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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와 등文樣種類의 分類 및 考察

1.  등문양와(文樣瓦) 조사개요(調査槪要)

본문(本文)의 기와문양조사(文樣調査)는 1980年부터 1984年까지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조사(出土調査)된 기와를 대상(對象)으로 하 으며 비교적(比較的) 안정(安定)된 층위(層

位)에서 출토수습(出土收拾)된 기와를 조사자료(調査資料)로 삼았다. 위 대상자료(對象資料)

의 출토지역범위(出土地域範圍)는 미륵사지사역(彌勒寺址寺域) 중심곽(中心廓)을 중심(中心)

으로한 사역남측(寺域南側)의 남회랑지(南廻廊址)에서부터 강당지북측(講堂址北側)의 축태부

근건물지(築台附近建物址)까지 포함(包含)된다.

출토(出土)된 와편(瓦片)은 대부분 파편(破片)으로 수습(收拾)되었으나 문양(文樣)을 조사

확인(調査確認)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判斷)되어 각편(各片)을 1점(點)으로 

조사(調査) 처리(處理)하 다.

1984年까지 조사분류(調査分類)된 와편(瓦片)은 총(總) 300여종(餘種) 10만여점(萬餘點)에 

이르고 있다.

조사(調査)된 기와는 각(各) 건물지별(建物址別)로 혹은 건물지(建物址)에 속(屬)하지 않고 

기와가 집중출토(集中出土)되었던 곳은 층위별(層位別)로 구분(區分)하 다.

대체적으로 표토층(表土層)인 경작토 및 모래층을 제외(除外)하고는 건물지(建物址)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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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層)으로부터 기단토(基壇土)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층위(層位)를 이루고 있거나 다른 유

물(遺物)과 함께 시대별(時代別)로 출토(出土)되는 예(例)가 많아 기와와 다른 유물(遺物)과

의 비교(比較)로서 편년설정(編年設定)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려초기이후(高麗初期以後)에는 명문와(銘文瓦)가 특히 많이 출토조사(出土調査)되었으나 

본보고서(本報告書)가 아직 발간(發刊)되지 않은 실태이므로 여기서는 제외(除外)하 다. 다

만 연호등(年號等)의 명문(銘文)이 있을 경우 명문(銘文)과 함께 시문(施文)된 여러 문양(文

樣)이 연대설정(年代設定)을 하는데 결정적(決定的)인 자료(資料)가 되었으므로 이를 참고

(參考)하여 시대(時代)를 조사(調査)할 수 있었다.

출토조사(出土調査)된 와편(瓦片)은 기록(記錄)에 나타난 건립연대(建立年代)에 비추어 백

제말경(百濟末頃)의 기와로부터 그 시원(始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오랜 기간(期間)동안 

여러차례의 중건(重建)을 고려(考慮)하면 미륵사창건(彌勒寺創建) 당시(當時)인 초창기(初創

期)의 백제시대(百濟時代) 기와로 추정(推定)되는 것은 사역(寺域) 여러 곳에서 기와와 반출

(伴出)된 유물(遺物)로 미루어 보아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초기(初期) 건물지(建物址)와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가 한 지역(地域)에서 중복(重複)되어 

상하(上下)로 겹친 경우에 토층(土層)이 교란(交亂)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층위(層

位)가 일정(一定)한 두께를 형성(形成)하면서 이루어져 기와 역시(亦是) 상층(上層)에서 하층

(下層)으로 내려갈수록 고식(古式)임이 확인(確認)되었다.

본고작성(本考作成)은 미륵사지발굴조사원(彌勒寺址發掘調査員)들의 협조하(協助下)에 이

루어 졌음을 밝혀둔다.

2. 논술범위(論述範圍) 및 기타 등문양편년(文樣編年) 설정(設定)에 따른 

연구방법(硏究方法)

가. 논술범위(論述範圍)

본문(本文)에서는 각(各) 문양와별(文樣瓦別)로 설명(說明)한 경우가 있으나 문양(文樣)이 

크게 차이(差異)가 없고 기와가 서로 비슷한 시대(時代)일 경우에는 함께 설명(說明)하기도 

하 다.

여기서 조사(調査)된 등문양와(文樣瓦)가 모두 300여종(餘種)이 넘지만 출토례(出土例)가 

많지 않거나 많은 경우에도 문양(文樣)의 전체(全體)를 파악키 어려운 경우에는 지면형편상

(紙面形便上) 제외(除外)시켰다.

각(各) 문양와(文樣瓦)의 구분(區分)과 건물지(建物址)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고려(考

慮)하여 후면(後面)에 미륵사지(彌勒寺址) 가람배치도(伽藍配置圖)를 첨부(添附)하여 설명(說

明)하 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명문와(銘文瓦)는 가급적(可級的) 본보고서(本報告書)로 미루어 

이곳에서는 제외(除外)하 고 편년설정(編年設定)에 도움이 되는 연호(年號) 및 다른 문양

(文樣)과 비교(比較)가 되는 것만 논(論)하 다.

미륵사지(彌勒寺址) 중심곽(中心廓) 외역(外域)에서 출토(出土)된 기와중에서 중심곽(中心

廓)의 것과 동일(同一)한 기와문양(文樣)이거나 유사(類似)한 경우에는 조사대상(調査對象)으

로 포함(包含)시킨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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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문양(文樣)의 편년설정(編年設定)에 따른 연구방향(硏究方向)과 시대구분

(時代區分)

미륵사지(彌勒寺址)에 관한 문헌상(文獻上) 기록(記錄)이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

(三國史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와유록(臥遊錄)(조선시대말기경(朝鮮時

代末期頃) 강후진저(姜侯晋著))” 등(等)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정확(正確)한 존속연

대(存續年代)를 알 수 없으므로 연호(年號)가 나타나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기와 명문와

(銘文瓦)는 이를 연구(硏究)하는 좋은 자료(資料)가 된다.

특히 백제(百濟)기와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기와는 구분(區分)이 대단히 어려우

므로 기와의 태토(胎土), 출토층위안정(出土層位安定)된 층위(層位)를 조사(調査)), 반출유물

(伴出遺物), 소성도(燒成度), 조와기법(造瓦技法), 기와의 외모등(外模等)을 종합적(綜合的)으

로 살펴 추정(推定)하 다.

그 중에서 목탑지(木塔址) 북편기단(北便基壇)에서 출토(出土)된 기와는 안정(安定)된 구

지표상(舊地表上)에서 한 시대(時代)의 기와가 수천점(千點)이 출토(出土)되었고, 북편기지단

(北便基地壇)에서 북(北)으로 140㎝ 떨어진 구지표상(舊地表上)에서는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암 숫막새가 동서일렬(東西一列)로 출토(出土)되어 이들의 시대설정(時代設定)에 많은 도움

이 되었다.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백제와(百濟瓦)는 사역내(寺域內) 외곽전역(外廓全域)에서 출토(出

土)되었으나 특히 강대지(講臺址), 중원서회랑지일부(中院西廻廊址一部), 동원북회랑지(東院

北廻廊址) 및 승방지등(僧房址等) 몇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安定)된 토층(土層)의 층위

(層位)에서 같은 시대(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가 출토(出土)되었다. 이기와는 등 무늬없

는 것이 2/3가 넘고, 무늬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선문(線文)인데 고판(叩板)으로 시문(施文)

한 후에 다시 어떤 도구(道具)로 선문(線文)위를 문질러 버린 흔적(痕迹)이 완연(完然)하다. 

안정(安定)된 초기(初期) 건물지(建物址)의 토층(土層)에서 출토(出土)되 기와는 소량(少量)

의 정격자(正格子)(사격자(斜格子))문양(文樣)이 포함(包含)되며 격자문(格子文)의 간격(間隔)

이 넓은 것이 많았다. 이와함께 출토(出土)되었던 기와는 기와 전면(全面)에 선문(線文)이 

종(縱), 혹은 횡(橫)으로 길게 시문(施文)된 기와가 출토(出土)된 경우도 있으나 몇 점씩 섞

여 있는 경우가 가끔 눈에 띠었을 뿐이다.

여기서는 각 건물주(建物址)마다 「표토층(表土層)에서부터 기단(基壇)이 드러나는 최하부

층(最下部層)까지의 토층별(土層別)로 나타난 기와의 예(例)와 반출유물(伴出遺物)을 조사(調

査)하 고, 전대(前代) 및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가 상하(上下)로 겹쳤을 경우에 그 속위별

(屬位別) 유물(遺物)도 비교검토(比較檢討)하여 시대구분(時代區分)에서 제외(除外)하 다.

다음에 기술(記述)될 각(各) 문양별(文樣別)로 분류설명(分類說明)한 기와 중 편년설정(編

年設定)에 있어서는 고려초기(高麗初期)․중기(中期)․말기(末期)로 나누어 서술(敍述)하 으

나 이 분류(分類)는 이곳에서 조사(調査)된 문양와(文樣瓦)와 함께 반출(伴出)된 유물(遺物)

과 비교(比較)하여 임의(任意)로 구분(區分)하여 초기(初期)는 주로 순청자사용시기(純靑磁使

用時期), 말기(末期)는 분청자기(粉靑磁器)가 출현(出現)하기 시작(始作)한 시기이후(時期以

後)에 비유하여 구분(區分)하 다.

따라서 엄격(嚴格)히 말하면 고려시대(高麗時代)를 3등분(等分)하여 나눈 편년(編年)이 아

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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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와 등문양종류(文樣種類)의 분류(分類) 및 고찰(考察)

가. 등문양종류(文樣種類) 및 분류방법(分類方法)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지금까지 출토조사(出土調査)된 단일문양(單一文樣)은 대략(大略) 

10여종(餘種)으로 볼 수 있으며 선문(線文), 격자문(格子文), 어골문(魚骨文), 승석문(繩蓆文), 

수엽문(樹葉文), 점문(點文), 원형문(圓形文), 거치문(鋸齒文), 기화문(幾何文), 복합문(複合文)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몇가지의 기본적(基本的)인 문양(文樣)이 복합적(複合的)으로 다른 문양(文樣)

과 2중(重), 3중(重), 혹은 그 이상으로 혼용(混用)되어 300여종(餘種)의 문양(文樣)으로 세분

(細分)되었다. 문양별(文樣別) 명칭(名稱)은 한가지 문양(文樣)을 달리 표현(表現)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되도록 추상적인 명칭(名稱)을 배제(排

除)하고 필요(必要)한 경우 각(各) 문양별설명(文樣別說明)에서 상세(詳細)하게 설명(說明)한

다.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기와 등문양(文樣)을 분류(分類)하면 아래와 같다.

Ⅰ. 선문(線文) a. 단선문(短線文)(초기(初期)) (圖版 1)

b. 장선문(長線文) (圖版 2, 5, 6)

c. 사선문(斜線文) (圖版 3, 4)

d. 선문(線文)＋격자문(格子文) (圖版 15, 19)

e. 종선문(縱線文)＋횡선문(橫線文) (圖版 17, 18)

f. 종선문(縱線文)＋사선문(斜線文) (圖版 7, 14)

Ⅱ. 격자문(格子文)

A. 정격자문(正格子文) (圖版 8, 13) 

- 대(大)(1변(邊)이 1.5㎝이상(以上))

- 소(小)(   〃     1.5㎝미만(未滿)) 

B. 사격자문(斜格子文) (대변(大邊) 9, 10, 11, 12)

- 대(大)(1변(邊)이 1.5㎝이상(以上))

- 소(小)(   〃     1.5㎝미만(未滿))

C. 장방형격자문(長方形格子文) (圖版 16)

D. 격자문(格子文)＋중선방격문(重線方格文) (圖版 32)

E. 사격자문(斜格子文)＋사선문(斜線文)

Ⅲ. 어골문(魚骨文)

A. 순수어골문(純粹魚骨文)

- 세선문(細線文) (圖版 21, 22, 46)

- 후선문(厚線文) (圖版 29, 58, 29, 60, 61, 70, 71, 74, 84) 

B. 어골문(魚骨文)＋격자문(格子文)(혹, 격자문(格子文) 외(外)에 “십(十)”문(文)있음)(圖

版 23, 49, 50, 51, 52)

C. 어골문(魚骨文)＋정격자문(正格子文) (圖版 57)

D. 어골문(魚骨文)＋단선문(短線文) (圖版 68, 69)

E. 어골문(魚骨文)＋차륜문(車輪文) (圖版 39,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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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어골문(魚骨文)＋원형문(圓形文) (圖版 45)

