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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은 선사시대부터 고대에 이르기까지 드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 금강과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대외문물의 관문이

었으며,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중심무대로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익산의 역사는 중국 사서「삼국지」와 우리나라「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등의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BC.194년 고조선 준왕의 남천 이후 마한의 건마국, 백제

무왕의 천도지 금마저, 고구려 안승의 보덕국 등 4번의 도읍을 지낸 대한민국 유일의 지역이며,

대한제국 국호“韓”의 태동과‘韓문화’의 발상지로 장구한 한민족 역사를 관통하는『이천년

역사고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400년 전 백제 무왕대 정치문화 중심지 던 익산은 왕궁, 사찰, 왕릉, 관방 등 고대

수도의 요건을 오롯이 간직하고 자연경관도 완벽하게 갖춘 지역으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교류와 발달의 절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 습니다. 

「익산문화유산대관」은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선사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익산지역에 남아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도록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최고(最古) 규모를 자랑하는 미륵사지 석탑을 시작으로 현존 최대 규모의 백제 불상인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천년고찰 숭림사,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지, 삼국시대 왕궁 중 유일하게

규모가 확인된 왕궁리유적, 왕실사찰 제석사지, 쌍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이리농악 등

익산 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 습니다.

이밖에도 고조선 준왕이 쌓았다고 전하는 미륵산성, 백제시대의 태봉사 삼존석불, 국문학자

이자 시조작가인 가람 이병기선생 생가 등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 향토유적,

발굴조사로 실체가 확인된 유적까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익산의 문화유산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익산지역문화유적에대한시민들의인식을제고하고이해도를높일수있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익산문화유산대관」발간을 통해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 익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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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유산대관

익산시 연혁(益山市 沿革)

익산시는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노령산맥(蘆嶺山脈)의 지맥(地脈)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높은 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쪽에는 함라산 줄기가 금강변을 따라 위치

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옥구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시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과 맞닿아 있다. 

익산시는 호남선KTX가 남북으로 관통하며, 익산역을 기점으로 전라선과 장항선이 동서로

통과한다. 동쪽에 호남고속도로, 1번 국도, 23번 국도 및 10여 개의 국도와 지방도가 있어 전국

각지를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위치 위에 익산시는 옛 문헌기록인『삼국사기(三國史記)』잡지(雜誌)지

리지(地理誌)와 열전(곢傳) 속에 실린 기사를 비롯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

史)』,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걧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

지(東國輿地誌)』, 『동사강목(東史綱目)』, 『대동지지(大東地志)』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중국측 기록 중『후한서(後漢書)』한전(韓傳)의「初 朝鮮王 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겤千人走

入海攻馬韓 破之 自굤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굪王」기록에서 보면“과거에 조선왕 준

(準)이 위만(衛滿)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마한(馬韓)을

공격하여쳐부수고 스스로 한왕(韓王)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절멸(滅絶)하자, 마한 사람이다시

자립하여 진왕(굪王)이 되었다.”라 기록되었다고 하여 익산이 고조선 준왕의 남래지로 알려져

있다. 

준왕의 남래기록은『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걧地理志)』등 각

종 문헌 기록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금마(金馬)”지역을 중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익산이 마한의 중심지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 삼한시대(三韓時代)에 마한(馬韓)의



익산시 연혁

54개국 중 건마국(乾馬國)에 속하는 것으로 전하며, 금마(金馬)와 익산(益山)으로 나뉘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금마(金馬)는 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 때부터 금마저(金馬渚)로 불려졌으며,

익산(益山)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소력지현(所力只縣)이라 불렸다. 이후 신라(新갥)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統一)된 후 금마(金馬)는 금마군(金馬郡)으로 바뀌었으며, 익산(益山)은 옥야현(沃野縣)

으로 이름이 바뀌어 금마군(金馬郡)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高麗時代) 초에는 전주(全州)에 부속되었다가 충혜왕(忠惠王) 5년(1344)에는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皇后) 기씨(奇氏)의 고향이라 하여 익주(益州)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전주부(全州府)에 속하 으며 태종(太宗) 13년(1413)에 익산군

(益山郡)으로 고쳐서 제석·율촌·지석·용제·춘포·두촌·두천·구문천·미륵 등의 10개

면을 두었는데, 고종(高宗) 33년(1896)에 전주군(全州郡)의 동일(東一)·남일(南一)·남이

(南二)·서일(西一)·북일(겗一)·우북(右겗)의 6개 면이 편입되어 16개 면이 되었다. 

1910년 군·면 통·폐합 때 남일면(南一面)과 동일면(東一面)이 합하여 익산면(益山面)이

되고, 1914년 10월 1일 군·면 통·폐합에 따라 18개면으로 개편·관할되었다. 1931년 4월 1일

익산군(益山郡)이 읍으로 승격되어 익산읍(益山邑)이 되었고, 11월 1일 익산읍(益山邑)을

이리읍(굏里邑)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7년 2월 23일에 이리읍(굏里邑)에서 이리부(굏里府)로 승격되고, 익산군

(益山郡)에서분리되었다. 1949년 8월 15일지방자치법실시로이리부(굏里府)가이리시(굏里市)

로 개칭되었다. 

1995년 5월 10일 시·군 통합정책으로 이리시(굏里市)와 익산군(益山郡)을 통합하여‘익산시

(益山市)’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현재 1읍 14면 14동으로 행정개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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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목조 양식의 석탑으로서 백제 무왕 대에 건
립되었다. 최대 사찰로 알려진 미륵사지 서원에 위치해 있으며, 동탑은 동탑터에서 발
굴된 노반석과 탑의 부재들을 근거로 1992년 9층으로 복원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당시로서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이중기단 위에

민흘림기둥, 기둥과 기둥사이를 걸치는 창방과 평방, 양 끝 기둥을 높이는 귀솟음 기
법, 기와집 처마와 같이 귀퉁이가 살짝 치켜 올라간 옥개석을 사용한 점은 석탑이 처
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의 모습, 즉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
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서탑은 노후로 붕괴할 위험이 있어 2001년 탑 해체 조사 및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

다. 해체 작업 중 2009년 1월 14일 서탑 1층 중앙 심주석(돌기둥)에 마련된 사리공에
서 금제사리호·금제사리봉 기 등 사리장엄 일괄유물이 발견되었다. 특히 금제사리
봉 기에서는“백제…기해정월(百濟…己亥正月)”이라는 기록이 나옴으로써 639년(무
왕 40년 1월)에 탑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탑과 미
륵사의 역사적 진정성과 가치가 한층 높아졌으며, 2015년 7월4일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Before the repair work, the pagoda was 14 meters in height. The pagoda
attracts attention due to its magnitude and rare architecture. There are entrances
on four sides of the first story. At its center stands a square column. The entasis
technique used to carve the pagoda’s stone columns, which results in a slight lift
of the four corners of the roof, follows that used in the construction of wooden
buildings. In this respect, the pagoda can be seen as a prototype that shows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wood to stone construction. Thus, it is a historically
valuable artifact that displays the originality and practicality of Baekje people and
the nature and extent of cultural exchang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7th century.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Stone Pagoda of Mireuksa Temple Site, Iksan益山 彌겇寺址 石塔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 지정일자 : 196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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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 미륵사지 석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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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 석탑 동쪽 입면도(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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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 미륵사지 석탑(1910)

| 미륵사지 석탑(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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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 석탑(1973)

| 미륵사지 석탑(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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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 미륵사지 석탑(2014)

| 미륵사지 석탑 해체 전(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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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 년 전 백제 무왕 대에 만들어진 미륵사지 석탑은 노후 등으로 탑의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어,
1999년 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해체·보수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했다.
석탑 주변에 가설덧집을 씌우고 해체조사를 시작한지 8년 만인 2009년 1월 14일, 첫 번째 중앙 심주석

(돌기둥) 사리공에서 석탑 창건 당시 봉안한 사리장엄 일체가 발견되었다. 
사리장엄의 기록을 통해 미륵사지 석탑 축조의 역사적 사실이 입증되었다. 석탑 심주석의 남측 하부에서는

불상의 나발편과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 구슬류 등 다양한 진단구(鎭壇具-고대에 사찰 건물을 세울 때 나쁜
기운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진압하기 위하여 기단 하부에 설치한 공양구)가 출토되었다. 진단구의 발견으로
석탑 하부를 구축할 때부터 사찰 의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석탑의 해체 중, 석탑의 기단 남서쪽 귀퉁이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석인

상 1점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석탑 1층 모서리에 있었던 기존의 석인상 3점은 풍화와 훼손이 심하여 자세한
모습을알 수 없었는데, 이 석인상의 발견으로 조성 시기와 형태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정비
彌겇寺址 石塔 解體·補修 整備

| 석탑 석축 및 1층 해체 모습

In 2001, the work started to remove the concrete applied to the pagoda of Mireuksa temple sit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pagoda was also dismantled for the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In January 2009, a sarira reliquary, along with a record about sarira inscribed on gold plates,
was found within the first story of the pagoda, confirming the reliability of stories recorded elsewhere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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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석탑 남서쪽 석인상| 석탑 해체 중 북서쪽 모습

|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안(정면)| 보수 정비 모습

| 보수 정비 모습| 사리장엄 발견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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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동제사리외호·금제사리내호·사리일괄
맨 왼쪽 13.0㎝, 삼국시대(백제 639년)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해체하던 중 1층 중앙 심주석(돌기둥)
윗면에 마련된 사리공(길이 25㎝, 깊이 27㎝)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유물로는 금동제사리외호-금제사리내호-유리호로 구성된 3중의 사리기와
금제사리봉 기·금제소형판·청동합 6개·작은 칼 2자루, 금제·은제·
유리제 장신구·방형 유리판 등이 대표적이다. 금제사리봉 기에 사리장엄
의 봉안 시기(기해 己亥, 639년)가 명시되어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 미륵사
의 조성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더했다.
한편 사리장엄은 석탑 창건 당시 처음 봉안된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당시

백제문화의 위상과 사리봉안 의례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함께 발견된
9,90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은 중국·일본·신라 등과의 대외 문물
교류의 증거가 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발견 사리장엄
彌겇寺址 石塔 發見 舍利莊嚴

Various objects were found within the rectangular hole on the upper
section of the central stone column on the first story of the stone
pagoda, of Mireuksa temple site, including sarira-related articles such
as a three-tiered sarira reliquary, a record about sarira on gold plates,
silver crown ornaments, a small golden plate, six bronze bowls, two
miniature knives, a small gold ingot, golden threads, and a glass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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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장엄 최초 노출 모습

| 금동제사리외호 수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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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② 금동제사리봉 기 수습 후
④ 구슬 수습 후
⑥ 유리판 수습 후 사리공 바닥면

① 사리호 수습 후
③ 직물 수습 후
⑤ 청동합 수습 후 유리판

①

③

⑤

②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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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제사리외호는 꼭지가 달린 뚜껑과 목이 긴 몸체로 구성된다.
몸체는 상하 두 부분으로 분리되며, 상하가 맞닿은 부분은 분리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사리호의 겉면은 연화문과 원형의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 덩굴로

성장해 가는 인동당초 문양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고, 내부에는
금제사리내호와 여러 색깔의 유리구슬·금제화형구슬·가루로 된
유기물 등의 유물을 품고 있다.

The reliquary found in the pagoda consists of a long-necked
body a long-necked body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parts
and a lid with a button-shaped knob. The two parts are
conjoined with rivets. The surface of the reliquary is decorated
with lotus, honeysuckle, arabesque and fish designs. The
reliquary houses a golden inner jar, glass beads of various
colors, flower-shaped gold beads, and powdered organic
matter.

금동제사리외호 Gilt-bronze Sarira Reliquary
높이 13.0㎝, 폭 7.7㎝, 삼국시대(백제 639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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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금제사리내호는 금동제사리외호 안에서 발견되었다. 겉면은
외호와 비슷한 인동당초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병 안에는
유리제 사리병 파편, 병 뚜껑과 주둥이 부분, 13개의 사리와
유리구슬 등의 유물이 들어 있다. 

금제사리내호 Golden Sarira Inner Jar
높이 5.9㎝, 폭2.6㎝, 삼국시대(백제 639년)

2㎝0

The jar was found inside the gilt-bronze sarira reliquary.
Made with gold plate, its surface is decorated with patterns
similar to those on the outer jar. The inner jar contains a
sarira and fragments of a glass sarira bottle. 

| 금동제사리외호 개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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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사리내호 안에서 나온 유리제사리병은 두께가 매우 얇은(약 0.05㎜) 재질로
만들어져 뚜껑과 주둥이 부분으로 그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발견 당시 수십 개의
유리 파편과 함께 발견된 13개의 사리 중에서 사리병의 주둥이 크기(지름 4㎜)보다
작은 사리 한 개만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제사리병 Glass Sarira Bottle

| 유리제사리병 | 유리제사리병 추정 복원도 | 사리

| 금제사리내호 개봉 후

| 금제사리내호 유물수습 후

The small thin glass bottle was found broken and includes the neck portion
of a bottle, the lid, and glass pieces. Fragments of glass and sarira were mixed
together in the golden sarira inner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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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 |

| 미륵사지 석탑 발견 사리장엄

| 참고 :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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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금동제사리봉 기에는 193자의 씨가 앞·뒷면에 새겨져 있다. 새김
씨 중‘백제왕후좌평사택적덕녀’와‘기해년정월’이라는 내용은 미륵사지
서탑의 조성시기(639년)와 미륵사의 발원자를 밝히고 있어 미륵사 창건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한층 높 다.     

금동제사리봉 기 The Record about Sarira on a Gold Plate 
금동제사리봉 기 : 15.3×10.3×0.1㎝, 삼국시대(백제 639년)

Inscribed on the front and back of a gold plate are 193 characters
that provide a clue to when the sarira was placed there and who
constructed Mire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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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가만히 생각하건데, 법왕(法王)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根機)에 따라 부감(赴感)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치는 달과 같았다. 이 때
문에 왕궁(王宮)에 의탁해 태어나 사라쌍수(娑갥雙樹) 아래
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8곡(斛)의 사리(舍利)를 남겨 삼천
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를 이익되게 하셨다.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오색(五色)으로 일곱 번을 돌게 하 으니, 그 신통
변화(新通變化)는 불가사의(겘可思議)하 다.
우리 백제왕후(百濟王后)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궀積

德)의 딸로서 오랜 세월(광겁(曠劫))동안 선인을 심으시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승보(勝報))를 받으셨다. (왕후께서는)
만민(萬民)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다. 때문에 삼가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며 가람(伽걄)을

세우고, 기해년(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
하셨다.
원하옵건대, 세세(世世)토록 공양하여 원토록(겁겁

(劫劫))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善根)으로 우러러 대왕폐하
(大王陛下)의 수명은 산악과 나란히 견고하고, 왕립(王立)은
천지와 함께 구하여, 위로는 정법(正法)을 크게 하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다시 원하옵건대, 왕후의 몸에 나아가서는, 마음은 수경

(水鏡)같아서 법계(法界)를 항상 밝게 비추시고, 몸은 금강
(金剛)과같아서허공과같이불멸(겘滅)하시어, 칠세(七世)를
원(永遠)토록 다함께 복리(福괿)를 받고, 모든 중생들이

다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게 하소서.」
(번역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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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합은 크기가 다른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4천 여점에 이르는 금판·금귀고리·금괴·
곡옥·호박·금고리·금구슬·진주구슬·유리
구슬 등이 청동합 안에서 발견되었다.

Contained in the six bronze bowls of
varying sizes were a total of 4,000 items,
including various types of beads, gold plates,
gold ingots, polished jade, amber, gold
earrings, and flower-shaped gold beads. 

청동합 Bronze Bowls

| 유리구슬

| 청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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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합

| 청동합 내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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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솔(德겢) 중부(中部) 하부(下部)

| 금판 명문

| 기타유물

금판(金版) Gold Plate

| 각종 금판

손가락 길이정도의얇은금판이수습되었다. 총 18점이며, 삼국시대
(백제)에 화폐기능을 했던 금정(金鋌)으로 추정된다. 이 중 금판 3점에
당시 행정체계 중 하나인 5부(중부 中部·하부 下部)와 관직(덕솔 德
겢)명이 새겨져 있다. 사리봉안 의례시 시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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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제 족집게

| 금괴

| 금제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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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제관식

| 은제관식 착용 추정도| 은제관식 노출 모습

중국 주서(周書)에 의하면 백제의 관등은 16품으로 구분되며, 그 중 육품 이상의 관리들이 은제
관식을 착용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백제 은제관식은 미륵사지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
부분 굴식돌방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다. 미륵사지 출토품은 사리장엄 봉안의식 중 참배
객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것을 함께 공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제관식(銀製冠飾) Silver Crown Orn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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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 도자

| 도자 수습

|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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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 중심부에 위치한 오층석탑이다. 1965년에 해체 보수를 거쳐 땅 속에
파묻혀 있던 기단부가 제 모습을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리장엄구(국보 제123호)가 발견되었다.
탑의 옥개석은 얇고 네 귀퉁이의 처마 끝이 치켜 올라간 전형적인 백제계탑이다. 기단(基壇)은

단층이며, 그 위에 탑신(塔身)과 3단의 옥개받침, 옥개석을 올려 5층으로 구성됐다. 5층 위에는
노반(걠盤)과 앙화(仰花) 등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들이 남아 있다. 
석탑 해체 과정에서 앞선시기 목탑의 흔적이 발견된 점은 주목할 점이다. 석탑의 기단 아래에서

네모난 판석, 그리고 사리공을 갖춘 심초석과 기단 네 귀퉁이를 받치고 있는 팔각 돌기둥(石柱)은 백
제대관사의 목탑에 사용된 석재로 추정되고 있다.
탑의 제작 연대는 문헌 기록 등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백제의 특징을 가진 옥개석과

신라의특징을보이는 단층기단 구성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왕궁리유적의 중수와 함께 이뤄진 것
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탑이 자리하고 있는 왕궁리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궁성으로 밝혀졌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289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Five-storied Stone Pagoda in Wanggung-ri, Iksan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74
• 지정일자 : 199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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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오층석탑|

We do not know exactly how the pagoda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Wanggungni
Archaeological Site was constructed. Roof tiles inscribed with such names as Daegwan
Gwansa(大官官寺), Gwangungsa(官宮寺) or Wanggungsa(王宮寺) (meaning “a royal palace temple”)
were excavated near the pagoda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Wanggung-ri archaeological site.
The Samguk sagi (Historical Record of the Three Kingdoms) (661 or the  8th year of King
Muyeol’s reign) says, “In June, the water of the well in Daegwansa Temple turned to blood. In
Geu㎜a-gun (present-day Iksan), blood flowed out of the ground and formed a large puddle
some five paces wide.”Thus, it is presumed that the palace was turned into a temple during
King Uija’s reign. Opinions vary about the construction date of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some scholars argue that it was built towards the end of Baekje Period; others say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Unified Silla or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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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 오층석탑(1917)

| 해체 과정(1965)

| 왕궁리 오층석탑(1940)

| 해체 과정(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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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오층석탑|

| 기단부 심초석 사리공(1965) | 보수 정비 모습(1965)

| 보수 정비 완료 후 모습| 보수 정비 모습(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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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석탑에 봉안된 사리장엄의 일괄 유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유물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1965년 탑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훼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탑의 1층 옥개석 윗면에 뚫린 2개의 사리공에서는‘유리제사리병’,‘금제사리내함’,

‘금동제사리외함’,‘금제금강경판’,‘금제금강경판내함’,‘금제금강경판외함’이 발견
되었고, 기단부에 뚫린 3개의 사리공에서는‘청동여래입상’,‘청동요령’,‘유리구슬’
이 나왔다.
금제사리내함의 뚜껑 윗면은 반쯤 핀 연꽃 봉오리로 장식하고 표면은 구슬무늬와

당초무늬를 새겨 넣었다. 유리제 사리병의 뚜껑과 받침은 연꽃을 모티브로 제작되었
는데 연꽃 받침 위에 연꽃 봉오리가 당당하게 올라온 모습을 안정감 있게 형상화했다. 
금제금강경판내함의 뚜껑 윗면에는 고리형 손잡이가 달려 있고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내함 안에는 19매의 금강경판이 들어 있었는데 재질은 은판에 금강경을 새긴후,
금으로 도금한 것이다. 
사리장엄은 구성이나 재질, 조성 수법 등이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든 공양구이다.

유물의 제작 시기를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이도 있으나,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과 제작 기법의 유사성을 비춰볼 때 백제 무왕 대의 제석사지에 봉안된 사리
장엄일 가능성이 높다.

In 1965, a glass sarira bottle, 19 gold plates inscribed with parts of Diamond
Sutra, and a golden sarira reliquary were found during the dismantling of the
pagoda for the repair work. It is assumed to be a sarira reliquary enshrined to
the pagoda of Jeseok temple site during the reign of King Mu of the Baekje
Kingdom.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Sarira Reliquary Found in the Wanggungni Five-storied Stone Pagoda, Iksan

• 소 장 처 :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국립전주박물관)
• 지정일자 : 1966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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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오층석탑사리장엄구|

| 사리장엄구



| 금제사리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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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병·금제사리내함



국가지정문화재 | 33

왕궁리오층석탑사리장엄구|

| 사리함 및 금강경판함(내·외함)

| 사리함 및 금강경판함(1965년 발견 당시 모습) | 금강경판 및 금강경판함(1965년 발견 당시 모습) 

| 금강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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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거대한 불신(佛身)에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를 갖춘 현존 최대 규모의
백제 불상이다. 대좌의 모습과 광배에 새겨진 무늬, 발굴조사에서 나온 창건 당시의 자료를 살펴볼
때 7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실된 불상의 머리는 최근에 만들어 조합한 것이다.
석조여래좌상의 형태는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결가부좌한 하체가 넓어 조형적으로 안정적이다.

팔과 손은 옷 속에 가려져 있지만, 손의 형태는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서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를 맞대고 있다. 불상의 조각 기법은 옷자락이 어깨를 감싸고 사각형
대좌의 윗면과 옆면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장대하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문양이 조화를 이룬 불상 조각 기법은 백제인의 미의식과 백제불상 연구의 중요
자료로서 부여 군수리사지 석조여래좌상이나 청양 출토 도제불상대좌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광배는 현존하는 삼국시대 광배 중 가장 크다. 왼쪽 윗부분 모서리는 파손되어 없어졌고, 하단부

는 절단된 것을 붙여 놓았다. 광배 중앙에 볼록하게 나온 원형 두광(頭光, 머리광배) 안에는 백제
기와에서 볼 수 있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신광(身光, 몸광배)에는 불꽃 무늬를 배경으로 7구의
작은 부처가 새겨있다. 이러한 불꽃 무늬는 서산 마애삼존불상과 일본 호류지(法隆寺) 금당 석가
삼존불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백제의 조각 양식이 일본 아스카시대(飛鳥時代)에 향을 미쳤음을
증명하고 있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5호

益山 곝洞里 石造如걐坐像 Stone Seated Buddha in Yeondong-ri, Iksan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3
• 지정일자 : 1963년 1월 21일

The seated stone Buddha was found
without its head, with the pedestal and
the head nimbus separated from it.
Recently, a new head was carved and
placed on the image. The height of the
head nimbus is 448 ㎝, higher than any
other existing stone Buddha image head
nimbus in the country. The nimbus
includes the traditional features of the 12-
petal lotus design, seven miniature
images of Buddha, and an engraved
flame design.

| 현재 모습



1989년 발굴 조사 결과 밝혀진 건물지

발굴조사 결과 금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정방형에 가까운 건물(동서 13.8m, 남북 12.8m 내외)로 확인되
었다. 기단내부에서 4곳의 기둥 흔적(굴립주 掘立柱)이 확인되었다. 사원 건축에서 굴립주가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이다.
금당의 가람배치는 전형적인 백제 양식과는 다르게 금당만을 둔 형태로써 우리나라 고대 사원 건축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 
유물은 삼국시대(백제)부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기와류가 출토되었으며, 유물로 보면 삼국시대(백제)부터 고려시대까

지 사찰이 경 된 것으로 판단된다. 

At the time of the excavation conducted in 1989, researchers
found a nearby temple site dating back to the early 7th century,
thus slightly predating the Mireuksa Temp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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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리석조여래좌상|

| 굴립주 건물지(1989)

| 과거 모습 | 실측도

1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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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46호

益山 古都里 石造如걐굤像 Stone Standing Buddha in Godo-ri, Iksan

고도리 석조여래입상은 동·서 약 200m 간격으로 마주보고 서 있는 2기의 석불이다.
2기 모두 사각형 돌기둥에 가는 눈, 짧은 코, 작은 입, 긴 귀, 옷자락이 단순하고 형식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석불의 머리는 사각형 보관을 쓰고 있으며 하단은 앞면을 깎아 대좌(받침)를
표현했다. 돌기둥 같은 신체나 비사실적인 조각수법으로 인해 석인상(石人像), 장승, 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모두가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석불의 인상에서 비롯된 것
이다. 
신체 표현이 극히 생략된 거대 석상의 조형적 특징은 주로 고려시대의 불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석불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 217호)이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은
석불의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본다.
동쪽에 세워진 석불 옆에는 당시 고을 군수 황종석이 철종 9년(1858년)에 세운 비석「군남

석불중건기(郡南石佛重建記)」(높이 158㎝, 폭 66㎝, 두께 16㎝)가 서 있다. 길에 넘어져
있던 석불을 현재의 위치에 세운 후 만든 비석이다. 비석의 내용인즉“금마가 동·서·북쪽
3면은 다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반해, 유독 남쪽이 터져 있어서 물이 다 흘러나가 허하게
생겼기에 이를 막기 위해 석불을 세웠다.”는 내용과“금마의 주산인 금마산 형상이 마치 말
모양과 같다고 하여 말에는 마부가 있어야 하므로 마부로서 인석(人石)을 세웠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전해지는 다른 이야기로‘2기의 석불이 음력 12월 해일(亥日) 자시(子時)에
만나 1년 동안의 회포를 풀고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석불이 된다.’
는 전설도 있다.

