유

년명기와에 집중하고

14 가닥의 실로 첼 거치른 조포(租布)는 계유년

명기와， 적자묘양기와， 대천(大天) . 천명(天銘)기와의 네 종류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포목압흔(布目壓浪)은 비스듬히 꼬인 모양의 것
이 적지 않고 비교적으로 부드러운 천이 모골에 감겨 있었던 것이 추
측된다. 오목면에는 실굽흔과 포목압혼이 전체에 남은 것이 많다

@ 암카와의 모목변에는 원경통(圓驚補)을 위요(圍曉)하는 축압
혼(細壓展)이 있다. 자로로 달린 가는 끈이 누른 흔적이고 포목이
겹친 점으로 보아 천과 통사이에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압혼이 몇 가닥이나，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었던가는 명확하지 않으
나， 현재 알 수 있는 위치로서는 광단면에서 4.5~8.2cm의 사이에

한 가닥과 협단변에서 1.0~10cm의 사이에 한 가닥이 있었다고 생
각된다. 또한 양단부(兩端部)를 결손한 대형의 통 파편 속에서 두
가닥의 축압흔(組壓浪)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끈 간격은

약 8cm 이었다.

@ 원통에 감아 붙일 때 천올 이은 대중자리가 있다. 그 부분은 션
을 경계로 두께의 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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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 시에 묻은 손가락 자국으로 오목면의 광단측(廣端f則)에 비
스듬이 깊게 패인 데가 있다.

@ 분할(分劃) 눈금 자리와 점토 접합눈금 흔적이 있다. 분할 눈금
자국이란 암키와의 분할을 쉽게 하려고 원통에 부착한 분할봉(分劃棒)
의 자국을 말한다. 흔적의 폭은 약 5mm이다. 이 분할 눈금 자국과

@

에서 말한 점토판 접합 눈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수리성유적(首里城
跳) (西 (})7 -tf-r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였다. 그 결과， a , 분할용 눈금
만 볼 수 있는 것이

10% , b ,

점토의 접합부 눈금을 볼 수 있는 것

73% , c , 분할 눈금과 점토의 접합자리를 함께 볼 수 있는 것 17% 로
분석되며， 분할용 눈금의 돌기부분(突起部分)을 의식하면서 점토 접합

작업을 했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유단식 암키와(有段式 平효)
암카와의 단부에 단(옥연)을 붙인 형태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그
림 3) , 측면형이 다섯종류 보이는데， 형태적으로는 여러가지 유형의

존재가 예상된다. 또한 유단식 암키와의 볼록면은 오목면과 비교할
때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볼록면이 위를 보고 오목면은
아래를 본 모양의 이용 형태가 생각되고 (陳互(雅振효)的)인 사용방
법이 추정된다(關口廣次

1976) 와당의 볼록변에는 굵은 우상타날문

양(쩌狀打標文樣)이 있고， 오목변에는 실굽흔과 포목 흔적이 남아 있

다. 또한 측면은 분할면윷 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고 여
러가지 특정이 고려계 암키와와 공통된다. 볼록면에는 「대천」 명와계
의 굵은 우상날문양이 시문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재명와는 볼

수 없다. 또한 오목변과 측축이 장측에 대하여 수직인 점으로 보아
제작시의 통은 기퉁 모양의 원통이 추정된다. 암키와의 통보다는 한

결 컸을 것이라고 상상된다. 평면은 장방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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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분명히 삼각형을 한 것도 있어 우절와약(隔切효約)인 것도 있다.
또한 단부의 오목면에 와당의 모양(罵土板)을 붙인것도 있어 분명히

막새기와는 다른 형태의 기와가 존재한다.