G. 어골문(魚骨文)＋격자문(格子文)＋원형문(圓形文)

H. 어골문(魚骨文)＋동심원문(同心圓文)(혹 내에 “십(十)”문(文) 있음) (圖版 44)

I. 어골문(魚骨文)＋중방곽문(重方廓文) (圖版 83, 86)

J. 어골문(魚骨文)＋중방곽문(重方廓文)＋단선문(短線文) (圖版 78∼82)

K. 어골문(魚骨文)＋중방곽문(重方廓文)＋동심원문(同心圓文)

L. 어골문(魚骨文)＋차륜문(車輪文)＋사격자문(斜格子文) (圖版 43)

M. 어골문(魚骨文)＋단선문(短線文)＋동심원문(同心圓文) (圖版 44)

O. 어골문(魚骨文)＋당초문(唐草文) (圖版 88)

P. 어골문(魚骨文)＋연화문(蓮花文) (圖版 28, 48)

Q. 어골문(魚骨文)＋중방곽문(重方廓文)＋당초문(唐草文) (圖版 87)

R. 어골문(魚骨文)＋격자문(格子文)＋수엽문(樹葉文) (圖版 55)

S. 어골문(魚骨文)＋국화문(菊花文) (圖版 40)

Ⅳ. 승석문(繩蓆文)

Ⅴ. 복합문(複合文) - 기하문(幾何文) (圖版 34)

     - 동심(同心) 원문(圓文) (圖版 38)

상술(上述)한 기와 등문양(文樣)중에서는 어떠한 문양(文樣)으로 표현(表現)할 수 없는 복

잡(複雜)한 문양(文樣)이 여러 종류(種類) 조사(調査) 되었으나 그 수량(數量)이 많지 않았

다. 이와 같이 명칭(名稱)을 붙이기 어려운 문양(文樣)은 모두 복합문양(複合文樣)에 포함(包

含)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와 등문양별(文樣別) 조사(調査)의 예(例)

圖版 1

이 기와는 선문(線文)으로서 고판(叩板)으로 타날(打捺)하여 시문(施文)한뒤에 다시 어떤 

도구(道具)로 문질러버린 흔적(痕跡)이 있다. 따라서 타날(打捺)로 시문(施文)된 선조문(線條

文)이 일정한 굵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좁아지거나 끊겼다가 이어지는 형태(形態)

이다. 선문중(線文中)이 등 문양와(文樣瓦)는 수만점(數萬點)의 출토(出土)기와중 1점(點)도 

다른 문양(文樣)과 혼용(混用)되어 시문(施文)된 예(例)가 없었다.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조사(調査)된 단일문양와(單一文樣瓦)에서는 가장 많은 출토량(出

土量)을 차지한다. 또한 초기(初期) 사역내외(寺域內外)에서 출토(出土)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특히 강당지기단북편(講堂址基壇北便) 내외부(內外部)와 동원북회랑지(東院北廻廊址)

의 기단부근(基壇附近)의 안정(安定)된 층위(層位) 여러지역(地域)에서는 이 종류(種類)가 다

량(多量) 출토(出土)되었는데 무문양(無文樣)이 1/2 이상을 차지 하 고, 격자문(格子文)과 

사격자문(斜格子文), 긴 사선문양(斜線文樣)기와가 소량(少量) 출토(出土)되었다(圖版 2, 3, 5, 

6, 7, 8∼13)

조사(調査)한 바에 의하면 선문(線文)과 격자문(格子文), 사선문(斜線文)은 가장 안정(安

定)되고 깊은 토층(土層)에서 인각와(印刻瓦)와 함께 출토(出土)되는데 이러한 선문포함층

(線文包含層)에서는 다른 문양(文樣)은 발견(發見)된 예(例)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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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백제문양와(百濟文樣瓦)로 추정(推定)되는 것은 상술(上

述)선문(線文), 격자문(格子文)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출토량(出土量)의 2/3이상이 무문와(無

文瓦)로 확인(確認)된 곳이 많았다.

表 1. (Tr. N13W1 D. 200㎝) 강당지(講堂址) 

內→背 背→內 刀을 2回 이상처리

문    양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계

무    문 2 - - 18 30 - 50

선    문 28 - - 11 1 - 40

격 자 문 1 - - - - - 1

어 골 문 1 - - - - - 1

계 32 - - 29 31 - 92

(Tr. S11E10) ; (D. 180㎝) 동원(東院) 초기수로(初期水路) 내부(內部)

內→背 背→內
瓦刀를

 2-3回써서 완전처리

문    양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계

무    문 66 1 - 17 - - 84

선    문 - 14 - - - - 14

격 자 문 13 - - 4 - - 17

단 선 문 - - - 1 - - 1

어 골 문 8 2 - 1 - - 11

계 87 17 - 23 - - 127

表 2. (S2W4, S1W4, S1W5, S2W5, S1W6, S2W6,) 중원(中院) 남회랑지(南廻廊址) 남편기단부외

부(南便基壇外部) 

內→背 背→內 刀을 2回 이상처리

문    양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계

무    문 621 72 - 40 132 - 865

선    문 65 19 - 25 136 4 249

격 자 문 56 58 - - - - 114

어 골 문 535 86 - - - - 621

어골+격자 11 4 - - - - 15

계 1288 239 - 65 268 4 1864

(S11E10, S16E7, S15E7) 동원(東院) 초기수로내부(初期水路內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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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背 背→內 刀을 2回 이상처리

문    양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암기와 숫기와 계

무    문 250 21 - 37 - - 308

선    문 - 18 - - - - 18

격 자 문 22 1 - 4 - - 27

단 선 문 1 - - - - - 1

어 골 문 103 2 - 1 - - 106

어골+격자 14 - - - - - 14

곡 선 문 - - - 1 - - 1

계 390 42 - 43 - - 475

이러한 기와들은 대체적으로 태토(胎土)는 곱게 정선(精選)되었고 회백색(灰白色)이나, 옅

은 황갈색(黃褐色)을 띠는 경우가 많았고 암회색(暗灰色)이 있다. 기와후(厚)는 1.5∼1.6㎝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문(線文)이나 격자문(格子文)은 백제(百濟)에서 통일신라중말기경(統一新羅中末期頃)까

지 계승(繼承) 사용(使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각와(印刻瓦)의 문양(文樣)은 무문양(無文樣)과 선문(線文) 두 종(種)에만 있는데 태토

(胎土) 및 와형등(瓦形等)으로 보아 백제이후(百濟以後)에 사용가능성(使用可能性)을 좀 더 

검토(檢討)해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듯 하다. 이것은 공주(公州) 부여주변(扶餘周邊) 

백제사찰(百濟寺刹) 및 부여산성(扶餘山城)의 유적지(遺蹟址), 익산오금산성지(益山五金山城

址) 및 왕궁지등(王宮址等) 넓은 분포(分布)를 보이고 있다.1)

圖版 2, 3, 4, 5, 6, 7

종선(縱線), 혹은 사선(斜線)으로 시문(施文)되었으며 기와 전면에 길게 표현(表現)된 것이

다. 이 선문(線文)들은 어느 것이나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가장 많이 사용(使用)한 

것으로 추정(推定)되는데 대체로 사역전지역(寺域全地域)에서 넓게 분포(分布)되었음이 밝혀

졌다.

이 선문(線文)은 모두 회색(灰色)을 띤 고운 태토(胎土)로 조성(造成)되었으나 목탑지(木塔

址)에서 출토(出土)된 기와는 圖版 1과 같은 문양(文樣)을 나타내고 있으나 태토(胎土)에 사

립(砂粒)이 많이 섞 고 예외(例外)없이 짙은 적갈색선문(赤葛色線文)으로 통일신라(統一新

羅) 암막새와, 보상화문(寶相花文) 및 국화문(菊花文)숫막새와 함께 정정(定定)된 층위(層位)

에서 출토(출토)되었다.

기와 두께는 보통 1.0∼1.7㎝ 안팎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일정(一定)치 않다. 

이 기와의 문양(文樣)은 백제와(百濟瓦)와 같은 양식(樣式)이나 거칠고 찌그러진 것이 많으

1) 朴容塡 「公州出土의 百濟瓦塼에 關한 硏究」 百濟文化, 6輯

   大川淸 「扶餘 郡恩山面 金剛寺址 出土 古瓦의 硏究」 百濟文化, 6輯.

   金永培 「態川과 泗泌城時代의 百濟王宮址에 對한 考察」 百濟文化, 1. 2 輯.

   徐五善 「韓國平瓦紋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硏究」 忠南大 碩士學位 論文. 1985.

   鄭明鎬 「益山王宮坪發掘調査略報告」馬韓百濟文化, 제 2 집.

   全榮來 「益山五金山城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馬韓百濟文化硏究所, 全北道 19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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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하(上下) 및 양단처리(兩端處理)에 있어서 대부분이 1차(次)로 끝맺음을 하여 신중(愼

重)하게 처리(處理)되지 않았음은 주목(注目)할 점(點)이다.

이러한 선문류(線文類)는 명문와(銘文瓦)로서 흥륜사지(興輪寺址),2) 월성지(月城址),3) 청원

군(淸源郡) 낭성면(浪城面) 산성리(山城里) 상당산성(上黨山城),4) 괴산군(槐山郡) 청천면(靑

川面) 도원리사지(桃源里寺址),5) 동군(永同郡) 황간면(黃澗面), 신묘사지,6) 부여주변(扶餘

周邊)의 고대사찰지(古代寺刹址),7) 익산오금산성지(益山五金山城址)에서 분포(分布)되며,8) 출

토수량(出土數量)이 많고, 분포지역(分布地域)도 넓은 편이다.

圖版 8, 9, 10, 11, 12, 13

격자문(格子文)으로 이 문양(文樣)은 정격자(正格子)와 사격자(斜格子)로 되어 고판조성시

(叩板造成時)에 구분(區分)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서로 반출(伴出)되고 있어 따로 

분류(分類)할 필요(必要)가 없는 것 같다. 이곳에서는 사격자문(斜格子文)이 넓은 지역(地域)

에서 많은 수량(數量)이 출토(出土)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대적(時代的)인 격차(隔

差)나 태토등(胎土等)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 격자문(格子文)은 圖版 1과 함께 출토(出土)되

는 예(例)가 대부분인데 특히 초기사역(初期寺域)의 최하층(最下層)에서는 예외(例外)가 없

었다. 그러나 태토(胎土)는 사립(砂粒) 약간 섞인 경우가 있다. 선문(線文)에 비해 갈색(褐

色)을 띤 경우가 많다.

백제대(百濟代) 막새 및 인각와(印刻瓦)와 함께 출토(出土)되나 통일신라대(統一新羅代)에 

까지 성행(盛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와두께는 1.7㎝ 안팎이 가장 많으나 2.2㎝에 이른 것도 있고,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

文)은 일정치 않다.

상하단(上下端)은 아직 2중이상(重以上) 처리(處理)한 것이 많이 보이며, 양단처리(兩端處

理) 역시(亦是) 동일(同一)하다. 圖版 1과 마찬가지로 암기와는 예외(例外)없이 내면(內面)에

서 배면(背面)으로 와도(瓦刀)로서 1/2∼1/3가량을 긋고 부러뜨렸는데, 어떤 기와에는 와도

(瓦刀)로서 선(線)을 잘못 그려 다시 그 옆에 그은 흔적(痕迹)으로 보아 철제(鐵製)나 청동

제등(靑銅製等)의 날카로운 금속도구(金屬道具)를 이용(利用)한 듯 하다. 숫기와는 대부분이 

배면(背面)에서 내면(內面)으로 와도(瓦刀)의 선(線)을 그었다.

격자문(格子文)기와는 부여(扶餘) 추정왕궁지(推定王宮址)9) 정림사지(定林寺址),10) 경주안

압지(慶州雁鴨址),11)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12) 창림사지(昌林寺址),13)고창읍성(高敞邑城),14) 

익산오금산성지(益山五金山城址),15) 등(等) 넓은 분포(分布)를 가진다.

2) 金東賢 外 「新羅의 기와」 韓國建築史大系 Ⅴ, 建築과 文樣

3) 金東賢 外 前揭書.

4) 김풍식, 이재준 「충북의 기와」 유림사

5) 김풍식, 이재준 前揭書.

6) 김풍식, 이재준 前揭書.

7) 徐五善, 前揭書.

8) 全榮來, 前揭書.

9) 徐五善 前揭書.

10) 徐五善 前揭書.

11) 金東賢外 前揭書.

12) 金東賢外 前揭書.

13) 金東賢外 前揭書.