Two four-meter tall stone Buddha statues face each other in the middle of a rice
paddy about 200 meters west of the Wanggungni Archaeological Site. The monument
erected in 1858 (the 9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in co㎜emoration of their
restoration contains a geomancy-related origin of the images, saying that “Geu㎜asan
Mountain is shaped like a horse. A horse needs a horseman. Thus, we built statues
shaped like horsemen.”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400-2, 동고도리 1086
• 지정일자 : 1963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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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리석조여래입상|

| 공중촬 (2014)

| 동쪽

| 서쪽 | 서쪽 입상| 동쪽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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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236호

益山 彌겇寺址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at Mireuksa Temple Site, Iksan

미륵사지 당간지주는 미륵사지 석탑 남측에 2기가 세워져 있다. 규모나 형태, 조성수법이
같아 2기 모두 같은 시기인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간지주는 50㎝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지주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다.
당간지주란 사찰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당(幢)을 달았던 장대(당간 幢竿)를 지탱하기 위해

설치한 돌기둥을 의미한다. 지주의 바깥쪽 면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띠를 돌린 후 그 중앙에
한 줄의 띠를 새겨두었고, 안쪽 면에는 당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구멍이 세 군데 있다. 지주를 받치고 있는 기단부의 직사각형 기단 면석 네 면에는 안상(眼
象)이 조각되어 있다.
장식이 적고 단정한 형태인 미륵사지 당간지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작되었으며,

김제 금산사 당간지주(보물 제28호), 주 부석사 당간지주(보물 제255호) 등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3-1
• 지정일자 : 1963년 1월 21일

Dangganjiju (flagpole supports) are a set of two standing stone props used to hang a
Buddhist flags and banners for ceremony in a temple. Two sets of flagpole supports sit
inside the Mireuksa Temple Site to the south of the stone pagoda.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supports is about 90 meters. They are presumed to date back to the
Unified Silla Period, judging from the sculptural style featuring a simple shape and little
embel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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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이씨 종중문적 보물 제651호

Documents of the Yeonan Yi Clan延安 굃氏 宗中文籍

연안 이씨 문중에서 소장한 교지 18매(세종~숙종)의 문서로 조선시대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197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교지란 임금이 관리에게 내려준 임명장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문서는 1420~

1546년(세종 2년~명종 1년)에 제작되었으며, 이숭원(李崇元, 1428~1491년)을 비롯해
그의 아버지 이보정(굃補丁), 손자 이계륜(굃繼倫) 등이 받은 교지 18매이다.
문서의 중심 인물인 충간공 이숭원은 조선 단종 원년(1452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병

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성종 2년(1471년)에 명량좌리공신(明亮佐理功臣)에 봉해져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하사 받았고 중종 때는 청백리로 천거되었다. 

The documents have been preserved by Yeonan Yi clan, and they are
composed of 18 sheets of Gyojis issued during the period from King Sejong to King
Sukjong in Josun Dynasty. Gyoji means the letter of appointment a king issues to
public officers.

• 소 장 처 : 익산시 삼기면 현동1길 3(연안 이씨 종중문적 박물관)
• 지정일자 : 1979년 2월 8일

| 충간공 이숭원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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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제825호

Bogwangjeon Hall of Sungrimsa Temple, Iksan益山 崇林寺 普光殿

숭림사 보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지붕 형태를 띄고 있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 건축물이다.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감이 뛰어난 건물의 내부에는 보 끝에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고,

기둥 윗부분의 건축 부재에는 각각 연꽃, 용의 몸, 용 앞발이 여의주를 쥐고 있는 모양의
장식이 설치되어 있다. 불상 위의 천정에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계 중아자형(重亞字
形) 지붕모양 닫집을 설치하고, 운룡과 극락조를 조각했다. 건물 외부 처마의 전면은 부연(附
椽)을 단 겹처마로 되어 있으나, 후면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양 끝 기둥을 높이
는 귀솟음과 양 끝 기둥의 위쪽을 안으로 쏠리게 하여 안정감을 주는 안쏠림의 기법이 적용
되었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과 비슷한 양식으로 볼 때 17세기의 건물로 추정되며, 건물의 법식과

기법은 조선 후기 목조 건축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되고 있다. 
숭림사는 고려 충목왕 원년(1345) 4월에 행여선사(궋如禪師)가 선종사찰로 창건하 다는

기록이 있다. 1882년 조희호(趙犧鎬)의「숭림사법당중수기(崇林寺法堂重修記)」에 의하면 보
광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1819년에 다시 중수되었다고 한다. 
사찰 경내에는 보광전 이외에도 청동은입인동문향로(靑銅銀入忍冬紋香爐, 전라북도유형문

화재 제67호), 보광전 목조석가여래좌상(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88호), 원전 지장보살좌
상 및 권속(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89호), 나한전 소조 16나한 및 권속(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219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Bogwangjeon building is of typical structure of Josun dynasty with the multiple-
layered gable roof. The facade and side of the building have 3 bays respectively. Inside
the building, a dragon's head is carved at the end of the beam. The architectural
components decorating the above part of poles include various forms like lotus,
dragon's body, front legs of dragon clenching cintamani or magic pearls. On the ceiling
above the image of Buddha, a double-Ya(亞)-shaped canopy with multiple-layered
gable roof having 5 bays in the front side and 3 bays in the side is installed and
carved birds-of-paradise (Paradisaea) and dragons ascending to heaven are dangling
from it.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 지정일자 : 198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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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보물 제1753호

Gilt-bronze Incense Burner from Mireuksa Temple Site, Iksan
益山 彌겇寺止 갏銅香걙

미륵사지 중원 법당 북편에서 출토된 향로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향로 중 유일하게
다리가 4개이면서 출토 유적이 분명한 것이다. 통일신라 금동 제품으로 짐승다리 형
태의 최초 발견 사례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독창적인 금속공예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향로 형태는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 납작한 대야형의 몸체, 4개의 다리로 구

성되어 있다. 향로 뚜껑의 윗면에는 8엽 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연봉오리 형태의 손
잡이가 있다. 뚜껑의 손잡이와 윗면, 옆면에는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9개의 연기구
멍이 뚫려있다. 향로의 몸체에는 다리 4개가 사자 발톱과 머리 문양을 하고 있으며,
다리 사이에는 괴이한 짐승 모양의 손잡이 4개가 부착되었다. 손잡이 장식은 구슬모
양을 이은 연주형 고리로 이뤄졌는데 현재 4개 중 2개만 남아있다. 다리와 손잡이 장
식은 각각 따로 만들어져, 잠금 장치인 리벳으로 몸체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향로와 동일한 아말감 도금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
금이 약간 벗겨진 것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국내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향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 비교

된다. 중국 당나라 때의 짐승다리 모양의 다족향로와 유사하면서도, 백제 연화문 수막
새의 연화문 문양이나 통일신라 초의 짐승모양 얼굴 형태와 고리장식 요소가 복합적
으로 반 되어 있다. 불교미술과 함께 금속공예에 있어 완숙한 단계에 이르 던 8세기
중엽 경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he incense burner was unearthed in the north of the middle sermon hall at
Mireuksa Temple Site. The burner has a half-circle-shaped lid standing high
over it, flat washbowl-formed body and 4 legs. On the upper surface of the lid,
there are carved 8-petal lotus patterns and is a lotus-bud-form ear attached.
This burner, presumed to have been made approximately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is known as the only example that has 4 legs and definite evidence of
excavation among the burners which have been reported so far.

• 소 장 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미륵사지유물전시관)
• 지정일자 : 2012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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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보물 제1842호

益山 觀音寺 木造菩薩굤像
Standing Wooden Image of Bodhisattva of Gwaneumsa Temple, Iksan 

관음사 법당의 석가여래삼불좌상 양쪽에 모셔져 있는 4구(문수·보현·관음·지
장)의 보살상 중 하나인 목조보살입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보살상은 고개
와 배를 약간 앞으로 내민 채 정면을 향해 당당한 자세로 서 있다. 17세기 초반 불상
조각의 특징인 부드럽고 사실적인 조각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2008년 보살상을 옮겨 봉안하는 과정에서 보살상 아래부분에 마련된 공간에서

불상의 조성내력이 적힌 발원문 등 총 28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복장 유물 중
하나인 발원문에 1605년 원오(元悟)를 대표 조각승으로 하여 충신(忠信), 청허(靑虛),
신현(信賢), 신금인(神金刃) 등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는 내력이 기록되어 있었다.
보살상과 보살상의 복장유물은 조선 후기 사찰의 불전 봉안 형식, 임진·정유 양난

이후 조선 사찰 재건 과정, 그리고 17세기 불상 조각의 양식, 조각승들의 활동 및
계통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The standing wooden image of Bodhisattva enshrined in the sermon hall of
Gwaneumsa Temple in Iksan is in fairly good preservation. This image is one of
4 Bodhisattvas (Munsu, Bohyeon, Gwaneum and Jijang) standing at both sides of
the seated Sakyamuni triad statues enshrined in the center of the hall. A total of
28 pieces of relics including the storage box of votive objects, writings of wishes
showing the chronology of Buddhist statues, etc. were discovered in a vacant
place under the image of Bodhisattva during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in 2008.

• 소 장 처 : 익산시 평동로 9길 72(관음사)
• 지정일자 : 2014년 12월 31일

| 발원문



국가지정문화재 | 47

관음사목조보살입상

|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 선원제전집도서서
(禪源諸詮集都序랃)

| 가진각대사증도가
(永嘉眞覺大師證道歌)

|후령통 및 복장유물



48 | 익산문화유산대관

사적 |

익산쌍릉 사적 제87호

益山雙겓 Twin Royal Tombs in Iksan

익산쌍릉은 규모가 약간 다른 고분 2기가 동-서로 약 200m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대왕릉(일명 무왕릉)과 소왕릉(일명 선화공주릉)으로 불리고 있다.
1917년 조사에 의하면 대왕릉은 봉분 지름 30m, 높이 5m이며, 소왕릉은 봉분 지름 24m, 높이

3.5m의 원형분으로 확인되었다. 2기 무덤 내부는 모두 판석조(板石造)의 굴식돌방무덤으로 일명
사비유형(泗뚓괮型)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조는 네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을 모두 잘다듬은 판석(板
石)으로 축조하 으며, 양 측벽과 천장사이에는 작은 경사석을 끼워 놓아 단면 6각형의 구조를 하
고 있다. 널문과 널길은 무덤 입구 가운데에 설치하 다. 바닥에는 바닥면보다 한 단 정도 높은 널받
침(관대 棺臺)이 마련되어 있다.
대왕릉의 규모는 부여 능산리고분군 중 가장 큰 동하총(봉분 직경 26.5m, 석실 길이 3.27m)보다

크며, 또한 내부에 마련된 널받침과 널장식, 그리고 널에 사용된 나무(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은 일본
고야산 금송(金松 고야마키))로 볼 때 백제 왕릉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고분의 주인공은 미륵사를 만든 백제 무왕과 그 왕비 선화공주릉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쌍릉의 주변에는 오금산·마룡지·용샘·서동생가터 등 무왕과 관련된 설화유적과 익산
토성·금마 도토성·왕궁리유적·제석사지·미륵사지·사자사지 등의 삼국시대(백제)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어 학설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The Twin Royal Tombs of Iksan, which are important relics of the capital of Baekje Kingdom,
are located about two kilometers west of Wanggungni Archaeological Site. They stand 200
meters apart from each other. 
In a brief survey of the tombs conducted in 1917, the following artifacts were unearthed: part

of a wooden coffin with nails and hooks, pottery bowls, jade accessories, three teeth, and a
number of gilt-bronze carved ornaments. The wooden coffin was made of Koyamaki or
Japanese umbrella pine from Mt.Koya in Japan, as was the coffin of King Muryeong.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tombs followed the tunnel-type, stone-chamber ones, like the group of
Neungsalli Ancient Tombs of Buyeo.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twin royal tombs date back to the Sabi Period of the Baekje

Dynasty, and that they may be those of King Mu and his queen (Princess Seonhwa), who
dreamed of rebuilding Baekje and who actually had Wanggungseong Fortress, Mireuksa
Temple and Jeseoksa Temple built in Iksan in the early 7thcentury.

• 위 치 : 익산시 석왕동 산 55, 56
• 지정일자 : 1963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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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왕릉 현실내부에서 본 입구(1917)
② 대왕릉 연도 입구 폐쇄(1917)
③ 대왕릉 현실 내 목관 모습(1917)
④ 팔찌·반지 출토 모습(1917)
⑤ 팔찌·구슬 출토 모습(1917)
⑥ 대왕릉 목관 도면(1917)

① ② ③

④

⑥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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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토성 사적 제92호

益山土城 Earthen Fortification in Iksan

익산토성은 오금산 정상(해발 120m 내외)을 중심으로 남향한 작은 계곡을 에워쌓아
만든 둘레 690m의 삼국시대(백제) 토성이다. 오금산성 혹은 보덕성이라고도 부르는
데 장소성과 역사성(보덕국의 치소)에서 유래한 것이다.
두번의발굴조사(1980년·1984~1985년)를통해점토를번갈아쌓은판축기법으로

산 사면에 기대어 쌓았으며, 골짜기를 지나는 취약한 부분은 돌로 보강한 것이 밝혀졌
다. 성벽의 두께는 6m 내외이며, 높이는 4m 내외이다. 
통일신라시대에 대대적인 개축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삼국시대(백제)의 판축부분

을 잘라 성의 남문(폭 4.3m)을 만들었고 골짜기를 지나는 부분은 잘 다듬어진 화강석
으로 성벽을 정연하게 쌓았다. 
출토유물은 기와류(연화문·태극문 수막새·도장찍힌 기와)와 토기류(시루·솥모

양토기·개배·직구호)가 있으며, 출토유물로 볼 때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용
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fortress extends southwards from the 120 meter-high su㎜it of Ogeumsan
Mountain, which overlooks a small valley. It is 690 meters long. It is also called
Ogeumsanseong Fortress or Bodeokseong Fortress. At the time of the excavation
conducted in the early 1980s, researchers confirmed the locations of the sites of
the South Gate, water outlets, and various buildings. They also excavated items
of pottery and roof tile fragments dating back to the late Baekje or Goryeo
Periods. It is presumed that it was used for defense purposes after its
construction in the late Baekje Period.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 52-2
• 지정일자 :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 53

익산토성|

| 공중촬 (2015)

| 공중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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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 정비 후

| 익산토성 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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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토성|

| 남문지(1984)

| 토루(土걵)와 호석(護石) 접합부분 주공열(1984)

| 발굴조사(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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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익산 미륵사지 사적 제150호

益山 彌겇寺址 Mireuksa Temple Site, Iksan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대에 조성된 사찰 터로 미륵산 남사면 자락에 위치해 있다. 『삼국유사(三
國遺事)』에 의하면 무왕과 왕비가 용화산(현 미륵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다가 연못 속
에서 출현한 미륵삼존을 접하고 이를 계기로 연못을 메워 미륵사를 지었다고 한다. 사찰의 규
모가 방대하여 무왕 때 창건을 시작하여 의자왕 때에 완성됐다. 
미륵사지는 두 번의 조사(1966·1974년)가 이루어진 이후, 1980년부터 16년간 발굴조사가 진

행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백제)에는 중앙에 목탑을 두고 동쪽과 서쪽에 석탑을 두었으며, 탑
뒤에 각각 법당을 두고 회랑으로 구획한 3탑 3법당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뒤에는 동쪽
과 서쪽에 승방과 함께 거대한 강당을 배치한 독특한 형식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3탑 3법
당의 가람배치는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출현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상화했다는 점에서 백제 장
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구성이다. 
미륵사지는 통일신라시대에 들어 사찰 앞쪽에 2개의 당간지주를 배치하고 이를 둘러싼 회랑을

두었으며, 다시 그 앞에 연못을 둔 형태로 확장됐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약 17세기 경까지는 사찰의 동쪽부터 폐기되면서 이후 작은 규모로 명맥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결과, 기와류와 더불어 토기류·금속류 등 19,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우

리나라 최초의 석탑과 석등의 조 , 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당의 지하구조와 더불
어 출토된 암·수막새·녹유서까래기와, 서탑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은 백제문화의 독창
성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원류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
7월 4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 지정일자 : 1966년 6월 22일

| 미륵사지 복원도



국가지정문화재 | 57

미륵사지|

The site of Mireuksa Temple, which was built by King Mu of Baekje, is located at the southern foot of Mireuksan
Mountain (formerly called Yonghwasan Mountain), the most conspicuous mountain near Iksan.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the “King Mu Section”of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ys, “The
king and his queen were on their way to Sajasa Temple. A Buddha triad emerged from a pond near Yonghwasan
Mountain, and the queen expressed her wish to have a temple built there. The king granted her wish. Three
temples, each composed of a sermon hall, a pagoda and a colonnade, were built on the reclaimed pond. They
named it Mireuksa Temple.”
It was closed around the 17th centur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judging from the historical records contained

in Samgukyusa, Samguksagi(Historical Record of the Three Kingdoms), Wayurok (Travel Logs of Kang Hu-jin), and
Geu㎜aji (Chronicles of Iksan-gun) and the archaeological findings of the 16-year-long survey. The site was put on
the UNESCO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in July this year.

| 삼국유사 권2 무왕조(三國遺事 卷2 武王條)

| 와유록(臥遊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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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1915)

| 미륵사지(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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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 미륵사지(2007)

| 가람배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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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 동탑지 발굴조사(1974)

| 동탑지 기단(1974)

| 동원 발굴조사(1980)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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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새(望瓦) 
삼국시대(백제)
높이 99.0㎝

| 연꽃무늬 수막새·암막새(瓦當) 
삼국시대(백제)
지름 12.6㎝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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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金銅透彫天人像) 
삼국시대(백제)
높이 5.8㎝

| 보살(塼佛片) 
삼국시대(백제)
높이 10.0㎝

| 얼굴무늬 수막새(人面文圓瓦當) 
삼국시대(백제)
높이 14.0㎝

| 얼굴무늬 기와(人面文瓦) 
삼국시대(백제)
길이 30.0㎝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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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유리판
삼국시대(백제)
길이 16.8㎝

| 풍탁(金銅風鐸) 
삼국시대(백제)
높이 15.1㎝

| 연꽃무늬 서까래 막새기와(綠釉곝花文椽木瓦) 
삼국시대(백제)
높이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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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 연꽃무늬 수막새·암막새(瓦當) 
통일신라시대
지름 15.0㎝

| 「대중12년 미륵사」명 토기조각(「大中十二年 彌겇寺」銘 土器片)
통일신라시대
높이 10㎝

| 보살(靑銅菩薩頭) 
고려시대
높이 14.0㎝

| 보살(鐵製菩薩頭) 
고려시대
높이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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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 백자(白磁)
중국 당(唐)
높이 4.3㎝

| 청자(靑磁)
중국 당(唐)
높이 5.4㎝

| 백자(白磁)
중국 송(宋)
높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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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鐵製茶Б)
고려시대
지름 8.2㎝

| 각종 청자(靑瓷)
고려시대

| 「태평흥국」이 새겨진 기와(「太平興國」銘瓦) 
고려시대
길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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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 수막새·암막새(瓦當) 
조선시대
길이 29.0㎝

| 수막새·암막새(瓦當) 
고려시대
길이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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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탑 건립과 석탑 기단조성

| 미륵사지 조성과 건축 부재 준비

미륵사 창건 과정 추정도



국가지정문화재 | 69

미륵사지|

| 건립 중

| 완성된 미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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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위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金大建)이 조선 헌종 11년
(1845)에 중국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금강 뱃길을 통하여 황산나루터에 처음 상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다. 
1906년 베르모렐 신부가 설계·감독하고, 중국인 기술자를 동원하여 지었다. 처음

에는 앞면 5칸·옆면 13칸의 한옥 건축물이었으나, 1916년 이후 몇 차례의 수리과정
을 거치면서 벽의 일부를 벽돌로 바꾸거나 고딕식 종각을 세우는 등 한국 전통 양식과
서양 건축양식이 혼합되었다.
성당내부의지성소가있는정면중앙의예수상을중심으로, 왼편에요셉상, 오른편에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 미사 집례 제단이 있다. 특이한 점은 성당 내부 중앙에
8개의 기둥을 세워 공간을 양분하고, 기둥 사이에 막을 쳐서 남녀의 자리배치를 구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를 구분하여 예배를 보았던 공간 구분 방식은 익산 두동교
회 예배당(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9호)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나바위성당은 우리나라 성당 건축물의 초기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한국천주교회의 성지(聖地)라는 점에서
도 의미가 깊다. 
성당의 경내에는 베르모렐 신부와 김대건 신부의 기념비가 있다.

Designed and supervised by Rev. Vermorel and supported by Chinese
technicians, the Catholic church building was completed in 1906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landing of St. Rev. Andreas Kim Daegeon who, as the
first Korean Catholic priest, sailed up along the Geumgang waterway after being
ordained as Catholic priest in China in 1845 and landed on Hwangsan ferry.

• 위 치 :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 지정일자 : 1982년 8월 30일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제318호

益山 나바위聖堂 Nabawi Catholic Church, I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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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위성당|

| 초창기(1906~190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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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창기(1906~1907) 정면 ② 현재 정면
③ 동쪽 모습 ④ 측면 세부
⑤ 십자가 문양 막새기와 ⑥ 내부 모습
⑦ 측면 서까래

①

③

⑤

⑦

②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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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위성당|

| 공중촬 (2015)

| 김대건 신부 일행의 나바위 상륙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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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입점리 고분 사적 제347호

益山 굥店里 古墳 Ancient Tombs in Ipjeom-ri, Iksan 

입점리 고분은 웅포면 입점리 칠목재(해발 100m) 구릉 중턱에 위치한 삼국시대(백
제) 고분군으로 1986년 우연히 발견된 후, 두 번의 조사(1986·1998년)를 통해 총
21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 중 19기의 고분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분의 형태는 구덩이식 돌덧널무덤·굴식 돌방무덤·앞트기식 돌덧널무덤이며 이

들 중 1986년 최초 발견된 86-1호분과 1998년도에 조사된 98-1호분의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최초로 발견된 86-1호분의 출토 유물인 금동관모·금동신발·중국제 청자 등은 5

세기 중엽 금강유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백제사의 귀중한 자
료이다. 
입점리 고분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형태로는 구덩이식 돌덧널무덤을 들 수 있다. 이

무덤 안에서 백제 한성 도읍기의 토기(굽다리토기·단지·뚜껑접시)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지방 세력이 중앙과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 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편 입점리 고분 주변으로는 웅포리 고분군을 비롯한 수많은 삼국시대(백제) 고분

군이 위치하고 있다. 

In Ipjeom-ri, a total of nineteen Baekje tombs have been found, including
vertical entrance-type, horizontal entrance-type, and tunnel-type stone chamber
tombs. Gilt-bronze caps or shoes and celadon porcelain items made in China
provide invaluable insight into how the affluent in the region lived, and thus they
are great valuable, along with the Ungpori Ancient Tombs.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입점고분길 80
• 지정일자 : 1991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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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리고분|

① 고분군 공중촬

② 86-1호분 연도 내부 모습

③ 86-1호분 연도 바깥 모습

④ 98-1호분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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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유물
益山 굥店里 古墳 出土遺物

입점리 고분군 중 최초로 발견된 86-1호분의 부장품이다. 부장품 관모와 신발 외에 중국제 청
자와 마구류,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금동관모는 2매의 금동판을 맞붙여 만든 고깔 형식으로, 상단에는 국자모양의 반구형 장식이 위

를 향하여 달려 있다. 입점리의 금동관모와 유사한 것으로는 일본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江田
船山) 고분 출토 금동관모가 있다.  
금동신발은 두 장의 금동판을 못을 이용하여 앞뒤로 접합한 다음 밑판을 연결하 고, 신발의 표

면에는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격자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3엽의 꽃무늬를 배치하 으며, 밑판에는
8개의 스파이크를 부착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를 비롯하여 공주 수촌리·
원주 법천리·서산 부장리·연기 송원리·나주 복암리·고흥 길두리 안동 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
다. 입점리 고분 신발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남원 두락리 고분에서 출토된 신발을 꼽을
수 있다. 
86-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 중국제 청자는 무덤 주인공이 당시 백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와 더불어, 5세기 중반 백제사에 있어서 익산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These relics were discovered in 1986 as part of burial accessories from the tomb No. 85-1
in Ipjeom-ri, together with other ones such as Chinese celadon porcelains, harnessry,
earthenware, etc..
The caps were made of 2 sheets of gilt-bronze panels put together in the shape of peaked

hat. In making the shoes, 2 sheets of gilt-bronze panels were also conjoined in front and in
rear by means of nails and checkered patterns were carved on the surface of the shoes by
using ha㎜er and chisel. Inside the shoes, 3-petal flower patterns were arranged and 8
spikes are hammered into the bottom plate.

| 86-1호분 정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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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리고분|

| 관 문양도

| 금동관모(金銅冠帽)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높이 13.7㎝

| 관꾸미개·관드리개(金銅冠飾·金銅冠垂飾)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10.0㎝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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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띠드리개(銀箔鐵製杏곸)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9.8㎝

| 금동신발(金銅飾履)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30.2㎝

| 재갈(銀箔鐵製馬銜)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8.0㎝(은판)

| 발걸이(鐵製— 子)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24㎝



입점리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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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통꾸미개(箭筒裝飾)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길이 4.1㎝| 네귀달린청자항아리(靑磁四耳壺)

삼국시대(백제) 입점리86-1호분
높이 17.3㎝

| 굽달린곧은목항아리·곧은목단지·짧은목단지(臺附直口壺·直口小壺·短頸壺)
삼국시대(백제) 입점리98-1호분
높이 23.5㎝(좌)

| 목걸이·귀걸이(頸飾·金銅製耳飾)
삼국시대(백제) 입점리98-1·3호분
길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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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익산 제석사지 사적 제405호

益山 帝釋寺址 Jeseoksa Temple Site, Iksan

제석사지는 백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었던 사찰로 왕궁리유적(사적 제408호)의 북동쪽
2㎞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중문·탑·법당·강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주위를 회랑으로
두른 전형적인 백제 가람으로 동·서 회랑, 중문과 강당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0m와 140m에 이르러
백제 사찰 중 미륵사지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조사결과 판축기법으로 구축된 백제 목탑 터를 비롯하여 화려하고 우아한 인동당초문 암막새, 「제석

사(帝釋寺)」명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절터의 북동쪽 500m 지점에서 화재(火災)시 폐기물을 버렸
던 장소가 2003년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로써“백제 무광왕 대 천도 후 제석정사를 지었다…정관 13
년(백제 무왕 40년, 639년)에 벼락으로 절이 모조리 불탔다.”는『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기록의
신빙성이 입증되었고 제석사의 연혁 또한 분명해졌다. 
제석사지는 몇 안 되는 백제 사찰로, 문헌기록에서 절을 지은 시기와 폐허가 된 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 암막새가 처음으로 나온 백제 유적이라는 점, 화재의 폐기현장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백제사 연
구와 백제 사찰건축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된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외
• 지정일자 : 199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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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사지|

Located about two kilometers east of Wanggungni Archaeological Site, Jeseoksa Temple
Site is what has been thought to be the seat of the royal court temple built when Baekje
moved its capital to Iksan during King Mu’s reign. About 500m north of this site is another
site where debris of Jeseoksa Temple was dumped after it had been burnt down. 
Scholars of Baekje temples regard the site as enormously valuable since it marks the seat

of the Jeseoksa Temple. It was built to secure the prosperity of the royal family and the
people of Baekje, and it reflects a belief in Sakradevanam Indra, the guardian deity of
Buddhism. It is also where convex roof-end tiles were first found. 

| 가람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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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 목탑지 모습| 목탑지 모습

| 제석사지(공중촬 )



국가지정문화재 | 83

제석사지|

| 금당지(공중촬 )

| 심초석 | 「제석사」명 기와(「帝釋寺」銘瓦)

| 연꽃무늬 수막새·암막새(瓦當) 
삼국시대(백제)
지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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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제석사 화재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렸던 폐기장으로 제석사터에서 북동쪽 500m 지
점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기와편이 많아서 가마터로 추정하 으나, 2003년 조사에
서 불에 탄 소조상·벽체편·연꽃무늬 수막새·다량의 기와편·흙벽돌편 등이 출토
되어『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서 전하고 있는 제석(정)사의 화재와 관련된 폐
기장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불보살·천인·신장·악귀·동물 등의 소조상이 출토되었는데, 이

와 유사한 소조상이 부여 정림사지나 능사, 구아리절터, 중국 낙양의 녕사, 일본 법
륭사에서 확인된 바 있어 백제 사찰의 국제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로 평가
된다.
제석사 폐기장은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후, 2013년 12월

24일에 제석사지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었다.  

