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머리말

Ⅱ. 유물 검토

1. 풍납토성(風納土城)
2.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
3. 부소산성(扶蘇山城)
4. 부여 구아리백제유적
   (扶餘 舊衙里百濟遺蹟)
5. 능산리사지(陵山里寺址)
6. 부여 관음사지(扶餘 觀音寺址)
7. 오합사지(烏合寺址)
8. 미륵사지(彌勒寺址)
9. 제석사지(帝釋寺址)
10. 관북리백제유적(官北里百濟遺蹟)

Ⅲ. 암막새의 출현과정

Ⅳ. 맺음말

심   상   육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



158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발굴조사에 의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이 기와임에도 불구하고, 출토 양에 비해 그 
연구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연구대상도 수막새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기와 연구는 유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측면에 치중된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와 자체의 연구가 진전되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암막새의 출현 문제도 대두되었다. 하지만, 현재 암막새가 삼국시대에 출현
되었다는 점에는 모든 연구자들이 동조하는 사항이지만, 그 출현과정이 어떠했을까 란 
점에는 쉽게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고된 암막새를 고고학적인 출토 층위, 유물
의 형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이미 보고된 유물 중 풍납토성 출토 지두문암
키와와 구아리백제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단식암키와는 아직 시원형 암막새로 판단할 근
거가 미약하고,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암키와, 부소산성과 관북리백제유적의 토기구연
암키와와 유악식암키와 그리고 제석사지와 미륵사지의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만이 시원
형 암막새 혹은 암막새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백제 암막새는 중국 북조에서 출현
한 지두문암키와(짧은 턱의 출현)에서 토기구연암키와와 유악식암키와(턱의 형성)로의 
발전 이후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문양 출현)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백제, 암막새, 시원형, 유단식, 유악식, 지두문, 토기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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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대 이후의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유물은 기와일 것이다. 하지만 

출토 양에 비해 그 연구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며, 연구대상 또한 삼국시대 수막새와 평
기와가 주를 차지하고 있어, 그 외에 기와류로 분류되는 것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2003년 11월 한국기와학회1)가 창립되면서 개별적으로 기와를 연구하던 연구
자들이 학회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다각적인 연구방향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미진했던 기와 연구 중 암막새의 출현이란 문제가 제기2)되었다.

이렇게 삼국시대 수막새에 비해 암막새의 연구가 늦게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삼국시대 암막새의 존재를 인정3)하고는 있지만, 그 실체를 파악할 만한 유물이 극소수
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백제 사비기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백제유적에서 시원형암막새
로 볼 수 있는 유물이 수 점 출토되어, 그것을 보고함과 동시에 백제시대의 암막새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우선 백제 고지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시원형 암막새로 보고된 
유물을 유적별로 살펴보고 특히, 유물의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고학적 층위
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고구려, 신라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중국, 일본
의 암막새들을 참고하여 백제의 시원형 암막새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출현 발
전하였는지 살펴보겠다. 

1) 학국기와학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giwa.or.kr/이다.
2) 김유식, 2005, 황룡사지 출토 고신라 기와 개관 기와를 통해 본 마륵사지와 황룡사 , 한국기

와학회.
3) 김성구, 1984,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연구 고고미술  162 163, pp.177~181.
   김유식, 2004, 三國時代 平瓦 發生 小 園  6, 奈 國立博物 .
   최맹식, 2004, 三國 암막새의 始原에 관한 小 文化史學  21, 한국문화사학회. 
   조성윤, 2001, 고신라 유단식기와에 대하여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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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백제고지에서 출토된 백제 기와 중 암키왓골의 끝부분 즉, 처
마 끝을 장식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 혹은 추정되는 암
키와와 암막새를 유적별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유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되, 되
도록 암막새가 출토된 층위와 그 형태 및 특징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중점을 두겠다.  