14) 圓光大馬韓百濟文化硏究所 「高敞邑城內部 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 1984. 9.

15) 全榮來,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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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4

선문(線文)의 간격이 0.8㎝ 가량 되는데 사립(砂粒)이 섞여 거친편이다. 주로 동원회랑지

(東院廻廊址)와 승방지(僧房址)에서 출토(出土)되었는데 圖版 1과 격자문(格子文)이 반출(伴

出)되는 예(例)가 많았다.

와후(瓦厚)는 1.4㎝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이다.

사용연대(使用年代)는 통일신라중기이후(統一新羅中期以後)로 추정(推定)된다.

시문(施文)한 고판(叩板)은 폭(幅) 6㎝도구(道具)를 이용(利用)하 는데 와도(瓦刀)는 다른 

기와와 마찬가지로 내면(內面)에서 배면(背面)으로 선(線)을 그어 부러뜨렸다.

圖版 15

선문(線文)과 사격자문(斜格子文)이 혼합(混合)된 문양와(文樣瓦)로 사립(砂粒)이 섞 으나 

상단면(上端面)은 와도(瓦刀)로 2중(重)으로 처리(處理)하여 세심(細心)한 배려(配慮)를 하

다.

동원(東院) 승방지(僧房址)에서만 출토조사(出土調査) 되었는데 모두 기단직상토층(基壇直

上土層)에서 수습(收拾)되었고 통일신라말경(統一新羅末頃)으로 추정(推定)된다.

와후(瓦厚)는 1.8㎝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로 보통굵기에 속한다.

기와통에서, 4분법(分法)을 사용(使用), 와도(瓦刀)를 대어 긋고 부러뜨린 형식(形式)인데 

내면(內面)에서 배면(背面)으로 와도(瓦刀)를 그었다.

圖版 16

장방형(長方形)의 격자문(格子文)으로 출토량(出土量)이 적다. 동원(東院)과 중(中)․서회

랑지(西廻廊址)에서 수점(數點)이 출토(出土)되었다. 함께 출토(出土)되는 기와는 선문수(線

文數)가 주(主)를 이룬다. 태토(胎土)는 곱고 짙은 회색(灰色)이며 와후(瓦厚)는 1.5㎝이다.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로 보통 굵기이다.

추정사용연대(推定使用年代)는 통일말경(統一末頃)에서 려대초기(麗代初期)로 생각된다. 

고판폭(叩板幅)은 4.5㎝를 사용(使用)하 다. 조사(調査)된 기와는 한 측면(側面)만 남아있는

데, 와도(瓦刀)는 내면(內面)에서 배면(背面)으로 선(線)을 그어 부러뜨렸다. 이 방법(方法)은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조사와중(出土調査瓦中)에서 통일신라말경(統一新羅末頃)부터 쓰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版 17

圖版 16과 함께 출토(出土)되며 태토(胎土)도 거의 유사(類似)하다. 이 선문(線文)은 종

(縱)으로 시문(施文)되었으나 중간(中間)에 3조(條)의 선(線)이 횡(橫)으로 시문(施文)되어 종

선(縱線)이 끊겨 표현(表現)되었다.

이러한 선문(線文)은 통일말경(統一末頃)에서 고려(高麗)로 교체(交替)되기 직전(直前)에 

과도기적(過渡期的)인 문양(文樣)으로 생각되는데 안정(安定)된 초기건물지(初期建物址)에서

는 圖版 1이나 격자문(格子文)과 반출(伴出)되지 않고, 그 직상토층(直上土層)에서 도식화(圖

式化)되지 않은 어골문(魚骨文)과 함께 출토(出土)되나, 이 경우에 청자류(靑磁類)는 일절(一

切) 반출(伴出)된 예(例)가 없다. 통일신라(統一新羅) 말경(末頃)의 것으로 보인다.

기와 두께는 1.8㎝,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 굵기이다.

圖版 18, 19

圖版 18은 8조(條)의 집선종선(集線縱線)을 3.5㎝간격으로 기와 상면(上面)에서 하면(下面)

까지 길게 시문(施文)하여 그 사이에 단선(短線)을 시문(施文)하 고, 圖版 19는 선조문(線條

文)을 종횡(縱橫)으로 자연(自然)스럽게 시문(施文)하여 작은 격자문(格子文)을 이루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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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동원(東院) 승방지(僧房址) 및 회랑지(廻廊址)와 서원내외곽건물지(西院內外廓建物址)

에서만 출토(出土)된다. 圖版 15, 16, 17, 등(等)과 반출(伴出)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모두 

비슷한 시기(時期)에 사용(使用)된 듯하다.

와후(瓦厚)는 모두 1.5∼1.7㎝내외(內外)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2㎜정도

이다. 양단(兩端)은 다른 암기와와 조성수법(造成手法)이 같고, 상단(上端)은 와도(瓦刀)로 2

중(重)으로 처리(處理)하 다.

圖版 20∼33

모두 2종(種)이상의 문양(文樣)이 혼합(混合)되었고, 圖版 21만 단일문양(單一文樣)으로 시

문(施文)되었다. 이 13종(種)의 문양(文樣)은 통일신라말(統一新羅末)에서 고려극초기(高麗極

初期)에 이르기까지 출현(出現)되어 사용(使用)된 과도기(過渡期)의 기와도 추정(推定)되는데 

이때에 어골문양(魚骨文樣)이 나타난다. 여기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 어골문(魚骨

文)은 선(線)이 가늘거나 아직 도식화(圖式化)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圖版 21, 22, 23). 그러

나 함께 출토(出土)되는 다른 어골문(魚骨文)은 대체로 간격이 소원(疎遠)하게 시문(施文)된 

느낌이고 규칙적(規則的)이면서 여러 방격문(方格文)과 함께 혼용(混用)되었다. 이러한 문양

형태(文樣形態)는 고려초기(高麗初期)이후에는 출토(出土)된 예(例)가 없으므로, 미륵사지(彌

勒寺址)에서 출토(出土)된 어골문(魚骨文)에서는 가장 시원문양(始源文樣)으로 간주(看做)된

다. 특히 2∼3중(重)의 방곽문(方廓文)과 어골문(魚骨文)사이에서 자연(自然)스럽게 조성(造

成)된 마름모문양(文樣), 곡선문양(曲線文樣) 점문양(點文樣)등은 통일기(統一期)에서 고려

(高麗)로 넘어오면서 형성(形成)된 특징(特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태토(胎土)는 圖版 28이 아주 곱게 정선(精選)된 흙을 사용(使用)했을 뿐 나머지는 사질

(砂質)이 조금씩 섞 다.

와후(瓦厚)는 1.5∼1.8㎝ 안팎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굵기가 대부분이

다.

圖版 34

단선문(短線文)이 어골문양식(魚骨文樣式)으로 시문(施文)되었다.

동원회랑지(東院廻廊址)에서 1점(點), 중원동회랑지(中院東廻廊址)에서 20여점(餘點), 그밖

에 서원외과(西院外廓)에서 산견(散見)된다.

태토(胎土)는 사립(砂粒)이 섞 으나 와형(瓦形)의 틀이 잡혔다. 와후(瓦厚)는 1.8㎝이며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은 1×1㎜와 1×2㎜ 두 종이었다.

어느 지역(地域)에서나 통일말경(統一末頃)에서 려대초기경(麗代初期頃)의 유물(遺物)과 

반출(伴出)되어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으로 추정(推定)된다. 암기와만 조사(調査)되었는데 

양단처리(兩端處理)는 다른 것과 같고, 고판(叩板)은 다른 것보다 좀 넓은 폭(幅) 8㎝이다.

圖版 35

두 문양(文樣)이 복합문(複合文)으로 4㎝간격의 큰 격자문(格子文)에 5.5㎝, 및 2㎝직경의 

원형문(圓形文)이 상하(上下)로 배치(配置)된 특이(特異)한 문양(文樣)이다.

동원회랑지외부(東院廻廊址外部)의 담장터와, 서원회랑지(西院廻廊址) 외곽(外廓)의 건물

지(建物址)에서만 10여점(餘點)이 출토(出土)되었는데 순청자포함층(純靑磁包含層)보다 한층

이 낮은 층위(層位)에서 수습(收拾)되었다. 상기(上記)한 圖版 18, 20, 21, 22, 23, 24, 25, 26, 

28, 27, 29, 30, 31, 32, 33과 반출(伴出)된다.

태토(胎土)는 사립(砂粒)이 섞 으며 와후(瓦厚)는 1.6㎝이고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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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폭(叩板幅)이 4㎝임이 뚜렷하며, 시기(時期)는 통일말(統一末)에서 려대초(麗代初)로 

보인다.

숫기와는 조사(調査)된 바 없고 암기와는 다른 암기와와 같은 절단수법(切斷手法)을 사용

(使用)하 다. 상단부(上端部)는 2중(重)으로 와도(瓦刀)를 대어 처리(處理)하 고, 상단내면

(上端內面)도 넓은 폭(幅)으로 처리(處理)하 다.

圖版 36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2점(點)이 수습(收拾)되었다. 8자(字)를 타원형으로 길게 시문(施

文)하고 내부(內部)에 수엽형(樹葉形)으로 표현(表現)하 다.

圖版 28과 함께 출토(出土)되며 비교적 낮은 층위에서 청자류포함층(靑磁類包含層)보다 

한 단(段) 하부(下部)에서 출토(出土)되었다.

태토(胎土)에는 사질(砂質)이 많은 편이며 와후(瓦厚)는 1.7㎝,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

㎜굵기이다.

圖版 37

어골문(魚骨文)을 상하(上下)에 시문(施文)하고 중앙(中央)에 장방형(長方形)의 격자문양

(格子文樣)을 두고, 이 격자문(格子文)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상하(上下)로 엽(葉)의 윤곽선

(輪廓線)을 시문(施文)하여 마치 나뭇잎을 연상케한다.

모두 10여점(點)의 이 기와는 중심곽(中心廓)에서 산견(散見)되는데, 사립(砂粒)이 다소 섞

인 회색(灰色)을 띤 등 문양와(文樣瓦)이다. 특히 기와무지에서는 “태평흥국오년경신육월일

(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 및 “미륵사(彌勒寺)”명문와(銘文瓦)가 함께 출토(出土)된 예(例)

가 있는데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의 것으로 보인다.

圖版 38, 39, 40, 41, 42, 43

圖版 38은 동심원문(同心圓文)이 소격자문(小格子文)과 혼용(混用)되었는데 동원회랑지(東

院廻廊址)에서 1점(點)이 출토(出土)되었을 뿐이다. 圖版 39∼43는 차륜문(車輪文)과 어골문

(魚骨文)이 혼용(混用)되었다. 39∼42는 모두 동원회랑지(東院廻廊址)에서만 거의 출토(出土)

되었는데 모두 10여점(餘點)이 채 못된다. 그러나 출토층위(出土層位)로 보아 통일기말(統一

期末)에서 고려초기(高麗初期)에 사용(使用)된 것으로 판단된다.

圖版은 역시 어골문(魚骨文)과 차륜문(車輪文), 부정형(不定形)의 격자문류(格子文類)가 혼

용시문(混用施文)되었는데 동원(東院)과 중서원(中西院)의 각건물지(各建物址) 및 서원부근

(西院附近)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 걸쳐 청자편(靑磁片)이 반출(伴出)되지 않는 예(例)

가 없다. 여대중기(麗代中期)에 속(屬)하거나 약간 더 늦은 시명(時明)까지 사용(使用)된 것

으로 추정(推定)된다.

사질(砂質)이 섞인편으로 와후(瓦厚)는 1.5∼1.8㎝, 내마포문(內麻布文)은 여러 가지이다. 

圖版 43은 갈색계(褐色系)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회색계(灰色系)가 많다. 상단면(上端面)은 

2중(重)으로 처리(處理)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4∼5㎝폭(幅)의 고판(叩板)을 이용(利用)하여 

타날(打捺)하 다.

圖版 44, 45

어골문(魚骨文)과 단선문(短線文) 동심원문(同心圓文), 원내(圓內)에 “십(十)”자문(字文)이 

시문(施文)된 복합문(複合文)이다. 

圖版 44는 동원(東院) 북회랑지우부(北廻廊址隅部) 및 승방지(僧房址)에서 많이 출토(出

土)되었고 45는 서원회랑지(西院廻廊址)에서만 수점(數點)이 수습(收拾)되었는데 고려초기

(高麗初期)에서 중기경(中期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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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토(胎土)는 사립(砂粒)이 섞 으며 와후(瓦厚)는 1.7㎝가량이며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

×1㎜이다.