In a survey of the waste site of Jeseoksa Temple conducted in 2003, diverse
relics were found, including burned clay statues and convex roof-end tiles. The
site is valuable because it shows the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he originality of
the temples in the Baeje Kingdom.

익산 제석사 폐기장
益山 帝釋寺 廢棄場

| 제석사 폐기장 시굴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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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사지|

| N1E1 남북갱(1) 발굴 모습 | N1E1 남북갱(1) 출토 소조상

| N1E1 남북갱(1) 출토 소조상 | N1E1 남북갱(1) 출토 소조상

|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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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익산 왕궁리유적 사적 제408호

益山 王宮里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Wanggung-ri, Iksan

왕궁리유적은 백제 궁궐터로 유적의 경내에는 백제 왕궁 관련 건물터를 비롯하여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법당터 등의 사찰 관련 유산이 공존하는 복합유적
이다. 왕궁터의 유래와 관련해‘백제 무왕도읍설’, ‘별도설’, ‘후백제 견훤도읍설’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발굴조사 결과 궁성은 남북 492m, 동서 234m, 폭 3m 내외의 장방형 석축 성벽을

두르고, 경사면을 따라 4단의 석축을 쌓아 대지를 평탄하게 다진 후, 대형건물을 포
함하여 부속건물과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곽의 북쪽에는 후원, 서북쪽에
는 공방,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을 배치하 다.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수부(首府)」
명 기와·전달린 토기·벼루·변기형 토기·중국제 청자편·금제품·유리제품 등은
이곳이 왕궁이었음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다. 한편 대형건물지와「수부(首府)」명 기
와는 백제시대 수도 던 사비(부여)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궁성은 전면부에 왕의 업무공간을, 후면부에 후원시설 정원을 조성한 형태로, 중국

북위 궁성인 낙양성(洛陽城)의 궁성배치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1965년 오층석탑의 해체복원 작업 과정에서는 금제사리함과 금강경판, 유리제 사

리병 등 사리장엄일괄유물(국보 제123호)이 발견되었으며, 석탑 주변에서는 건물지
와「왕궁사(王宮寺)」명 기와 등이 조사되었다.  
2015년 7월 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666
• 지정일자 : 1998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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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Wanggung-ri Archaeological Site is thought to be the site of a royal palace
built on a gentle slope surrounded by the long and wide walls. A four-tiered
stone foundation was laid along the slope within the walls. Audience
chambers for the king and his ministers and the royal family’s private
quarters including rear gardens were laid out on the flat surface formed on
the stone foundations. 
The assumption was further confirmed by the recent discovery of a large

building feature, supposedly that of a palace building, the remaining structure
of a garden bearing traces of nature-friendly landscaping, and earthenware
jars, convex roof-end tiles with an eight-petal lotus design, roof tiles bearing
the inscription “Subu”, and various glass and gold articles and crucibles. The
site was put on the UNESCO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in Jul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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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 왕궁리유적(공중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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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 왕궁리유적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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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①

③

⑤

②

④

① 왕궁리 모습(일제강점기) ② 왕궁리 모습(일제강점기)
③ 남성벽 실측모습(1977) ④ 발굴조사 모습(1977)
⑤ 궁성 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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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①

②

① 건물지 22 모습
② 건물지 1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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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① 동서석축 1 모습
② 동성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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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①

②

① 궁성 동성벽
② 궁성 동성벽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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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부(首府)」도장을 찍은 기와(「首府」銘 印章瓦)
삼국시대(백제) 
길이 11.5㎝

‘수부(首府)’는 최고 집권층이 거주하는 중앙
행정부서를 가리키는 말인데, 왕궁리유적에서 이
러한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곳이 삼국
시대(백제)에 왕궁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 청자 연꽃무늬 단지 조각(靑磁곝瓣文樽片)
중국(남조)
길이 5.5㎝

| 녹유항아리(綠釉壺)
삼국시대(백제)
높이 22.7㎝



왕궁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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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에서는 현재까지 60여 종의 도장을 찍은 기와가 출토되었다. 도장의 내용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연대(곐代),
간지(干支)와 생산자의 이름을 한 자씩 표기한 것, 특별한 표시를 위해 한 자만을 찍은 것, 자가 아닌 기호를 표시
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구역 명칭이 찍힌 기와는 수부(首府)·전부갑와(前뭐甲瓦)·전부을와(前뭐乙瓦)·상부을와(上뭐乙瓦)·중부을와(中

뭐乙瓦)·하부갑와(下뭐甲瓦)·하부을와(下뭐乙瓦) 등이며, 연대(간지)가 표시된 것으로는 정사(丁巳)·기축(己丑)·기유
(己酉) 등으로 정사는 597년 또는 657년, 기축은 629년, 기유는 589년 또는 649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도(巳刀)·사지(巳止)·사고(巳古)·사모(巳毛)·오사(午斯)·오지(午止)·신사(申斯)·신포(申布) 등과 같이 연대를

알 수 있는 간지 중 한 자와 와공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 자씩을 조합하여 표시한 것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호를 도
장으로 찍은 것도 확인되고 있다.

| 도장을 찍은 기와

도장을 찍은 기와(印章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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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통 뚜껑(煙家)
삼국시대(백제) 
길이 28.0㎝

| 전달린토기(有顎土器)
삼국시대(백제) 
길이 7.7(좌)㎝

| 연꽃무늬 수막새·바람개비무늬 수막새(瓦當)
삼국시대(백제) 
지름 18.2㎝(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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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 「대관궁사」가 새겨진 기와(「大官宮寺」銘瓦)
통일신라
길이 17.7㎝

| 수막새·암막새(瓦當) 
통일신라
지름 14.3㎝

| 「왕궁사」가 새겨진 기와(「王宮寺」銘瓦)
통일신라
길이 6.5㎝

| 「관궁사」가 새겨진 기와(「官宮寺」銘瓦)
통일신라
길이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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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성 북쪽에 조성한 정원과 후원으로 정원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판석으로 짠 수조시설과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배수시설, 물을 모으는 집수시설을 갖춘 연못, 화려한 모양의 정원석으로
구성되었다. 
후원에는 구릉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아 흐르도록 한 수구(水溝)시설과 다채로운 괴석, 자갈

돌을 깐 바닥, 보도시설,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궁성의 정원과 후원은 백제가 화려한 조경기술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garden including a gorgeous backyard was discovered in the north of the palace
located at Wanggung-ri Archaeological Site. In the garden, there was a pond equipped
with facilities like tank, drainage and water supply. The backyard found to contain the
sites of catch drain, building, etc. is a vital example evidencing the level of Baekje
Kingdom's gardening technology.

궁성의 정원과 후원
宮城의 庭園과 後園

| 정원 모습

|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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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 정원

|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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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

궁성의 서쪽 성벽과 구릉 사이에서 생산 관련 공방이 확인되었다. 공방터에서는 연꽃모양의 구
슬과 락 등의 금제품·동·유리 조각 등 이를 만들 때 사용하던 도가니, 숫돌 등이 발견되었으며
백제의 왕실공방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다. 
한편 궁성 출토유물 중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품과 유사한 것도 발견되고 있어 미륵사지 사리

장엄 유물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궁성의 공방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공주 무령왕릉-부여 능산리사지-익산 왕궁리유적으로 연결

되는 백제의 화려한 금속 및 유리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궁성의 공방
宮城의 工房

Between the wall and the hill in the west, a workshop for production was confirmed to have
existed. The relics found in the site of the workshop including various items of golden
articles, glass pieces, vessels, etc. proved to be important materials showing the artcraft
technology and large-scale production units of Baekje Kingdom.

| 공방 모습 | 공방 소토구 모습

| 각종 도가니 | 도가니와 각종 금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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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궁성의 서북편에서 총 3곳의 화장실이 확인되었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길이 10.8m,
폭 1.7~1.8m, 깊이 3.4m에 이른다. 화장실 구덩이의 벽면은 수직으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나무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있다. 궁성 화장실 내부에서 25㎝ 길이의 뒤처리용 막대와,
씨앗 류 등이 나왔고, 토양분석을 통해 기생충 알이 확인되었다. 대형 화장실 터와 뒤처리용
막대기는 일본 평성경(平成京)유적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것은 왕궁리유적이 한·중·일 삼국
의 문화교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In the northwest of the palace, 3 sites of large-scale stools used in the period of
Baekje Kingdom were unearthed. Inside the sites, six sticks presumed to have been used
for stooling and seeds were brought to light. A soil analysis found roundworms' eggs
from the sites.

궁성의 화장실
宮城의 化粧室

| 뒤처리용 나무막대| 화장실 배수시설

| 화장실 모습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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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

익산 천호동굴 천연기념물 제177호

益山 天壺洞窟 Cheonho Cave, Iksan 

천호동굴은 천호산 기슭에 있는 석회암 동굴이다. 종유석(鍾乳石)과 석순(石筍), 석주
(石柱)가 잘 어우러져 경관이 뛰어나다. 특히 입구에서부터 약 300m 들어간 지점에는 높
이 약 30m, 너비 약 15m의 큰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을 수정궁(水晶宮)이라 부른다. 수
정궁의 중앙 정면에는 지름 5m, 높이 20m에 달하는 큰 석순이 솟아 있어 눈길을 끈다.
천호동굴의 한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나 폭포가 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여산 산천조에“누항은 군 동쪽의 7리에 있는데… 호산
기슭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땅 속으로 흘러 호산 서쪽으로 나와 내를 이루었다. 물이 나
오는 구멍은 한 길 남짓으로 속칭 용추라 전하며 가물면 비오기를 빈다.”라는 기록이 있
다. ‘누항(걼項)’이란 우리말로‘시어목’, 즉‘물이 시어(새어) 들어가는 목(좁은 부분)’이
라는 뜻으로, 비가 오면 빗물이 (천호동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을 전해주고 있어
이미 오래 전부터 동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천호동굴에는 박쥐, 곱등이, 톡토기 등 동굴성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A limestone cave is located on the slope of the Mt. Cheonho. It is famous for its
spectacle scenery with all sorts of stalactites shaped like icicles, stalagmites
sprouting up from the earth and stone pillars formed by union of stalactites and
stalagmites. Currently, this cave is designated as limited area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articulate matters growing in it.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
• 지정일자 : 1966년 2월 28일

| 입구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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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① 세부 ② 석순
③·④ 종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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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굏里農겦 Iri Nongak

이리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을 일컫는다. 익산시 새실마을에 전승되던 풍물이 1952년 김제·정읍 등
지의 전문적인 우도굿잡이들이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운 된 풍물계가 이리농악의 시발점이다. 현재
이리농악단이 중심이 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리농악의 편성은 기수와 치배, 잡색으로 구성된다. 기수는 기잡이(용기·농기· 기)로 치배는 농

악수(쇄납·나팔·사물·법고)로, 잡색은 배우(양반·대포수·조리중·창부·각시·무동)다. 농악의
절차는 문굿으로 시작하여 당산굿·샘굿·들당산굿·마당밟기를 한 후, 인사굿·오체질굿·좌질굿·
풍류굿·양산도·긴매도지(미지기 : 쇠와 장구가 마주보고 전진후퇴)·삼방진·방울진·호호굿·달아
치기·짧은매도지·짝드름·일광놀이·구정놀이(개인놀이)·인사굿·기(旗)쓸기순으로마무리된다. 
이리농악은 쇠꾼과 장고잽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는데, 좌도농악에 비해 상쇠의 부

포놀이·소고춤 기법·진풀이가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되어 있으며, 풍류굿과 덩덕궁이
(삼채굿)에서는 악절마다 맺고 푸는 리듬기법을 쓰는 등 가락의 기교가 뛰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리농악보존회에서 그 맥을 잇고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은 이리농악 외에도 진주삼천포농악·평택농악·강릉농악·임실필
봉농악·구례잔수농악 등이 있다. 

Iri Nongak belongs to the category of Honam Udo-Nongak, a farm music exclusively played in
the western part of Honam region in Korea which has been handed down by Iri Farmers' Folk
Band as the central force. The band started from the folk music that had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in Saesil village, Iksan-city and had developed to a folk music club after inviting in
1952 professional shamanism players in the line of Udo-Nongak active in Gimje, Jeongeup and
others. 
The special features of Iri Farm Music include the rhythm created by players of gong, small

gong and double-headed drum in the center and the advanced dancing. Iri Farm Music
Conservation Society barely devotes itself to maintain the life of this music. It was put on put on
the UNESCO list of Intangible Heritage in 2014.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303-4(이리농악전수교육관)
• 지정일자 : 198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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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향제줄풍류 중요무형문화재 제83-2호

굏里鄕制줄風流 Iri Hyangje Julpungnyu

줄풍류란 불교의 현악 산회상이라는 기악곡을 가야금, 해금 등의 악기로 연주하는 전통
음악의 갈래다. 지방에서 전승된다는 의미가 더해‘향제’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이리향제줄풍류는 1950년대에 익산지역(이리 굏里)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악단은 거문

고·가야금·양금·단소·해금·대금·피리·장구 등 음량이 작은 여덟 가지 악기로 구성
되고 연주 곡목은 총 15곡으로 다스름·본 산·중 산·잔 산·가락덜이·상현도드리·
잔도드리·하현도드리·염불도드리·타령·군악·계면가락도드리·양청도드리·우조가락
도드리·풍류굿거리다.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줄풍류가 전승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익산을 비롯하여 정읍·전

주·구례 등지에서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익산에서는 1940년대부터 지방 풍류객들이 풍류
회를 시작하여, 1965년 이리정학원을 설립하여 이어오다가 1970년대에는 이리풍류객 강낙
승(姜갫昇)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리향제줄풍류는 198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가야금 예능보유자로 故 강낙

승(1916~2010년)이 인정되었다. 현재는 장구 예능보유자로 이보한이 지정되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향제줄풍류로는 이리향제줄풍류와 구례향제줄풍류

가 있다.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53(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 지정일자 : 1985년 9월 1일

It is called Hyangje Julpungnyu, because it is the classic music played by an
ensemble in a local area employing such musical instruments as Komungo, Kayagum,
Korean fiddle, etc. that perform  Yeongsanhoesang.
Iri Hyangje Julpungnyu is a kind of string ensemble enjoyed mainly in Iksan area (old

name: Iri) in the 1950s. It is usually performed by 8 small musical instruments such as
Komungo, Kayagum, dulcimer, small-notched bamboo flute, Korean fiddle,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flute and double-headed drum which usually produce low
volume of sound.

| 악보 및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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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항제줄풍류보존회(이리 율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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胎峰寺 三尊石佛

유형문화재

태봉사 삼존석불 유형문화재 제12호

110 | 익산문화유산대관

태봉사 삼존석불은 대웅전에 모셔져 있으며 부채꼴 모양의 거대한 판석에 삼존석불
을 부조(浮彫)하 다. 삼존석불 중앙의 사각형 대좌(臺座)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석가여래좌상(釋迦如걐坐像)이 위치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쥐고
있는 문수보살입상(文殊菩薩굤像)이, 왼쪽에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입상이
협시하고 있다. 석가여래좌상은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배에 대고 있으며, 왼손은 사선
으로 들어서 가슴에 대고 있다. 모든 불상의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으며, 불상의
머리 뒷편에 원형의 광배(光背)가 있다. 이중 석가여래좌상은 2중의 광배로 안쪽에는
연꽃문이 표현되어 있다.
석가여래좌상 높이 68㎝, 좌우 보살입상 높이 77㎝, 광배 높이 212㎝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347-23
• 지정일자 : 1971년 12월 2일

①
②

① 삼존석불
②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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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은입인동문향로 유형문화재 제67호

靑銅銀入忍冬文香걙

유형문화재

청동은입인동문향로는 현재 숭림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향로는 사자머리 조각의 둥
근 몸통에 세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삼족형유개향로(三足形有蓋香걙)이다. 반원형
뚜껑 꼭대기에는 꼬리를 치켜세우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채 웅크리고 앉아서 왼발로
구슬을 굴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사자의 얼굴 표정과 목덜미의 갈
기, 휘감겨 있는 꼬리털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뚜껑 윗면에는 사자 좌우로 삼
엽문(三곸紋)의 연기 구멍이 뚫려있다. 둥근 몸체에는 사자 머리 모양이 대칭되어 조각
되어 있으며, 모란(牧丹)과 인동문(忍冬文)이 합성된 은입사문양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
하 다. 
전체높이 110㎝, 몸체둘레 120㎝

• 소 장 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 지정일자 : 1974년 9월 27일

① 숭림사 모습
② 청동은입인동문향로
③ 은입인동문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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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모당 유형문화재 제90호

望慕堂

유형문화재

표옹(瓢翁) 송 구(宋英耉)가 은거했던 집 후원에 있던 누당이다. 표옹 송 구
가 부친을 여의고 멀리 동쪽 우산(紆山. 현재 익산시 왕궁면과 완주군 봉동읍 경
계에 있는 산)에 모셔져 있는 선 (先괈)을 간절히 생각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전
해진다. 망모당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며, 편액은 중국 사신 주지번
(朱之蕃)이 쓴 친필을 새긴 것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사각형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방은 건물

오른쪽 1칸으로 만들었다. 전면에 있는 주초석(柱礎石)의 높이는 1m 내외이며,
후면의 주초는 얕게 지반을 다져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장중길 105-8
• 지정일자 : 1979년 12월 27일

①

③

②

④

① 망모당 ② 망모당 측면
③ 망모당 정면 ④ 편액



유형문화재

익산향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창건된 것으로 전해
진다. 인조 7년(1629)에 재건축되었음이 1983년 보수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
성전은 높이 2.3m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 반의 맞배지붕으로 된 겹
처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박공 머리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대성전은
다포식 건물로 공포의 내외가 모두 일출목(一出目)이며, 중앙은 간격이 넓
어 공간포를 두 개 받쳤다. 외부 출목에는 각각 3개씩 쇠서가 달려있다. 

익산향교 대성전 유형문화재 제115호

益山鄕校 大聖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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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고도7길 11-3
• 지정일자 : 1985년 8월 16일

①

③

②

④

① 정문 ② 대성전
③ 익산향교 ④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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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동헌 유형문화재 제93호

곅山東軒

유형문화재

여산동헌은 조선시대 여산 고을의 수령이 업무를 보던 곳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동헌 앞부분의 주춧돌 높이가 뒷면
의 주춧돌보다 높게 되어 있으며, 좌측 전면 3개의 주춧돌 높이를 90㎝ 정
도 높게 설계해 한 칸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주춧돌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서 마루바닥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 불을 땔 수 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
• 지정일자 : 1980년 3월 5일

①

③

②

④

① 여산동헌 측면 ② 여산동헌 정면
③ 서까래 세부 ④ 여산척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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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벽정 유형문화재 제127호

涵碧亭

유형문화재

함벽정은 1930년 왕궁저수지 완공을 기념하여 송병우(宋炳雨)가 사재를 출연해 건립하 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가공한 화강암을 쌓아서 기단을 조

성하고 초석을 놓았는데, 바깥 열의 초석과 내부열의 초석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다. 바깥쪽은
사각형의 초석 받침 위에 둥근 초석이며, 안쪽은 초석 받침 위에 각진 초석을 사용하 다. 마루
는 높지 않게 축조하 다. 외부 기둥은 둥근 형태이며, 내부 기둥은 사각으로 되어 있다. 마루 주
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남쪽과 북쪽 중앙에 난간을 맞대어 계단을 시설하 다. 공
포는 2익공(二翼工)의 형태로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의 형태로
부연을 설치하 다. 건물은 전체가 연화문·동물문·초화문 등으로 수려하게 단청되어 있다. 지
붕 추녀 끝에 활주가 받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30-21
• 지정일자 : 1986년 9월 9일

①

③

②

④

① 함벽정 정면 ② 함벽정 측면
③ 함벽정 측면 ④ 처마·난간·활주모습



116 | 익산문화유산대관

소세양신도비 유형문화재 제159호

蘇世讓神道碑

유형문화재

소세양신도비는 화강암으로 된 장방형의 기단석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옥개형(屋蓋形) 개석을 얹은
형태이다. 신도비는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비석 가운데 조성시기가 빠르며, 조선시대의 비석
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이 매우 뛰어나며, 서체가 아름다워 신도비 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기단석은 가로 196㎝, 세로 112㎝, 높이 90㎝의 크기로, 사면에는 국화문을 조각하 고 윗부분은 연판문

(곝瓣紋)으로 장식하 다. 비신은 높이 218㎝, 폭 103㎝, 두께 25㎝이다. 비신 전면 상단에“좌찬성소공신
도비명(左贊成蘇公神道碑銘)”이라 새겨져 있다. 경기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 던 심전(沈銓)이 전서(篆書)
하 다. 비문은 해서체로 강녕군(江寧君) 홍섬(洪暹)이 찬(撰)하 고, 비명(碑銘)은 소세양의 아들 소수(蘇遂)
가 썼다. 이수(년首)는 가로 128㎝, 세로 77㎝, 두께 43㎝의 화강암 석재 한 마리의 용이 똬리를 튼 형태로
힘차고굵게조각되어있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화곡1길 53-15
• 지정일자 : 1998년 1월 9일

①
②

③

① 소세양신도비 ② 소세양 묘
③ 이수(년首)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117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유형문화재 제164호

金剛般若經疏걩纂要助顯걧

유형문화재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고려 우왕 4년(1378)에 충주 청룡사에서 간행한 책이다. 내용은『금강반
야경』에 대해 설명한『금강반야경소론찬요』를 다시 한 번 풀이한 것이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그것을 다시 풀이한 이 책은 희귀본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
으로 크기는 가로 16㎝, 세로 29㎝이며, 마지막 장의 한 면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
한 편이다. 
『금강반야경』은‘금강반야바라 경’또는‘금강경’이라고도 하는데,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空)사
상을 근본으로 하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 가운데『반야심경』다음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익산대로 460(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 지정일자 : 1998년 11월 27일

| 내부 첫면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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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묘석상 유형문화재 제176호

南宮璨墓石像

유형문화재

조선시대 전기 문신인 남궁찬묘 앞에 자리하고 있는 석상 2기이다. 남궁찬은 성종 8년(1477)에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 고, 성종 20년(1489)에 문과에 급제하여『성종실록』편찬에도 참여하 다.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연산군 10년(1504)에 강원도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이후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유배되었다. 석
상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오른쪽 석상의 높이는 260㎝, 왼쪽 석상은 250㎝이다. 각진 큰 머리에 구슬모양
장식을 붙인 모자를 쓰고 있으며 툭 튀어나온 눈과 두툼한 코와 내 고 있는 턱이 특징이다. 옷은 도포를
걸친 모습으로 선을 가늘게 조각하 으며 양손은 소맷자락 속에 넣고 있다. 
석상의 제작시기는 16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석상의 크기와 조각양식 그리고 기법 등이 독특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목사동길 48
• 지정일자 : 1999년 11월 19일

①

② ③ ④

① 남궁찬묘 석상
② 왼쪽석상 세부 ③ 남궁찬묘 효자비 ④ 오른쪽석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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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소장 건륭15년명감로탱화 유형문화재 제185호

圓光大所藏 乾隆十五年銘甘걠幀畵

유형문화재

조선 조26년(1750)에제작되었다. 견본채색화이며, 화폭의크기는길이185.5㎝, 너비 176.5㎝이다. 
감로탱화의 구도는 크게 3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단에는 산수와 구름을 배경으로 중앙에 아미타 삼존

을 포함한 칠여래(七如걐)가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
하고 있으며, 그 옆에 인로왕보살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아미타불과 아난·목련존자가 배치되어 있다.
중단은 정갈하게 치장한 시식대 위에 오곡과 백미, 꽃, 음식을 담은 공양구가 진설되어 있고 양쪽에는 비

구·비구니의 범패 과정, 천상선인·지상국왕대신·귀인 등이 표현되어 있다. 하단은 비교적 넓은 화면에
악귀 2구를 그리고 그 아래 사바세계와 지옥의 갖가지 고통이 표현되어 있다. 
이 감로탱화는 그림의 구도나 색조, 시정풍속과 환난 등을 묘사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림의 상

태도 훌륭하고 구도와 양식에서 18세기 불교 복식 연구 및 풍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소 장 처 : 익산시 익산대로 501(원광대학교 박물관)
• 지정일자 : 2000년 11월 17일

① 전체 ② 상단
③ 우중단
④ 좌하단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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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소장 건륭29년명감로탱화 유형문화재 제186호

圓光大所藏 乾隆二十九年銘甘걠幀畵

유형문화재

조선 조 40년(1764)에 제작되었다. 견본채색화이며 그림의 크기는 길이 277㎝, 너비 211.5㎝이다. 
그림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가운데에 칠여래(七如걐)를 배치하고 오른쪽에 인로왕보살

과 관음·지장보살을, 왼쪽에 아미타삼존을 배치하 다. 이들은 모두 구름을 타고 내 (來迎)하는 모습인
데 뾰족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 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단에는 시식대를 중심으로 혼천도의식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전쟁 장면, 호랑이에게 물리는 장면

을 비롯하여 지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고통이 묘사되어 있다. 하단 제일 아래에는 소가 밭갈이를 하는 장
면이 그려져 있다. 
감로탱화는 다양한 인물표현과 색감이 뛰어나며,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농경 장면이나, 호랑이에

게 물리는 장면 등 18세기 서민들의 풍속이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다른 감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전쟁 장
면이 들어 있는 등 감로탱화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풍속화의 양식적인 비교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
가받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익산대로 501(원광대학교 박물관)
• 지정일자 : 2000년 11월 17일

① 전경 ② 상단
③ 우상단
④ 중단①

②

③

④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121

숭림사 보광전 목조석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제188호

崇林寺 普光殿 木造釋迦如걐坐像

유형문화재

숭림사 보광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조선 광해군 5년(1613)과 그 이듬해에 걸쳐서 만들어
졌다. 불상의 높이는 110㎝, 머리 35㎝, 어깨 폭 48㎝, 무릎 폭 77㎝ 정도의 규모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
고 중후한 느낌이다. 원래는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협시불로 봉안하 으나, 현재는 목조석가여
래좌상만 남아 있으며 최근 불사로 협시도를 봉안하 다.
머리는 작은 소라모양의 머리카락과 둥근 육계가 있어 원만한 느낌을 준다. 비교적 갸름한 얼굴에 이목

구비는 다소 안쪽으로 몰린 모습이다. 활형의 눈썹은 점점 좁아지면서 코로 이어져 오뚝한 콧날을 만들고
있다. 얼굴에 비하여 몸은 큰 편으로 결가부좌한 두 무릎이 넓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모습이다. 법의는 양쪽 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데, 목 뒤로 둘러진 옷자락이 너무 두꺼워 몸에서
분리된 느낌을 준다. 좌상의 두 손은 석가모니의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며 따로 만들어 끼우도록 되어 있
다. 불상은 안정감 있는 신체에 균형 잡힌 자세, 사실적인 옷 주름표현 등이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
여 주고 있으며 조성연대가 확실하다.