1997년 이후 성벽과 성 내부 조사로 백제 한성기의 중요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풍
납토성에서는 백제 전기의 기와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암키와 중 단부의 내면에 손가락으로 눌러 문양을 넣은 지두문
(指 )암키와가 있다. 이 기와는 일반적인 암키와와 단부의 형태적 차이점에 의해 암
막새의 시원형으로 추정된 바 있다4). 이 유물이 출토된 유구 및 층위는 확인할 수 없
지만, 이와 같은 지두문이 시문된 수키와가 백제 한성기 유물만이 출토된 층5)에서 출
토된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 전기의 유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화지산백제유적의 서편에 위치한 군수리사지는 다양한 와적기단과 납석제 금동제 불
상 등의 출토로 널리 알려진 유적으로 시원적인 백제 암막새의 존재를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 유적이다.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시원형 암막새는 북위 및 고구려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 지두
문암키와7)이다. 이 기와는 암키와의 단부에 횡으로 홈을 내고, 횡조홈의 아랫부분은 손

4) 최맹식, 2003, 삼국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 단국대학교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230~232.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土城 , pp.402~409.
6) 朝 古 硏究會, 1937, 扶 守 廢寺址發掘 査 昭和十一年度 古 査報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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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으로 눌러 원형의 지두 문양을 넣었으며, 손가락으로 아랫부분을 누르는 과정에서 
기와의 단부 외면이 약간 아래로 돌출되어진 형태이다.

군수리사지 지두문암키와는 정확한 출토현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중창 혹은 중건의 
흔적이 없이, 다양한 와적기단이 건물의 기단으로 사용된 한 번의 가람배치 흔적만이 
존재한다는 점과, 주연에 연주문이 없는 수막새와 암키와의 내면에서 통쪽흔적이 관찰
되어지는 기와만이 출토된 점8)으로 미루어보아 백제시대의 사지임이 분명해 보이며, 
지두문암키와 또한 백제의 것으로 단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부소산성에서 시원형 암막새로 보고된 암키와는 모두 3점으로 토기구연의 형태를 띤 
것들이다. 이 유물들은 모두 암키와의 단부를 외면쪽으로 45~90  정도 구부려 암막새
의 내림부와 같은 부분을 만들었으며, 단부의 끝부분은 대호와 비슷하게 음각처리한 것
이 관찰되고, 구부러진 부분의 내면에는 통보흔인 포흔과 통쪽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암키와가 출토된 지점은 부소산성의 동문지 부근인데, 보고서에 출토 층위가 명확
하지 않아, 그 고고학적 층위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 특히, 백제의 암키와 
제작기법인 통쪽와통의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제작 사용되었음은 분
명해 보인다.

부소산성 출토 암키와와 유사한 것으로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토기구연암막새10)가 있
는데,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즉,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부소산성 출토품은 포흔과 통쪽흔적이 관찰되는 기와 제작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데 비해,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토기구연암막새는 포흔이 관찰되지 
않고 횡으로 물레흔적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7)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암키와와 앞서 살핀 풍납토성 출토 지두문암키와와는 많은 차이점(지두문
의 위치 등)이 있지만, 이미 두 기와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글에서도 이를 따
르도록 하겠다. 

8) 현재 군수리사지는 일제강점기 이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재실시되고 있는데,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백제시대의 유물이다. 

9) 扶 文化 硏究所, 1995, 扶 山城發掘 査中 報告 , 扶 文化 硏究所 學 硏究叢書 11 , pp.75~78.
10) 신창수, 1986,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편년 , 단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pp.52~53.
    국립경주박물관, 2000, 新 瓦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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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적은 전 천왕사지(傳 天王寺址)로 알려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백제시대
의 연화문수막새를 비롯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다. 하지만 출토된 기와는 대다수가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에서 노출된 것이 아닌 건물에서 용도가 사라져 폐기시킨 폐와무
지에서 노출된 것들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암키와 중 암막새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일명 유단식암키와
이다. 이 기와는 모두 15점이 백제시대 유물로만 쌓여 있는 폐와무지에서 출토되었는
데, 그 형태는 암키와의 한쪽 단부를 다른 곳에 비해 두껍게 만들고, 그 끝부분에 수키
와 중 유단식기와와 유사한 단을 두거나, 횡조의 홈을 둔 것이다. 이 기와는 보고서에서
도 언급하였지만 단이 0.5  이하로 매우 짧아 유단식수키와처럼 기와를 계속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기엔 어색해 보인다. 

