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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千年瓦(천년와) 

1) 소개  

PE, PP, 경탄(돌가루), 화산재 등 9 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1000Ton Press 로 압출 

성형한 후 특수도료를 Painting 하여 독창적인 공법으로 제조한 신 전통기와로서, 

제조기술특허(특허 제 0507517 호, 0507518 호)를 취득한 제품입니다.  

 

2) 규격 

모델명 규격 형태 

천년와 (대) 950 x 600 x 100 

 

천년와 (중) 630 x 300 x 100 
 

막새 950 x 200 x 100 
 

용마루 (대) 
220 x 1000 x 

260 
 

용마루 (중) 
220 x 1000 x 

220 
 

대봉 
220 x 1000 x 

380  

용두 320 x 600 x 60 

 

용마루 착고 620 x 240 x 80  

귀마루 착고 (좌) 100 x 400 x 20 
 

귀마루 착고 (우) 100 x 400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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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도구 

 

 

4) 유의사항 

① 지붕경사도가 최소 30 도 이상 되도록 한다. (실내 인테리어는 관계없음) 

② 시공 시, 결합부 취약부분 및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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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안내 

1) 지붕 상 작업 

주)지붕 상 제작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은 참고로 하여 유동적으로 

변경한다.  

 

① 지붕면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방수시트 작업을 한다. 

 

② 개수건물의 경우 평고대 각목부착 작업과 지붕상판 목재 형틀작업에 지장이 되

는 물체등은 모두 제거한다. 평고대 위쪽으로 기와 2줄 정도 이상, 용마루, 내림

마루 부위는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③ 형틀작업용 각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42mm x 42mm 

혹은 38mm * 52mm 를 권장한다. 만일 조립식 판넬 위에 시공할 경우에는 평고

대에 스크류볼트 등을 사용하여 밑바닥까지 완전히 고정시켜야 함을 유의한다. 

형틀 작업 시, 방수시트가 찢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④ (상황에 따라)지붕면의 평고대 모든 모서리 끝에 직각이 되게 “실”을 띄우고 “실”

에 맞추어 각재를 단단히 박아 고정시킨다. 

 

⑤ 평고대는 반드시 매끄러운 단면을 만들어야 한다. 기와들과 평고대 사이에 벌어

지거나 뜨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다. 

 

⑥ 용마루자리 양 끝에 13cm ~ 15cm 높이의 기둥을 각재로 수직이 되게 세워 단

단히 고정시키고, 평고대와 수평이 되도록 각재를 수평으로 2단을 연결하여 앞

서 만든 기둥에 연결시켜서 용마루의 형틀을 완성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고임목을 받쳐놓아 용마루 형태의 각재를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⑦ 용마루에서 평고대까지 세로의 형틀을 지붕 상태에 따라 일정한 간격(최대 

95cm 이하) 으로 박아 평고대 밑단과 용마루에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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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필요에 따라 작업유무를 결정] 막새작업을 위해, 평고대 끝에서 15cm의 간격으

로 윗쪽에 평고대와 (지붕 상 기준으로) 수평이 되도록 각재를 고정시킨다. 막새 

지지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⑨ 앞서 제작한 막새 지지부 각재에서 윗쪽(용마루 방향)으로 610~ 615mm(천년와”

대”의 피스 체결부까지 포함한 길이) 간격을 두면서 각재를 수평으로 고정시켜 

올라가 가로방향의 틀을 완성한다. 천년와(대)의 피스체결부위와 각재가 일치하

도록 간격을 잘 조절하도록 한다. 

 

⑩ 가로와 세로 목재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필히 수직으로 바닥에 고임목을 받쳐 형

틀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마무리 된 천년와 형틀작업> 

 

  



  대한한옥개발㈜ 천년와 시공 매뉴얼  

2) 천년와 막새작업 

① 천년와 결속작업은 막새 결속부터 시작한다. 막새는 평고대에 맞추어 4면의 연

귀맞춤(막새의 각 모서리 맞춤부분)이 잘 되어야 하므로 평고대의 길이와 막새의 

유효길이를 사전에 잘 고려해둬야 한다. 

 

② 막새 체결은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체결해 나가되, 평고대에 최

대한 밀착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추후 내림마루 올릴 것을 감안하

여, 좌우 양 끝은 숫막새가 위치하도록 조절한다. 

 

<막새기와는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인터로킹하여 결합해 나아간다> 

 

③ 각 모서리 부분은 막새끼리 만나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선으로 컷팅하되, 이음새

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쓴다. 

 

<막새만 상단에서 본 모습. 마주치는 부분을 사선으로 매끄럽게 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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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천시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막새 끝부분을 조금 기울여서 시공해야 한다. 