• 소 장 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 지정일자 : 2001년 4월 27일

①

③

②

④

① 보광전 ② 닫집
③ 후불 탱화 ④ 목조석가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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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림사 원전 지장보살좌상 및 권속 유형문화재 제189호

崇林寺 괈源殿 地藏菩薩坐像 및 眷屬

유형문화재

숭림사 원전에 모셔져 있는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 및 그 권속들로 모두 25구의 불상
들이다.
원래 조선 인조 12년(1634)에 옥구 보천사에서 만들어서 봉안되었으나, 1923년 보천사가

폐사됨에 따라 1925년에 현 봉안처인 숭림사 원전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전 중앙에 놓여진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넓은 어깨를 가진 장대한 상체와 빈약한 하체를

갖고 있으며 얼굴은 발제선과 턱이 직각에 가까운 사각형의 얼굴을 하고 있다. 목조지장보살
좌상의 크기는 높이 104㎝, 머리 32㎝, 어깨폭 53㎝, 무릎 폭 71㎝ 정도이다. 
지장보살의 양 옆에 일렬로 배치된 시왕 및 그 권속들은 지장보살좌상과 같은 시대에 조성

된 것으로 보이고 흙으로 만들고 베를 붙여서 완성한 소조불로서, 나무로 만든 지장보살좌상
과 재질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 지정일자 : 2001년 4월 27일

①

③

②

④

① 원전 ② 지장보살좌상
③ 시왕 ④ 시왕 및 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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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봉원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유형문화재 제190호

慧峰院 木造釋迦如걐三尊像

유형문화재

혜봉원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은 혜봉원의 법당인 불이정사(不二精舍)에 모셔져 있다. 중앙에
석가여래좌상(釋迦如걐坐像)을 두고 양 옆에 보현보살좌상(普賢菩薩坐像)과 문수보살좌상(文
殊菩薩坐像)이 자리하고 있다. 문수보살좌상은 분실된 것을 최근에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석가여래좌상은 작은 소라모양의 머리카락을 붙여 놓은 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정수리 부

분에는 상투 모양을 한 육계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두껍게 표현된 옷자락은 양어깨를 모
두 감싸고 흘러 내려 무릎까지 덮고 있다.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끝이 땅을 향한 손 모
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의 항마촉지인(궊魔觸地印)이다. 
불상의 조성 시기는 조선 숙종 38년(1712)에 부안 개암사 도솔암에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

어 있다. 그 후 한국전쟁 때 도솔암이 화재로 소실되자 혜봉원으로 불상만 별도로 옮겨서 현재
까지 보관하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군익로11길 29-11(혜봉원)
• 지정일자 : 2001년 9월 21일

①

③ ④ ⑤

② ① 불이정사 ② 목조석가여래삼존상
③ 보현보살좌상 ④ 석가여래좌상 ⑤ 문수보살좌상



124 | 익산문화유산대관

심곡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및 권속 유형문화재 제191호

深谷寺 冥府殿 地藏菩薩坐像 및 眷屬

유형문화재

심곡사 명부전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좌상과 시왕 및 그 권속들로 모두 26구는 흙으로 만든 소조불상이
다. 지장보살좌상을 중심으로 양옆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위에 시왕상 6구와 동자상
3구가 있다. 또한 명부전의 북쪽에는 시왕상 2구·사자상 3구·동자상 1구가 있으며 남쪽에는 시왕상 2
구·사자상 2구·동자상 2구, 가운데 출입문 좌우에는 금강역사 2구가 자리하고 있다. 지장보살좌상과 시
왕상은 앉은 모습이며, 사자상·금강역사·동자상은 서 있는 모습이다. 26구 모두 흙으로 만든 소조상이다.
지장보살좌상은 스님과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 양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매

우 두꺼운 편이다. 아래로 흘러내린 옷 주름은 결가부좌한 다리를 감싸고 있다. 두 손은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오른손은 무릎에 왼손은 오른발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두 손은 몸체와 구분하여 따로 만들어 끼운
것이다.
최근에 지장보살좌상 내부에서 복장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조성 발원문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조성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불상의 형식을 미루어 살펴볼 때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복장유물
은 다라니경(陀갥尼經)·전적(典籍)·후령통(候鈴筒)·직물편 등이 수습되었다.

• 소 장 처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심곡사)
• 지정일자 : 2001년 9월 21일

①

③

②

④

① 명부전 ②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
③ 시왕과 동자 ④ 시왕과 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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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숭림사 나한전 소조 16나한 및 권속 유형문화재 제219호

崇林寺 羅漢殿 塑造 十괯羅漢 및 眷屬

숭림사 나한전에는 소조석가모니상과 아난존자상·가섭존자상·16나한과 사자상·신중상(제석천상·
범천상)·동자상·인왕상 등 총 29구의 소조상이 봉안되어 있다. 중앙의 본존인 석가모니상은 근래에 조
성된 것이며 나머지 상은 모두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은 입상으로 두 상 모두 정면을 향해 합장하고 있다. 본래 아난존자상이 향좌측,

가섭존자상이 향우측에 봉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숭림사 나한전의 아난존자상과 가섭존자상은 좌우가 바뀌
어봉안되어있다.
16나한상은 크기와 자세는 제 각각이며, 모두 좌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쪽 무릎을 세운 상, 두 손

을 마주잡고 있는 상, 파안대소하는 상 등, 자유로운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물을 든 상들도 염주·경
전·새끼 호랑이·망구스·용 등으로 다양하여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 지정일자 : 2012년 11월 16일

①

③

②

④

① 소조석가모니상과 아난존자상·가섭존자상
②·③·④ 나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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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심곡사 칠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92호

深谷寺 七層石塔

심곡사 칠층석탑은 대웅전 앞에 세워져 있다. 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7층의 탑신부를 형성하고, 정상에
상륜을 장식한 형식을 띠고 있다.
기단은 사각형의 기단석에 정교한 연꽃무늬를 조각하 다. 기단면석은 1매로 조성하고 그 위에 갑석

1매가 놓여 있다. 기단면석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으나, 갑석 부연부분에는 앙련(仰蓮)을 돌려 장식하고 있
다. 기단부의 복련과 앙련은 같은 형식이며 복련에는 연판 끝에 귀꽃문이 장식되었으나 앙련 내에는 별다
른 장식이 없다. 갑석 상면에는 아무런 시설 없이 탑신부를 받치고 있으며 각 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1매
로 만들고 옥개석 끝을 추녀와 같이 약간 올려서 표현하고 있다. 옥개석 아래의 받침은 3단씩인데 7층만 2
단으로 되어 있다. 상륜부에 보주형 석재가 남아 있다. 
2013년 석탑해체 및 보수작업 중 중대석과 지대석 두 곳에서 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 지정일자 : 2001년 9월 21일

① 대웅전
② 칠층석탑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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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 지대석 제거

| 불감 발견

| 유물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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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심곡사 칠층석탑(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의 해체 및 보수 중 중대석 방형공(方形孔)에서 백자호(白
磁壺)·금동불입상(金銅佛굤像) 등이 발견되었고 지대석 방형공에서 불감(佛龕)과 함께 일곱 구(軀)의 금동
불(金銅佛)이 발견되었다.
중대석 방형공에서 출토된 백자호 내부에서는 별도의 사리용기 없이 곱은옥 형태의 사리(舍利)와 향목(香

木), 청동원판(靑銅圓板)이 봉안되어 있었다. 같이 확인된 금동불입상은 앞에서 보면 원통형처럼 보이지만,
옆면과 뒷면을 보면 절반을 자른 편불(片佛)의 형태를 하고 있다. 

심곡사 칠층석탑 발견 사리장엄
深谷寺 七層石塔 發見 舍利莊嚴

| 칠층석탑 사리장엄 및 불감 발견 위치

| 중대석 사리장엄 발견 모습

| 지대석 불감 발견 모습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129

유형문화재

①

③ ④ ⑤②

① 중대석 발견 사리장엄 일괄
②·③ 금동불입상(앞·뒤)
④·⑤ 금동불입상(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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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①·②·③ 지대석 발견 불감과 불상
④ 아미타설법도
⑤ 불감 여닫이문(금강역사상)

①

③

④ ⑤

②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131

유형문화재

① 아미타삼존불
② 부처와 보살
③ 아미타불좌상
④ 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①

③ ④

②

지대석 방형공에서 확인된 불감은 밑판, 좌우측면판, 뒤판, 뚜껑은 각 1판으로 되어 있고, 문비만 2판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상자형 불감이다. 감(龕)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7구의 불상은 두 줄로 배치되어 있는데, 앞줄에는 금동아미타
삼존불(갏銅阿彌陀三尊佛)이 모셔져 있다. 금동아미타불좌상 내부에서 사리를 담은 수정병, 곡물(쌀)과 직물을 담은 청동
후령통 등의 복장이 발견되었다.
좌우협시보살에서도 청동후령통, 구슬, 직물 등의 복장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불감 뒤편에는 불좌상 2구, 정병을

쥐고 있는 관음보살좌상,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 등 총 4구의 불상이 위치하고 있었다.
심곡사 출토 사리장엄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조선시대 유물이라는 점에서 불교 미술사적

으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고종황제어진 유형문화재 제220호

高宗皇帝御眞

고종황제어진은 조선 후기의 초상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괟臣 1828~1901)년이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어진의 크기는 세로 137.0㎝, 가로 70.0㎝이며 비단에 채색되어 있다.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정면으로 의자에 앉은 전신교의좌상이라는 점에서 석지 채용신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익선관은 은
은한 발색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은 비교적 밝은 색으로 공들여 채색하여 역시 입체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곤룡포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으로 처리하 다. 또한 어진에서 고종황제는 요
대를 둘 으며 오른손은 홀을 잡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무릎에 올린 모습을 그려냈다. 고종황제는
좌우에 용두를 장식한 의자에 앉아 있다. 무릎 사이에는“임자생 갑자원년등국(壬子生 甲子元年登
國)”이라 쓰인 호패가 늘어뜨려 있다. 
어진 뒤에는 일월오봉도 병풍이 표현되어 있으며, 오른쪽 우측에는“광무황제사십구세어용(光武

皇帝四十九歲御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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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 소 장 처 : 익산시 익산대로 501(원광대학교 박물관)
• 지정일자 : 2013년 5월 20일 지정

①
③

②

④

⑤

⑥

① 머리 ③ 전면 ④ 문구
② 손부 ⑤ 호패

⑥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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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익산목발노래 무형문화재 제1호

익산목발노래는 지게의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이다. 지게는 곡단이나 풀·나뭇단 등을 져
나를 때 없어서는 안될 운반도구이다. 산으로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는 나무꾼들이 떼를 지어 일
터로 나갈 때, 작대기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이 민요를 부른다.
무거운 짐을 질 때와 가벼운 짐을 질 때, 그리고 빈 지게로 나갈 때 노래의 박자는 자연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목발노래는 산타령·등짐노래·등당기타령·지게목발노래·작대기
타령 등이 있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성림 1길 56(익산목발노래보존회)
• 지정일자 : 2012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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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익산기세배 무형문화재 제25호

益山旗歲拜

익산기세배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대 마한의 수도로 전하는 익산시 인근지방에 전
승된 점으로 미루어 마한 또는 백제의 유풍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익산기세배는 마을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협동정신을 기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써 의의를 지닌다.
금마면에 전승되는 기세배 행사는 12개 마을(상대리·옥동·건지리·구정리·서계리·누

리·교동·신촌·도내골·행정리·원촌·황복골)이 참여하고 있다. 
각 마을 기세배 편성은 우두머리로서 지휘권을 가진 좌상(座上)을 비롯하여 조수머슴·농

기잡이·기잡이·조수 2명·동기(洞旗)잡이·사령(令旗)잡이·꽃나비(舞童) 2명·상쇠·부
쇠·징잡이·장구잡이·북잡이·소고(小鼓)잡이 5~6명·각시·할멈 등 25명 내외로 구성
된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지정일자 : 200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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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탱화장(탱화) 무형문화재 제27호

이삼열(굃三곥)

이삼열 선생은 1945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으며, 1963년 탱화를 처음 접했고, 김제
부용사에서 불교미술의 대가인 금용 김일섭 스님을 만나 본격적으로 탱화를 수학하 다. 
이후 50여 년의 세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탱화를 그렸다. 대표작품으로는 부산 동래

포교당의 후불탱화를 비롯하여 수덕사 대웅전의 신중탱화·칠성탱화·불국사 극락전과 비
로전의 후불탱화이며 전국의 주요사찰에 단청과 불화 조성에 참여하 다. 선생의 작품은 밑
그림의 도상을 충실히 하 으며 인물의 표현능력이 탁월하고 필력과 채색 등이 뛰어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17길 16
• 지정일자 : 2010년 5월 28일

①

③ ④ ⑤

② ① 시연모습 ② 시연모습
③ 신중탱화 ④ 칠성탱화 ⑤ 독성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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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1884
• 지정일자 : 2006년 11월 10일

석장(석조각) 무형문화재 제36호

김옥수(갏玉壽)

김옥수 선생은 1954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으며, 13세의 나이에 상경해서
정순봉·고금동 선생 등으로부터 석제기술을 사사받았다. 1970년대부터 석공일에
종사해왔다. 전통방식의 석공 장비를 고수하며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2006년에
는 석조각 문화재로 지정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불교 조각을 전문으로 하여 전국의 주요 사찰의 석물을 제작하 다.

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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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석장(석조각) 무형문화재 제36호

권오달(權五꽍)

권오달 선생은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으며, 15세에 전통 석공예에 입문
하여 오명근·이종천 선생 등으로부터 석제기술을 사사받았다. 
선생은 불교 조각과 전통 조각을 주로 다루며 우리 전통 석공예의 명맥을 이어가

고 있다. 
2010년에는 석조각 문화재로 지정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74길 12
• 지정일자 : 201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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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이병기선생 생가 기념물 제6호

굃秉岐先生 生家

국문학자이자 시조작가인 가람 이병기 선생(1891~1968년)의 생가이며,
그의 가족이 거주한 목조 초가집으로 가람선생이 수우재(守愚齋)라 명명하
다. 생가는 조부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이곳에서 1891년 선생은 태어났

으며, 1968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생가는 조선 말기 건축양식을 따른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 모정과 모정

앞쪽에 작은 연못 2곳이 있다. 안채는 호남지방에서 보기 드문‘ㄱ’자집으
로 잡석을 이용한 축대 위에 초석을 사용해서 비교적 높게 지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64-6
• 지정일자 : 1973년 6월 23일

| 이병기선생 생가 수우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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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별』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 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① ② ②

④ ⑤

⑥

① 약력 ② 사진 ③ 대표작‘별’
④ 동상 및 시비 모습 ⑤ 난초 시비
⑥ 수우재

- 가람 이병기선생 약력

시조작가 겸 국문학자
1891~1968년
한성사범학교 졸업
경성 휘문고등보통학교 교편
1926년 동아일보에『시조란 무엇인가』발표
1939년『가람 시조집』발간
서울대학교 교수·중앙대학교 교수 역임
전북대학교 교수 및 문리대학장 역임
대표작『초』, 『별』, 『냉이꽃』등
저서『가람시조집』, 『국문학 개설』, 

『국문학 전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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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미륵산성 기념물 제12호

彌겇山城

미륵사지의 배후에 있는 미륵산(해발 430m)의 최정상부와 그 북쪽 봉우리(402m)를 잇는 능선이 서벽을
이루며, 각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그 사이에 계곡부를 감싼 포곡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
는 1,822m에 이르며 10개소의 치(雉)와 동문지·남문지·옹성이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속전에 고조선 준왕(準王)이 쌓았다하여
기준성(箕準城)이라 불리운다.
건물지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3기에 걸쳐서 조성되었으며, 집수정은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있다. 
유물은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과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익산토성(益山土城)과 도토

성(猪土城)에서 출토된 형태와 동일한‘금마저성(金馬渚城)’과‘금마군범요점(金馬郡凡窯店)’이라고 쓰여
진 기와가 출토되었다.
미륵산성의 초축시기를 8세기 중·후반 경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삼국시대(백제) 유물이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이미 백제 때 산성이 축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124-1
• 지정일자 : 1973년 6월 23일

| 미륵산성 남문지 및 성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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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①

③

⑤

②

④

① 미륵산성(일제강점기)   ② 동문지 발굴 모습
③ 동문지 옹성 ④ 동문지 남편 계단
⑤ 건물지 발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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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낭산산성 기념물 제13호

郞山山城

낭산산성은 미륵산에서 북쪽으로 약 4㎞ 정도 떨어진 낭산(郞山, 해발 162m)의 정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마한성(馬韓城)’으로도 불린다. 
성곽은 낭산의 남북방향 능선과 서쪽 작은 골짜기를 감싸는 포곡식에 가까운 형태

를 보이는데 둘레는 약 790m 이다.
남문지와 성벽 및 수구지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문지는 개거식 성

문에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문이 시설되었으며 후대의 문지로 확인되었다. 수구
지도 2개소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개구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물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토기·자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태극문계수막새는 왕궁리유적이나 익산토성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이다.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48
• 지정일자 : 1973년 6월 23일

①

③

②

④

① 동쪽 성외벽 ② 남문지 모습
③ 남문지 세부 ④ 남문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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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백제토기도요지 기념물 제14호

百濟土器陶窯址

1987년 전주시립박물관에 의해 토기가마 2기가 발굴조사되었다. 토기가마는 장타
원형 형태의 터널식 굴가마(登窯)로 확인되었다.가마에서 발견된 유물은 삼족토기(세
발토기), 장경호(긴목항아리), 고배(굽다리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가마에서 출토된 유
물로 보아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마구조는 일본 스에무
라(陶邑) 유적과 거의 동일하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373
• 지정일자 : 1973년 6월 23일

①

③

②

④

① 도요지(1987)
②·③ 현재 모습
④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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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삼세오충열사 기념물 제61호

三世五忠烈祠

삼세오충열사(三世五忠烈祠)는 해주 오씨 가문에서 배출한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
이다. 특히 정유재란(丁酉再亂)·부차전쟁(副次戰爭)·병자호란(丙子胡갺)에서 한 핏줄이 3
대를 이어 충신들을 배출하 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몰한 다섯 분이 있었으니, 오응정(吳應
鼎)·오욱(吳밡)·오직(吳稷)·오동량(吳東亮)·오방언(吳邦彦)으로, 할아버지·아버지·손
자에 이르는 삼대이다. 조선 숙종 7년(1681)에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용안에 충렬사
를 세우라는 하교(下敎)가 내려졌으나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1980
년에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현내로 468
• 지정일자 : 1982년 8월 30일

①

③

②

④

① 삼세오충열사 ② 정
③ 정려 ④ 정려 내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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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금마 도토성 기념물 제70호

金馬 都土城

금마 도토성은 금마면 소재지 북쪽에 위치한 굿대숲 혹은 성황산(해발 87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도토성은 일명 돗토성이라고도 하는데 지명을 한문으로 옮기면서‘저토성(猪
土城)’으로 바뀌어 불리기도 한다. 성곽은 성황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뫼식으로 둘레는
약 369m 정도이다. 1991년 시굴조사를 통하여 판축토성으로 밝혀졌다. 다만 성의 서벽 일
부 구간에서는 판축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고, 대략 5~6단 가량의 석렬이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아 본래부터 석성으로 축조되었거나, 아니면 후대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물은 삼국시대(백제) 인장와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자기·기와가 출토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9-30
• 지정일자 : 1984년 9월 22일

①

③

②

④

① 공중촬 ② 성벽 외곽
③ 성벽 및 배수시설 ④ 성벽 및 외벽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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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웅포리고분 기념물 제98호

熊浦里古墳

웅포리고분은 함라산에서 서쪽 능선의 남쪽 사면에 있는 무덤들이다. 1986년에 처
음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992·1993년 그리고 2006·2007년에 걸쳐서 발굴조사
가 이루어졌다.
무덤의 구조는 구덩식 돌덧널무덤을 비롯하여 앞트기식 돌방무덤·굴식 돌방무

덤·독무덤 등이 확인되었다.
웅포리고분은 토착세력의 무덤으로 알려진 구덩식 돌덧널무덤, 앞트기식 돌방무덤

과 더불어 중앙세력 묘제인 굴식 돌방무덤이 함께 조사되었다. 백제 중앙세력과 토착
세력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유물은 금동제귀고리, 토기, 쇠손칼 등 100여 점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삼국시대

(백제) 것이며, 익산 입점리고분(사적 제347호)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1-12
• 지정일자 : 1998년 11월 27일

①

③

②

④

① 웅포리 고분군 공중촬 (2007) ② 86-20호분(1986)
③ Ⅰ-24호분(2007) ④ 92-7호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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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천호산성 기념물 제99호

天壺山城

천호산성은 여산면 천호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대성(臺城) 혹은 농성(農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성은 천호산의 동북쪽 능선 정상부에서 동쪽 사면의 낮은 지역까지
감싸고 있는 테뫼식이며 둘레는 669m,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
다. 축조 방법은 주로 산사면을 이용하여 내탁(內托)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일부
안쪽에서 협축(夾築)한 흔적도 남아 있다. 성벽의 폭은 약 4~5m 정도이며 남아 있는
성벽 중 높은 곳은 약 3m 정도이나 예전에는 이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
벽은 대부분 무너져 문지나 수구지 및 건물지의 정확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물은 수막새편과 인각와·삼족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76-15 
• 지정일자 : 1999년 4월 23일

①

③

②

④

①·② 서성벽
③ 서성벽 출수구 ④ 북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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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사자사지 기념물 제104호

師子寺址

사자사지(師子寺址)는 미륵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사자암으로써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과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 등이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무왕조(武王條)」에 따르면 무왕과 왕비가‘사자사(師子寺)’에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에서 미륵삼존(彌겇三尊)이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미륵사(彌겇寺)’를 창건하 다고 기
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자사는 백제 무왕과 왕비가 불공을 드렸던 곳이며, 신통력이 뛰어났던 승
려인 지명법사가 거주했던 사찰로 전해진다.
사자암은 미륵사 창건의 계기를 마련해 준 점에서 백제 불교사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자암과 사자사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1993년 사자암 대웅전 해체 복원 중 삼국시대(백제)
기와와 더불어‘지치 2년(至治二年) 사자사조와(師子寺造瓦)’라는 명문이 새겨진 암막새가 출토됨
에 따라 사자암이 삼국유사에 전해져 오는 사자사(師子寺)임이 확인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구룡길 57-125
• 지정일자 : 2000년 3월 31일

| 사자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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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① 법당터 조사 모습
② 제2·3석축 조사 모습
③ 법당터 조사 모습
④‘지치2년사자사조와’명 암막새(고려시대)

①

② ③

④



율촌리고분군 기념물 제105호

괻村里古墳群

율촌리고분군은 해발 25~30m 정도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5기의 분구묘(墳丘墓)가 확인되
었다. 1998년도에 1·2호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 3·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다. 분구묘는 남북방향을 따라 일렬로 분포하고 있으며, 1호분은 다른 4기의 분구묘와 따로 떨어져 위
치하고 있다. 
조사된 분구묘 중 5호분은 가장 봉분이 잘 남아 있는데 높이는 약 1.8m 정도이며, 분구의 규모는 동서

15m, 남북 18.5m 정도로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대상부 중앙에서 대형옹
관묘 1기와 주변으로 옹관묘 4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율촌리 분구묘는 호남지방에서 방형계의 저분구묘가 출현하는 단계로 3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고 있

으며, 저분구묘에서 대형분구묘로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41
• 지정일자 : 2000년 6월 23일

150 | 익산문화유산대관

기념물

①

③

②

④

① 5호분 모습 ② 2호분 옹관 및 석관묘
③ 5호분 1호 옹관 ④ 2호분 3호 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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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이병기선생 생가 탱자나무 기념물 제112호

성당면의 은행나무 기념물 제109호

은행나무는 성당리 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
는 약 18m, 둘레는 약 2m이고, 가지는 남북으로 약 18m,
동서로 16m 정도 뻗어있다. 은행나무 주변에 느티나무 2
주가 있으며, 현재까지 당산제의 당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 현종 3년(1662) 성당창(聖堂倉)이 설치되면서 조운

선의 무사항해 및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
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은행나무의 수령은
400~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59
• 지정일자 : 2000년 11월 24일

탱자나무는 이병기선생 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선생의
고조부가 여산면 삼수골로 정착하면서 심은 것으로 전해지
고 있어 수령은 약 200여 년으로 추정된다. 탱자나무 높이
는 약 5.2m 이며, 지상 1.6m 정도에서 6개의 가지로 갈라
지고, 다시 작은 가지가 원추형으로 뻗은 수관(樹冠)을 형
성하고 있어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64-8
• 지정일자 : 2002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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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은행나무는 높이 약 16m, 둘레는 약 1.5m이며, 지상
8m지점에서 가지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자라고 있다. 익
산향교가 세워진 조선 태조 7년(1398)에 심어진 것으로 전
해지고 있어 수령은 약 500~600년 정도로 추정된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고도7길 11-3
• 지정일자 : 2002년 1월 4일