물론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암키와를 시원적 암막새로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
가 있지만, 대다수의 암키와는 깨끗하게 단부를 조정한 반면에, 이 기와는 단을 만든 점
과 다른 기와는 단부로 가면서 깎기 등의 다듬기에 의해 다른 부분에 비해 두께가 얇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비해 두꺼워 진다는 점, 지두문암키와(군수리사지 출토품)
의 단부 중간에 보이는 횡조홈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특수한 암키와임
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유단식암키와는 경주의 다경와요지와 육통리와요지에서 출토된 예12)가 있으
며, 이는 백제 기와장인의 도움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황룡사지 출토 기와에서도 
다량 확인13)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와의 관계가 주목된다.

능산리사지는 왕릉군(王 )으로 추정되는 능산리백제고분군( 山 百濟古墳 )14)

11) 扶 文化 硏究所 忠淸南 , 1993, 扶   百濟  發掘 査 報告書 , 扶 文化 硏究所 
學 硏究叢書  7 , pp.59~62.

12) 최맹식, 2004, 앞의 책. 
    조성윤, 2001, 앞의 책. 
13) 최맹식, 2004, 앞의 책, p.125.
14) 李南奭, 2000, 山  古墳 과 百濟王 百濟文化 29 , 公州大學校百濟文化硏究所, pp.17~23.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 심상육

문화재 제38호(2005)   163

과 나성( 城) 사이의 좁은 계곡부에 위치해 있으며, 금동대향로( 大 爐)와 창왕명
사리감(昌王 利 )이 출토되어 관심이 고조된 곳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암키와는 앞서 살핀 구아리백제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유단식암
키와로 길이 2.5 의 단(段)이 형성되어 있고, 상하단(上下端) 일부와 한쪽의 측단(側
端)이 확인된 유물이다. 단은 기와의 내면 즉, 포흔이 있는 광단부(廣端 )에 있으며, 
통쪽흔적이 관찰된다15).

유단식암키와가 출토된 층위와 지점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번의 사찰 배치와 대다수
의 백제시대 유물의 출토, 기와의 등문양과 내면 통쪽흔적으로 유추한다면 능산리사지
의 창건과 연관하여, 이 유물은 567년 이후 백제의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능산리사지의 서편, 사비도성의 동나성 내측 구릉의 계곡부에 위치한 유적으로 2004
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시굴조사되어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백제시대의 사찰터
를 확인한 곳이다.

암막새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암키와는 유단식암키와이며, 그 형태는 능산리사지에
서 출토된 것과 거의 흡사하다. 아직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은 관계로 그 고고학적 현황
은 파악할 수 없지만, 통쪽흔적이 기와의 내면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오합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성주사지( 住寺址)의 하층에서 조사된 사찰터로
崇嚴山 住寺事 ) 과 住寺碑) 에 따르면 늦어도 법왕

이 창건하기 시작한 사지로 판단17)되며, 오합사지와 연관된 유물들로는 사비도성의 내
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기와와 거의 비슷한 소문주연의 연화문수막새와 통쪽흔적이 관찰
되는 암키와들이다.
15) 국립부여박물관, 2000, 寺 , p.150. 
1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4, 부여 관음사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
17) 김수태, 1998, 烏合寺 住寺 , 충남대학교박물관 보령시, p.60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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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오합사 1기에 사용된 시원적인 암막새 1점을 보고18)하였는데, 그 형태
는 하단부가 두꺼우면서 단부에 파상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다.

삼국유사(三國 事) 에 창건에 관한 설화가 전하는 미륵사지에서는 일반적인 통일신
라시대의 암막새와는 다른 귀면인동당초문 암막새가 서연못 내부에서 2점, 북승방 북서
측에서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암막새는 내림부의 문양면 중앙에 이가 6개인 귀면문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
에는 군수리사지 등에서 출토된 상자형전의 인동문과 거의 흡사한 인동당초가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유물 모두 편이지만, 주연이 형성되어 있고 주연에는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지 않다.