         

<올바르게 시공된 막새와 그렇지 않은 막새의 측면부> 

 

⑤ 막새끼리의 체결은 잘 보이지 않도록 암키와 최 상단부에 43mm ~ 46mm 피스

를 사용한다. 

 

⑥ 전면부 막새기와를 모두 체결하면, 측면부 막새 체결에 앞서 이형커버를 설치/고

정한다. 이형커버는 골이 높은 쪽을 지붕 안쪽으로 두되, 암골 위에 올라가도록 

위치시킨다. 

 

 

<좌우 이형커버를 설치하고, 이형커버의 아랫단이 막새 암골 상단에 걸치도록 한다> 

 

⑦ 용마루쪽 최 상단부터 내림마루 경사를 따라 막새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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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마무리를 위한 막새결합 작업> 

 

<측면 막새와 이형커버를 앞에서 본 단면. 막새의 뒷단 평평한 부분 아래에 이형커버가 위치한다.> 

⑧ 측면 체결 시에는 물고를 트기 위한 용도로 이형커버도 함께 작업한다. 이형커

버 U자의 한쪽 면을 막새의 하단으로 넣고, 가운데부분은 내림마루쪽에 위치하

여 평고대와 수직이 되도록 작업한다. 

측면 막새와 이형커버 작업은 경우에 따라 순서를 뒤바꿔도 무방하다. 

 

 

<이형커버를 부착한 모습> 

 

⑨ 각 모서리 마감부분은 막새 수키와 한 개를 커팅해서 체결부 위에 추가로 올려

놓으면 보기에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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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년와 바닥기와 

① 천년와 귀결작업은 평고대 좌측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단부(막새쪽)의 좌측에

서부터 우측으로 결합하고, 남는 부분은 지붕 형틀에 맞도록 그라인더나 원형 

톱으로 절삭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지붕면을 체결한다. 

 

<바닥기와도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인터로킹 결합으로 시공한다> 

 

② 용마루 착고를 올릴텐데, 이는 내림마루용 용마루를 올리기 위함이다. 다만 상황

에 따라 좌측부 숫골을 절삭한 후 용마루 착고를 올리는게 나을 수도 있으므로 

절삭여부를 상황에 맞춰 선택한다. 

<상황에 따라 천년와 좌측 숫골을 절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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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림마루용 용마루를 올리기 위하여, 측면에 기 체결한 막새 위에 용마루 착고

를 올린다. 용마루의 폭은 26cm인데, 내림마루용 용마루의 한쪽 바닥은 용마루 

착고 위에, 다른 한 쪽 바닥은 천년와 숫골위에 올려야 하므로, 착고의 위치를 

이에 맞춰 잘 조절해야 한다. 

        <내림마루를 위해 용마루착고를 설치한다. 상황에 따라 기와 숫골을 자르고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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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마루  

※ 벽에서 한쪽 지붕면만 나오는 인테리어의 경우, 선택여부에 따라 용마루는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용마루착고는 마감상 꼭 올리도록 한다. 

① 기 제작한 용마루 틀에 맞추어 용마루 착고를 체결한다. 착고와 수키와가 접촉

도는 부분도 피스로 체결하여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용마루를 올리기 위한 용마루 착고작업> 

② 용두를 대봉에 체결하되, 만일 대봉을 쓰지 않고 용마루만 쓸 경우 용두의 높이

를 맞추어 필요 없는 부위는 절삭한 후 체결한다. 

③ 양 끝에서부터 대봉을 시작으로 용마루를 이어나간다. 

④ 중앙부분은 남은 간격에 맞추어 용마루를 절삭하여 끼워 넣는다. 

        

   <용마루 결합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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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루 착고 위에 용마루를 결합하고,  

가장 마지막에 가운데 남은 길이만큼 절삭한 용마루를 부착한다.> 

⑤ 용마루를 다 이으면, 위에서 보았을 때 일자로 이어졌는지 확인 한 후,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⑥ 내림마루 용마루를 일반 용마루와 같이, 일자로 체결되었는지 확인 후 피스로 

결합한다. 단 지붕 최상단 용마루 (혹은 대봉)과 내림마루용 용마루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없도록 잘 절삭하고, 체결후에는 틈이 없도록 마감한다. 

 

 
<내림마루도 용마루와 동일한 순서/방식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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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마루는 암키와 위에 올리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용마루/귀마루착고 절단부를 사이에 올리면 마감상 보기 좋다.> 

 

⑦ 각 이음새 및 연결부위들은 틈이 보이지 않도록 실리콘 등의 실링제 및 

충진제로 잘 막고, 경우에 따라 코팅제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마무리 

① 시공된 곳을 마지막으로 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작

업을 한다. 

 

<최종 작업된 맞배지붕의 모습> 

② 파지는 따로 수거하고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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