여산동헌 담장을 따라 느티나무 4주, 팽나무 1주, 가죽
나무 1주 등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중 동헌 서쪽의 느티
나무가 가장 크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느티나무 높이는 약 27m, 둘레는 약 4.2m 정도이며 가

지는 남북 약 27m, 동서 약 22m 정도로 넓게 뻗어져 있
고 수령은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된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
• 지정일자 : 2002년 8월 3일

익산향교 은행나무 기념물 제113호

여산동헌 느티나무 기념물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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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기념물 제125호

여산숲정이 순교성지는 천주교 무진박해의 순교성지이다.
1866년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 말살정책으로 시작된 박해는 1868년에 이르

러 가장 치열하 다. 이때 금산·진산·고산의 심산구곡에 숨어 살던 많은 신자들이
여산관아에 끌려와 그 중 25명이 진리의 증거자로 목숨을 바쳤다.
순교자들은 숲정이와 장터에서 참수형 혹은 교수형으로 처형되었고, 동헌 뜰에서는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백지를 겹겹이 덮어 질식시켜 죽이는 백지사(白紙死)형이 집행되
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5
• 지정일자 : 2007년 10월 19일

①

③

②

④

①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② 여산숲정이
③ 순교장면 추정 복원도 ④ 백지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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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균 가옥 민속문화재 제23호

金晏均 家屋

민속문화재

김안균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행랑채·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주택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안채와 사랑채는 1922년에 건립되었으며, 동·서 행랑채는 1930년에 건립되었다. 담장을 대신하며 길게
배치되어 있는 행랑채의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내·외담이 앞을 막는다. 이곳에서 다시 일각문을 통해 사랑
으로 갈 수 있으며, 안마당은 담장을 돌아 들어가게 된다. 
안채는 정면에서 보면‘一’자형의 집과 같이 보이나 뒤쪽으로 방이 덧붙여 있는‘ㄱ’자형의 집이다.
사랑채도 이와 유사한 평면을 하고 있으나, 전면에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날개부를

서로마주하고나란히배치하 으며사이에벽돌담을쌓아공간을분리하 다.
거실과 침실을 분류하여 사랑채 가장 깊숙한 곳에 별도의 침실을 마련하 고, 측면에도 별도의 변소를

세우고 여기에 세면소를 설치하 다. 또한 전·후면 마루 끝에는 유리 분합문을 달았으며 처마의 부연 밖
으로 함석차양을 다는 등 근대 주거의 건축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에 안채는 비교적 전통적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류주택이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 속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택이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20
• 지정일자 : 1986년 9월 9일

| 김안균 가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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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원 가옥 민속문화재 제37호

굃培源 家屋

민속문화재

이배원이 1917년 지은 가옥으로 함라 삼부잣집 중 가장 먼저 지어져 조해 가옥과 김안균 가옥의 본보
기가 되었다.  
건립 당시에는 안채, 사랑채를 비롯하여 이 집안의 부를 이뤘던 조부(이배원)가 생활하던 초가가 있었고,

뒤뜰에는 창고·헛간·축사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토석담장만이 남아 있으며, 사랑
채는 내부가 완전히 개조되었다.
안채는‘ㄱ’자형 집으로 가구는 일고주오량가(一高柱五梁家)로 고주 중간에 대들보를 끼우고 고주 머리

가 직접 마룻보와 중도리를 받치게 했다. 기단은 장대석을 이용하 으며 초석과 기둥은 방형으로 사용했
다. 기둥의 모서리를 둥 게 하 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천남1길 13
• 지정일자 : 2012년 11월 2일

| 이배원 가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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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조해 가옥 문화재자료 제121호

趙海英 家屋

조해 가옥은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변형된 모습의
문간채만 잔존해 있다. 건축연대는 안채가 1918년, 별채가 1922년 또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
다. 안채와 사랑채 두 건물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으며 서로 평행하게 되어 있다. 안채는 남쪽을 보고 있
으며 별채는 서쪽을 보고 있다.
안채는‘ㄱ’자형 평면에 누(樓)마루가 더해진‘乙’자형 건물이다.  
후원의 별채는 일본식 2층 건물로 외관은 정면 4칸에 측면 2칸이다. 별채 내부는 외부 기둥 열과 상관없

이 기둥을 세워 방과 마루를 한 칸씩 구획하 으며 주위에 툇마루를 돌렸다. 안채와 별채 사이에는 두 공간
을 구분하는 십장생벽돌꽃담이 있는데 경복궁 대조전 뒤뜰의 굴뚝꽃담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안채 옆에
는 문간채가 있으며 문간채는 대청·방·광으로 되어 있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
• 지정일자 : 1986년 9월 8일

| 조해 가옥(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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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모현동부도 문화재자료 제13호

慕懸洞浮屠

모현동부도는군산보천사에있던것을혜봉원으로옮겨놓은것으로, ‘연화당부도’로불리우기도한다. 
부도의 지대석(地臺石)은 8매의 석재로 네모꼴을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하대석(下臺石)은 8각으로

중판(重瓣)의 연꽃잎의 끝이 아래로 향하여 벌려진 모습인 복련(伏蓮)이 조각되었다. 중대석(中臺石)받침은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형태로 8각을 이루고 있는데, 중대석이나 하대석보다 월등하게 크며 아래와 위에
연꽃무늬와 더불어 중간의 각면에 조각을 하고 있어 일반 부도에 비하여 특이한 양식이다. 상륜부는 상륜
받침이 있고 그 위의 중앙에 이음구슬문양이 양각된 원주형(圓珠形)의 복발(覆鉢)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곧바로 보주(寶珠)를 조각하 다. 

• 위 치 : 익산시 군익로 11길 29-11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여산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3호

곅山鄕校 大成殿

여산향교는 조선 태종 3년(1403)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탄 것을
후에 유림들에 의해 다시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
칸 반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향교는 중설위(中設位)로 대성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10명의 철인, 그리고 6명의 현인을 여기에 배향하고 우리나라의 18현인을 배
향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여산교동길 23-2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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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①

③

②

④

① 여산향교 ② 대성전
③ 명륜당 ④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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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함열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5호

咸悅鄕校 大成殿

함열향교는 조선 세종 19년(1437)에 대성전이 창건되었으며 성종 22년(1491)에 명
륜당이 신축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 불에 타 버렸고, 조 때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향교는 소설위(小說位)로 대성전에 중국의 다섯 성인과 4명의 현인, 그리고 우리나

라의 18현인을 배향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7-4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①

③

②

④

① 홍살문 ② 대성전
③ 명륜당 ④ 소전



용안향교 대성전 문화재자료 제86호

괟安鄕校 大成殿

용안향교는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창건되었으며, 이후 조선 태종 16
년(1416)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져 신축되었다. 1927년 화재로 인하여 대성
전만 남고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961년 명륜당과 부속 건물을 신축하
고 1966년 대성전을 보수하 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향교는 중설위

(中設位)로 대성전에는 중국의 다섯 성인과 10명의 철인, 그리고 6명의 현
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18현인을 배향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용안면 용안교동1길 34-11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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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①

③

②

④

① 홍살문 ② 용안향교
③ 대성전 ④ 전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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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심곡사 대웅전 문화재자료 제87호

深谷寺 大雄殿

심곡사 대웅전은 조선 순조 9년(1819)에 건립되었다. 대웅전의 구조는 정
면 3칸, 측면 2칸 규모에 맞배지붕의 겹처마를 한 건물이었으나, 1976년
대웅전 일부가 개축되면서 현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에 이익공형식의 겹
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내부에는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
살상과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으며, 그 외에 아미타여래후불탱화 2점·신
중탱화 1점·현왕탱화 1점·칠성탱화 1점·목조나한상 1구가 있다.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남원사 미륵전 문화재자료 제88호

南原寺 彌겇殿

남원사의 미륵전은 근래 중창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
면은 이중처마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석불좌상 1구와 탱화 1점이 있다.  
남원사는 경내에 있는 사적비문에 의하면“신라 흥덕왕 1년(831)에 진감국사(眞鑑國師)

가 창건하 다가 폐사가 되었다. 그 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선조 25년(1592)에 남원부사
윤공이 부임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꿈속에
석불이 나타나 이를 이상히 여긴 그는 다음날 깨어 그 곳을 파보니 석조 연화대 위에 있
는 미륵불상이 출토되었으며, 또한 돌로 된 거북과 오층석탑이 있기에 3칸의 법당을 다
시 짓고 절 이름을‘남원사’라고 하 다.”고 한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서촌1길 34-3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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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① 남원사 ③ 석불좌상
② 미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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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문수사 대웅전 문화재자료 제89호

文殊寺 大雄殿

문수사는 신라 헌덕왕 7년(815)에 혜감대사가 창건하 으며, 조선시대에 중건하 다.
대웅전 이외에 명부전·산신각·요사채 등이 있다.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 건물이고, 지장보살 1구·시왕상·동자상·인왕상 2구 등이 안치되어 있다. 이밖
에 건립연대 미상인 일 당 충운(忠雲)의 부도와 막무당 월 (月影)의 부도가 있다. 
문수사 대웅전은 최근에 극락전을 지은 후 현재는 삼성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40
• 지정일자 : 1984년 4월 1일

①

③

②

④

① 대웅전(현 삼성각)  ② 대웅전(현 삼성각) 측면
③·④ 내부 천장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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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신도비 및 남원윤씨절행정판 문화재자료 제135호

兪棨神道碑 및 南原尹氏節궋旌板

문화재자료

유계(1607~1664년)는 송시열, 송준길 등과 함께 충청 유림의 오현(五賢)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유계신도비는
죽은 지 94년만인 조선 조 33년(1757)에 건립되었다. 신도비의 은 현종 9년(1668년)에 우암 송시열(宋時곥)
이 지었다. 
유계의 자는 무중(武仲), 호는 시남(市南),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인조 8년(1630)에 진사에 오르고 인조 11년

(1633) 식년문과에 급제하 다. 1646년에는 무안현감을 지냈다. 인조의 묘호 문제로 온성(穩城)에 유배되었다. 
유계는 효종 3년(1652)에 유배에서 풀려났고, 효종 9년(1658)에 송시열의 천거로 문학(文學)에 등용되었다. 병

조첨지, 주사제조대사간 등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이르 다가 병으로 사직하 다.
비각과 나란히 절행각(節궋閣)이 있다. 절행각은 남원윤씨 행적을 기리는‘남원윤씨절행정판’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남원윤씨는 유계의 맏며느리이다. 절행정판의 크기는 가로 209㎝, 세로 49㎝ 정도이다.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상중와길 74-88
• 지정일자 : 1990년 6월 30일

①
②

③

① 유계신도비 ② 유계신도비 전각
③ 남원윤씨절행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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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석등 하대석 문화재자료 제143호

彌겇寺址 石燈 下臺石

문화재자료

미륵사지 석등 하대석은 미륵사지 동원과 중원에 남아 있다. 
원래 탑과 금당의 중간에 배치되어 3개가 있었는데, 발굴조사 과정에서

2개만 확인되었다. 화사석 3개는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미륵사지 석등 하대석 상면에는 8개의 연화문이 조각되었는데, 이는 삼국
시대(백제) 말기 연화문 수막새의 무늬와 같은 양식이다. 
미륵사지 석등 하대석은 한국석등의 시원 양식으로 볼 수 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71-7, 95-1
• 지정일자 : 1999년 4월 23일

①

②

① 중원 석등 하대석
② 동원 석등 하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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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파묘비 문화재자료 제148호

蘇自坡墓碑

문화재자료

소자파묘비는 기단, 비신, 이수를 갖춘 비석으로 이수와 기단부에 용무늬와 국화무늬가
양각되어 있다. 소자파는 양곡 소세양의 부친으로 조선 성종 14년(1483)에 사마시에 합
격하여 의빈부 도사를 거쳐 중종 19년(1524) 구례의 임지에서 순절하 다. 아들 소세양
의 벼슬이 올라감에 따라 가선대부 이조참판과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의금부사를
추증받았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65㎝, 너비 93㎝, 두께 23㎝이며 기단은 가로 136㎝, 세로 98㎝

높이 73㎝ 정도이다. 
비문은 남곤과 이행이 찬(撰)하고 씨는 김희수와 성세창이 썼다. 해서체의 비문으로

조선 중종 21년(1526)에 건립되어 현재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이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3
• 지정일자 : 1999년 7월 9일

①
②

③

① 소자파묘비 ② 이수
③ 기단



전라북도지정문화재 | 167

심곡사 목조삼존불상 문화재자료 제152호

深谷寺 木造三尊佛像

문화재자료

심곡사 목조삼존불상은 대웅전 내에 안치되어 있으며,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 좌측에
관음보살좌상, 우측에 지장보살좌상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의 아미타여래좌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사각형에

가까우면서도 평평한 얼굴, 가늘게 뜬 눈, 큰 귀 등이 돋보이며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 가
린 통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지장보살좌상은 머리 형태와 옷 모양새를 제외하고는 아미
타여래좌상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왼쪽의 관음보살좌상은 불꽃 모양의 구슬과 꽃,
새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금속제 관을 쓰고 있다.
크기는 아미타여래좌상 114㎝, 관음보살좌상 106㎝, 지장보살좌상 104㎝ 정도이다.

목조삼존불상은 모두 100㎝ 이상의 대형 목조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심곡사)
• 지정일자 : 2000년 3월 31일

①

③ ④ ⑤

② ① 대웅전 ② 목조삼존불상
③ 지장보살좌상 ④ 아미타여래좌상 ⑤ 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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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래산성 문화재자료 제173호

御걐山城

문화재자료

어래산성은 웅포면의 어래산(해발 180m)에 위치하고 있다. 어래산성에 관한 문헌으로는『함열구지(咸悅
舊誌』를 꼽을 수 있는데, “어래산은 읍 서쪽 10리에 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러 와서 축성했
다.(御걐山在邑西十里 唐蘇定方征百濟時築堡)”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강변에 위치한 함라산성·도청산
성·관원산성 등과 더불어 어래산성도 백제가 금강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성으로 판단
된다. 성곽의 평면형태는 동벽이 능선 바로 아래에서 남쪽과 북쪽의 봉우리를 감싸며 내려와 아래 골짜기
를 감싸는 포곡식 형태를 하고 있으며 둘레는 약 485m 정도이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내탁(內托)과 협축(夾
築)이 확인되고 있으며 성벽의 높이는 약 3m 정도 잔존해 있다. 문지는 남문지와 동문지가 잔존해 있으며
성곽 내부에는 약 5m 내외의 회랑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36-1
• 지정일자 : 2000년 12월 29일

①

③

②

④

① 어래산성 모습 ② 북성벽
③ 남성벽 ④ 남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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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교회 구 본당 문화재자료 제179호

杜洞敎會 舊 本堂

문화재자료

두동교회의 구 본당은‘ㄱ’자형 평면의 한옥교회로 함석지붕에 홑처마 우진각 형태이다. 전라북도 김제
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갏山敎會,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36호)와 같은‘ㄱ’자형 교회건물이다. 
두동교회는 1923년 선교사 해리슨의 전도로 처음 설립되었으나, 1929년 무렵 지금의‘ㄱ’자형 교회를

새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ㄱ’자형 교회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회중석을 직각으로 배치하여 남녀
가 서로 볼 수 없도록 하 다. 또한 두 축이 만나는 중심에 강단을 시설하 다. 북서쪽 모서리의 강단은 한
칸 규모이며, 남녀 회중석은 각 3칸 크기로 같은 규모이다. 전면에서 볼 때‘ㄱ’자형 평면 중 남북축을 이
루고 있는 곳이 남자석이고 동서축은 여자석이다. 각각의 박공면에 출입문이 있어 남녀유별의 유교적 유풍
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 다. 내부바닥은 장마루가 깔려 있다.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 지정일자 : 2002년 4월 6일

| 두동교회 구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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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 교회 학교(1940)

| 바깥 모습

|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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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 내부 모습

| 두동교회 설교 모습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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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원불교 익산성지 등록문화재 제179호

圓佛敎 益山聖地

원불교 익산성지는 원불교 중앙총부가 자리잡고 있는 전법 성지로 1924년에 익산총
부를 건설하면서 최초로 본원실을 지었다. 이후 대집회를 위해 현대식 건물로 지은 대
각전을 비롯해 공회당·정신원·구정원·금강원·본원실·종법실 등 8동의 건물을 지
었다. 그 외에 소태산 대종사 성탑과 성비·정산 종사 성탑· 모전 등이 있고 소태산
대종사의 유품을 보관 중인 소태산 기념관 등이 있다.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공식적인 교화를 열었던 곳으로 종교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501
• 지정일자 : 2005년 6월 18일

①

③

②

④

① 원불교 익산성지 ② 모전
③ 송대 ④ 공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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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① 구정원 ② 청하원
③ 금강원 ④ 종법실
⑤ 소태산대종사 성탑 ⑥ 소태산대종사 성비
⑦ 정산종사 성탑 ⑧ 대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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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교사 등록문화재 제178호

益山 舊 裡里農林學校 畜産科校舍

교사 건물은 1932년에 지은 건축면적 399㎡의 1층 건물이다. 전체적인
건물 형태는 단순하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나무(인방)의 띠
장식을 비롯해 세부적인 디자인이 뛰어나다. 당시 이리농림학교 교사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이리농림학교는 1922년 관립 학교인 국립
익산대학으로 개교하 으며, 2008년 익산대학이 전북대학교와 통합되면서
전북대학교의 소유가 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고봉로 79
• 지정일자 : 2005년 6월 18일

①

③

②

④

① 1930년대 모습 ② 축산과교사
③ 축산과교사 측면 ④ 축산과교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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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문화재 제180호

益山 中央洞 舊 三山醫院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김병수(갏炳洙)가 1922년 삼산의원으
로 개원했던 건물이다. 연면적 289.26㎡의 2층 건물로 당시로서는 규모가
큰 건물이었다. 건축 벽면에 수평의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스코 장식을 두
르고 건물 입구의 포치는 아치형을 이룬다. 8·15 광복 뒤에는 한국무진회
사와 국민은행의 건물로 사용되었다. 근대 초기 건축의 특징을 엿볼 수 있
는 건축물이다. 

• 위 치 : 익산시 고중앙로 22-253
• 지정일자 : 2005년 6월 18일

등록문화재

②

①

③

① 전경
② 코스코 장식
③ 창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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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사무실 및 창고 등록문화재 제181호

益山 舊 益沃水利組合事務室 및 倉庫

등록문화재

일본인 농장 지주들이 미곡의 생산량을 늘리고자 1930년에 지은 익옥수
리조합의 사무소이다. 토지 개량과 수리 사업을 명분으로 설립되어 과다한
공사비와 수세(水稅)를 부담시켜 지역 농민을 몰락시키는 등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근대 농업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건물의 사무동은 연면적 237.3㎡, 창고는 건축면적 59.5㎡이다. 정면 중

앙의 출입구와 그 위쪽 창호 부분은 테두리에 꽃잎 무늬 형상의 인조석으로
치장하여 붉은 벽돌과 대비를 이루며 맨사드 지붕의 목조 트러스 가구법에
서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평동로1길 28-4
• 지정일자 : 2005년 6월 18일

①

③

②

④

① 정면 ② 측면
③ 세부 ④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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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주현동구일본인(대교)농장사무실 등록문화재 제209호

益山 珠峴洞 舊 日本人(大橋)農場事務室

1914년에 건립한 연면적 75.2㎡인 농장 사무실로 건축면적 41.32㎡ 건
물이다. 지붕의 망와에‘대교(大橋)’라는 자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오하시(大橋) 농장은 호남지역 최대 쌀 창고 으며, 당시 농장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전라북도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농업수탈 대상지 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그 시대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건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8·15 광복 뒤 이리 화교소학
교 교사로 사용하 으며 현재는 익산시 화교협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
• 지정일자 :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

①

②

① 정면
②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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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춘포역사 등록문화재 제210호

益山 春蒲驛舍

등록문화재

익산 춘포역사는 1914년에 건축되었다. 춘포역은 처음에는 대장역(大場驛)이라는
이름으로 익산(당시 이리)-전주를 연결하는 전라선의 보통역으로 시작하 다. 이후
1996년 춘포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7년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격하되어 삼례역에
서 관리하 다. 
역사는 슬레이트를 얹은 박공지붕의 목조 건물로 2011년 5월 13일 전라선 복선전

철화 사업으로 폐역되었다. 
군산 임피역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 소규모 철도 역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건

물로 평가받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1길 17
• 지정일자 : 2005년 11월 11일

①

③

②

④

①·② 철길에서 바라본 역사
③·④ 광장에서 바라본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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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세천)농장가옥 등록문화재 제211호

益山 春蒲里 舊 日本人(細川)農場家屋

1940년대에 호소카와(細川) 농장 안에 지은 2층 건물이다. 건축면적 106.78㎡, 연
면적 139.83㎡로 나무판자를 잇대어 지은 일본식 가옥이다. 농장은 전 일본 총리 호
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의 아버지 소유 으며 일본인 마름이 살았던 곳이다. 부분
적으로 수리하거나 변형되었지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1층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으로‘ㄱ’자형의 복도를 따라 방들을 배열하 고, 2층

에는 외부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돌출되어 있어 독특한 외관을 이루고 있
다. 건물지붕은 팔작지붕 위에 일식기와를 올렸으며 외벽은 비늘벽으로 처리하 다.
당시 이 지역의 근대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수리 및 변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 48
• 지정일자 :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

①

③

②

④

① 정면 ② 측면
③ 2층 ④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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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라마을 옛담장 등록문화재 제263호

등록문화재

함라마을의 담장은 돌과 흙을 섞어 쌓은 토석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토담, 돌담, 전돌을 사용한 담 등 다양한 형태의 담이 혼재되어
있다. 평쌓기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며 담의 지붕은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
다. 담장의 높이는 일반 농가의 담장이라는 점과 주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하여 높고, 담장은 양편에 거푸집을 대고 황토흙과 짚을 섞어
쌓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외
• 지정일자 : 2006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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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성 역 한 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등록문화재 제646호

白괟城 譯 한 본「新譯大藏經」(갏剛經講義)

『신역대장경』은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
이 금강경을 한 로 알기 쉽게 번역한 책이다. 불교 경전의 대중화를 확립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 으며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초판본으로 당시 한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후일 금강경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자 한 백용성 스님의 민족정신도 엿볼
수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익산대로 460(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 지정일자 : 2014년 12월 26일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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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동유적 향토유적 제1호

永登洞遺蹟

등동 유적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3개의 구릉에서
청동기시대 장방형과 방형주거지 11기·원형주거지 12기·원삼국시대 주구묘 4기·
수혈 8기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1996년도 조사에서는 장방형의 주거지 1기와 함께 5
중의 주구가 확인되는데, 주구의 폭은 약 70㎝이고, 주구 안에서는 잡석들과 함께 대
형 옹관편과 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등동유적은 익산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송
국리유형 뿐만 아니라 그에 선행된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궁동로 57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①

③

②

④

① 발굴 후 모습 ② 장방형주거지
③ 원형주거지 ④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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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 향토유적 제3호

自鳴寺 大雄殿 木造如걐坐像

목조여래좌상은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2001년 보안상의 이유로 김제시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金山寺)에 위탁하 다가 2009년에 다시 환수하 다. 불상 높이는 94㎝이
며 연꽃 대좌에 법의는 통견이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18
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자명사는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의 우슬산(牛瑟山)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신라 문무

왕 18년(678)에 설선대사가 창건하 다고 전한다. 건립 당시의 이름은 자웅사(自雄寺)
는데, 조선 중기 절 아랫마을에 머물던 권세가 민인재가 자웅사에서 소 우는 소리가

마을에 가득 퍼지는 꿈을 꾸고 나서 이름을 자명사(自鳴寺)로 개칭하 다.