圖版 46

어골문(魚骨文)으로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조사(調査)된 어골문양(魚骨文樣)중에서 가장 

선(線)이 가늘면서도 정리(整理)된 양식(樣式)이다. 대부분이 숫기와에 시문(施文)되었는데, 

출토예(出土例)총 521점(點)중 513점(點)이 숫기와이다. 태토(胎土)는 모두 정선(精選)되어 

아주 고우며 와후(瓦厚)는 1.5㎝이다. 모두가 밝은 회색계(灰色系)이며 청자포함층(靑磁包含

層)보다 낮은 층(層)에서 출토(出土)되는 예(例)가 대부분이지만 반출(伴出)되기도 한다.

고려초기(高麗初期) 것으로 보인다.

圖版 47

사격자문(斜格子文)에 종선(縱線)이 시문(施文)되었다. 서원북회랑지주변(西院北廻廊址周

邊)에서만 수십점(點)이 순청자편(純靑磁片)과 함께 수습(收拾)되었다. 사립(砂粒)이 적어 고

운편이며 와후(瓦厚)는 1.7㎝안팎,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가량으로 고려(高麗) 중기후

반경(中期後半頃)으로 판단된다.

圖版 48

어골문(魚骨文) 중간에 연화문(蓮花文)과 화예(花蕊)가 시문(施文)된 기와로 사역내(寺域

內) 외곽(外廓)에서 많은 출토량(出土量)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와무지에서 (중원(中院))는 

“태평흥국오년경신육월일(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 명문와(銘文瓦)가 비교적(比較的) 한 층

위(層位)에서 “미륵사(彌勒寺)”명문와(銘文瓦)와 반출(伴出)되어 편년설정(編年設定)에 큰 도

움을 주었다.

圖版 48∼85까지는 지금까지 조사(調査)에 의하면 대부분이 사역내(寺域內) 외곽전역(外廓

全域)에서 많은 양(量)의 출토(出土)를 보이고 있다.

미륵사지(彌勒寺址) 초기가람(初期伽藍)이 초창이후(初創以後) 증축(增築)과 개축(改築)을 

해오면서 전체 가람형태(伽藍形態)를 갖춘채로 건물지(建物址)가 마지막까지 존속(存續)한 

하한연대(下限年代)는 바로 圖版 48-85의 문양와(文樣瓦)와 함께 하지 않았나 추정(推定)되

는데, 동원(東院)과 중(中)․서원(西院)의 금당지(金堂址), 승방지회랑지(僧房址廻廊址), 서원

부근(西院附近)의 많은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의 출토(出土)기와는 바로 圖版 48∼85 문양

와(文樣瓦)가 90%이상(以上)을 (기단상층(基壇上層)의 선문(線文)은 제외(除外)) 점유(點有)

하기 때문이다.

태토(胎土)는 사질(砂質)이 섞 으며 와후(瓦厚)는 1.8㎝안팎,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

㎜가 많다.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으로 추정(推定)된다.

圖版 49, 50, 51, 52, 53, 54

어골문(魚骨文)과 소격자문(小格子文)이 혼합시문(混合施文)된 기와로 마름모문양(文樣)과 

원형문(圓形文)에 “십(十)”자선(字線)이 있는 것도 있다. 사역(寺域)의 전지역(全地域)에서 넓

게 출토(出土)되는 편이나 특히, 동원(東院)과 서원지역(西院地域)의 건물지(建物址) 및 남회

랑지(南廻廊址)에서 많은 출토량(出土量)을 보인다.

태토(胎土)는 모두 사질(砂質)이 다소(多少) 섞 으며 와후(瓦厚)는 1.5∼1.8㎝ 안팎, 내마

포문(內麻布文)은 1×1㎜가 많다. 반출(伴出)되는 유물(遺物)로 보아 여대초기경(麗代初期頃)

부터 13Ｃ 말경(末頃)사이에 사용(使用)된 것으로 보인다.

圖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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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卍)”자(字)가 기와의 중심부(中心部)에 시문(施文)되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엽형어골

문(葉形魚骨文), 방곽문(方廓文)(내(內)에 십자문(十字文)이 있음) 어골문(魚骨文)이 순차(順

次)로 상하(上下)로 대칭(對稱)되어 시문(施文)되었다.

이 기와는 강당지내(講堂址內) 이외(以外)에는 사역(寺域) 전역(全域)에서 넓은 분포(分布)

로 보이며, 아막새 드림새중 두 마리의 조(鳥)가 마주 앉아 보는 쌍조문양(雙鳥文樣)의 배문

양(背文樣)과 일치(一致)되었음이 확인(確認)되었다.

이 쌍조문양(雙鳥文樣)의 기와는 특히 중원금당지기단(中院金堂址基壇)밖에서 가장 많이 

출토(出土)되었고, 서원승방지(西院僧房址) 부근(附近)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 축대등지

(築臺等址)에서 많이 수습(收拾)되었다. 반출(伴出)되는 유물중(遺物中) 순청자편(純靑磁片) 

“미륵사(彌勒寺)” 명문와등(銘文瓦等)은 거의 예외(例外)가 없고 “태평흥국오년경신육월일

(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 명문와(銘文瓦)가 가끔 동반(同伴)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기와는 

여대초기(麗代初期)에서 중기(中期)사이에 사용(使用)된 듯한데 출토량(出土量)이 많으며 건

물지(建物址)의 하한존속(下限存續)을 고려(考慮)할 수 있는 자료(資料)로 생각된다.

기와 두께는 1.6㎝ 안팎,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이다.

圖版 56

이 어골문양(魚骨文樣)은 종선(縱線)을 중심(中心)에 두고 4∼5조(條)의 집선(集線)이 일정

(一定)한 간격(間隔)을 두고 내면(內面)으로 시문(施文)되었는데 서금당지기단외부(西金堂址

基壇外部)에서 집중출토(集中出土)된 여대(麗代) 중기(中期)후반 경(頃)의 거친 당초문(唐草

文) 암막새 배문양(背文樣)과 동일(同一)하다. 이 문양와(文樣瓦)는 서금당(西金堂) 북편(北

便)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서 다량(多量) 수습(收拾)되었고, 중원회랑지(中院廻廊址), 동

원승방지(東院僧房址), 중심사역남(中心寺域南)의 후대회랑지등지(後代廻廊址等地)에서도 출

토(出土)된다. 주로 다른 어골문류(魚骨文類)와 함께 출토(出土)되며, 수습(收拾)되는 같은 

토층(土層)에서 “지원사년정묘(至元四年丁卯)”(1267年) 명문와(銘文瓦)가 반출(伴出)된 예(例)

가 있다. 또 순청자(純靑磁)는 거의 함께 출토(出土)되며 이 문양와(文樣瓦)는 “미륵사(彌勒

寺)”명문(銘文)이 좌서(左書)로 씌어 있다.

태토(胎土)는 사립(砂粒)이 많아 거칠며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이다.

圖版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어골문(魚骨文)으로 격자(格子)나 단문(短紋)이 시문(施文)된 경우가 있는데 모두 동중서

원회랑지(東中西院廻廊址) 및 다른 건물지(建物址)에서 많은 양(量)이 고루 출토(出土)된다. 

따라서 초기가람(初期伽藍)의 하한연대(下限年代)에 사용(使用)된 대표적(代表的)인 문양와

(文樣瓦)로 판단된다.

회랑지외(廻廊址外)의 추정 요사(寮舍)채의 건물지(建物址)에서는 항시 순청자류(純靑磁

類)가 반출(伴出)되며 상감청자(象嵌靑磁)가 가끔 공반(共伴)되기도 한다. 함께 출토(出土)되

는 명문와(銘文瓦)는 “미륵사(彌勒寺)”명문와(銘文瓦)가 절대다수(絶對多數)차지한다. 시기

(時期)는 圖版56과 같다고 본다. 와후(瓦厚)는 1.5∼2.5㎝까지 다량(多量)이며 내마포문(內麻

布文)은 0.5×0.5㎜에서 1.5×1.5㎜까지 있다. 圖版 58의 상단(上端)에 “대(大)”자(字)가 있고, 

圖版 59는 양각문(陽刻文)을 표현(表現)키 위해 와도(瓦刀)로서 문양(文樣)이 아닌 곳을 파

낸 듯한 인상이다. 圖版 73은 어골문(魚骨文)가운데에 5중(重)의 마름모문양(文樣)이 시문(施

文)되었고, 圖版 75는 여러 조(條)의 선문(線文)이 집선(集線)으로 호형문양(弧形文樣)을 혼

용시문(混用施文)하 다.

圖版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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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골문양(魚骨文樣)과 방곽문양(方廓文樣)이 혼용(混用)되었는데, 몇종(種)이외에는 출토수

량(出土數量)이 극(極)히 적다. 2∼3중(重)의 방곽문(方廓文)에 “십(十)”자문(字文)을 시문(施

文)하거나 단선(短線)을 여러 형태(形態)로 표현(表現)하 다. 이 문양(文樣)은 특수문양와

(特殊文樣瓦)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나 출토층위(出土層位)는 상기(上記)한 여대(麗代) 초

(初)․중기경(中期頃)의 다른 어골문양(魚骨文樣)과 다름이 없다.

와후(瓦厚)는 대체로 1.7㎝안팎이며,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 1.5×1.5㎜등(等)이다. 

圖版 86, 87

어골문(魚骨文)에 4중(重)의 방곽문(方廓文), 당초문양(唐草文樣)이 함께 시문(施文)되었다. 

사역전역(寺域全域)에서 넓게 출토(出土)되는데 圖版 87은 “태평흥국오년(太平興國五年)” 명

문(銘文)과 반출(伴出)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골문양류(魚骨文樣類)에서 빠른 시기(時期)에 

속한다. 모두 여대(麗代)의 휘안문(揮眼文) 막새 및 쌍조문(雙鳥文)막새 등(等)과 반출(伴出)

되며 회랑지(廻廊址)이외의 건물지(建物址)에서는 청자(靑磁)가 반출(伴出)되었다. 

와후(瓦厚)는 1.8㎝ 안팎이며, 내마포문(內麻布文)은 87이 1.5×1.5㎜, 88은 1×1㎜굵기이다.

圖版 88, 89, 90

3∼7중(重)의 마름모문양(文樣)이 시문(施文)되었다. 88은 4중(重)의 마름모 문양외부(文樣

外部)에 종선(縱線)이 있으며 동원회랑지외곽(東院廻廊址外廓)의 담장터에서 2점(點)이 출토

(出土)된 이외는 모두 서원회랑지(西院廻廊址) 및 승방지(僧房址) 외곽(外廓)의 후대건물지

(後代建物址)에서 출토(出土)되고 있는데 려대초(麗代初)에서 중기경(中期頃)에 사용(使用)된 

듯 하다.

태토(胎土)는 사립(砂粒)이 약간 섞 으며 회색(灰色)을 띤다. 와후(瓦厚)는 1.7㎝이며 내

마포문(內麻布文)은 1.5×1.5㎜로 굵은 편이다. 89와 90은 초기사역(初期寺域) 외곽(外廓)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서만 출토(出土)되며 사립(砂粒)이 많아 거칠고, 기와의 두께는 89

는 1.6㎝, 90은 2.2㎝이며, 내마포문(內麻布文)은 89가 0.5∼0.8㎜로 조 한 편이고, 90은 1×1

㎜굵기이다.

圖版 91, 92, 93, 94, 95.

圖版 95는 수파문(水波文)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대표적(代表的)인 문양(文樣)이다. 

91, 93, 94는 사역내외(寺域內外)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서 대체로 많이 출토(出土)되는

데 어골문(魚骨文)과 혼합문(混合文)이나 문양(文樣)이 퇴조(退潮)해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92는 반호문(半弧文)이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수파문(水波文)의 전조문양(前兆文

樣)이 아닌가 한다. 95이외에는 여대중기경(麗代中期頃)의 청자편(靑磁片) 상감청자편(象嵌

靑磁片)등과 반출(伴出)되는 예(例)가 많았다.

와후(瓦厚)는 1.7∼1.9㎝안팎이며 95는 2.3㎝에 이른다. 내마포문(內麻布文)은 1∼1.5㎜이다.

다. 등문양와(文樣瓦)에 대(對)한 고찰(考察)

이곳에서 출토(出土)된 기와는 초기가람지(初期伽藍址)에서는 무문와(無文瓦)가 전체(全

體)의 2/3이상(以上)을 차지하며, 문양와(文樣瓦)에서는 주로 선문(線文)이 주류(主流)를 이

루고 있다.