이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층에서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내림부의 문양과 그 형태, 태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본격적으로 제작
된 당초문암막새들 보다는 선행된 양식으로 보여19), 그 제작시기는 타 유적에서의 출
토현황 및 내림부의 문양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世 應 ) 의 기록으로 미루어 백제시대 무왕과 관련된 것으로 보
이는 제석사지에서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바 있는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가 8편 출토되
었고, 소문주연의 연화문수막새, 백제계 암 수키와 등과 함께 안정된 백제층에서 출토
되었다고 보고서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이 암막새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문의 주연이며, 내림부의 양 측
부에는 주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측단이 암키와의 측단부와 일치하여 반듯하게 처리
되어 있다. 그리고 암키와부의 외면에는 평행단선문이 희미하게 관찰되나 무문화하여 
18) 성정용, 1998, 유물에 대한 고찰/ 기와 住寺 , 충남대학교박물관 보령시, p.412.
19) 國立扶 文化 硏究所, 1996, 彌勒寺 發掘 査報告書 , 國立扶 文化 硏究所 學 硏究叢

書 13 , pp.221~222.
20) 김선기 김종문 조상미 임영호, 1994, 益山帝 寺址 掘 査報告書 ,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 익산군,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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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백제시대 무문기와와 유사하며,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6  간격으로 매우 낮
은 돌출부가 있고, 포흔이 기와의 하단부까지 관찰되고 있다. 암키와의 측단은 와도로 
전면을 다듬어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암키와와 내림부의 접합기법은 내림부의 상부 주
연을 암키와의 하단부로 하여, 그 아래의 막새 문양면을 접합한 것으로 관찰된다21).

백제시대 사비도성의 왕궁지로 추정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북리백제유적에
서는 다량의 백제시대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암막새로 추정되는 유물은 2가지가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구아리백제유적에
서 출토된 유단식암키와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짧은 턱을 가진 유악식의 암키와이다. 
우선 구아리 출토품과 동일한 유단식암키와는 단부를 두껍게 하기 위해 덧붙인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악식 당초문암막새와 제작기법상 동질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유악식 암키와는 암키와의 외면 단부에 1.6 의 짧은 턱을 만들어 
내림부를 형성해 놓고, 내림부는 깎기에 의해 잘 다듬어져 있어 무문이다. 암키와의 내
면 포흔은 하단부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위의 두 유물 중 유단식암키와는 구아리백제유적과 약 100m 떨어진 라지구의 1호 
부정형유구의 내부 기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고, 유악식의 암키와는 석곽창고에서 출토
되었다. 두 암키와가 출토된 유구 모두 출토유물과 층위로 보아 백제시대 사비기에 이
미 용도 폐기된 이후 다시 백제 사비기에 형성된 문화층에 의해 덮여 있는 유구이므로 
그 내부에 퇴적된 유물은 모두 백제시대의 것임이 분명하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지금까지 백제시대의 시원형 암막새로 보고된 유물23)은 지두
문암키와 2종(풍납토성과 군수리사지)과 토기구연의 형태를 띤 암키와(부소산성), 짧은 
턱을 갖고 있는 암키와(관북리백제유적), 유단식암키와(구아리백제유적, 관북리백제유
적, 능산리사지, 관음사지)이며, 암막새로는 제석사지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귀면인동
당초문암막새로 이를 모두 합해도 불과 50여점이 넘지 않는 매우 적은 수량이다. 
21) 2005년 9월 8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실견한 바를 기술한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통쪽흔적이 관찰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실견한 결과 일정한 6  간격의 미세한 돌출부 흔적이 통쪽의 흔적이 
아닌가 한다.

22) 국립부여문화재여구소, 2004,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
23) 오합사지 출토유물은 한 점 뿐이고,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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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유물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우선 지두문암키와는 풍납토성 출토품과 군수리사지 출토품 2종이 있다. 이 중 풍납

토성 출토품의 경우 시원형 암막새 및 암막새가 모두 기와의 하단부와 외면을 활용하는
데 반해 이 기와는 내면 단부에 문양을 넣은 점과 이와 같은 기법이 수키와에도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시원형 암막새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백제시대의 기
와가 일반적으로 단부와 그 내 외면을 깎아 다듬는 것과는 다르게 지두문을 넣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특수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군수리사지 출토품은 이미 중국의 북조와 고구려, 발해, 일본 등지에서 출
토 확인되어 시원형 암막새로 인정된 바 있으며, 짧지만 턱과 같은 존재가 출현했다는 
점, 절수홈24)으로 볼 수 있는 홈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암막새의 초기형 혹은 
시원형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다음은 구아리백제유적, 관북리백제유적, 능산리사지, 관음사지에서 출토된 유단식암
키와이다. 이 암키와는 그 동안 매우 짧은 단(段)을 갖고 있다는 점과 절수홈으로 보이
는 횡조 음각선에 의해 시원형 암막새로 추정25)되었으나, 재고의 여지가 다분한 유물
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유물은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서 암키와의 전체적인 형태
를 파악할 수 없어, 단부분이 기와의 상단 혹은 하단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능산리사지에서 거의 완형의 기와가 출토되어 단부분이 상광부(上廣 )에 위치한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암키와가 암키왓골에 올려질 경우 광부(廣 )가 위에 위치
하고 협부(狹 )가 아래를 향함이 일반적26)이며, 또한 통일신라시대 이후 암막새에서
도 하협부(下狹 )에 내림부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유단식암키와는 단이 있는 위치로 
인해 시원형 암막새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27).  