유단식 암키와의 두께는 앓은 것은

1. 7cm , 두꺼운 것이 2.8cm , 그

리고 가장 맡이 얻은 자료는 2 .3 ~2. 4an이다ti"계유(쫓西 )J 등의 재

명 암키와와는 두께에서 확연히 구별한다.
측면형태는 다섯 개 종류를 볼 수 있는데 특정은 다음과 같다 (그
림 3 의 7).

a류

측면은 와도(패刀)로 도려낸 자국과 분할 파구면(破口面)이

그냥 남겨지고 조금도 화장(化뺨)을 안 한 것.
b류

측면이 네모로 깎듯이 화장되고 오목면측의 모서리가 깎인 것.

c류

측면의 오목면측에 원만한 경사가 붙어， 야마토계기와의 암키

와의 측면 형태에 유시한 것
d류

측면이 두 면 따 손질이 된 것.

e류

측면이 네모로 정형되었으나 b 류같은 가장자리 손질을 안

한것.

우목선(觸木先) 기와
암키와의 단부에 암막새기와처럼 평판을 부착한 형태를 하고 었다.

현재로서는 파편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없으나 암
키와의 측면보다 약 2cm 안쪽의 오목면에 와당모양의 평진(平振)이
부착되어 와당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목면을 바른

부분에는 접합하기 위하여 새긴 자리가 있다. 암키와의 오목변에 거
친 타날문양이 있고， 또한 재명암키와에 비하여 충분히 두꺼운 점으
로 보아 유단식암키와의 짜맞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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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와(鬼面효)
두께가 있는 점토판을 바탕으로 하고 그 상변에 점토를 부가하여 눈，
코， 볼을 정형한 귀변으로 환원소성의 회색와이다. 현재까지는 포성유
적(浦兪城跳)과 수리성유석(首里城帥、)의 2 개 유적에서 출토하고 있다.
완형자료는 얻어지지 않았으나 몇 개의 파편을 기초로 하여 추정 복원
한 것이 그림 3 의 8과 9이다. 이것은 두부(頭部) 중앙이 뾰족해 한 개의
각을 이루고 있다. 두정부(頭頂部)에서 콧날이 융기하고 코의 중앙에서
매우 크게 솟았다. 콧구멍도 크다. 양쪽의 볼도 둥글고 만두처럼 부풀어

올랐다. 눈과 입은 점토 끈으로 선을 둘러 귀변을 만들었다. 또한 입，
코， 눈 따위의 조형과 함께 눈캡 상부에 숫막새기와나 고려청자에서 많
이 볼 수 있는 관문(管文)등도 시문되어 있다. 귀외면(鬼훨面)의 크기에
비하여 하부의 샅(股< f))은 작아 특징적이다. 귀변의 외면은 점토판의

뼈를 구성하는 것 같이 Y자를 거꾸로 한 점토 띠를 붙여 놓았다. 귀퉁이
의 외면이 마침 점토 피로 귀면 뒤의 중앙부에서 두 갈래로 나뒤었다.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진 부분의 볼록띠에는 세로의 구멍이 각각 한 개
있다. 샅 외변에는 원와가 접합되었다고 생각되는 붙였던 흔적이 있다.
또한 귀면의 종류에 관하여는 조형이 커다란 비부(훌部)의 파편도 출토
되고 있어， 귀변의 표정은 아직도 여릿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의

8 크기는 추정 높이가 47cm , 광폭(橫福)이 약 3쩌n ， 접토판의 두께가
약

3cm , 외변에 있는 돌기(突起)의 높이가 8cm , 폭이 3 .3 ~4. 4an이다.

용마루기와(製斗互)
전술한 일반적인 평와보다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 용마루기와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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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깨서 장서방형(長西方形) 모양으로 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당초
부터 제품으로서 제작되었던 것과 암키와를 정중(鄭重)하게 깨 가지

고(打劃) 이차적으로 가공한 제품도 있다. 후자는 현장에서 맞춤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자는 수리성경(首里城京)지구에 사
례가 있고， 양측이 다 같이 모골에서 깨어 내서 제작한 분할파구면
(分뿜l破口面)이 남아 있다. 한편， 후자의 것은 「대천」명이 있는 암키
와로서 한쪽측면을깎아정형한것이다.