격자문양(格子文樣)은 소량(少量)이지만 거의 예외(例外)없이 함께 출토(出土) 되었는데 

최초(最初)에는 소격자(小格子)보다 대격자문(大格子文)의 수량이 많았다.

선문양(線文樣)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分類)할 수 있는데 고판(叩板)으로 문양(文樣)을 

123



- 15 -

시문(施文)한 후에 문질러버린 듯한 것과 기와 전면(全面)에 종선(縱線), 혹은 사선(斜線)을 

전체적(全體的)으로 시문(施文)한 것이 있다. 위의 두 가지를 선문(線文)의 대표적(代表的)인 

문양(文樣)으로 간주(看做)할 수 있다. 그 밖에 단선문(短線文)을 긴 종선문(縱線文)사이에 

횡(橫)으로 시문(施文)한 것 중에서 첫 번째의 선문(線文)이 후자(後者)의 두 선문(線文)보다 

더 고식적(古式的)인 문양(文樣)으로 추정(推定)되는데 이것은 안정(安定)된 토층(土層)의 층

위별조사(層位別調査)에 의하여 확인(確認)되었다. 후자(後者)의 선문(線文)은 통일신라(統一

新羅)에 들어와서 단선(短線)․장선(長線)․사선(斜線)․곡선문(曲線文) 등(等)의 형태(形態)

로 다양(多樣)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의 동문양와(文樣瓦)들은 시기적(時期的)으로 큰 격차

(隔差)없이 공존(共存)하거나 전승(傳承)한 것으로 믿어진다.

격자문(格子文)은 선문(線文)과 함께 출토(出土)되었는데, 출토비율(出土比率)로 보면 격자

문(格子文)은 선문(線文)에 비하여 그 수(數)가 현저히 적다.

사역북편(寺域北便) 축대(築臺)위의 건물지(建物址) 기단토(基壇土) 상(上)에서는, 교란(交

亂)도지 않은 층위(層位)에서 토기(土器) 도기편(陶器片)이 기와와 함께 많이 출토(出土)되었

다. 하층(下層)에서는 청자류(靑磁類)가 전혀 출토(出土)되지 않았고, 선문(線文)을 주로하여 

소량(少量)의 격자문와(格子文瓦)가 출토(出土)되었고, 선문(線文)의 갈색(褐色)을 띤 “야미

륵사(冶彌勒寺)”명문와(銘文瓦)와 단선(短線)을 타날(打捺)한 고식문양(古式文樣)의 토기(土

器)가 많이 수습조사(收拾調査)되었다. 그 상층(上層)에서는 청자류(靑磁類)가 어골문(魚骨

文)이나, 다른 방격자문양(方格子文樣)과 함께 시문(施文)된 기와가 출토(出土)되었다. 또 그 

직상토층(直上土層)에서는 분청사기류(粉靑沙器類)와 어골문(魚骨文)기와 백자편(白磁片)이 

출토(出土)되었다.

이 부근(附近)의 건물지내(建物址內) 한 pit의 경우 100점(點)의 출토와중(出土瓦中) 동

(同) 문양와(文樣瓦)는 겨우 11점(點)에 불과(不過)하 고 그 밖에 89점(點)은 모두 무문양

(無文樣)기와 다. 그 동문양와중(同文樣瓦中)에서도 9점(點)은 선문(線文)이고, 2점(點)은 격

자문(格子文)이었다. 특히 이 pit뿐만 아니라 부근(附近)의 넓은 지역중(地域中) 기단토(基壇

土) 직상토층(直上土層)에서 “륵(勒)”자(字) “야미륵사(冶彌勒寺)”명문와(銘文瓦)가 많이 출토

(出土)되었는데 이 명문와(銘文瓦)는 모두 긴 선문(線文)임이 확인(確認)되었다.

동원(東院) 승방지(僧房址)․동측기단직상층(東側基壇直上層)에서도 토기류(土器類)가 많

이 출토(出土)된 바있는데 이 층위(層位)에서 청자류(靑磁類)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윗층에서는 많은 청자류포함층(靑磁類包含層)이 있다. 승방지기단내하층(僧房址基壇內下

層)에서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당연호(唐年號) A.D 858年)의 토기편(土器

片)이 “주덕방(住德方)” 및 세선(細線)의 “만(卍)”자명문와(字銘文瓦)가 같은 토층(土層)에서 

반출(伴出)되었는데 명문와(銘文瓦)와 함께 사용(使用)된 문양(文樣)은 어골문(魚骨文)과 집

선삼각형문(集線三角形文)이었다. (圖版 97). 따라서 이러한 층위(層位)는 다소 교란(交亂)되

었다고 믿어진다.

격자문(格子文)은 초기(初期)에는 크기가 1.5∼2.5㎝가량으로 큰 문양(文樣)이 주로 조사

(調査)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初期) 선문(線文)과 함께 출토(出土)되는 경우가 많았

다. 그윗층에서는 격자문(格子文)크기가 1㎝내의 혹은 0.5㎝정도의 크기로 변화(變化)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후대(後代)로 시기(時期)가 내려오면서 비율(比率)은 현저히 적

지만 큰 격자문양(格子文樣)이 여전(如前)히 작은 격자문(格子文)과 함께 출토(出土)되었다.

이러한 두 종(種)의 선문(線文)과 격자문(格子文)은 대개(大槪) 통일신라(統一新羅) 중(

中)․후기(後期)까지도 계승(繼承) 사용(使用)되었던 듯 하다, 통일신라중말기경(統一新羅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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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基頃)의 건물지(建物址)에서는 안정(安定)된 토층(土層)에서 출토(出土)된 것을 보더라도 

선문(線文)이나 격자문(格子文)의 출토수량비율(出土數量比率)은 초기(初期)에 비(比)하면 현

저(顯著)히 줄어들거나, 새로운 문양(文樣)이 등장(登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추정(推定) 백제시대(百濟時代)나 통일신라초기경(統一新羅初期頃)에 사

용(使用)된 문양(文樣)과 함께 새로운 문양(文樣)이 도입(導入) 사용(使用)되기도 하지만, 기

존(旣存)의 문양(文樣)이 퇴화(退化)하거나, 태토(胎土)의 질(質)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존(旣

存)의 두 문양(文樣)과 새로운 문양(文樣)이 혼용(混用)하여 사용(使用)된 것들이 대부분이

다.

혼용(混用)된 문양(文樣)은 선문(線文)을 종(縱)으로 길게 일정(一定)한 간격(間隔)을 두고 

그 사이에 짧은 사선(斜線)을 두거나, 긴 두 종선(縱線)사이에 사격자문(斜格子文)을 두었다. 

또, 종(縱)으로 4조(條)의 선(線)을 두되 간격을 서로 2㎜가량의 등간격(等間隔)으로 착시

켰다. 양측(兩側)의 4조선(條線) 사이에는 횡(橫)으로 단선문(短線文)을 두어 마치 제형(梯

形)을 조형(造形)한 듯하다(圖版 18). 그 밖의 기와등의 중심부분(中心部分)에 종(縱)으로 구

획선(區劃線)을 긋고 한 면은 종선문(縱線文)을 등간격(等間隔)으로 시문(施文)하고, 다른 부

분(部分)은 격자문(格子文)을 두기도 하 다(圖版 100). 다만 이러한 선문(線文)과 격자문(格

子文)의 변화(變化) 혼용(混用)을 시문(施文)한 기와는 수량(數量)에 있어서도 그리 많지 않

으며 출토범위(出土範圍)에 있어서도 시역(時域)의 일부(一部)에서 국한(局限)되어 출토조사

(出土調査)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양와(文樣瓦)는 오랜시기(時期)를 거치면서 전승사용(傳承使用)되지 않고 

일정(一定)한 짧은 시대(時代)의 과도기(過渡期)에 사용(使用)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위에서 서술(敍述)한 몇가지 혼합문양(混合文樣)들은 형태(形態)에 따라 세분(細分)하면 태

선(太線), 세선(細線), 단선(短線), 곡선등(曲線等)으로 세분(細分)할 수도 있으나 출토(出土)

되었던 토층(土層)과 태등(胎等)에 있어서 차이점(差異點)이 적고 유사(類似)한 점(點)이 많

았다.

건물지(建物址)의 기단토(基壇土) 직상토층(直上土層)(추정통일신라말경이후(推定統一新羅

末頃以後))중에서 토층(土層)이 안정(安定)되고 비교적(比較的) 교란(交亂)되지 않은 곳을 집

중적(集中的)으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선문(線文)과 격자문(格子文)의 혼용문(混用文)이 

함께 출토(出土)되었고 또 이위의 토층(土層)에서 출토(出土)되는 동문양와(文樣瓦)는 문양

(文樣)이 다양(多樣)해지는데 기존(旣存)의 문양(文樣)을 운용(運用) 변화(變化)시키거나 새

로운 문양(文樣)이 출현(出現)되었다. 이러한 문양(文樣)은 방곽문(方廓文), 원문(圓文), 호문

(弧文). (반원문(半圓文)), 어골문(魚骨文), 기하문(幾何文), 차륜문(車輪文), 대각선문(對角線

文)(마름모문(文)), 점선문(點線文), 삼각집선문(三角集線文)이 주류(主流)를 이루며, 서로 혼

합(混合)한 것들이 많아 동문양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것 같았다.

방곽문(方廓文)은 엄격(嚴格)히 말하면 격자문(格子文)과 차이(差異)가 없고, 격자문(格子

文)은 장선(長線)을 서로 교차(交叉)시켜 자연스럽게 방형(方形)이 되게 시문(施文)하 으나, 

방곽문(方廓文)으로 표현(表現)한 것은 단일(單一)한 방형(方形)만 시문(施文)된 경우를 지칭

(指稱)하고, 또 크고 작은 방형(方形)이 일정(一定)한 간격을 두고 어울려 중복(重複)된 경우

의 방곽문(方廓文)이다. 이 방곽문(方廓文)은 그 내부(內部)에 “십(十)”자(字), 혹은 “십(十)”

자문양(字文樣)을 그어 방형내(方形內)에서 몇 개의 또다른 작은 방형(方形)을 조형(造形)하

거나 작은 삼각형문(三角形文)이 되게 한 것들도 있다(圖版79, 80). 어떤 경우에는 방형(方

形)을 2중(重), 3중(重), 4중(重), 혹은 그 이상(以上)으로 겹쳐 문양(文樣)을 시문(施文)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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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는데 가장 안쪽의 방형(方形)에 다시 십자선(十字線)을 그어 형성(形成)된 방형내(方

形內)에 점(點)을 넣기도 하 다(圖版 99).

원형문(圓形文)도 단일(單一)하게 원형(圓形)만 사용(使用)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고 복합

적(複合的)인 문양(文樣)을 섞어 사용(使用)하 다. 원내(圓內)에 더 작은 원(圓)을 2중(重), 

3중(重), 또는 그 이상(以上)으로 포개어 중앙(中央)에 점(點)을 넣어 동신원문(同心圓文)을 

만들거나, 원내(圓內)에 일자(一字) 혹은 십자형(十字形)을 넣는 경우도 있다. (圖版 44, 45, 

49)

또 다른 예(例)는 종(縱)으로 선(線)을 그어 중심축(中心軸)을 삼고 반호(半弧)를 양측에 

시문(施文)하여 원형(圓形)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외(例外) 없이 2중(重), 3중(重) 

이상의 원(圓)을 조형(造形)하 다.

호형문(弧形文)은 반원(半圓)에 가까운 것들인데 이 문양(文樣)도 단일(單一)하게 선(線)을 

사용(使用)한 것보다 중(重)으로 겹쳐 시문(施文)한 경우가 많았다.(圖版 50)

차륜문(車輪文)은 원형문(圓形文)과 흡사하지만 대개는 큰 원(圓)을 시문(施文)하고 간격

(間隔)을 많이 두어 그 안에 또 교차(交叉)된 선문등(線文等)을 넣은 경우인데(圖版 39, 41, 

42, 43) 이 문양(文樣)은 비교적(比較的) 제한(制限)된 범위(範圍)와 토층(土層)에서만 수습

(收拾)되었다. 반출(伴出)되는 유물(遺物)과 비교(比較)해 보면 통일신라말기경이후(統一新羅

末期頃以後)에 사용(使用)되기 시작했다가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에 없어진 것으로 확인(確

認)된다. 