• 소 장 처 : 익산시 용안면 을동길 76-12(자명사)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①

③

②

④

① 대웅전 ② 대웅전 내부
③ 목조여래삼존상 ④ 목조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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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석정 향토유적 제4호

我石亭

익산시 향토유적

아석정은 금마면 서고도리 서계마을의 산 중턱에 위치하며 정면 4칸, 측
면 2칸의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갑술년 사월 십삼일에 창건한 것으로 주춧
돌이 비교적 높고 천정이 낮은 구조로 현 아석정은 1934년 종친회의 도움
을 약간 얻고 소진홍이 자신의 토지를 파는 등 거의 사재를 들여 재건한 것
이다. 정자 내에는 권오중·송열·최숙준·이봉헌 등이 지은 운문들이 12
개의 현판에 걸려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9-34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①

③

②

④

①·② 아석정
③ 현판 및 기둥·난간 ④ 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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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정 향토유적 제5호

修悳亭

수덕정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 농은(農隱) 송기인(宋基仁)의 뜻을 받들어
1938년에 건립하 다. 여산면 태성리 화산(華山) 서쪽 산중턱에 터를 고르
고, 현천 저수지를 바라보며 남서향으로 세워졌다. 정면 2칸, 측면 2칸에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된 누정이다. 대리석을 정교하게 다듬은 높이 67㎝
의 원형초석에 기둥을 세웠다. 비교적 전통기법을 유지하면서 당시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199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①

③

②

④

① 정면(동-서)   ② 측면(북-남)
③ 편액 ④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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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현산성 향토유적 제6호

鶴峴山城

왕궁면 동용리와 완주군 봉동면 제내리의 경계에 있는 해발 214m의 학
현산(일명 성묘산) 정상부에 있는 산성이다. 학현산성은 천호산 줄기가 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문드러미재에서 갈라지는데, 한 줄기는 서쪽 용화산 방
향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줄기는 남쪽의 봉동읍 방향으로 뻗어 서쪽 골짜
기를 감싸는 포곡식 산성이다.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성 둘레
는 760m, 성벽 높이는 약 2m 정도로 남아 있지만, 현재는 성벽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이다.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53 일원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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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척화비 향토유적 제7호

곅山斥和碑

여산초등학교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여산동헌으로 이전되었다. 대원군
이 병인양요(1866년) 때 척화의지를 발표하고, 신미양요(1871년) 이후 전
국 각지에‘서양 오랑캐의 침범에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매국이다’라
는 내용의 척화비를 세웠다. 1882년 임오군란 때 대원군의 실각으로 일본
공사관이 요구하여 모두 철거되어 땅에 묻었다가 1915년 이후에 발견되었
다. 여산척화비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의 크기는 높이 114㎝, 너비 46㎝, 두께 9㎝이고 화강암으로 만들어

진 통비(通碑)이다. 귀는 해서체(楷書體)로 새겨져 있다.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
• 지정일자 : 2002년 5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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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산성 향토유적 제8호

용화산성은 용화산 해발 342m의 주봉에 위치한 부성과, 용화산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 주성 등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주성은 능선의 양쪽 봉우리와
동쪽 경사면을 감싸는 둘레 435m의 포곡식에 가까운 석성이다. 부성은 정
상부만을 감싸고 있는 테머리식으로 둘레 189m의 석성이다. 현재는 성벽
이 대부분 붕괴되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도천2길 35-108
• 지정일자 : 2002년 12월 14일

익산시 향토유적

괟華山城

①

③

②

④

① 주성 서성벽 ② 부성 동쪽성벽
③ 주성 서쪽성벽 ④ 부성 남성벽



익산시 향토유적 | 193

문수사 목조여래좌상 향토유적 제9호

문수사는 여산면 호산리 천호산(天壺山)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헌덕왕
(憲德王) 7년(815)에 혜감대사(惠鑑大師)가 창건하 다고 전하며 조선시대
에 중건하 다. 
문수사 극락전에 봉안된 삼존불 중 본존불인 목조여래좌상은 원래 대웅전

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극락전을 새로 지은 후 이전하 다. 
조선 후기(17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좌우의 협시보살은 최근

에 제작한 것이다. 안정감이 있고 균형 잡힌 불상으로 양어깨에 걸친 통견
의 법의가 양쪽 팔에 걸쳐서 결가부좌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 소 장 처 :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40(문수사)
• 지정일자 : 2002년 12월 14일

익산시 향토유적

文殊寺 木造如걐坐像

① 극락전 ② 목조삼존상
③ 문수보살좌상 ④ 아미타여래좌상 ⑤ 관음보살좌상

①

③ ④ 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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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불망비 향토유적 제11호

金堉겘忘碑

김육(1580~1658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실학적 개혁 정치가이다.
선조 38년(1605)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입문하 으나, 광해군 때 조정
에서 쫓겨나 10년 동안 은거하다가 1623년 인조 즉위 후 복귀하여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다. 이후 효종 2년(1651)에 의정에 이르 다. 
조해 가옥 안에 있는 김육불망비는 조선 효종 10년(1659)에 세워졌는

데, 호남지역의 대동법 실시를 여러차례 건의하고 유언으로까지 임금에게
간한 그 고마움을 표시한 일종의 선정비이다. 기단은 화강암이며 비신과 이
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이수에는 두 마리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사이
에 두고 마주 보고 있고, 주변을 이무기의 몸체가 감싸고 있다. 이수 뒷면에
는 국화무늬와 주변에 구름무늬가 양각되어 있다.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천남1길 13
• 지정일자 : 2002년 12월 14일

익산시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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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동 오층석탑 향토유적 제12호

南中洞 五層石塔

고려시대 석탑으로 원래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절터에 있던 것을 이리여
자고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왔다고 전한다. 5층 석탑으로 전체 높이는
2.74m이다. 기단부는 2매의 지대석 위에 1매의 면석과 갑석으로 이루어
졌다. 1층은 탑신 폭 47㎝, 높이 10㎝이며 5층은 탑신 폭 24㎝이다. 1층
탑신석에 비하여 위층 탑신의 높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준다.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24길 8-5
• 지정일자 : 2003년 11월 19일

익산시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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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봉원 목조보살입상 향토유적 제13호

慧峰院 木造菩薩굤像

혜봉원은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사찰로, 고종 31년(1894) 삼곤사라는 이
름으로 세워졌다. 1955년 금산사 승려 혜봉이 중창하여 혜봉사라 하 다. 
목조보살입상은 법당인 불이정사에 모셔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

상으로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양쪽에 보현보살좌상, 문수보살좌상이 봉안되
어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두 손으로 연꽃을 받들고 서 있다. 위봉사 관
음지장보살입상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 동일한 조각가가 조
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 장 처 : 익산시 군익로11길 29-11(혜봉원)
• 지정일자 : 2004년 11월 30일

익산시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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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재선생유적 향토유적 제14호

艮齋先生遺蹟

간재(전우 田愚, 1841~1922년)는 조선 말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1905년 을사늑약에 청참오적(請斬五賊) 을 상소하고, 포고문을 발표하
으나, 무일사문의 무위로 끝남에 승부 이부해의 마음으로 왕릉도에 들

어갔다. 이후 후학을 육성하고 항일정신을 고취하며 민족정기를 드높이
는 일에 힘썼다. 
선생의 묘역과 더불어 재실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묘비는 화강암

의 장방형 비좌 위에 높이 125㎝의 오석으로 된 비신이 세워져 있다.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3, 77-1
• 지정일자 : 2014년 4월 15일

익산시 향토유적

②

①

③
①·② 재실 모습
③ 간재선생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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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서원 향토유적 제15호

華巖書院

화암서원이 세워진 시기는 대략 명종 7년(1552)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헐려서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가 한때 익산향교에 속하기도 하 다.
현재 서원은 1977년 익산 유림들에 의해서 복원되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
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화암서원에서는 곤암 소세량(1476~1538년)과 양곡 소세양(1498~1546년), 수암 이

약해 등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소세양은 최초로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냈으며
좌찬성의 벼슬을 지냈고, 을사사화 이후 익산으로 낙향하여 퇴휴당을 짓고 은거하면서
지역민의 교화에 힘썼다. 현재에도 화암서원보존회가 조직되어 1년에 2회(음력 2월, 8
월 중 정일) 제향을 하고 있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길 145
• 지정일자 : 2014년 4월 15일

익산시 향토유적



발굴조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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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 원삼
국시대의 주거지·수혈, 조선시대 건물지·주거지·수
혈·소성유구·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신석기시대 주

거지 가운데 가장 대형에 속하는 것으로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다. 소위‘대천리식주거지’와 유사한 형식이며,
주혈·단시설·노지 등의 내부시설과 함께 소량의 빗살
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3,000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리 갓점유적
금마면 신용리 433-3번지 일원
신석기~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경

|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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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Ⅱ지점

3개 지점 가운데 Ⅰ지점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수
혈과 토광묘가 조사되었고, Ⅱ지점에서는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고려~조선시대 가마·토광묘·수혈이 조사되
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4기가 2열로 일정한 거
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으며, 유물은 세형동검·흑색마
연토기 장경호·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Ⅳ지점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옹관묘·수혈, 원삼국시

대 주거지·수혈·구상유구,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구릉 남서
사면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유물은 시루·발형토기·
주구토기·호형토기·단경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
고, 화재주거지에서는 탄화곡물(쌀·맥류·두류·잡곡)
등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구평리유적
낭산면 구평리 전 963-3번지 일원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 Ⅱ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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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Ⅱ지점 1호 토광묘 ② Ⅱ지점 2호 토광묘
③ Ⅱ지점 3호 토광묘 ④ Ⅱ지점 1호 토광묘 출토 세형동검
⑤ 토광묘 출토유물③

⑤

②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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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Ⅳ지점 전경
② 6호 주거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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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삼국시대 주거지·구상유구·수혈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내부 시설은 부뚜

막·연도·장타원형 수혈·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부뚜
막은 점토를 이용하여 부뚜막 구조를 만들고 아궁이부
에는 석재 1매를 놓아 솥받침으로 이용하 다. 유물은
심발형토기 연질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삼담리유적

| 전경

| 1호 주거지

낭산면 삼담리 677-51번지 일원
삼국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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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삼국시대 횡혈식석실·횡구식석곽묘와 조선시대 분
묘가 조사되었다.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된 횡혈식석실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육각형, 천장형태는 고임식이며,
사비유형으로 분류된다. 연도는 문틀식의 구조로 중앙
에 개설하 고, 석실 내부에서는 관정과 관고리가 출토
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
연대는 7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성남리고분군

| 전경

| 15호 횡혈식석실분

낭산면 성남리 산51번지 일원
삼국~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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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9개 지점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삼국시대 주거지·수혈·석곽묘,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고려~조선시대 건물
지·주거지·수혈·소성유구·기와가마·폐기장·구·매납유구·토광묘·석곽묘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5지점의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모두 구릉에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유물은 청동검·

청동거울·흑도장경호·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석도 등으로 청동기는 목관 내 바닥, 토기와 석기는 목관 외부에 부장되
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가운데 5-2호 토광묘 출토 청동거울은 한반도에서는 아직 출토된 예가 없는 것으로 중국 集安의
五道嶺溝門과 丹東 趙家堡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9지점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함께 다량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방형·장방형·타원형 등

으로 다양하고, 단면형태는 제형·원통형·장고형·역제형으로 분류된다.  단일 구릉에 집중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혈은
중복관계도 심한 편으로 평면형태에 따른 축조순서는 방형 다음 원형수혈 순이다. 대부분 저장시설의 기능을 하 을 것
으로 판단되며, 삼족토기·대형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8지점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수혈 등이 조사되었으며, 건물지 내에서는 기단·중정·초석·적심·고래·부뚜막·

배연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확인되었다.

오룡리유적

| 5지점 1호 토광묘 | 5지점 1호 토광묘 유물출토상태

| 5지점 2호 토광묘 | 5지점 2호 토광묘 유물출토상태

낭산면 오룡리 산 7-1번지 일원
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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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 토기

|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 청동유물·석기



208 | 익산문화유산대관

발굴조사유적

| 9지점 전경

| 9지점 전경 | 9지점 26-2호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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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8지점 3호 건물지

| 8지점 3호 건물지 고래 및 아궁이| 8지점 3호 건물지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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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2개 지점으로 Ⅰ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옹관묘·수
혈, 초기철기시대 주거지·수혈, 원삼국시대 주거지·수혈, 고
려~조선시대 토광묘·주거지·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저장수혈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무문토기·석도·석
촉·방추차·토제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Ⅱ지점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석축묘, 조선시대 토

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굴식 돌방무덤 3기는 모두 지하식 구조
로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을 사용하 으며, 평면 장방형, 단면 육
각형의 전형적인 사비유형 석실분이다. 연도는 문틀식으로 중앙
에 개설하 고, 연도 폐쇄는 장대석 2매를 이용하 으며, 묘도
는 경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시설하 다. 축조연대는 7세기 중
엽경으로 피장자는 백제말기 익산지역을 경 했던 세력으로 추
정된다.

용기리유적

| 전경

| 출토유물

낭산면 용기리 산 1103-15번지 일원
청동기시대·철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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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1호 주거지 | 탄화곡물

|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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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Ⅱ지점 전경
② Ⅱ지점 1호 석실분 ③ 1호 석실분 입구
④ 1호 석실분 폐쇄 ⑤ 1호 석실분 굴광흔②

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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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삼국시대 수혈·주거지·구와 조선시대 토광묘가 조
사되었다.
삼국시대 수혈은 구릉 능선과 사면부에 집 분포하

고,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 단면은 복주머니형과
원통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로는 벽주와 바닥면에
서 구덩이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삼족토기·호
형토기·발형토기·옹·장란형토기·개·배 등이 출
토되었다. 

용기리유적

| 전경

| 출토유물

낭산면 용기리 800-3번지 일원
삼국·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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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2개 구역 중 가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석관묘·석개토광
묘·토광묘·옹관묘·수혈·구, 삼국시대 분구묘, 조선시대 토광묘가
확인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옹관묘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며 제한된 공간에 생활유구

와 매장유구가 공간을 달리하여 분포하 다. 특히 매장유구는 분포양상
에서 각각 공간적으로 구분되며 구릉의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석관
묘-석개토광묘-토광묘-옹관묘로 점유율이 다르게 확인되는 배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토광묘는 무문토기를 깔아
바닥시설을 조성하고, 내부 바닥면 한쪽에는 소혈이 확인되는 공통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 모두 2단으로 굴광을
하 다. 유물은 석관묘에서 석촉이 출토되었고, 1호 옹관에서 관옥이
다량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분구묘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깝

고, 규모는 10m 정도이다. 

어량리유적

| 1호 옹관묘

망성면 어량리
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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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분구묘·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4변의 주구가 모두 확인된 분구묘는 남쪽과 동쪽 주

구의 토층상에서 수평확장에 따라 주구가 재굴착되며
분구가 고대화(高大化)가 이루어지는 변화양상이 파악
된다. 주구 출토유물은 크게 두 개 층으로 4~5세기 대
에 축조·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
층에서 유물과 함께 목탄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분구묘
와 관련된 제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구묘
주변에서 확인된 4기의 수혈 가운데 1호 수혈의 상층유
물과 분구묘의 동쪽·남쪽주구 상층유물을 통해 분구묘
의 하한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선리유적

| 전경

| 2호 수혈

망성면 장선리
삼국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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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옹관묘·석관묘·토광묘와 삼국시대 수
혈·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옹관묘는 묘광을 2단으로 굴광하여 무문토기 옹을 수

직에 가깝게 안치한 후 발형토기로 뚜껑을 덮었다. 석관
묘는 개석과 벽석이 유실되었으며 바닥에는 무문토기를
파쇄하여 깔았다. 유물은 무문토기, 구슬 등이 출토되었
다. 삼국시대 수혈은 평면 원형과 타원형이며, 단면형태
는 원통형·원추형·복주머니형의 단면형태로 구분되
며, 유물은 대부완·등잔 등의 백제 사비시기 특징적인
유물로 미루어 7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산리 신덕유적

| 3·4·5호 수혈 전경

| 출토유물(2호 옹관)

망성면 화산리 신덕마을
청동기시대·삼국시대
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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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구 가운데 Ⅰ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수혈·구·
굴립주건물지,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고, Ⅱ지
구에서는 삼국시대 분구묘·토광묘·옹관묘·구가 조사
되었다. 
분구묘는 평면형태 방형이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구 내에서 두형토기편·적갈색연질토기편 등
과 함께 회색경질의 고배·직구호 등이 출토되었다. 토
광묘에서는 직구호·발·조형토기·원저단경호·옥·
철제도자 등이 출토되었으며, 옹관묘는 합구식이다. 유
적의 연대는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며, 마한 전통의
주구묘에 고배·직구호 등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마한 분묘 전통이 5세기 백제의 향 아래에서도 익산
내륙지방에서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촌리유적

| 1·2호 주구묘 전경

| 1호 주구묘 유물 출토상태

삼기면 간촌리 619전
삼국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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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1·2호 토광묘 ② 3호 토광묘
③ 1호 토광묘 유물 출토상태 ④ 3호 토광묘 유물 출토상태
⑤ 1호 옹관묘 ⑥ 2호 수혈 유물 출토상태③

① ②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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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국시대 주거지·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서로 중복되어 있

으며, 내부시설은 부뚜막과 벽구, 주혈, 장타원형구덩이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물은 발형토기·호형토기·장란
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기산리유적

| 전경

| 7~9호 주거지

삼기면 기산리 산149-16번지
원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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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토광묘·옹관묘, 삼국시대 주거지·분구묘·토광묘·옹관묘·수혈·구, 조선시대 옹
관묘가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 문화층은 2개의 문화층으로 1문화층에서는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새로운 형태의 찌르개(유경첨두기)를

비롯하여 몸돌·좀돌날몸돌·격지·좀돌날·돌날· 개· 개 등이 출토되었고, 2문화층에서는 유문암계 격지와 석
암계 석재를 사용한 몸돌·찍개·여러면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문화층은 후기구석기 말기인 15,000BP, 2문화층
은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인 35,000~40,000BP로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모두 방형계이며, 구릉 정상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부뚜막과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발·장란형토기·시루·주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분구묘는 조사지역 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
으로 매장주체부는 굴식돌방무덤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 으며, 연도는 우
측에 설치하 고, 폐쇄는 개구식이다. 바닥에서 배수로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병형토기와 관정이 출토되었다. 

서두리2유적

| 전경

삼기면 서두리738-29번지
구석기시대·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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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석기시대 가구역 ② 1호 주거지
③ 분구묘 ④ 1호 옹관묘
⑤ 구석기시대 문화층 출토유물③

① ②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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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초기철기시대 적석토광묘, 삼국시대 옹관묘·수혈·
적석유구, 조선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적석토광묘
는 상면에 일부 석재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내부에서도
소형할석이 무질서한 상태로 확인되어 목개 또는 내부
충진토를 채운 후 석재를 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묘
는 단경호와 장란형토기를 합구시킨 2옹 합구식으로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 다. 유물은 적석유구에
서 직구단경호·회청색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금곡유적

| 1호 수혈| 옹관묘

| 적석토광묘(조사 후)| 적석토광묘(조사 전)

| 출토유물

여산면 여산리 산24-1도
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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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시대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1문화층에서는 유문암계 좀돌날몸돌·좀돌날격지·

돌날·새기개 등이 출토되었고, 2문화층에서는 석 맥
암의 여러면석기·몸돌·찍개 등의 몸돌석기류가 출토
되었다. 유적은 구석기시대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신막유적

| 전경

| 좀돌날몸돌 및 찍개

여산면 신막마을
구석기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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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도관묘·석곽묘, 고려시
대 석곽묘, 조선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과 원형으로 구분

되며,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
물은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 삼각형석도,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도관묘는 연통토기와 기와를 이용
한 것으로, 연통토기는 부여 쌍북리·화지산·능산리·
사비도성, 익산 왕궁리 등 백제 도성과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원수리유적

| 전경

| 전경

여산면 원수리 연명마을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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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형토기 ② 석촉
③ 도관 ④ 석기류

⑤ 청동병③

① ②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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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삼국시대 수혈,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과 복

주머니로 분류된다. 유물은 직구소호·단경호·삼족
기·배·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자연 할
석을 이용하여 축조하 고, 토광묘는 구릉 정상부터 하
단까지 고른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성유적

| 전경

| 수혈 출토유물

여산면 여산리 유성마을
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유적 | 227

발굴조사유적

3개 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석관묘·토광묘·
옹관묘, 원삼국시대 주거지·분구묘·수혈, 고려~조
선시대 토광묘·기와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내

부시설로는 타원형구덩이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일부
주거지는 벽구가 시설되어 있고, 바닥면은 불다짐 처리
하 으며, 유물은 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편·석착·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석관묘와 토광묘는 바닥에 무문
토기를 파쇄하여 깔았다.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이며,

일부 화재로 폐기되었고,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과 주
혈·벽구·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장란형토
기·발형토기·시루·양이부호·방추차등과 함께 탄화
곡물이 출토되었다. 

장신리유적

| 전경

| Ⅲ·Ⅳ구역 23호 주거지 출토유물

오산면 장신리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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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Ⅱ구역 전경
② Ⅲ구역 전경 ③ Ⅰ구역 전경
④ Ⅲ구역 7호 주거지 ⑤ Ⅲ구역 23호 주거지②

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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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점 중 2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수혈,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및 수혈, 3
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수혈·토기가마·석실·토광묘,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5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석실 및 수혈,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내부시설은 부뚜막·단시설·주혈·타원형 수혈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개·장란형토기·발형토기·고배편 등이 출토되었다.
부뚜막은 점토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솥받침은 대체로 석재를 이용하
다. 
굴식 돌방무덤은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석

재는 치석한 장대석을 사용하 다. 내부는 2차례에 걸친 관대가 확인되었고, 바
닥에는 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다. 시설된 배수로로 보아 연도는 우측에 개설한 것
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2호 돌방무덤에서 삼족토기·병형토기·유병 등이 출토
되었다. 

광암리유적

| 5구역 전경

| 1호 토기가마

왕궁면 광암리 580번지 일원
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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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5구역 1호 석실
② 1호 석실 출토유물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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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2구역 전경
② 2구역 6호 주거지 ③ 2구역 수혈 전경
④ 3구역 28호 토광묘 ⑤ 3구역 출토유물②

①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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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분묘·수혈·구·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내부시설은 타원형구

덩이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에서는 작업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과 다량의 석기가 출토되어
석기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유물은 무문토기
편·적색마연토기편·석촉·지석·석제품·미완성석
기·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구는 정확한 유구의 형태와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자배

기류·연가·등잔 등 백제 사비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광암리유적

1·2호 주거지 전경

| 출토 유물

왕궁면 광암리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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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수혈, 삼국시대 굴식 돌방무덤·돌덧널무
덤·앞트기식 돌덧널무덤·돌무덤·토광묘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굴식 돌방무덤의 평면형태는 장방
형이며, 석재는 괴석형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 다. 연
도는 짧게 개설되어 있으며 좌편재와 우편재가 확인되
었다. 일부는 경사면 위쪽에 눈썹형의 주구(周溝)가 시
설되어 있다. 유물은 삼족토기·개배·직구호·병형토
기 출토되었다. 

동룡리고분군 왕궁면 동룡리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 전경

|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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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4호분

| 4호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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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8호분

| 8호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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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18호분

| 18호분 유물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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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수혈·토기가마, 고분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부뚜막·배연시설·벽구·주혈·배출구 등이 확인되었
다. 부뚜막은 점토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솥받침
은 대체로 석재를 이용하 다. 유물은 호형토기·옹형토
기·장란형토기·발형토기·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가마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연소실·소성

실·배연부 등이 남아 있고, 유물은 각종토기편과 받침이
출토되었다. 
고분은 잔존 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

정되며, 석재는 괴석형 할석이나 치석하지 않은 판석을
사용하 다. 일부 고분은 위쪽에 눈썹형의 주구(周溝)가
시설되어 있으며 유물은 병·완·개 등이 출토되었다.

사덕유적 왕궁면 구덕리 일원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 2지역 전경

| 2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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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2-4구역 전경

| 35호 주거지



발굴조사 유적 | 239

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석관묘와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
다.
석관묘는 장벽 4~6매, 단벽 1매의 판석을 세워서 축

조하 고, 개석은 수매의 판석으로 덮고 틈새는 할석으
로 막음하 다. 바닥은 2호와 6호의 경우 무문토기편을
파쇄하여 깔았고, 7호는 작은돌을 깔았다. 유물은 4호
에서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으로 일부 주거지

는 화재에 의해서 폐기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내부시설
은 부뚜막과 주혈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대호·장란형토
기·발형토기·주구토기·조형토기·양이부호·시루·
방추차등이 출토되었다.

웅포리유적

| 전경

| 석관묘 전경

웅포면 웅포리
청동기시대·삼한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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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① 석곽묘 및 주거지
② 1호 석곽묘 ③ 1호 주거지
④ 7호 주거지②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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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고분, 통일신라시대 토기
가마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에 단독으로 분포하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고, 유
물은 굴지구와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노지 주
변에서 탄화된 도토리가 출토되었다. 

웅포리유적

| 전경

웅포면 웅포리
신석기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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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구석기시대 5개 문화층과 자연침식에 의한 1개의 교
란층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 제 자갈돌을 이용하여 찍개·주먹대패·

여러면석기와 같이 몸돌을 다듬어 만든 대형의 몸돌석
기와 개· 개·뚜르개 등과 같이 잔손질한 격지석기
도 일부 확인되었고, 이외에 유문암계 석재를 이용한 유
물도 확인되었다. 연대는 구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보고 있다. 

쌍정리유적

| 쌍정리유적 전경

쌍정리유적 전경

| 출토유물

춘포면 쌍정리
구석기시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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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7개 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토광
묘, 삼국시대 건물지·주거지·수혈·구, 고려시대 수
혈·토광묘,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평면형태 세장방형으로 일부

목관흔적이 확인되며, 유물은 세형동검·청동칼자루끝
장식·삼각형점토대토기·철제도끼·철제새기개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구 중 건물지는 공주·부여의 백제왕도에

서만 확인되는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로 내부에서는
백제 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
형 또는 육각형구조이며, 내부시설은 부뚜막과 주혈 등
이 확인되었고, 심발형토기·장경호·호형토기 등이 출
토되었다.

신동리유적

| 1·2·3지구 전경

| 출토유물

춘포면 신동리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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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1지구 전경

|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 및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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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2지구 전경

| 대벽건물지(大壁建物址) 및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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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7-1호 토광묘

| 초기철기시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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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석천리유적
망성면 석천리
청동기시대
국립전주박물관

청동기시대 옹관묘 3기가 수습 조사되었다. 모두 토
기를 세워서 안치한 옹관묘로 묘광을 수직으로 굴광한
후 바닥에 석재를 놓고 그 위에 무문토기를 세워서 안치
하고 석재를 이용하여 뚜껑을 덮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1·2호 옹관

평장리유적
함열읍 다송리
초기철기시대
전주시립박물관

| 출토유물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가 수습 조사되었다. 유구는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수습조사되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목관묘로 추정된다. 유물은 중국 한나라 청
동거울·청동검·청동창·청동꺾창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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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금성리유적
함라면 금성리 일원
청동기시대~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굴식돌방무덤

다송리유적
함열읍 다송리
초기철기시대
전주시립박물관

| 출토유물

청동기시대 주거지·삼국시대 굴식 돌방무덤·수혈,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구·기와가마 등이 조사
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말각방

형으로 내부에서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횡혈식석실분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고,

상부는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잔존하는 양상으로 보면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
을 축조하 고, 연도는 좌편재(1호분)·중앙(2호분)·우
편재(3호분)가 혼재되어 있다. 유물은 개배·뚜껑·관
고리·관정 등이 출토되었으며 축조연대는 5세기 중엽
경으로 편년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수습조사된 석곽의 구조는 네벽

을 할석으로 쌓고, 장방형 판석 1매를 덮개로 사용하
다. 유물은 청동거울·청동단추·관옥·흑색마연토기
편·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거울은 다뉴조문경(多九⃞粗文鏡)으로
대전 괴정동이나 부여 연화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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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
구가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 문화층은 구릉 정상부와 곡간부에서 확인

되었으며, 유물은 석 맥암제인 격지·몸돌·찍개·
개·여러면석기·주먹도끼 등이 있다. 유물의 제작수법
은 양면박리기법에 의한 주먹도끼 제작과 자갈돌을 석
재로 이용해서 격지를 떼어내는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는 주거지·수혈·구 등의 생활유구와 석곽

묘·토광묘 등의 분묘유구로 주거지에서 삼족토기·호
형토기·배 등이 출토되었다.

다송리 상마유적

| 전경

| 출토유물

함열읍 다송리 상마마을
구석기시대·삼국~조선시대
대한문화재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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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지상건물지, 원삼국시대
분구묘와 삼국시대 굴식 돌방무덤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것

을 제외하면 대부분 2~3기씩 군집을 이루고 있다. 내부
에서는 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석도·석촉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굴식 돌방무덤은 구릉 정상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평면 장방형, 단면 육각형의 사
비유형이다. 연도는 문지방석 상부와 양 장벽에 장대석
을 세워 문주석 삼아 중앙에 개설하 으며, 폐쇄는 장대
석 2매를 이용하 다. 

와리 정동유적

| 전경

| 1호 굴식 돌방무덤

함열읍 와리 정동일원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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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철기시대 토광묘, 고려~조선시대 가마·수혈·
구·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평면 세장방형으로 내부는 별

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고, 유물은 청동검파두식·철도
자·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가마는 반지하식으로 소성부와 연소부, 회구부가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유적 전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무덤간의 분포

는 정연하지 않다. 