세 번째로 토기 구연의 형태를 띤 부소산성 출토 토기구연암키와 3점은 의도적으로 
한쪽 단부(端 ) 쪽을 기와의 외면 쪽으로 벌려 암막새의 내림부와 같은 부분을 만들었
으며, 단부에는 토기구연과 같은 음각 홈을 조성하여 흡사 토기구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기와는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장식적인 면보다는 처마끝을 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결과 나타난 초기형 암막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군수리사지 
24) 이다운, 1998, 성주사지 출토 백제기와와 일본 오함사지 출토 기와 비교 고찰 住寺 , 충남

대학교박물관 보령시, p.429.
25) 조성윤, 2001, 앞의 책.
    최맹식, 2004, 앞의 책.
26) 성정용, 1998, 유물에 대한 고찰/기와 住寺 , 충남대학교박물관 보령시, p.247.
27) 하지만 아직 유단식암키와의 전체적 형태를 알 수 있는 유물이 한점에 불과하여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일반 암키와와 다르게 단을 만든 이 기와는 특수와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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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지두문암키와와 더불어 턱을 갖는 기와로의 과도기적 유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관북리백제유적 출토 유악식암키와이다. 이 기와는 암키와의 하협부에 1.6
의 턱을 만든 유악식기와로 3  정도의 내림부가 무문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기와 

또한 아직 주연의 미 발생 및 짧은 내림부로 보아 암막새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원형 암막새로 생각된다.

마지막은 보고서 및 도록 등에서 백제시대 말기의 암막새로 보고되었지만, 아직 인정
이 유보된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이다. 이 암막새의 특징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출현하
는 정형적인 유악식의 당초문, 보상화문, 연화문, 용문 등의 암막새처럼 암키와에 내림
부를 접합하여 만든 것으로 주연과 문양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암막새는 앞에서도 살
핀 것처럼 익산의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소수 출토되었는데, 미륵사지의 경우 통일
신라 초기의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통일신라시대의 것과는 그 형태적 차이점을 인정하
고 있으며, 제석사지의 경우 다른 시기의 유물과 공반되지 않은 백제시대층에서 안정적
으로 출토되어 백제 말기의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문된 인동
당초문으로 인해 통일신라의 암막새로 보는 예28)가 있는데, 이에 대해 문양적인 면과 
제작적인 면에서 각각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문양적으로 제석사지 출토 암막새의 인동당초문(그림 3- )은 한 줄기에서 5개
의 잎이 있는데 하단의 좌우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외반하여 감겨져 있고, 그 사
이는 2개의 짧은 잎과 1개의 긴 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3개의 짧은 잎, 1개의 긴 
잎, 1개의 짧은 잎이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형태이다. 이러한 인동당초문은 부여지역의 
안정적인 백제층에서 출토된 상자형전에 시문되어 있는 인동당초문(그림 3- )의 잎의 
수와 형태에서 비슷하며, 고구려의 강서중무덤 벽화의 당초문29)(그림 3- )과는 잎의 
수는 다르지만, 잎의 배치가 비슷하다30). 이 밖에 고신라말~통일신라시대의 무악식암
막새의 당초문(그림 3- )과 일본 대관대사 출토 암막새의 당초문(그림 3- )과도 형
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다만 잎의 수에서만 차이점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양은 <그
림 3>에서 보듯이 모두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 중 백제와 고구려의 문양이 더 흡사하
지만, 이 문양들 모두 당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문양들로 7C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작적인 측면에서 이 기와는 통일신라시대의 암막새와는 많은 다른 점이 
관찰된다. 즉,
28) 戶田有二, 2005, 崔孟植의 무왕시대의 불교건축과 기와 에 대한 토론 요지문 백제 무왕과 그