복합문양(複合文樣)은 문양분류상(文樣分類上) 형식(形式)을 어느 곳에도 기준(基準)을 두

기 곤란한 것들인데 이 문양(文樣)은 일정(一定)한 형태(形態)의 원형(圓形)이나, 직선문(直

線文), 점(點), 방형(方形)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이 복합문(複合文), 역시(亦是) 상술(上述)

한 차륜문(車輪文)과 같이 제한(制限)된 지역(地域)과 토층(土層)에서만 출토(出土)되었고, 

차륜문(車輪文)과 거의 같은 지역(地域), 층위(層位)에서 함께 수습(收拾)되어 시기(時期)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다.

어골문양(魚骨文樣) 역시 통일신라말기경(統一新羅末期頃) 이후(以後) 고려초기경(高麗初

期頃)에 나타난 듯한데, 강당지(講堂址) 및 동원승방지(東院僧房址)에서 출토(出土)된 초기어

골문양(初期魚骨文樣)의 예(例)를 보면 교란층(交亂層)이 아닌 경우에 청자류(靑磁類)가 일

절(一切) 반출(伴出)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원(東院) 승방지(僧房址)에서 수습(收拾)된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명문

(銘文) 도기편(陶器片)과 함께 출토(出土)되는 층위(層位)에서 어골문양(魚骨文樣)기와가 산

견(散見)된 바있는데 이층은 모래층이어서 층위(層位)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태 다.

그 밖에 강당지기단외부(講堂址基壇外部)의 여러 pit 내최하층(內最下層)인 지표하(地表下) 

160㎝에서는 추정(推定) 백제(百濟) 및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와편(瓦片)으로 생각

되는 문양(文樣)인 선문(線文)과 격자문(格子文)이 함께 출토(出土)되었는데 이층에서는 어

떤 다른 동문양와(同文樣瓦)도 발견(發見)되지 않았으나, 바로 그 직상토층(直上土層)인 지

표하(地表下) 130∼150㎝에서 조 하고 세선(細線)의 어골문(魚骨文)이 선문(線文) 및 격자

문(格子文)과 함께 수습(收拾)되었다.(圖版 21) 이 경우 수량(數量)은 선문(線文)에 비(比)하

여 극히 적다.

어골문(魚骨文)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와서 가장 극성기(極盛期)를 맞은 듯하다. 이

것은 지금까지 조사(調査)한 바로는 사성전역(寺城全域)에서 교란(交亂)된 층위(層位)뿐 아

니라, 안정(安定)된 층위중 초기가람(初期伽藍)의 기단토층(基壇土層)의 윗층에서 출토(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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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출토(出土)된 수량(數量)에 있어서도 다른 문양(文樣)과 혼용(混用)

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出土)된 기와중 통일신라이후(統一新羅

以後)의 것으로는 절대다수(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어골문(魚骨文)은 고려초기(高麗初期)에서부터 말기(末期)까지 이어져 사용(使用)

되고 있는데, 연호(年號)가 있는 명문중(銘文中) 태평흥오년경신육월일(太平興五年庚辰六月

日) 미륵수용천방범초(彌勒藪龍泉房凡草)“ (중국송연호(中國宋年號), 980年)로부터 ”천역삼년

(天曆三年) 시주장개이(施主張介耳)“(1330年)명문(銘文)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시문(施文)되고 

있다(圖版 48∼76).

어골문(魚骨文)은 격자문(格子文), 원문(圓文), 호문(弧文), 차륜문등(車輪文等)과 상대적(相

對的)으로 가장 많이 혼용(混用)되어 쓰여졌다. 따라서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세분(細分)한 

300여종(餘種)의 문양중(文樣中) 어골문(魚骨文)과 섞여 사용(使用)한 것은 120여종(餘種)이 

넘는다.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조사(調査)된 기와무지는 두 곳에서 확인(確認)되었다. 그중 한 

곳은 중원동북회랑지우부(中院東北廻廊址隅部)로서 폭(幅)이 1m가량 되었다. 이곳에서는 약 

2차분량(車分量)의 기와가 수습(收拾)되었는데 그 중 명문와(銘文瓦)는 34점(點)이 확인(確

認)되었다. 34점(點)의 명문와중(銘文瓦中) 33점(點)은 모두 같은 “미륵사(彌勒寺)”명문와(銘

文瓦)인데 이 명문와(銘文瓦)에 시문(施文)된 문양(文樣)은 어골문(魚骨文)에 방곽문(方廓文)

이 4중(重)으로 겹치고 가장 안쪽의 방내(方內)에는 십자선(十字線)을 그어 다시 작은 4개으 

방형(方形)을 조형(造形)하고 그 내(內)에 점(點)을 넣었다. 미륵사명문(彌勒寺銘文)은 종(縱)

으로 시문(施文)하고, 종선(縱線)의 공간(空間)에는 세로로 점열문(點列文)을 넣은 것이다.(도

판(圖版 99). 이 명문와(銘文瓦)는 동원(東院) 중원(中院)․서원(西院)의 회랑지(廻廊址)와 고

려대(高麗代)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 걸쳐 분포(分布)되어 출토(出土)되었다. 따라서 미

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出土)된 명문와(銘文瓦)가 ‘84년도말(年度末)현재 총 2,925점(點)

인데 이중에서 미륵사명문(彌勒寺銘文)이 1,099점(點)에 이르고 있어 1/3이상(以上)을 차지하

고 있다.

이와함께 수습(收拾)된 다른 명문와(銘文瓦)는 2종(種)이 있는데 “태평흥국오년경신육월일

(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 미륵수용천방범초(彌勒藪龍泉房凡草) 및 세선(細線)의 ”만(卍)“자

명문와(字銘文瓦)이다. 전자(前者)에 시문(施文)된 문양(文樣)은, 종(縱)으로 선(線)을 구획(區

劃)하고 그 사이에 세선(細線) 어골문(魚骨文)과 소사격자문(小斜格子文), 집선삼각형문(集線

三角形文)이며 선(線)은 극히 가늘고 정리(整理)된 문양(文樣)이다. 또, 이 기와무지의 바로 

상층토층(上層土層)에서는 순청자편(純靑磁片)이 수습(收拾)되었으나 기와무지 포함층(包含

層)은 토층(土層)을 달리한 하층(下層)이었다.

다른 한 곳의 기와무지는 앞의 기와무지에서 남측(南側)으로 2m 떨어진 곳이다. 기와무지

의 크기는 전자(前者)와 비슷하며 거의 4차분량(車分量)이 수습(收拾)되었다. 이 중 “미륵사

(彌勒寺)”명문(銘文)이 16점발견(點發見) 되었다.

어골문(魚骨文)은 가장 종류(種類)가 많고 고려말(高麗末)까지 오랫동안 사용(使用)했기 

때문에 편년(編年)을 설정(設定)함에 있어서도 난해(難解)하지만 각(各) 건물지(建物址)에서 

출토(出土)되는 반출유물(伴出遺物)과 안정(安定)된 층위(層位)를 이루고 있는 토층(土層)을 

대상(對像)으로 조사(調査)한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세선(細線)이 태선(太線)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한 기와에 단일(單一)한 어골문(魚骨文)만 한정(限定)하지 않고

 다른 문양(文樣)과 혼합(混合)하여 사용(使用)하 더라도 동일(同一)하게 적용 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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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골문(魚骨文)과 짧은 단선문(短線文)이 섞여 혼용(混用)된 경우가 시기적(時期的)으로 

빠르며, 어골문(魚骨文)과 순수동심원문(純粹同心圓文), 어골문(魚骨文)과 세선원문(細線圓文),

 어골문(魚骨文)과 수엽문(樹葉文), 어골문(魚骨文)과 소격자문(小格子文)이 혼용(混用)된 

문양(文樣)이 다음 순(順)으로 조사(調査)되었으나 큰 시대적(時代的) 격간(隔間)은 없는 듯

 하다. 따라서 동일시기(同一時期)에 공유(共有)할 가능성(可能性)을 고려(考慮)해야 할 것이다.

어골문(魚骨文)과 원문양내(圓文樣內)에 “십(十)”자문(字文)이 있는 것도 전술(前述)한 혼

용문양(混用文樣)과 함께 출토(出土)되는데 이 종류(種類)는 모두 사역내(寺域內) 외(外)의 

편협한 제한(制限)된 지역(地域)에서만 소량(少量)이 출토(出土)되어 사용기간(使用期間)이 

짧고 소수의 건물지(建物址)에서만 이용(利用)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어골문(魚骨

文)과 국화문(菊花文)의 혼용와(混用瓦연), 어골문(魚骨文)과 당초문(唐草文), 어골문(魚骨文)

과 연화문(蓮花文), 어골문(魚骨文)과 방격문내(方格文內)에 단선문(短線文)이 있는 기와가 

고려시대초기경(高麗時代初期頃)에 사용(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는 승석문(繩蓆文)의 출토량(出土量)이 적고, 출토지역(出土地域) 

역시 한정(限定)되었다. 중원동회랑지기단외(中院東廻廊址基壇外)에서 1점(點), 너머지는 서

원북편후대건물지(西院北便後代建物址)에서 다소 출토(出土)되어 초기건물지(初期建物址)의 

안정(安定)된 토층(土層)에서는 확인(確認)된 바 없고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서 고려

중기경(高麗中期頃)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調査)되었다.

조와기법(造瓦技法)에 대(對)하여 약술(約述)한다면 기와 조성수법(造成手法)은 지역(地域)

에 따라서나 사용처(使用處), 시대적(時代的)으로 조금씩 변천(變遷)될 가능성(可能性)이 많

으므로 다각도(多角度)로 검토(檢討)할 필요성(必要性)이 있으나 여기서는 미륵사지내(彌勒

寺址內)에서 지금까지 출토조사(出土調査)된 기와에 한(限)해서 언급(言級)하기로 했다.

조사방법상(調査方法上)에 있어서 여러 방법(方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타의 상(上)․

하단(下端)과 양변처리(兩邊處理), 고판등(叩板等)을 주로 조사(調査)하 다.

암기와나 숫기와 제작시(製作時) 2분법(分法)이나 4분법(分法), 혹은 기와 하나하나를 낱

개로 조성(造成)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방법(方法)을 조사(調査)함에 있어 많은 한계

성(限界性)이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調査)한 바로는 암막새의 경우 백제와(百濟瓦)에서부터 조선시대(朝鮮時代)

에 이르기까지 와도(瓦刀)의 방향(方向)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예외(例外)없이 와도(瓦刀)를 

내면(內面)에서부터 배면(背面)으로 향(向)하여 선(線)을 기와두께의 1/2∼1/3가량의 깊이로 

그어서 부러뜨린 형식(形式)을 사용(使用)하 다.

그러나 숫막새인 경우 백제(百濟) 및 통일신라대중기경(統一新羅代中期頃)까지는 와도(瓦

刀)를 배면(背面)에서 내면(內面)으로 향(向)하여 선(線)을 긋고 부러뜨린 예(例)가 대부분이

다.(도표(圖表) 1). 통일신라말경(統一新羅末頃)에 이르면 숫기와인 경우에 양단중(兩端中) 1

변(邊)은 내(內)에서 배(背)로, 다른 일변(一邊)은 배(背)에서 내(內)로 와도(瓦刀)를 그어 부

러뜨리는 형식(形式)을 취했다. 고려극초기(高麗極初期) 이후(以後)에는 두세 문양(文樣)숫기

와를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암기와와 마찬가지로 와도(瓦刀)를 내면(內面)에서 배면(背面)

으로 긋고 부러뜨렸다.

기와 상단(上端) 및 양단면처리(兩端面處理)에 있어서도 통일신라이전(統一新羅以前)기와

는 건물지(建物址)에 따라 차이(差異)가 있게 나타났으나 사성북편(寺城北便) 축대(築臺)부

근에 서는 초기(初期) 무문(無文) 및 선문(線文)인 경우 20%이상이 2중(重)이상으로 와도(瓦

刀)로서 신중(愼重)하게 처리(處理)되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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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初期)기와인 경우 양단(兩端)을 와도(瓦刀)로 깨끗하게 처리(處理)하여, 내면(內面), 

배면(背面)중 어느 쪽에서 와도(瓦刀)를 대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대체적으로 암기와는 기와 조성통(造成筒)에서 4분법(分法)으로 분리(分離)한 듯하며, 숫

기와는 2분법(分法)으로 분리(分離)한 듯하다. 그러나 초창기(初創期)의 기와인 경우에 상양

단면(上兩端面)을 2중이상(重以上)으로 처리(處理)한 경우는 각(各) 기와를 따로따로 한 개

씩 조성(造成)했는지도 모르겠다.