계문동유적

|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 출토유물

계문동 일원
초기철기시대·고려~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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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점에서 삼국시대 주거지·지상건물지·수혈·
구·집수정·분구묘·토광묘·옹관묘와 고려시대 가
마·소성유구, 조선시대 주거지·수혈·구·토광묘 등
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 중 주거지는 평면 방형으로 2호 주거지

를 제외한 2기는 구들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원형
의 평면형태인 수혈은 원통형·장고형·제형·역제형
등 다양한 단면형태로 구분되며 삼족기편·고배편·호
편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바닥을 성토한 후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횡구식으로 호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토광묘에서는 삼족기·단경호·병형토기·소호·금제
이식·옥 등이 출토되었다. 

내장유적

| 1구역 전경

| 3구역 전경

모현동 2가 내장
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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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분구묘·토광묘·수
혈, 고려~조선시대 가마·수혈·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내부시설은 중앙에 타

원형구덩이와 양단에 2개의 주혈이 있으며, 석촉 2점이
출토되었다.
분구묘는 방형 혹은 원형의 주구를 두루고 중앙에 토

광의 매장시설이 확인되며 유물은, 단경호·직구호·개
배·고배 등의 토기류와 대도등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
다. 

묵동유적

| 전경

| 분구묘 출토유물

모현동 2가 묵동
청동기시대·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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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분 1호 토광 및 출토유물

| 분구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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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수혈·구·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

형·장고형·제형·역제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내
부 바닥면에서는 원형 수혈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며, 유
물은 삼족토기·고배·호형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배산유적

| 전경

| 26호 수혈

모현동 2가 186번지 일원
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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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주거지·석개토광묘·옹관묘·수혈 등과
원삼국시대 수혈·구·토광묘, 조선시대 주거지·수혈
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평면 장방형으로 내부시설은 노

지·벽구·주혈·원형구덩이가 확인되었고,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편·돌대문토기편·어망추·석도 등이 출
토되는 등 전기 주거지로 분류된다. 석개토광묘는 편평
한 할석으로 뚜껑을 덮고 바닥은 무문토기와 적색마연
토기를 깔았으며, 1호에서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옹관은 2호와 4호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1호와 3호
는 외반구연의 옹형토기를 직치와 사치로 안치하고 토
기로 뚜껑을 덮었다.

섬다리유적

| 출토유물

모현동 2가 섬다리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 1호 석개토광묘 | 1호 옹관묘

| 1호 주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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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유적
모현동 2가 외장
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수혈·구, 고려시대 구, 조선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단면형태는 원통형·장

고형·제형·역제형 등 다양하다. 유물은 개배·고배
편·호편 등이 출토되었다. 

| 전경

학동유적 모현동 2가 학동
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 전경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 삼국시대 주거지·수혈·
구,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내부시설

은 타원형구덩이와 양단에 2개의 주혈이 있다. 유물은
2호 주거지에서 혈구가 있는 이단경식석촉과 일단경식
석촉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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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유적
모현동 2가 일원
청동기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내부시설은 타원형 구덩이와 주

혈이 설치되었고, 바닥면은 불다짐 처리하 다. 유물은
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석촉·삼각형석도·지석·석
검편·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 출토유물

어양동유적
어양동
초기철기시대
호남문화재연구원

| 전경

초기철기시대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옹관은 생토면인 암갈색점토층을 굴광하여 축조하

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 2점을 이용하여 합구한 2옹 합
구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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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 삼국시대 분구묘·토기가
마·주거지·수혈, 고려~조선시대 토광묘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이고,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와 주혈 등이 설치되었다. 일부 주거지에서
는 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유물은 무문토기·적색마연
토기·방추차·석촉·석부·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토기가마는 지하식구조이며, 회구부·소성

실·연소실·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소성실과 연소실 사
이에 불턱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연소실 바닥면을 약간
굴착하여 토기를 정치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모현동유적

| 유적 전경

| 회의모습

모현동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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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

| 7호 주거지| 5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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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2호 토광묘 및 유물 출토상태
③·④ 50호 토광묘 및 유물 출토상태
⑤·⑥ 143호 토광묘 및 유물 출토상태
⑦·⑧ 187호 토광묘

③

① ②

④

⑤

⑦

⑥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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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동 부평유적
부송동 146번지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옹관묘, 고려~조선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
다.
옹관묘는 합구식이며, 옹은 승석문이 타날된 장동옹을

이용하 다.
고려~조선시대 토광묘는 구릉 사면에 분포하고 있으

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유물은 청자대접·청자접
시·백자대접·백자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 옹관

부송동유적
부송동 757-2번지
청동기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전경

익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
적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내부시설은 타원

형구덩이와 주혈이 확인되었고, 바닥면은 불다짐처리 하
다. 유물은 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삼각형석도·석

촉·대팻날·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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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수혈·구
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내부시설은 타원

형구덩이와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무문토기·적
색마연토기·석검편·석도·석촉·석부·석착·지석·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가 모두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

형·장고형·제형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3구역에
서 확인된 수혈은 2열로 배치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그 기능과 성격이 주목된다. 유물은 개배편·개·
삼족토기·대부완·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부송동 부평유적

| 전경

| 출토유물

부송동 부평마을 일원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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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수혈·구·토
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과 원형으로 내부

시설은 타원형구덩이·주혈·구시설·벽구 등이 확인되
었으며, 유물은 무문토기편·석촉·석검·석부·석착·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이며, 남쪽에 돌출된

형태의 출입시설이 있는게 특징적이다. 내부시설로는 부
뚜막과 배연시설·주혈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타날문토
기편과 석기가 출토되었다.

부송동 242-73번지유적

| 전경

| 1호 주거지

부송동 242-73번지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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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주거지·수혈·굴립주건물지, 고려~조선
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며, 내부시설은 부

뚜막·주혈·타원형수혈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2호 주거지에서 발형토기·호형
토기가 출토되었다.

신동유적

| 전경

| 4호 주거지

신동 142-8번지
삼국시대·조선시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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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삼
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수혈,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 원형이며,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와 주혈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무문토기편
과 석촉편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토광묘에서는 명기(明器)가 출토되었다.

송학리유적

| 전경

|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송학동 330번지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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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청동기시대 수혈, 원삼국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건물
지 등이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2~3열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

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다. 내부시설은 부뚜막·주혈·벽
구 등이 설치되었고, 유물은 장란형토기·호형토기·발
형토기·주구토기·방추차·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특
히 6-1호 주거지에서는 토제 玉 거푸집이 출토되어 주
목된다.

송학동유적

| 전경

| 6-1호 주거지 출토 토제 玉 거푸집

송학동 520번지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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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전경

| 주거지 및 구상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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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주거지 및 구상유구

| 12호 주거지| 6-1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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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출토유물

| 17호 주거지 부뚜막| 17호 주거지



발굴조사 유적 | 271

발굴조사유적

원삼국시대 수혈·구, 조선시대 구가 조사되었다. 
수혈은 일정한 구역에 집 분포하고 있다. 수혈의 평

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되며, 단면형태는 제형·
원통형·장고형·역제형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방추
차·연질토기편·파수편·뚜껑편 등이 출토되었다. 

월성동유적

| 월성동유적 전경

월성동 8-6번지
원삼국시대·조선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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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유적

| 전경 | 3호 수혈

| 10호 수혈

| 출토유물

| 6호 수혈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만 잔존해 있다.
삼국시대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타원형·장방형으

로 확인되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과 역제형이다. 유
물은 삼족토기·시루편·호형토기편·고배·개배편
등이 출토되었다.

팔봉동유적
부송동 181-14번지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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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정문화재 현황

《 국가지정문화재 》

□국보및보물

지 정 문 화 재 총 96 건
국가지정문화재 20건
전라북도지정문화재 54건
등록문화재 9건
향토유적 13건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북도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 형
문화재

기념물
무 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향토
유적

96 20 3 7 7 1 2 54 18 15 5 2 14 9 13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지 정
년월일

비 고

11 익산 미륵사지 석탑 금마면 기양리 97 1기 212.5㎡

123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일괄

289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왕궁면 궁성로 674 1기 24.2㎡

4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삼기면 진북로 273
1구 6.2㎡
390.8㎡

46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금마면 서고도리400-2,
동고도리 1086

2구1.4 
3,334.6㎡

236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금마면 기양리 79 2기15.1㎡

651 연안 이씨 종중문적
삼기면 현동1길 3
(연안 이씨 종중문적 박물관)

교지18매

825 익산 숭림사 보광전 웅포면 백제로 495-57
1동

145.93,554.1㎡

1753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점

1842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평동로 9길 68-1

1962. 12. 20

1966. 7. 26

1997. 1. 1

1963. 1. 21

1963. 1. 21

1963. 1. 21

1979. 2. 8

1984. 12. 29

2012. 2. 22

2014. 12. 31
보살상1구

복장유물7건28점

보 물
(7)

국 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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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사 적
(7)

87 익산쌍릉 석왕동 산 55, 56 1963. 1. 21 55,534㎡

92 익산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 52-2 1963. 1. 21 62,412㎡

150 익산 미륵사지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1966. 6. 22 12,958,688㎡

318
익산 나바위성당
(2012. 10. 15 명칭변경)

망성면 나바위1길 146 1982. 8. 30 27,788㎡

347 익산 입점리 고분 웅포면 입점고분길 80 1991. 2. 21 76,056㎡

405
익산 제석사지
(제석사폐기장2013. 12. 24 포함)

왕궁면 왕궁리 247-1 외 1998. 5. 11 47,881㎡

408
익산 왕궁리유적
(2011. 7. 28 명칭변경)

왕궁면 궁성로 666 1998. 9. 11 218,155㎡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천 연
기념물

(1)
177 익산 천호동굴 여산면 태성리 산21 1966. 2. 28

95,070㎡
길이 : 904m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중 요
무 형
문화재
(2)

11-3 이리농악
익산대로 303-4
(이리농악전수교육관)

1985. 12. 1 설장고 김형순

83-2 이리향제줄풍류
인북로 353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1985. 9. 1 거문고 김규수



276 | 익산문화유산대관

□유형문화재

《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유 형
문화재
(18)

12 태봉사 삼존석불 삼기면 진북로 347-23(태봉사) 1971. 12. 2 1기 135.8㎡

67 청동은입인동문향로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1974. 9. 27 1점

90 망모당 왕궁면 장중길 105-8 1979. 12. 27 1동 425.4㎡

93 여산동헌 여산면 동헌길 13 1980. 3. 5 1동 2,720.9㎡

115 익산향교 대성전 금마면 고도7길 11-3 1985. 8. 16 1동 3,699㎡

127 함벽정 왕궁면 호반로 30-21 1986. 9. 9 1곽 8,324㎡

159 소세양신도비 왕궁면 화곡1길 53-15 1998. 1. 9 1기 8,949.1㎡

164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익산대로460
(원광대학교중앙도서관) 1998. 11. 27 1책

176 남궁찬묘 석상 성당면 목사동길 48 1999. 11. 19 2기 992.7㎡

185 원광대소장 건륭15년명감로탱화 익산대로501(원광대학교박물관) 2000. 11. 17 1점

186 원광대소장 건륭29년명감로탱화 익산대로501(원광대학교박물관) 2000. 11. 17 1점

188 숭림사 보광전 목조석가여래좌상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2001. 4. 27 1구

189 숭림사 원전지장보살좌상및권속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2001. 4. 27 25구

190 혜봉원 목조석가여래삼존상 군익로11길 29-11(혜봉원) 2001. 9. 21 2구

191 심곡사명부전지장보살좌상및권속 낭산면 장암길 113(심곡사) 2001. 9. 21 26구

192 심곡사 칠층석탑 낭산면 장암길 113 2001. 9. 21 1기 1.9㎡

219 숭림사나한전소조16 나한및권속 웅포면 백제로 495-57(숭림사) 2012. 11. 16 29구

220 고종황제어진 익산대로501(원광대학교박물관) 2013. 5. 20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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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무 형
(5)

25 익산기세배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2000. 11. 24 단 체(148명)

36 석장(석조각-김옥수) 금마면 무왕로 1884 2006. 11. 10 개 인

27 탱화장(탱화-이삼열) 익산대로17길16 2010. 5. 28 개 인

36 석장(석조각-권오달) 익산대로74길 12 2010. 11. 5 개 인

1 익산목발노래 함라면 성림1길 56
(익산목발노래보존회) 2012. 4. 27 단 체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비 고

기념물
(15) 

6 이병기선생 생가 여산면 가람1길 64-6 1973. 6. 23
안채외3
1,386.5㎡

12 미륵산성 금마면 신용리 124-1 1973. 6. 23.
1곽

177,109㎡

13 낭산산성 낭산면 낭산리 산48 1973. 6. 23
1곽

460,839㎡

14 백제토기도요지 금마면 아리랑로 373 1973. 6. 23
1곽

2,302.2㎡

61 삼세오충열사 용안면 현내로 468 1982. 8. 30 23,137.2㎡

70 금마 도토성 금마면 아리랑로 9-30 1984. 9. 22
1곽

34,961.8㎡

98 웅포리고분 웅포면 웅포리 1-12 1998. 11. 27 50,660.8㎡

99 천호산성 여산면 천호산길 76-15 1999. 4. 23 38,048.2㎡

104 사자사지 금마면 구룡길 57-125 2000. 3. 31 1,731.3㎡

105 율촌리고분군 황등면 율촌리 산41 2000. 6. 23 3,158㎡

109 성당면의 은행나무 성당면 성당로 759 2000. 11. 24 252.2㎡

112 이병기선생 생가 탱자나무 여산면 가람1길 64-8 2002. 1. 4
1주

1.0(12.6)

113 익산향교 은행나무 금마면 고도7길 11-3 2002. 1. 4
1주

3.2(79.3)

116 여산동헌 느티나무 여산면 동헌길 13 2002. 8. 3
1주

71.9(265.7)

125 여산숲정이 순교성지 여산면 여산리 295 2007. 10. 19 2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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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수 량

민 속
문화재
(2)

23 김안균 가옥 함라면 수동길 20 1986. 9. 9.
5,655.8㎡

1곽

37 이배원 가옥 함라면 천남1길 13 2012. 11. 2
2,384㎡

1곽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수 량

문화재
자 료
(14)

13 모현동부도 군익로 11길 29-11 1984. 4. 1
1기

107.7㎡

83 여산향교 대성전 여산면 여산교동길 23-2 1984. 4. 1
1곽

2,701.5㎡

85 함열향교 대성전 함라면 함라교동길 27-4 1984. 4. 1
1곽

4,290.2㎡

86 용안향교 대성전 용안면 용안교동1길 34-11 1984. 4. 1
1곽

3,664㎡

87 심곡사 대웅전 낭산면 장암길 113 1984. 4. 1
1동

192.2㎡

88 남원사 미륵전 여산면 서촌1길 34-3 1984. 4. 1
1동

1,154.7㎡

89 문수사 대웅전 여산면 천호산길 140 1984. 4. 1

1986. 9. 8

1동
3,325.2㎡

1동
3,325.2㎡

121 조해 가옥 함라면 수동길 8

135 유계신도비 및 남원윤씨절행정판 성당면 상중와길 74-88 1990. 6. 30
1기

714.6㎡

143 미륵사지 석등 하대석 금마면 기양리 71-7, 95-1 1999. 4. 23
2기
3.9㎡

148 소자파묘비 왕궁면 용화리 산33 1999. 7. 9
1기
3.4㎡

152 심곡사 목조삼존불상 낭산면 장암길 113(심곡사) 2000. 3. 31 3구

173 어래산성 웅포면 입점리 산136-1 2000. 12. 29
일원

31,899.7㎡

179 두동교회 구 본당 성당면 두동길 17-1 2002. 4. 6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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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수 량

등 록
문화재
(9)

178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교사 고봉로 79 2005. 6. 18 1동

179 원불교 익산성지 익산대로 501 2005. 6. 18 8동,석물 2기

180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고중앙로 22-253 2005. 6. 18 1동

181 익산구익옥수리조합사무실및창고 평동로1길 28-4 2005. 6. 18 2동

209 익산주현동구일본인(대교)농장사무실 중앙로 4길 59 2005. 11. 11 1동

210 익산 춘포역사 춘포면 춘포1길 17-1 2005. 11. 11 2동

211 익산춘포리구일본인(세천)농장가옥 춘포면 춘포4길 48 2005. 11. 11 1동

263 함라마을 옛담장 함라면 수동길 8 외 2006. 6. 19 1,500m

646
백용성 역 한 본『신역대장경』
(금강경강의)

익산대로460
(원광대학교중앙도서관)

2014. 12. 26 15.4×22.5㎝

문화재
종 별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지정년월일 수 량

향 토
유 적
(13)

1 등동유적 궁동로 57( 등동) 2002. 5. 30 1,460㎡

3 자명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 용안면 을동길 76-12 2002. 5. 30 1구

4 아석정 금마면 아리랑로 9-34 2002. 5. 30 1동

5 수덕정 여산면 태성1길 199 2002. 5. 30 1동

6 학현산성 왕궁면 동용리 산53 일원 2002. 5. 30 1곽

7 여산척화비 여산면 동헌길 13 2002. 5. 30 1기

8 용화산성 금마면 도천2길 35-108 2002. 12. 14 1곽 252,385㎡

9 문수사 목조여래좌상 여산면 천호산길 140 2002. 12. 14 1기

11 김육불망비 함라면 천남 1길 13 2002. 12. 14 1기

12 남중동 오층석탑 익산대로24길 8-5 2003. 11. 19 1기

13 혜봉원 목조보살입상 군익로11길 29-11 2004. 11. 30 1기

14 간재선생유적 삼기면 기산리 산3, 77-1 2014. 4. 15 묘역1곽, 현산재1동

15 화암서원 금마면 미륵산길 145 2014. 4. 15 1곽

《익산시향토유적 》



1980

1970

익산 문화재발굴 연표

1965 미륵사지 석등 발견
1966 미륵사지 건물지
1966 왕궁리 오층석탑 해체복원

1980 미륵사지(1차)
1980 보덕성(익산토성)
1984 오금산성
1985 미륵사지(2차)
1986 웅포리 백제고분군
1986 입점리 고분
1987 신용리 백제토기요지
1989 연동리사지
1989 왕궁리 유적(1차)

1913 미륵사지 석탑 및 주변 석재 조사
1915 미륵서지 석탑 실측 및 보수
1916 익산 대왕릉·소왕릉
1917 미륵사지 재조사

1974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
1975 미륵사지 동탑지(2차)
1976 왕궁평

1910



1990

2000

2010

1990 미륵사지(3차)
1990 미륵산성 동문지
1991 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
1991 저토성
1993 사자암
1993 이리 부송동 유적
1993 제석사지
1994 왕궁리 유적(2차)
1994 성남리 고분군
1995 등동 유적
1997 오금사지
1997 신동리 유적
1998 율촌리 분구묘
1998 입점리 백제고분군
1999 왕궁리 유적(3차)
1999 화산리 신덕 유적

2000 미륵사지 서탑 주변
2000 모현동 유적
2000 신동 유적
2001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2001 웅포 곰개나루
2001 간촌리 유적
2002 신목리 유적
2002 함열리 유적
2002 원수리 유적
2002 웅포 관광단지 백제고분군
2002 신막 유적
2002 장신리 유적
2002 사덕 유적
2003 부송2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
2003 쌍릉
2003 제석사 폐기장(1차)
2004 제석사 폐기장(2차)
2004 왕궁리 유적(16차)
2004 미륵산성
2004 웅포리 유적Ⅰ
2004 천동지구
2005 왕궁리 유적(17차)
2005 낭산산성 남문지
2005 배산 유적
2005 송학동 유적
2006 왕궁리 유적(18차)
2006 미륵사지
2006 팔봉동 유적
2006 부송동 242-73 유적
2006 장신리 유적

2007 왕궁리 유적(19차)
2007 광암리 유적
2007 모현동2가 유적
2007 광암리 유적
2007 웅포리 유적 Ⅱ
2007 와리 유적
2007 부송동 부평 유적
2007 황등리 유적
2007 제석사지(1차)
2008 왕궁리 유적(20차)
2008 동용리 유적
2008 서두리 유적
2008 부평 유적
2008 제석사지(2차)
2008 다송리 상마 유적
2009 왕궁리 유적(21차)
2009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2009 모현동 유적
2009 기산리 유적
2009 부송동 토취장부지
2009 석왕동 유적
2009 쌍정리 구석기 유적
2009 오룡리 유적
2009 구평리, 연동리, 용기리 유적

2010 왕궁리 유적(22차)
2010 팔봉근린공원 조성부지
2010 삼담리 유적
2010 계문동 유적
2010 서두리2, 보삼리 유적
2010 서두리1, 율촌리, 신용동, 모현동 유적
2010 장선리, 어량리 유적
2010 용기리 유적
2010 신작리 유적
2011 왕궁리 유적(23차)
2011 송학리 유적
2011 연동리 유적
2011 월성동 유적
2011 금성 유적
2011 용기리 유적
2011 제석사지(3차)
2012 왕궁리 유적(24차)
2012 신용리 갓점 유적
2012 와리 정동 유적
2013 마산 유적
2013 무형리포변, 어량리중발, 삼담리상북지유적
2015 미륵산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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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목록
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1913 미륵사지 석탑 백제 미륵사지 석탑 및 주변 석재 조사 關野貞

1915 미륵사지 석탑 백제 미륵사지 석탑 실측 및 보수 조선총독부

1916 익산 대왕릉·소왕릉 백제 대왕릉·소왕릉 발굴조사 今西龍 『大正괯年度 古蹟調査報告』(1920)

1917 미륵사지 석탑 백제 미륵사지 석탑 재조사 關野貞

1965 미륵사지 석등 백제 동탑지 남쪽 발굴조사 黃壽永
『百濟 彌겇寺址出土 石燈資料』
(1965)

1966 미륵사지 백제 서탑주변 노출 초석건물지 긴급조사 洪思俊
『百濟 彌겇寺址 發掘作業겫報』
(1966)

1966
왕궁리 오층석탑 해체
복원

백제
해체복원공사시 금강경판을 비롯한
사리장엄구 발견

黃壽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유
물』(1966)

1974 미륵사지 석탑 백제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조
사 보고서』(1974)

1975 미륵사지 동탑지 백제 미륵사지 동탑지 2차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미륵사지 동탑지 2차 발굴조사
보고서』(1975)

1976 왕궁리 유적 백제 왕궁평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왕궁평 발굴조사 약보고서』
(1977)

1980 미륵사지 백제
1차 발굴조사-동탑지·서탑 당간지
주 주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彌겇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1989)

1980 보덕성(익산토성) 삼국 익산 토성문지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보덕성 발굴조사 약보고』(1981)

1984 오금산성 삼국 익산토성 2차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오금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1985)

1985 미륵사지
백제

~조선
2차 발굴조사-사역 외곽 북서편지
역 발굴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彌겇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1996)

1986 웅포리 백제고분군 삼국 익산 웅포리 폐고분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웅포리 백제고분군 발굴조
사 보고서』(1988)

1986 입점리 고분군 백제
두 차례의 매장문화재 신고를 통해
8기의 고분 발굴조사

문화재연구소
『익산 입점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989)

1987 신용리 백제토기요지 백제 토기가마 2기 발굴조사 전주시립박물관(전 래)
『익산 신용리 백제토기요지』
(1987)

1989 연동리사지
백제

~통일신라
보호각 철거에 따른 석불좌상 주변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백제연동리사지 조사연구』
(1990)

1989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1차 발굴조사-오층석탑 주변 및 사
역, 동·서 남편 일대

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유적 발굴중간보고』
(1992)

1990 미륵사지
백제

~조선
3차 발굴조사-사역 외곽 북·서편
지역, 승방지, 강당지, 와요지 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彌겇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1996)

1990 미륵산성
통일신라
~조선

미륵산성 동문지 주변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미륵산성 동문지 주변 발굴
조사 보고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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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1991 미륵사지 백제
미륵사지 동탑지 기단 및 하부 발굴
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동탑지 기단 및 하부조
사보고서』(1992)

1991 저토성
삼국

~통일신라
익산 저토성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저토성 시굴조사보고서』
(2001)

1993 사자암
백제~
조선

사자암 발굴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자암』(1994)

1993 이리 부송동 유적 청동기
부송동 택지개발지구내 긴급발굴조
사, 주거지 등 생활유적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리 부송동 유적』(2000)

1993 제석사지
삼국

~통일신라
사역 중심부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제석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1994)

1994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차 발굴조사-오층석탑 주변 및
동·남·북편 성벽 모서리지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조사 중간보고Ⅱ』
(1997),『왕궁리 유적 발굴중간
보고Ⅲ』(2001)

1994 성남리 고분군 백제
백제 말기에 해당하는 28기의 고분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성남리 백제고분군』(1997)

1995 등동 유적
청동기
~고려

등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문화유
적 발굴조사,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등동 유적』(2000)

1997 오금사지 시대미상 익산 오금사지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오금사지』(2000)

1997 신동리 유적
초기철기
~조선

신동리 간이골프장 시설부지 내 문
화유적 발굴조사, 백제 대형건물지
및 다양한 시기의 생활유적, 분묘
유적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동리 유적-5·6·7지구-』
(2005), 『익산 신동리 유적-1·2·
3지구-』(2006)

1998 율촌리 분구묘
청동기
~원삼국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다양한 유형
의 분묘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율촌리 분구묘』(2002)

1998 입점리 백제고분군 백제 석축묘, 옹관묘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입점리 백제고분군』(2001)

1999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3차 발굴조사-서성벽 및 서북벽 성
내부 일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유적 발굴중간보고Ⅲ』
(2001), 『익산 왕궁리 발굴중간
보고Ⅳ』(2002), 『왕궁리 발굴중간
보고Ⅴ』(2006)

1999 화산리 신덕 유적
청동기
~삼국

옹관묘, 석관묘, 토광묘, 수혈 발견 국립전주박물관 『익산 화산리 신덕유적』(2002)

2000 미륵사지
백제

~조선
서탑 주변 발굴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서탑 주변 발굴조사 보
고서』(2001)

2000 모현동 유적
청동기,
시대미상

모현동 농가창고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모현동 유적』(2004)

2000 신동 유적
원삼국
~조선

익산보건소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
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동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
고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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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장신리 유적 원삼국 익산-서수간 도로공사 내 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장신리 유적』(2002)

2003 사덕 유적 삼국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내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사덕 유적Ⅰ·Ⅱ』(2007)

2003 부송동 유적 구석기
익산 부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구내 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부송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지구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4)