의 시대 , 제3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 기념 학술세미나, 별쇄 유인물.
29) 주영헌, 1986, 句 古墳壁畵 , 朝 畵報社, 도184.
30) 즉, 3개의 짧은 잎, 1개의 긴 잎으로 백제의 것에서 짧은 잎 1개가 생략된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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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암키와의 측단부와 내림부의 측단 연결부의 형태상 차이점으로 이 기와의 경우 
I 형으로 반듯하게 처리한 반면 통일기 이후의 것은 < 형태가 많은 편이다. 

둘째 통쪽와통의 사용을 들 수 있다31). 
셋째 주연에 연주문의 유무32)로 통일기 이후의 암막새가 연주문이 시문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기와는 연주문이 시문되어 있지 않다. 
넷째 내림부 하단부의 처리로 통일기 이후의 작품은 형으로 처리함에 비해 이 기

와는 그것에 더하여 한쪽부분에 단을 두어 토기 구연의 형태와 비슷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법은 부소산성 출토 토기구연암키와와 유사한 점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석사지 미륵사지 출토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를 7C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암막새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
과 백제시대의 문양과 유사한 점이 관찰된다는 점, 출토층이 백제시대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구체적 시기는 7C 중반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삼국시대이며, 그 근간에는 중국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기와가 백제의 영향에 의해 출현 발전하였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
다. 이처럼 고대 문화는 대체로 북(중국)에서 남으로의 흐름을 보인다.

31) 암키와의 제작시 와통은 통쪽와통, 원통와통, 결합식와통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통쪽와통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된 시기는 삼국시대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원통와통이 주를 이루면
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보아 백제 고지에서 암키와 
중 통쪽의 흔적이 확인되는 기와의 시기는 삼국시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2)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수막새와 통일신라시대 수막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연에서 연주문의 유무
로 인식되고 있다. 주연에 연주문이 시문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당대(唐代)부터로 보이며, 우
리나라에서 수막새의 주연은 아니지만 연주문이 나타난 최고의 작품은 부여의 부소산성과 쌍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대당(大唐) 명 명문수막새일 것이다. 이 수막새는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시기, 
즉 660년 이후 당군이 부여에 주둔하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扶 山城 發掘 査 中 報告 ; 尹武炳, 1982, 扶 北 發掘 査報告書 , 충남대학교박

물관 부여군청). 그리고 수막새는 아니지만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에서도 연주문이 나타나고 있
다. 이 문양전은 한 변의 길이가 약 29 로 당척(唐尺)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당척이 일
반화된 7C 중반경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김규동, 2003, 百濟의 度 - 物을 中心으
로 東垣學 文 ,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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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새 또한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남북조시기
에 처음으로 암막새가 출현한 것으로 파악33)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시원적인 형식은 알 
수 없고 다만 북위의 낙양성과 동위 북제의 업성 등에서 지두문과 중호문으로 구성된 
암막새가 보고되어 그 단편이나마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초기의 암막새는 암키와의 
끝부분을 약간 두껍게 만들어 막새면을 구성한 무악식(無 式)34)암막새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당초(唐初)에 이르러 암키와부와 내림부로 구성된 암막새를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에 암막새가 처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육로로 중국과 연결되어 삼국 중 기와를 가장 먼저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구려의 경우35)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장군총에
서 지두문암키와가 출토된 예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중국 북조의 영향에 의
해 시원형 암막새가 제작 사용되다 암막새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이 보이는36) 신라 기와에서 암막새는 신라말~통일신라초기와 
그 이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신라 말~통일신라초에는 아직 그 성격이 분명
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명 토기구연암막새37) 라 명명된 토제품과 당초문이 찍힌 
무악식 암막새38)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암막새는 이후 동양 삼국 중 가장 
아름다운 문양의 유악식암막새로 발전 전개되었다. 그리고 충주 탑평리에서는 짧은 턱
[ ]을 갖는 무문암막새39)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수막새 및 화려한 와전공예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 일본에 기와 제작
기술을 알려준 백제에서는 앞 장에서 살핀 것과 같이 암막새의 시원으로 볼 수 있는 지
33) 中國社會科學 古硏究所, 1996, 北 洛 永寧寺 ,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117.
    김유식, 2004, 앞의 책.
34) 무악식암막새를 단평와(端平瓦)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김성구, 1984, 앞의 책, p.181.).
35) 인동당초문이 음각된 무악식 암막새가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바 있지만, 고구려(강우방, 2000,   