암기와나 숫기와의 경우 어떤 것은 기와틀의 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그 중 선문(線文)의 암기와의 한 예(例)는 기와 내면(內面)의 마포문(麻布文)보다 깊게 3

㎝가량의 폭(幅)으로 곧게 패인 흔적이 등간격(等間隔)으로 큰 각(角)을 이루며 나타난 것이 

확인조사(確認調査)되었는데, 이러한 패인 자국은 기와 통(筒)을 제작시(製作時)에 좁고 여

러조각의 나무를 깎아 둥 게 엮었기 때문에 각(各) 나무조각마다 꺾이는 곳에서 각(角)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기와 배면(背面)의 타날시(打捺時) 사용(使用)된 고판(叩板)은 거의가 4∼5㎝폭

(幅)을 가진 것이 쓰 으며, 드물게 6∼8㎝폭(幅)을 이용한 것도 있다.

기와 제작시(製作時) 기와통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사용(使用)한 마포(麻布)는 굵기

에 있어, 폭이 좁은 것은 0.5×0.5㎜에서부터 넓은 것은 1.5∼2㎜에 이르는 것이 있으나 반이

상(半以上)이 1×1㎜정도의 조 한 마포(麻布)로 이용(利用)되었음이 확인(確認)되었다. 초기

(初期)기와중 선문(線文)은 대부분이 1.5×1.5㎜의 약간 넓은 마포문(麻布文)을 이용했던 것 

이외에는 시대적(時代的)인 흐름에 따라 마포문(麻布文)이 변화(變化)되는 경우는 없었다.

극히 한정(限定)된 기와의 경우에 마포(麻布)가 아닌 섶(석(蓆)) 문양(文樣)이 확인되어 예

외(例外)인 경우가 있었는데 좀더 자세한 검토(檢討)가 필요(必要)하다.

통일말기(統一末期)에서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의 기와에는 내마포문(內麻布文)위에 어떤 

도구(道具)로서 세로로, 혹은 비켜서(횡(橫)) 다시 쓸어버린 흔적이 있는 기와가 많은데 확

실한 이유를 모르겠다.

위에서 기술(記述)한 조성수법(造成手法)의 여러 방법(方法)은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

토조사(出土調査)된 경우에 한정(限定) 시켰으므로, 이곳이 아닌 타지역(他地域)에서는 동일

시대(同一時代)라도 다른 방법(方法)으로제작(製作)되어질 수도 있음을 부기(付記)한다.

4. 맺음말

가. 미륵사지(彌勒寺址) 사용(使用)기와의 시대별특징(時代別特徵)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출토조사(出土調査)된 기와를 시대별(時代別)로 반출(伴出)되었던 

유물(遺物)과 함께 요약(要約)하여 그 특징(特徵)을 기술(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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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寫眞) 1                                 사진(寫眞) 2

            

                사진(寫眞) 3                              사진(寫眞) 4

              

                 사진(寫眞) 5                              사진(寫眞)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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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寫眞) 7                              사진(寫眞) 8

 사진(寫眞) 9. 

① 창건기(創建期)(백제(百濟))

무문양(無文樣)기와가 문양(文樣)기와보다 훨씬 많은 출토량(出土量)을 보이며, 그중에서

도 문양(文樣)기와는 선문(線文)이 절대적(絶對的)으로 수적우위(數的優位)를 차지하 다.

와형(瓦形)이 전체적으로 균형(均衡)이 잡혀있으며 회색(灰色)이나 맑은 황갈색계(黃褐色

系)가 많다. 상(上) 양단처리(兩端處理)에 있어 와도(瓦刀)로 2중(重)이나 그 이상으로 신중

(愼重)한 처리(處理)를 한 것이 많다.

특히 강단지(講壇址)의 안정(安定)된 층위(層位)에서는 다량(多量)의 인각와(印刻瓦)가 함

께 출토(出土)되었고, 축대북편(築臺北便)의 긴 건물지내(建物址內)에서는 단선(短線)을 가로

로 연결하여 타날(打捺)한 추정 백제호(百濟壺)와 함께 출토(出土)되었다. 동원북회랑지(東院

北廻廊址) 암거(暗渠)의 밖에서 드러난 초기배수로내(初期排水路內)(지표하(地表下) 270∼

350㎝)에서는 백제시대(百濟時代)로 판단되는 녹유연목와(綠釉椽木瓦)(사진(寫眞) 1), 백제

(百濟)수막새(주연(周緣)은 소문(素文)으로, 단판중엽연화문(單瓣重葉蓮花文)임) 2종류(種類)

(사진(寫眞) 2, 3)가 반출(伴出)되었고, 토기(土器)로는 정사각(正四角)으로서 “늑(勒)”자(字)

를 양각(陽刻)으로 표현(表現)하여 찍은 인장소형토기저부(印章小形土器底部) 1점(點)(사진

(寫眞) 4)…… “存那部(?)”……명문(銘文)이 음각(陰刻)으로 새겨진 검은 소형토기편(小形土

器片)(사진(寫眞) 5)등(等)이 함께 출토(出土)되었고, 인각와(印刻瓦)도 함께 수습조사(收拾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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査)되었다.

② 통일신라초기(統一新羅初期) 및 중기(中期)

문양(文樣)은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것이 대체적으로 그대로 전승(傳承)되면서 기와형태

(形態)에 있어서 균형(均衡)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나타난다. 선문(線文)에 있어서 특히 백

제시대(百濟時代)에는 타날(打捺)한 후 다시 문질러 버린 흔적이 압도적으로 많아 선(線)이 

끊기거나 긴 삼각형(三角形)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으나, 이 때에 오면 선(線)을 길게 기와 

전면에 시문(施文)하여 새로로 혹은 횡(橫)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다. 격자문(格  子文)의 출

토량(出土量)에 있어서도 초기 (初期)보다 많아지고 격자(格子)의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

이다. 작은 사립(砂粒)이 조금씩 섞어지기 시작하여, 목탑지(木塔址) 같은 경우에는 예외(例

外)없이 사립(砂粒)이 섞인 거친 선문(線文)이었다. 특히 여기서는 통일신라대(統一新羅代)의 

암막새 1종(種)(사진(寫眞) 6)과 보상화문(寶相花文) 및 국화문(菊花文)숫막새 2종류(種類)

(사진(寫眞) 7, 8)가 기단북편(基壇北便)에서 열(列)을 이루면서 출토(出土)되었다.

  상(上)․양단면처리(兩端面處理)에 있어서 역시 2종이상(種以上) 와도(瓦刀)를 사용(使用)

한 경우가 이어지나 초기(初期)경우보다는 수적(數的)으로 훨씬 적다.

  동원승방지내부(東院僧房址內部)에서 도기견부(陶器肩部)에 “대중십이년(大中十二年)미륵

사(彌勒寺)(사진(寫眞)9)라는 명문(銘文)이 출토(出土)되었는데 함께 출토(出土)된 기와는 대

부분이 선문(線文)이었다. 그러나 이 층(層)은 어느정도 교란(交亂)된 층이어서 고려시대(高

麗時代)로 추정(推定)되는 청동병(靑銅甁) 및 소형토기완(小形土器盌)(등잔(燈盞))등(等)이 반

출(伴出)된 점을 고려(考慮)하여야 한다.

  축대북편(築臺北便) 건물지(建物址)에서많이 출토(出土)된 “야미륵사(冶彌勒寺)”명문와(銘

文瓦)는 경부(頸部)에 파상문(波狀文)과, 돌대(突帶)가 있으며, 소격자문(小格 子文)이 타날

(打捺)된 추정 통일신라경(統一新羅頃)의 많은 대(大)․중형(中形)의 항 아리와 함께 출토(出

土)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대(統一新羅代)에 오면서는 긴 선문(線文)기와가 더욱 많이 

사용(使用)된것 같다.

  숫기와의 경우 2분법(分法)을 사용(使用)하되 아직까지도 배면(背面)에서 내면(內面)으로 

향하여 와도(瓦刀)를 사용(使用)하여 선을 긋고 분리(分離), 부러뜨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③ 통일신라말기(統一新羅末期)∼고려극초기(高麗極初期)

백제말기(百濟末期) 통일신라초기(統一新羅初期)의 기와를 뚜렷하게 구분(區分)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통일신라말기(統一新羅末期)와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의 기와를 뚜렷하게 구분

(區分)할 수 있는 근거(根據)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층위(層位)가 비교적(比較的) 뚜렷

한 유구중(遺構中) 동원승방지(東院僧房址) 및 북편회랑지(北便廻廊址) 일부(一部)에서 조사

(調査)된 바에 의하면 숫기와의 경우에 통일신라말기(統一新羅末期)에 오면 남단면중(南端面

中) 1면(面)은 내(內)에서 배(背)로, 다른 1면(面)은 배(背)에서 내(內)로 와도(瓦刀)를 사용

(使用)하여 선(線)을 긋고 분리(分離)하여 부러뜨렸다. 이러한 분리법(分離法)을 사용(使用)

한 숫기와중에서 선문(線文)을 시문(施文)한 다음 문질러 버린 흔적을 한 초기양식(初期樣

式)의 문양와(文樣瓦)는 거의 확인(確認)되지 않았다.

서원외곽(西院外廓)의 한 건물지(建物址)에서는 교란(交亂)되지 않은 안정(安定)된 층위(層

位)도 조사(調査)되었는데, 기단토직상토층(基壇土直上土層)에서는 고려시대(高麗時代) 초기

경(初期頃)의 중형(中形)항아리 1점(點)이 출토(出土)되었고, 구선부(口線部)에서는 토기완(土

器盌)(연질(軟質)) 1점(點)이 덮개로 사용(使用)되었고, 순청자(純靑磁)와 해무리급을 가진 청

자저부편(靑磁底部片)이 많이 출토확인(出土確認)되었다. 그 하부층(下部層)에서는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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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統一新羅代)의 소형유병(小形油甁)이 2점(點), 녹유(綠釉)를 칠한 소형연질토기(小形軟質

土器)(도가니) 1점(點), 긴 선문(線文)을 시문(施文)한 “미륵사(彌勒寺)”명문(銘文)이 10여점

이상(餘點以上) 출토(出土)되었는데 이 최하부층(最下部層)에서는 길게 시문(施文)된 긴 선

문(線文)의 기와가 주류(主流)를 이루었다. 이와함께 고려초기(高麗初期)로 넘어가는 과도기

(過渡期)의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기와 문양(文樣)이 나타났다. (圖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그런데 여기서 출토(出土)된 숫기와는 예외(例外)없이 양단면처리(兩端面處

理)에 있어 1면(面)은 배면(背面)에서 와도(瓦刀)를 사용(使用)하고 상단면(上端面)은 거의 3

중(重)으로 처리(處理)하여 상배면(上背面), 상내면(上內面)까지 일차(一次) 와도(瓦刀)로 깎

은 것이다.

동원(東院)의 승방지(僧房址)에서도 통일신라대(統一新羅代)의 인화문소형병(印花文小形

甁)이 이 기와들과 함께 출토(出土)된 예(例)가 많았다.

따라서 이 때의기와는 문양(文樣)에 있어, 긴 선문(線文)과 격자문(格子文), 어골문(魚骨

文), 어골문(魚骨文)과 혼합(混合)된 몇 가지 문양(文樣)을 합하여 모두 10여종(餘種) 내외

(內外)로 나타났다.

기와의 두께는 두꺼워져 2㎝안팎인 경우가 많았으나 일정(一定)치는 않았다. 색(色)에 있

어서는 회색계(灰色系)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④ 고려초기(高麗初期)∼중기(中期)

어골문(魚骨文)을 주로한 것으로 기와는 사질(砂質)이 점차 많이 섞여져 대체로 거칠어 

지고 두께도 일정(一定)치 않으나, 1.7㎝에서 2.5㎝안팎이 대부분이다. 언뜻 보기에 밝은 회

색(灰色)이 있으나, 투박하고 어두운 경우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는 갈색(褐色)을 띤 경우도 

있어 색(色)으로 구분(區分)키는 어렵다. 기와의 모형이 틀이 잡히지 않은 것이 많으며 고판

(叩板)으로 타날(打捺)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숫기와는 두 종류(種類)가 통일신라

말기(統一新羅末期)와 같은 분리법(分離法)으로 와도(瓦刀)를 이용(利用)한 경우가 있으나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예(例)는 극히 적다. 따라서 암기와와 같이 내면(內面)에서 배면(背

面)으로 와도(瓦刀)를 이용(利用)하여 선을 그어 부러뜨린 형식(形式)이다. 이때에 문양와(文

樣瓦)의 종류(種類)도 다양(多樣)하여 200종(種)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일문양(單一

文樣)인 선문(線文)이나 격자문(格子文) 등(等)은 이미 사라지는 것 같다.