창와(뿔효)
이 명청은 시기가 새로운 기와(殘互) 등과 같이 구멍이 있는 굴뚝
모양의 기와로서 현재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이렇게 가칭하겠다. 암키
와의 내면에 만독한 흠을 판 기와로서 소성후(燒成後)에 생긴 것이 아
니라 당초의 제작단계에애 만들어진 역와(投互) (道具互)이다. 전체 모

양에 대하여는 양호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원(正圓)인
지， 반원(半圓)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추정 구경(口끊)은 4.2αn이다.
암키와는 「계유」재명와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고려계기와의 계보와 전파

오키나와열도에서의 고려계기와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점을들수 있다.

@ 막새기와(野互)의 원와당문양은 원화문계뿐이며 그 밖의 귀목
문(鬼目文)이나 봉황문(鳳凰文)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 암막새기와의 와당면은 형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장방형 꼴을 한 형은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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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독특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 암막새기와의 무늬에 좌우대칭이 아닌 것이 많이 보인다.
@ 암막새기와의 와당문양에는 야마토계기와에 유사한 파문양(巴
文樣)이 있다

@

귀면와는 점토판에 눈， 입 , 코， 볼 등이 붙여지고 두정부(頭頂部)

가 일각뿔을 가진 유머러스한 표정을 한 귀면이다. 이들의 표정과 조
형은 조선계 그대로이나 머리에 뿔을 만들어 붙인 점은 일본적이다.

@

암키와나 수키와에 새겨진 타날문양은 직선모양의 우상문(직선

모양)(直線狀)을 주체로 하고 청해(좁海波文) , 곡선화우상문(曲線化

쩌狀文)이나 중곽문(重郭文)은 안 보인다

@

타날도구의 크기로 볼 때， 한반도의 '::1것은 종류가 많고 꼴모양

도 다양하나， 오키나와의 것은 종류나 양이 다 같이 적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키나와에서 출토한 고려계기와는 기술적
으로는 고려와장(高麗}L!lÍ)에 의한 직접적인 조와이기 때문에 오키
나와에의 기술도입은 직통으로 행하여진 후 현지의 공인 (I)\) 에 의
하여 계숭되었던 것은 상술한 여러가지 특징에서 명백하다. 발신원천
(發信源폈)인 한반도띄 다양한 문양이나 도구 둥으로 보아 조와기술

의 한 형식이 전파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에서 고려기와의 와당문양은 고구려기와 또는 통일신

라기와의 어느 한 쪽의 계보률 이어받고 있다 2) 이 관점에서 오키나

그림 6. 한반도 기와 문양의 예 1 . 한반도(조선)출토 2 광주시 출토 3-4) 제주
목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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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토의 숫막새기와를 보면， 연화문은 중방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꽃잎이 두럽고， 그 사이에 주문(珠文)을 배치한 것도 있어서 고려계

기와의 특정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출토의 관련 자료로서 숫막새기
와 모양(圓互當文樣)은 정내공(井內功)의 보고자료(그림 6 의 1
2)(松井忠春외 1994) 와 제주도목관위지(濟州島故官律펴J:)(그림 6의

3. 4)3) 의 예가 있고， 타날문양은 광주 갑산사적(뼈山츄制)의 천명암
키와(井內功 1975) . 제주포 출토의 대천명와가 았다. 이후 고구려계
고려기와의 분포와 조와기술의 기와를 밝힘으로써 오키나와에 발신

(發信)한 지역이 추정될 것이 아닌가 한다.

6.