한국와당예술논서설 신라와전 , 국립경주박물관, p.421.)와 백제(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
라와전 , p.240.)의 것인지 분명치 않다

36) 김유식, 2005, 앞의 책, p.42.
37)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토기구연암막새는 기와가 대체로 4분하는 반면에 3분되어 있다는 점과 두께 

차이, 내면 통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기와(암막새)로 판단하는 것에 유보적인 견지도 있
다(김성구, 2000, 신라기와의 성립과 그 변천 신라와전 , 국립경주박물관, pp.432~433.).

38) 망성리와요지(望星 瓦窯址)에서 출토된 당초문무악식암막새의 등기와부분에 의봉사년개토(儀
四年皆土) 란 명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중심부에서 출토되고 있는 이러한 무악식암
막새는 AD 67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朴洪國, 1986, 삼국말~통일초기 신라와전에 대
한 일고찰 ,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20.).

39) 관북리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유악식암키와와 같은 형식의 암키와이다.



170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두문암키와와 토기구연의 형태를 띤 토기구연암키와 그리고 암막새로 볼 수 있는 귀면
인동당초문암막새를 이미 백제 말기에 제작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과 고
구려,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초기 형태의 암막새가 모두 출토되었고, 고고학적으로 그 층
위는 모두 백제시대에 형성된 층에서 출토되어 그 사용시기가 백제 사비기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국 남북조시기의 암막새와 형태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백제 암막새의 시원형은 
무악식암막새로 판단되며,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지두문암키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암키와는 특별히 정형화된 문양을 넣기 보다는 처마 끝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
적 측면을 강조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되며, 문양인 지두문을 시문하면서 기와의 등면 
단부에 낮지만 턱의 출현을 야기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두문암키와가 출토된 군수
리사지는 일반적으로 백제 사비기의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지로 판단되어지므로, 암키왓
골의 끝을 막는 시원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들어지기 시
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40).

다음은 지두문암키와와 그 시기의 차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형태적으로는 발
전된 것처럼 보이는 유악식암키와이다. 이 유물은 현재까지 보고된 예는 부소산성 출토 
3점이나, 2001년도부터 발굴조사를 재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관북리백제유적에
서도 여러 점 출토되고 있다. 

위의 두 유적에서 출토된 암막새는 토기의 구연부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
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부소산성 출토
품의 경우에는 기와의 단부를 외면 쪽으로 자연적인 곡면을 주며 구부려 만들었지만, 
관북리 출토품의 경우에는 단부에 매우 짧은 턱을 만들어 붙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러한 형식의 유물은 신라의 물천리 경마장 부지, 월성해자 등에서 고신라의 토기구연암막
새와 최근 충추 탑평리에서 수습된 유물과 비슷함 점이 있어 양자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유악식암키와의 정확한 출현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형태적 측면에서 완벽한 턱이 출현
하는 것으로 보아 지두문암키와보다는 후행하는 것 같으며, 이 기와는 이후 문양이 시
문된 암막새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이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암막새는 정형
화된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암막새와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오히려 백제의 작품으
로 평가받고 있는 상자형 전의 인동당초문과의 유사성과, 주연부의 소문형태, 내림부 하
단의 토기구연형태 뿐만 아니라 통쪽흔적의 확인을 통해 백제시대 말기 혹은 백제가 멸
40) 하지만, 지두문암막새는 발해, 일본 등의 7~8C 이후의 유적에서도 출토되어 그 존속기간이 상당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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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였을 지라도 그 기술에 의해 제작되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
석사지 발굴조사시 공반유물에 통일신라시대유물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더욱 신뢰하게 
해준다. 