사역전역(寺域全域)에서 “태평흥국오년경신육월일(太平興國五年庚辰六月日)”(980年)명문와

(銘文瓦)가 함께 출토(出土)되며 “지원사년정(至元四年丁)……”(1267年), “무신년이월일(戊申

年二月日) 대장 재조와(大匠 才造瓦)”(1008年 추정(推定)), 명문와(銘文瓦)와 함께 출토(出土)

되는 고려시대(高麗時代)기와는 위의 명문중(銘文中) 지원사년명문와(至元四年銘文瓦)만 미

확인(未確認)됐을 뿐 모두가 어골문(魚骨文)이나 혼합문(混合文)이었다. 또한 상기(上記)한 

명문와(銘文瓦)는 고려초기(高麗初期)의 막대인 쌍조문(雙鳥文)암막대와 태평흥국오년(太平

興國五年) 명문와(銘文瓦)와 함께 반출(伴出)되면서 이 기와가 출토(出土)되는 층위(層位)에

서는 중국백자(편)(中國白磁(片))와 순청자기(純靑磁器)가 빠짐없이 반출(伴出)되었다. 그러

나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와서는 문양(文樣)에 있어서 그 흐름의 어떤 일부분(一部分)을 

살필 수는 있겠으나, 조와수법(造瓦手法)이나 뚜렷한 다른 특징(特徵)을 내세워 초(初)․중

(中) 말기(末期)를 구분(區分)하기에는 한계점(限界點)에 부딪치게되는 것 같다.

이때에 함께 출토(出土)되는 유물(遺物)은 연질(軟質)의 시루, 토기반(土器盤), 형식화(形式

化)한 연화문(蓮花文) 막대, 당초문(唐草文)과 휘안문(揮眼文)이 있는 막대, 청자상감(靑磁象

嵌)접시와 완(盌), 등(等)이 대부분이며 동원승방지(東院僧房址)에서는 20점(點)이상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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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제완(小形土製盌)(등잔(燈盞))이 출토(出土)되었다.

미륵사지초기사역내(彌勒寺址初期寺域內)에서 출토(出土)된 기와는 하한선(下限線)이 거의 

같은데 이 시기(時期)는 고려중말기(高麗中末期)인 13Ｃ초(初)에서 13Ｃ말경(末頃)으로 추정

(推定)된다.

⑤ 고려말기(高麗末期)

문양(文樣)이나 제작수법등(製作手法等)에 있어서는 고려초기(高麗初期)에 비하여 큰 변화

(變化)를 찾을 수는 없다. 출토명문와중(出土銘文瓦中) “연석사년(延祏四年) 정사(丁巳) 미륵

사(彌勒寺)”(1317), “천력삼년시주(天曆三年施主) 장개이(張介耳)”(1330年) 등(等)이 모두 순

수한 어골문(魚骨文)이며 문양(文樣)이 질(質)이나 흐름이 좋은 편이어서 고려후기(高麗後

期)에 오면서 반드시 큰 차이점(差異點)을 느끼기는 어려운 형편(形便)이다. 이때에는 대체

적으로 퇴색된 청자편(片)도 섞인 경우가 있지만 상감청자류(象嵌靑磁類)가 함께 출토(出土)

된 경우도 있다. 특히 교란층이 아닌 경우 연석사년명문(延祏四年銘文)과 천력삼년명문와(天

曆三年銘文瓦)를 하한선(下限線)으로 사용(使用)한 두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에서만은 다량

(多量)의 휘안문(揮眼文)막새류(類), 분청사기(粉靑沙器)와 백자편(白磁片)만 출토(出土)되었

음은 주목(注目)할 만하다.

암숫막새의 경우 위의 명문와(銘文瓦)와 함께 출토(出土)된 예(例)는 건물지기단외부(建物

址基壇外部)에서, 휘안문(揮眼文)만 두 개가 있는 암막새와, 휘안문(揮眼文)만 있는 수막새가 

같은 조(條)를 이루면서 출토(出土)되어 고려시대말(高麗時代末)을 대표(代表)하는 막새로생

각되었다. 함께 출토(出土)된 분청자기(粉靑磁器)는 인화문(印花文)이 많았다.

기와의 두께, 색, 문양등(文樣等)에 있어서는 고려초중기(高麗初中期)와 거의 유사(類似)하

다.

⑥ 조선시대(朝鮮時代)

사역북편(寺域北便)에서만 거의 조사(調査)되었다.

이때에는 기와의 두께가 보통 2.5㎝에서 3㎝가량되는데 검거나 짙은 남청색을 띠면서 검

은색계통(系統)이다. 조성(造成)흙에 따라 갈색(褐色)이나 다른 색을 띤것도 드물게 보인다.

문양(文樣)은 오히려 단순(單純)한 편으로 7∼8조선(條線)을 반호(半弧)로 중복시문(重複施

文)하여 소위(所爲) 수파문형식(水波文形式)을 띠고 있으며 단선문(短線文)이나, 차륜문(車輪

文)혹은 떡살문양(文樣)(圖版 96)이 함께 시문(施文)된 경우가 많다.

圖版 93, 94와 같이 퇴화된 어골문계(魚骨文系)같이 시문(施文)된 경우는 암기와에 많이 

나타나며 어골문(魚骨文)에 포함(包含)시키기 어렵다. 문양(文樣)과 문양간격(文樣間隔)이 좁

아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이렇나 문양와(文樣瓦)는 초기(初期) 사역외곽북편(寺域外廓北便)의 

후대건물지(後代建物址) 승방지(僧房址), 창고등(倉庫等)과 그 부속건물지(部屬建物址)로 추

정(推定)되는 곳에서 다량(多量)으로 출토(出土)되었는데, “천순팔년(天順八年)”(암막새, 1464

年) “정덕구년(正德九年)”(1514年), “만력십오년(萬曆十五年)”(1587年) 등(等)의 명문와(銘文

瓦)와 함께 출토(出土)되었다.

함께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귀얄문자기류(磁器類)와 범어자(梵語字)가 시문(施文)된 

암․숫막새류(類) 백자(白磁)접시와 백자사발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만력십오년(萬曆十五年) 

명문와(銘文瓦)가 출토(出土)된 건물지(建物址)에서는 큰 백자(白磁)접시와 사발이 많이 출

토(出土)되었는데 그 안팎으로 잔모래가 둥그렇게 남아있어 건물지하한선(建物址下限線)과 

자기(磁器)가 16Ｃ에서 17Ｃ경(頃)인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示唆)해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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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와 등무늬의 시대편년(時代編年)

이상의 조사고찰(調査考察)로서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出土)기와 등 문양의 시대별추정

(時代別推定) 분류(分類)를 다음과 같이 해보았다.

① 선문(線文)(圖版 1)

백제(百濟)기와로 생각되나 통일신라(統一新羅)에 들어와서도, 기와질(質)이나 형상은 퇴

화되면서 일정(一定)한 시기(時期)까지는 사용(使用)된 듯하다.

② 선문(線文)(圖版 2∼7)

주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많이 이용(利用)되었으며 고려(高麗)로 넘어가는 시기

경(時期頃)까지는 퇴화된 상태로나마 사용(使用)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③ 격자문(格子文)(圖版 8∼13)

백제(百濟) 시대(時代)에서부터 통일신라(統一新羅)까지 이어지면서 사용(使用)된 듯하다.

④ 선문(線文)(圖版 14)

통일신라말기경(統一新羅末期頃)의 것으로 추정된다.

⑤ 선문(線文) 및 격자문혼합문(格子文混合文)(圖版 15)

통일신라말기경(統一新羅末期頃)에 사용(使用)된 것으로 추정된다.

⑥ 장격자(長格子) 단선문(短線文)(圖版 16∼18)

통일신라말기경(統一新羅末期頃)에서 고려극초기(高麗極初期)에 걸쳐 나타난 문양와(文樣

瓦)로 생각된다.

⑦ 소격자문(小格子文)과 선문(線文)(圖版 19)

고려극초기(高麗極初期)로 추정(推定)된다.

⑧ 어골문(魚骨文) 및 혼합문(混合文)(圖版 25∼35)

어골문(魚骨文)이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도식화(圖式化)하지 않았고, 방곽문등(方廓文

等)과 혼합(混合)한 경우가 많다. 통일신라말기(統一新羅末期)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로 넘

어오는 과도기(過渡期)에 사용(使用)된 듯하다.

⑨ 수엽문(樹葉文), 어골문혼합문(魚骨文混合文)(圖版 36∼37)

고려시대(高麗時代) 빠른 초기경(初期頃)으로 생각된다.

⑩ 어골문(魚骨文)과 차륜문(車輪文), 동심원문류(同心圓文類)(圖版 38∼43)

고려시대초기경(高麗時代初期頃)으로 생각된다.

43은 중말기경(中末期頃)으로 추정된다.

⑪ 어골문(魚骨文)과 혼합문(混合文)(圖版 44∼49)

고려시대초기경(高麗時代初期頃)으로 생각되나 중기(中期)의 기와와 함께 출토(出土)된 경

우도 있다.

⑫ 어골문(魚骨文)과 그 혼합문(混合文)(圖版 50∼76)

고려시대중기(高麗時代中期)에서 중말기(中末期)에 걸쳐 사용(使用)된 문양(文樣)으로 추

정된다.

⑬ 어골문(魚骨文)과 변형방곽문(變形方廓文)(圖版 77∼86)

고려초기(高麗初期)에서부터 중말기(中末期)의 것으로 추정된다.

⑭ 어골문(魚骨文) 및 당초문(唐草文)(圖版 87, 88)

87은 고려초기경(高麗初期頃), 88은 말기경(末期頃)으로 추정(推定)된다. 

⑮ 중첩된 방곽문(方廓文)(圖版 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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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초기(高麗初期)에서 중말기(中末期)까지 사용(使用)된 듯하다.

⒃ 어골문(魚骨文)․수파문수(水波文數)(圖版 92∼96)

圖版 93∼95는 고려중말기(高麗中末期)의 유물(遺物)과 함께 반출(伴出)되고, 기와등(等)이 

비교적(比較的) 좋은 편이다. 이러한 문양(文樣)이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수파문(水波文)에 

직․간접적으로 연결(連結)되는 것 같다.

圖版 96은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전형적(典型的)인 수파문(水波文)기와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기술(記述)한 문양(文樣) 및 조성수법등(造成手法等)에 따른 편년설정(編年設定)은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조사(調査)된 기와에 한정(限定)했으므로 다른 지역(地域)에서 출토

(出土)되는 기와와는 차이(差異)가 있을 수도 있으며, 와도(瓦刀)를 사용(使用)하여 분리(分

離)되는 예(例)도 타지역출토(出土) 기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기와문양(文樣)은 앞으로 더욱 세 한 관찰(觀察)과 검토(檢討)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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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彌勒寺址) 발굴조사가람배치도(發掘調査伽藍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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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도 1-2>

                   

                 <도 2-1>                                   <도 2-2>

                  

                   <도 3-1>                                  <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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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1>                                    <도 5-2>

                        

                 <도 6>                                        <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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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2 -

                                

           <도 11-2>                                          <도 12>

                                  

            <도 13-1>                                       <도 13-2>

                          

               <도 14>                                           <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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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4>                                            <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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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6-1>                                   <도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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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9>                                        <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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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4>                                    <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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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5-2>                                      <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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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9>                                     <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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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4>                                       <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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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6>                                     <도 47>

                      

                 <도 48>                                      <도 49>

           

                   <도 50-1>                                  <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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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5>                                         <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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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0>                                        <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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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1-2>                                      <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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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5-1>                                        <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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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5-2>                                       <도 67>

                 

                 <도 68>                                       <도 69>

            

                     <도 70>                                    <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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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2>                                     <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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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5>                                         <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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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7>                                             <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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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0>                                             <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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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2>                                        <도 83-1>

                  

               <도 83-2>                                   <도 84>

              

               <도 85>                                       <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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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7>                                     <도 88-1>

                         

                <도 88-2>                                      <도 89-1>

                          

            <도 89-2>                                         <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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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1>                                          <도 92>

                           

              <도 93>                                           <도 94>

               

                  <도 95>                                      <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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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97>                                        <도 98>

  <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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