요약결론

조와기술의 전파에 관하여 어찌하여 당시의 중화학공업적기술이

타국(珪닮)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 또한 고려계기와는 기술이 계승
되고 있지만. 15 세기중엽에는 생산이 사절(社總)된 이유는 무엇인
가? 선각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와기술의 도입에 대하여 종교 및 정
치적인 동기가 지적(伊東忠太 1937: 르島格 1980: 西용正 1951: 他國

榮史 1998) 되고 있다. 그퍼나 한반도(조선)내에 있어서의 발진지 (發
進地)와 조와기술 진단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의 고려기와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류큐 (J廠求)에 전해진 조와기술의
구체적인 계보가 명확하게 알려지고 나아가서 그 사회적， 문화적인

경향에 대하여도 명백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金城훌民의 지도 조언에 의함

3) 池國榮史￡에 의하여 표면채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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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附記)

1

본 원고는 2000년 3 월 20일에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도면(圖面)의 추가와 보필(補筆)을 한

것이다. 또한 그 후， 야마자키 신지(山晧信二)씨가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기와에 관한 새로운 논고(山뼈信二

점을 제출하였다

2000) 이후 신지씨가 지적한

이후， 검토하므로서 본 연구를 보충해 나가겠다.

2. 막새기와 제작기법에 관하여 山~짧信二R는 암키와를 접거나 하
여 와당을 제작하였음을 상정하고 었다.

(감사말씀)
말필(末筆)이 되어 陳灌합니다만 발표의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교수 엄효재 선생님， 같은대학 비교문화연구소장 전경수 선생님 및
발표시에 지도해 주선 오키나와국제대학 명예교수 다까이타(高宮廣

衛) 선생님에 대하여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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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yö Style Roof-tiles Excavated on the
Okinawa Islands
Shizuka Uehara

Roof tiles produced with Koryö roo
야f-ti
비
ile techniques 뼈
have 뼈
bee
많
n excavated

fro
아m Gus잉따u:ùru Period(IO-1 꺼 centuries C.E.) sites on the Okinawa island
group. The tiles are gray colored and have been fired in a reduction
atmosphere. The tegula(wide concave under tiles) have the maker ’s
charaαer(Mizμnototo씨 on them, leading to 난le Opl피on that the dates of

manufacture were 1153 , 1273 , 1333 , and 1393; however, fin a1 da미19 has yet
to be deterrnÏned.
In regards to 버e place of manufacture as well, opi띠ons differ between
their being imported from the Korean peninsu1 a or produced in the Nanto
Islands. At present, Korγö sηle roof-tiles have been excavated from for디7
sites centering on the main island of Okinawa and also found on the
adjacent islands of Kume and Miyako in the Sakishima Island group. The
cenσa1 Chubu region of the main island of Okinawa is recognized as from

wher the most diverse and plentiful tiles have been excavated.
Curren t1y there have been eight varieties of Koryö type roof-tile
excavated including round-eaves tiles (η oki-η1m'μga깅Jam) ， t1 at-eavεs
tiles(noki-hiragaw’αra) ，
tiles(hiragaψara)，

imbrex round tiles(marμgarw’ 'lr，α) ， tegula t1 at

flat til앉 with a 1i p on the rear end(상@째1값hiragawara)，

hip rafter cover tiles(sumiki-sakig，짜vara) , ridge tiles(ηoshi-gawara)， window

tiles(mado-gawara) , and terminal ridge-end

tiles(mμηazμmi-kaza뺑따J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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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can be

fur삼ler

subdivided into thirty-two types based on shape and

paπem.

Wh en comparing the Koryö type roof-tiles found in 남leO바lawa Islands

with tho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many similarities such as the
antefìx pattem of 난le eaves 버es， the molding board pattems and the bucket
molding technique of impbex round tiles and

te밍lla

flat tiles. However,

there are also a few differences. In comparison 띠남1 Korean materials there
is less variation, so perhaps one type of Koryö manufacturing technique
spread to Okinawa where it was partia1ly transformed. Note that in regards
to the spread of manufacturing techniques , attempts are being made

상om

the standpoint of historical dOCUlll entary studies to interpret 만le spread of
tiles to political factors. However, since studies have not been carried out on
the arche이ogical materials to concretely establis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involoved, 난llS is a topic of future re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