이상과 같이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짧지만 턱[ ]의 출현(군수
리사지 출토 지두문암키와) 완전한 형태의 턱 형성(부소산성 관북리백제유적 출토 토
기구연암키와와 유악식암키와) 암키와와 내림부의 완벽한 결합에 문양첨가(제석사지
미륵사지 출토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라는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도 4>. 이러한 양상은 다른 기와제품과 동일하게 중국의 영향에 의해 처음 시원
적인 것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출현시기는 정확치 않지만, 군수리사지 출토 판단
융기형 연화문수막새41)를 통해 6C 중엽 이후에는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출
현한 시원적인 암막새는, 아직 그 논리적 근거를 확인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
만, 유악식암키와로 발전한 다음 7C 이후 무왕에 의해 익산지역에서 대단위 건축행위를 
하면서 귀면인동당초문암막새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암막새의 출현은 고구려 신라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양상에
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즉, 백제와는 다르게 문헌기록42)과 수막새의 형태적 특
징43)에 의해 제와술을 백제에서 받아들인 신라에서 삼국 말에 무악식암막새가 출현한
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 말 백제와 신라의 대립관계에서 더 이상 백제의 기와 제작술이 
신라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라에 기와가 도입된 이후 독자
적인 기와을 제작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7C 이후의 백제 암막새 제작술
은 그 명맥이 끊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백제 말에 이미 주연과 화판부가 
있는 귀면인동당초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라지역
에서는 무악식의 당초문암막새가 발생하여 그 이후의 암막새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
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백제 사비기의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는 인
각와와 비슷한 변화 발전44)을 보이며, 전반적인 백제기와와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1) 판단융기형연화문수막새는 527년 전후에 만들어진 대통사지의 연화문수막새와 동계품으로 사비 
초기에 유행한 수막새의 가능성이 높다(淸水昭博, 2003, 백제 대통사식 수막새의 성립과 전개
백제연구  3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42) 三國 事  卷三 寺九層塔
43) 강우방, 2000, 한국와당예술논서설 신라와전 , 국립경주박물관, p.422.
44) 심상육, 2004, 백제시대 인각와에 관한 연구 ,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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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연구는 그 동안 유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연구에 치중된 면이 있었으
나, 최근 대단위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고 있는 다량의 기와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
해 기와 자체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암막새의 출현 문제도 대두되
었다. 하지만, 현재 암막새가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에는 모든 연구자들이 동조하
고 있지만, 출현과정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고된 암막새를 모두 모아 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제시대의 암막새는 중국 북조에서 출현한 지두문암키와(짧은 턱
의 존재)에서 토기구연암키와와 유악식암키와(턱의 형성)로의 발전 이후 귀면인동당초
문암막새(문양 출현)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백제의 발전된 암
막새 제작술은 백제의 멸망과 함께 그 제작 전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고의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유물 명칭과 형식의 설정 등 기본적인 작업
을 실시하지 않은 점, 실견한 유물이 한정적인 점과 안목의 부족을 인정하는 바이며, 백
제 이외의 것은 그 출토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란 점
을 시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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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Sang-Yuck

In this thesis, ammaksae, or internal roof tiles, which was reported to be in the 
period of Baekje,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layer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styles of relics. As a result, among the relics which have already been 
reported, jidumun amkiwa (concave roof tiles patterned by finger tips) excavated 
from Pungnap Earthen Wall and yudansik amkiwa (stepped concave roof tiles) from 
remains such as Guari Baekje Remains, could not be seen yet. The only relics that 
could be identified as original-style ammaksae or ammaksae were jidumun amkiwa 
unearthed from the site of Gunsurisa Temple, togiguyeon amkiwa (mouth-rim 
earthenware concave roof tiles) and yuaksik amkiwa (concave roof tiles with sills) 
from Buso Fortress and Gwanbukri Baekje Remains, and gwimyeonindongdangchomun 
ammaksae (honeysuckle-pattern concave end roof tiles with monster design) from 
the sites of Jeseok Temple and Mireuk Temple. Regarding ammaksae in the period 
of Baekje like the above, it is considered that jidumun amkiwa (short sills 
appeared), which showed up in the period of China's North Dynasties, developed 
into togiguyeon amkiwa and yuaksik amkiwa (sills were formed), and then 
gwimyeonindongdangchomun ammaksae (patterns appeared) emerged.  

Keyword : the period of Baekje, ammaksae, original-style, yudansik, yuaksik, jidumun, 

togiguy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