2003 익산 쌍릉 삼국
익산 쌍릉 정비지역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쌍릉 정비지역내 시굴조사
약보고서』(2004)

2003 제석사 폐기장 백제 제석사 폐기장 1차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왕궁리 전 와요지(제석사
폐기장) 시굴조사 보고서』(2006)

2004 제석사 폐기장 백제 제석사 폐기장 2차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왕궁리 전 와요지(제석사
폐기장) 시굴조사 보고서』(2006)

2004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16차 발굴조사-오층석탑 주변, 
서북편 일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Ⅴ』(2006),
『왕궁리 발굴조사보고서Ⅵ』
(2008),『왕궁리유적 발굴중간
보고Ⅶ』(2010)

2004 미륵산성
통일신라
~조선

미륵산성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미륵산성』(2008)

2004 웅포리 유적
청동기
~원삼국

익산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지역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웅포리 유적Ⅰ』(2008)

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2002 함열리 유적 고려
군장산업단지 진입로(군산-대전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할석무지, 폐기장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함열리 유적』(2005)

2002 원수리 유적
청동기
~조선

금마-연무대간 도로공사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원수리 유적』(2004)

2002 웅포 관광단지
청동기
~조선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
유적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웅포관광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2003)

2002 웅포 관광단지 백제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
유적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웅포관광단지 조성부지내
백제고분군 시굴조사 보고서』
(2004)

2002 신막 유적 구석기
익산 농산물유통 및 가공단지 신축부
지내 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신막 유적』(2002)

2001 미륵사지
백제

~조선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Ⅰ』
(2003)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
고서Ⅱ』(2004), 『미륵사지석탑해
체조사보고서Ⅲ』(2005)

2001 웅포 곰개나루
청동기
~조선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 옹관묘 및 토광묘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웅포곰개나루 관광지 문화
재 시굴조사 보고서』(2002)

2001 간촌리 유적 삼국
하나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주구묘, 옹관묘, 토광묘 발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간촌리 유적』(2002)

2002 신목리 유적 삼국
군장산업단지 진입로(군산-대전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옹
관묘, 수혈 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목리 유적』(2005)



2004 천동리 유적
구석기
~원삼국

익산 천동지구 경지정리 예정지역
내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박물관
『익산 천동지구 시굴조사 보고서』
(2006)

2005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17차 발굴조사-오층석탑 주변, 동성
벽 일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조사보고서Ⅵ』
(2008), 『왕궁리유적 발굴중간보
고Ⅶ』(2010),『익산 왕궁리Ⅷ』
(2012)

2005 낭산산성
백제

~조선
익산 낭산산성 남문지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낭산산성』(2008)

2005 배산 유적 삼국
익산 배산체육공원 조성부지내 발굴
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배산 유적』(2007)

2005 송학동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송학동 국민임대주택부지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송학동 유적』(2008)

2006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18차 발굴조사-수레바퀴자국 및
정원 주변지역, 오층석탑 주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조사보고서Ⅵ』(2008),
『왕궁리유적 발굴중간보고Ⅶ』
(2010), 『익산 왕궁리Ⅷ』(2012)

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2006 미륵사지 삼국
미륵사지 강당지 북편 배수로 정비
구간 내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미륵사지』(2008)

2006 팔봉동 유적
청동기
~삼국

익산 1종공인육상보조경기장부지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팔봉동 유적』(2008)

2006 부송동242-73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부송동 동도미소드림아파트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부송동242-73 유적』(2009)

2006 장신리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장신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부
지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장신리 유적-고려~조선-』
(2010)

2007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19차 발굴조사-정원 북편지역, 
서성벽 중앙부 내측지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유적 발굴중간보고Ⅶ』
(2010),『익산 왕궁리Ⅷ』(2012)

2007 광암리 유적
청동기
~조선

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제2지역) 구간 내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광암리 유적』(2009)

2007 모현동2가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배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발굴
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모현동2가 유적Ⅰ·Ⅱ』
(2011)

2007 광암리 유적
삼국

~조선
익산 왕궁농공단지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광암리 유적』(2009)

2007 웅포리 유적 Ⅱ
신석기
~백제

익산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지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지
역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7)

2007 와리 유적
청동기
~삼국

함열체육공원 조성부지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와리 유적』(2008)

2007 부송동 부평 유적
원삼국
~조선

익산 환경자원관리시설부지 내 발굴
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부송동 부평 유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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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황등리 유적
삼국

~조선
익산 황등리 채석장 확장부지내 발굴
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황등리 유적』(2009)

2007 제석사지
백제

~고려
1차 발굴조사-사역 중심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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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구평리, 연동리, 용기
리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2지
구)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구평리Ⅰ·Ⅱ·Ⅲ, 연동리
Ⅰ, 용기리Ⅰ·Ⅱ유적』(2013)

2010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2차 발굴조사-정원 북편 구릉
정상부지역, 동성벽 중앙부 지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왕궁리Ⅷ』(2012),『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Ⅸ』(2013)

2010 부송도서관 부지 삼국
익산 팔봉근린공원 조성부지내(부송
도서관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팔봉근린공원 조성부지내(부
송도서관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2010)

2010 삼담리 유적 삼국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부지(익산 삼담
리 유물산포지 1)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삼담리 유적』(2012)

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2009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1차 발굴조사-정원 북편 구릉
정상부지역, 동성벽 중앙부 지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왕궁리Ⅷ』(2012),『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Ⅸ』(2013)

2009 미륵사지 삼국
석탑 1층 기단부 해체 작업 중 사리
봉 기 및 사리장엄구 출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2009 모현동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모현동 교회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모현동 유적』(2011)

2009 기산리 유적
원삼국
~조선

익산 백제로 건설공사 2차 구간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기산리 유적』(2012)

2009 부송동 토취장부지 청동기
익산 부송동 토취장 사업부지 문화
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부송동 토취장 사업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2009)

2009 석왕동 유적
삼국

~고려
익산 쌍릉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부
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석왕동 유적』(2012)

2009 쌍정리 구석기 유적 구석기
익산 쌍정리 공장신축부지 내 문화
재 발굴조사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익산 쌍정리 구석기유적』(2012)

2009 오룡리 유적
초기철기
~조선

익산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문화
재시·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오룡리 유적』(2013)

2010 계문동 유적
초기철기
~조선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부지(익산
계문동유물산포지)내문화재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계문동 유적』(2012)

2008 다송리 상마 유적
구석기
~조선

익산 종합의료산업단지 조성사업부
지 내 발굴조사

(재)대한문화유산연구
센터

『익산 다송리 상마 유적』(2011)

2008 부평 유적
청동기
~삼국

익산 부평선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부평 유적』(2010)

2008 제석사지
백제

~고려
2차 발굴조사-사역 중심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
(2011)

2008 서두리 유적
삼국

~조선
시도 31호선(용연~서두) 도로개설
부지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서두리 유적』(2011)

2008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0차 발굴조사-정원 북편 구릉지역,
남·동벽 내·외측지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왕궁리Ⅷ』(2012),『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Ⅸ』(2013)

2008 동용리 유적
청동기
~조선

논산-전주간 도로확장구간(제1지역)
내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논산-전주간 도로확장구간(제1
지역)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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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도

유적명 시대 조사내용 조사기관(조사자) 보고서명(발간연도)

2010 서두리2, 보삼리 유적
구석기
~조선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지(익산 서두리
유물산포지 2 등 4개소)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서두리2, 보삼리 유적』(2013)

2010
서두리1, 율촌리, 신용동,
모현동 유적

청동기
~조선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지(익산 서두리
유물산포지 1 등 4개소)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서두리1, 율촌리, 신용동,
모현동 유적』(2013)

2010 장선리, 어량리 유적
청동기
~삼국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지(어량리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장선리, 어량리 유적』(2012)

2010 용기리 유적 삼국
호남고속철도 건설부지(익산 용기리
유물산포지 1)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용기리 유적』(2013)

2010 신작리 유적
삼국

~조선
호남고속철도(2-4공주 35구역)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익산 신작리 유적』(2013)

2011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3차 발굴조사-후원 역 및 동성벽
일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왕궁리Ⅷ』(2012),『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Ⅸ』(2013)

2011 송학리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송학지역 주택조합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익산 송학리 유적』(2014)

2011 연동리 유적 삼국
익산 연동리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공사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연동리 유적』(2013)

2011 월성동 유적
원삼국
~조선

익산 전북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진입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월성동 유적』(2013)

2011 금성 유적
고려

~조선
함열 용성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금성 유적』(2013)

2011 용기리 유적 삼국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익산 용기리
유물산포지 2 등 3개소) 내 문화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용기리 유적』(2013)

2011 제석사지
백제

~고려
3차 발굴조사-사역 중심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Ⅱ』
(2013)

2012 왕궁리 유적
삼국

~고려
24차 발굴조사-후원 역 및 동성벽
일부, 남·동벽 모서리 문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궁리 발굴중간보고Ⅸ』(2013)

2012 신용리 갓점 유적
신석기
~조선

익산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용리 갓점 유적』(2014)

2012 와리 정동 유적
청동기
~조선

함열 돌숲공원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와리 정동 유적』(2014)

2013 마산 유적
청동기
~삼국

익산 하림공장 증축사업부지내 문화
재 발굴조사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익산 하림공장 증축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2014)

2013
~

2014

무형리 포변, 어량리
중발, 삼담리 상북지
유적

청동기
~조선

익산 일반산업단지 집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일반산업단지 집입도로 개설
공사부지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

2015 미륵산성
통일신라
~조선

미륵산성 정상부 주변(추정 장대터)
및 치성 시·발굴조사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미륵산성 -정상부 주변
(추정 장대터) 및 치성- 문화재
시·발굴조사약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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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미륵사지석탑(1997)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02

미륵사지석탑동쪽입면도(1915)

국립중앙박물관

003

미륵사지석탑(1910)

국립중앙박물관

004

미륵사지석탑(1917)

국립중앙박물관

005

미륵사지석탑(197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06

미륵사지석탑(1973)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07

미륵사지석탑해체전(1997)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08

미륵사지석탑(2014)

노기환

009

석탑석축및1층해체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10

석탑해체중북서쪽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11

석탑남서쪽석인상

국립문화재연구소

012

사리장엄발견당시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13

보수정비모습

노기환

014

보수정비모습

노기환

015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안(정면)

국립문화재연구소

016

금동제사리외호·금제사리내호·사리일괄

국립문화재연구소

017

사리장엄최초노출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18

금동제사리외호수습과정

국립문화재연구소

019

사리호수습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0

금동제사리봉 기수습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1

직물수습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2

구슬수습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3

청동합수습후유리판

국립문화재연구소

024

유리판수습후사리공바닥면

국립문화재연구소

025

금동제사리외호및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026

금동제사리외호개봉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7

금제사리내호및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028

금제사리내호개봉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29

금제사리내호유물수습후

국립문화재연구소

030

유리제사리병및추정복원도

국립문화재연구소

031

사리

국립문화재연구소

032

미륵사지석탑발견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033

미륵사지석탑사리봉안추정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34

부여왕흥사지사리장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35

금동제사리봉 기

국립문화재연구소

036

청동합

국립문화재연구소

037

유리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38

청동합

국립문화재연구소

039

금제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40

금판

국립문화재연구소

041

금못장식및금판

국립문화재연구소

042

금판

국립문화재연구소

043

금못장식

국립문화재연구소

044

곡옥

국립문화재연구소

045

진주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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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진주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47

마노제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48

유리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49

유리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50

유리구슬

국립문화재연구소

051

각종금판

국립문화재연구소

052

금괴

국립문화재연구소

053

금제고리

국립문화재연구소

054

금제족집게

국립문화재연구소

055

은제관식

국립문화재연구소

056

은제관식노출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57

은제관식착용추정도

전북문화재연구원

058

도자수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59

도자

국립문화재연구소

060

직물수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61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

062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

063

왕궁리오층석탑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064

왕궁리오층석탑(1917)

국립중앙박물관

065

왕궁리오층석탑(1940)

국립중앙박물관

066

해체과정(1965)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67

해체과정(1965)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68

기단부심초석사리공(1965)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69

보수정비모습(1965)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70

보수정비모습(1965)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71

보수정비완료후모습

왕궁리유적전시관

072

사리장엄구

국립전주박물관

073

사리병·금제사리내함

국립전주박물관

074

금제사리내함

국립전주박물관

075

사리함및금강경판함(내·외함)

국립전주박물관

076

금강경판

국립전주박물관

077

사리함및금강경판함(1965년발견당시모습)

한정호·왕궁리유적전시관

078

금강경판및금강경판함(1965년발견당시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079

현재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080

과거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81

굴립주건물지(198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82

실측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83

동쪽입상

익산시

084

서쪽입상

익산시

085

공중촬 (201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086

당간지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087

갑석및지대석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088

당간지주간대

전북문화재연구원

089

충간공이숭원교지

익산시

090

현동사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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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하마비

전북문화재연구원

092

연안이씨종중문적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093

보광전

익산시

094

외부공포

익산시

095

내부닫집

전북문화재연구원

096

내부공포

전북문화재연구원

097

금동향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98

뚜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099

몸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00

다리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01

향로손잡이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02

발원문

관음사

103

관음사목조보살입상

관음사

104

후령통및복장유물

관음사

105

가진각대사증도가

관음사

106

선원제전집도서서

관음사

107

익산쌍릉공중촬 (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108

대왕릉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09

소왕릉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10

쌍릉(1917)

국립중앙박물관

111

대왕릉(1917)

국립중앙박물관

112

대왕릉현실내부에서본입구(1917)

국립중앙박물관

113

대왕릉연도입구폐쇄(1917)

국립중앙박물관

114

대왕릉현실내목관모습(1917)

국립중앙박물관

115

팔찌·반지출토모습(1917)

국립중앙박물관

116

팔찌·구슬출토모습(1917)

국립중앙박물관

117

대왕릉목관도면(1917)

국립중앙박물관

118

대왕릉목관내출토유물(1917)

국립중앙박물관

119

옥장신구

국립전주박물관

120

쌍릉출토널꾸미개

국립전주박물관

121

널못

국립전주박물관

122

대왕릉추정복원도

전북문화재연구원

123

공중촬 (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124

공중촬 (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125

정비후

전북문화재연구원

126

익산토성정비후

익산시

127

남문지(198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28

토루(土걵)와호석(護石) 접합부분주공열(198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29

발굴조사(198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0

미륵사지복원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31

삼국유사권2(三國遺事卷2) 무왕조(武王條)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32

와유록(臥遊걧)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33

미륵사지(1915)

국립중앙박물관

134

미륵사지(1910)

국립중앙박물관

135

미륵사지공중촬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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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가람배치공중촬 (200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7

동탑지발굴조사(197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8

동탑지기단(197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39

동원발굴조사(1980)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0

연꽃무늬수막새·암막새(瓦當)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1

망새(望瓦)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2

얼굴무늬수막새(人面文圓瓦當)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3

얼굴무늬기와(人面文瓦)

국립전주박물관

144

보살(塼佛片)

국립전주박물관

145

천인(金銅透彫天人像)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6

풍탁(金銅風鐸)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7

연꽃무늬서까래막새기와(綠釉곝花文椽木瓦)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48

도가니·유리판

국립전주박물관

149

연꽃무늬수막새·암막새(瓦當)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0

「대중12년미륵사」명토기조각
(「大中十二年彌겇寺」名土器片)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1

보살(靑銅菩薩頭)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2

보살(鐵製菩薩頭)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3

백자(白磁)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4

청자(靑磁)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5

백자(白磁)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6

다연(鐵製茶Б)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7

「태평흥국」이새겨진기와
(「太平興國」銘瓦)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8

각종청자(靑磁)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59

수막새·암막새(瓦當)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0

수막새·암막새(瓦當)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1

미륵사지조성과건축부재준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2

목탑건립과석탑기단조성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3

건립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4

완성된미륵사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65

초창기(1906~1907)

나바위성당

166

현재

익산시

167

초창기(1906~1907)

나바위성당

168

현재정면

익산시

169

동쪽모습

유칠선

170

측면세부

유칠선

171

십자가문양막새기와

전북문화재연구원

172

내부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173

측면서까래

전북문화재연구원

174

공중촬 (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175

김대건신부일행의나바위상륙추정도

전북문화재연구원

176

고분군공중촬

익산시

177

86-1호분연도내부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178

86-1호분연도바깥모습

국립문화재연구소

179

98-1호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80

86-1호분정비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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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금동관모(金銅冠帽)

국립전주박물관

182

관꾸미개·관드리개(金銅冠飾·金銅冠垂飾)

국립전주박물관

183

관꾸미개(金銅冠飾)

국립전주박물관

184

관문양도

전북문화재연구원

185

금동신발(金銅飾履) 

국립전주박물관

186

말띠드리개(銀箔鐵製杏곸)

국립전주박물관

187

재갈(銀箔鐵製馬銜)

국립전주박물관

188

발걸이(鐵製— 子)

국립전주박물관

189

네귀달린청자항아리(靑磁四耳壺)

국립전주박물관

190

화살통꾸미개(箭筒裝飾)

국립전주박물관

191

굽달린곧은목항아리·곧은목단지·

짧은목단지(臺附直口壺·直口小壺·短頸壺)

국립전주박물관

192

목걸이·귀걸이(頸飾·金銅製耳飾)

국립전주박물관

193

목탑지판축상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4

가람배치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5

제석사지(공중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6

목탑지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7

목탑지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8

금당지(공중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

심초석

익산시

200

「제석사」명기와(「帝釋寺」銘瓦)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

연꽃무늬수막새(瓦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

연꽃무늬수막새(瓦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3

연꽃무늬암막새(瓦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4

제석사폐기장시굴조사모습

원광대학교 박물관

205

N1E1 남북갱(1) 발굴모습

원광대학교 박물관

206

N1E1 남북갱(1) 출토소조상

원광대학교 박물관

207

N1E1 남북갱(1) 출토소조상

원광대학교 박물관

208

N1E1 남북갱(1) 출토소조상

원광대학교 박물관

209

출토유물

국립부여박물관

210

왕궁리유적전경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211

왕궁리유적(공중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12

왕궁리유적건물배치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13

왕궁리모습(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214

왕궁리모습(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215

남성벽실측모습(197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16

발굴조사모습(197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17

궁성중심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18

건물지22 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19

건물지1 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0

동서석축1 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1

동성벽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2

궁성동성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3

궁성동성벽세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4

「수부(首府)」도장을찍은기와
(「首府」銘印章瓦)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5

청자연꽃무늬단지조각(靑磁곝瓣文樽片)

국립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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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공연모습

이리농악보존회

257

악보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58

악기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59

공연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260

공연모습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61

공연모습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62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이리율림계)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263

삼존석불

익산시

264

대웅전

익산시

265

숭림사

익산시

266

청동은입인동문향로

숭림사

267

은입인동문

숭림사

268

망모당

전북문화재연구원

269

망모당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270

망모당정면
전북문화재연구원

226

녹유항아리(綠釉壺)

국립전주박물관

227

도장을찍은기와(印章瓦)

국립전주박물관

228

연통뚜껑(煙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29

전달린토기(有顎土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0

연꽃무늬수막새·

바람개비무늬수막새(瓦當)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1

「왕궁사」가새겨진기와(「王宮寺」銘瓦)

국립전주박물관

232

「대관궁사」가새겨진기와(「大官宮寺」銘瓦)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3

「관궁사」가새겨진기와(「官宮寺」銘瓦)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4

수막새·암막새(瓦當)

왕궁리유적전시관

235

정원석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6

정원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7

정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8

후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39

공방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0

공방소토구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1

각종도가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2

도가니와각종금장신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3

화장실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4

화장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5

화장실배수시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6

뒤처리용나무막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47

입구안내판

전북문화재연구원

248

석순

문화재청

249

세부

문화재청

250

종유석

문화재청

251

종유석

문화재청

252

이리농악복원도

전북문화재연구원

253

공연모습

이리농악보존회

254

공연모습

이리농악보존회

255

공연모습

이리농악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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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편액

진천송씨문중·국립전주박물관

272

정문

익산시

273

대성전

익산시

274

익산향교

익산시

275

명륜당

익산시

276

여산동헌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277

여산동헌정면

익산시

278

서까래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279

여산척화비

전북문화재연구원

280

함벽정정면

전북문화재연구원

281

함벽정측면

익산시

282

함벽정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283

처마·난간·활주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284

소세양신도비

전북문화재연구원

285

소세양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86

이수(년首)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87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익산시

288

남궁찬묘석상

전북문화재연구원

289

왼쪽석상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290

남궁찬묘효자비

전북문화재연구원

291

오른쪽석상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292

원광대소장건륭15년명감로탱화

원광대학교 박물관

293

원광대소장건륭29년명감로탱화

원광대학교 박물관

294

보광전

전북문화재연구원

295

닫집

전북문화재연구원

296

후불탱화

전북문화재연구원

297

목조석가여래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298

원전

전북문화재연구원

299

지장보살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300

시왕

전북문화재연구원

301

시왕및권속

전북문화재연구원

302

불이정사

전북문화재연구원

303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최윤숙

304

보현보살좌상

최윤숙

305

석가여래좌상

최윤숙

306

문수보살좌상

최윤숙

307

명부전

전북문화재연구원

308

지장보살좌상및시왕

전북문화재연구원

309

시왕과동자

문화재청

310

시왕과동자

문화재청

311

소조석가모니상과아난존자상·가섭존자상

전북문화재연구원

312

나한상

전북문화재연구원

313

나한상

전북문화재연구원

314

나한상

전북문화재연구원

315

대웅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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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칠층석탑

익산시

317

지대석제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18

불감발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19

유물수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20

중대석사리장엄발견모습

익산시

321

지대석불감발견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22

중대석발견사리장엄일괄

심곡사

323

금동불입상(앞·뒤)

심곡사

324

금동불입상(앞·뒤)

심곡사

325

지대석발견불감과불상

심곡사

326

지대석발견불감과불상

심곡사

327

지대석발견불감과불상

심곡사

328

아미타설법도

심곡사

329

불감여닫이문(금강역사상)

심곡사

330

아미타삼존불

심곡사

331

부처와보살

심곡사

332

아미타불좌상

심곡사

333

아미타불좌상복장유물

전북문화재연구원

334

고종황제어진

원광대학교 박물관

335

익산목발노래

익산시

336

익산기세배

익산문화재단

337

익산기세배

익산문화재단

338

익산기세배

익산문화재단

339

시연모습

이삼열

340

시연모습

이삼열

341

신중탱화

이삼열

342

칠성탱화

이삼열

343

독성탱화

이삼열

344

작업모습

김옥수

345

작업모습

김옥수

346

작업모습

김옥수

347

작업모습

권오달

348

작업모습

권오달

349

작품모습

권오달

350

이병기선생생가수우재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351

정사진

전북문화재연구원

352

동상및시비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353

난초시비

전북문화재연구원

354

수우재

전북문화재연구원

355

미륵산성남문지및성벽모습

익산시

356

미륵산성(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357

동문지발굴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58

동문지옹성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59

동문지남편계단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60

건물지발굴모습

원광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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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동쪽성외벽

전북문화재연구원

362

남문지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363

남문지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364

남문지출토유물

전북문화재연구원

365

도요지(198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66

현재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67

현재모습

익산시

368

수습유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69

삼세오충열사

전북문화재연구원

370

정

전북문화재연구원

371

정려

전북문화재연구원

372

정려내부현판

전북문화재연구원

373

공중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4

성벽외곽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5

성벽및배수시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6

성벽및외벽주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7

웅포리고분군공중촬 (2007)

전북문화재연구원

378

86-20호분(198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9

Ⅰ-27호분(2007)

전북문화재연구원

380

92-7호분출토유물

국립전주박물관

381

서성벽

익산시

382

서성벽

김승재

383

서성벽출수구

김승재

384

북성벽

김승재

385

사자사모습

익산시

386

법당터조사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87

제2·3석축조사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88

법당터조사모습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89

‘지치2년사자사조와’명암막새(고려시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390

5호분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91

2호분옹관및석관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92

5호분1호옹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93

2호분3호옹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94

성당면의은행나무

전북문화재연구원

395

이병기선생생가탱자나무

전북문화재연구원

396

익산향교은행나무

익산향교

397

여산동헌느티나무

전북문화재연구원

398

여산숲정이순교성지

전북문화재연구원

399

여산숲정이

전북문화재연구원

400

순교장면추정복원도

전북문화재연구원

401

백지사터

전북문화재연구원

402

김안균가옥(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403

이배원가옥(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404

조해 가옥(2015)

전북문화재연구원

405

모현동부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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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모현동부도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07

모현동부도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08

여산향교

유칠선

409

대성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10

명륜당

유칠선

411

서무

전북문화재연구원

412

홍살문

전북문화재연구원

413

대성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14

명륜당

전북문화재연구원

415

소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16

홍살문

전북문화재연구원

417

용안향교

전북문화재연구원

418

대성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19

전사재

전북문화재연구원

420

심곡사대웅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21

남원사

전북문화재연구원

422

미륵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23

석불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24

대웅전(현삼성각)

전북문화재연구원

425

대웅전(현삼성각) 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26

내부천장벽화

전북문화재연구원

427

내부천장벽화

전북문화재연구원

428

유계신도비

전북문화재연구원

429

유계신도비전각

전북문화재연구원

430

남원윤씨절행정판

전북문화재연구원

431

중원석등하대석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432

동원석등하대석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433

소자파묘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434

이수(년首)

전북문화재연구원

435

기단

전북문화재연구원

436

대웅전

익산시

437

목조삼존불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38

지장보살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39

아미타여래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40

관음보살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41

어래산성모습

조명일

442

북성벽

조명일

443

남성벽

조명일

444

남성벽

조명일

445

두동교회구본당

익산시

446

교회학교(1940)

두동교회

447

바깥모습

익산시

448

내부모습

두동교회

449

내부모습

두동교회

450

두동교회설교모습추정도

전북문화재연구원



298 | 익산문화유산대관

도판·도면목록

451

원불교익산성지

전북문화재연구원

452

모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53

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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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공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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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구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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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청하원

전북문화재연구원

457

금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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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종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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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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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재연구원

460

소태산대종사성비

전북문화재연구원

461

정산종사성탑

전북문화재연구원

462

대각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63

1930년대모습

익산문화재단

464

축산과교사

전북문화재연구원

465

축산과교사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66

축산과교수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67

전경

유칠선

468

코스코장식

전북문화재연구원

469

창문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70

정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71

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72

세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73

창고

전북문화재연구원

474

정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75

측면

익산시

476

철길에서바라본역사

유칠선

477

철길에서바라본역사

유칠선

478

광장에서바라본역사

전북문화재연구원

479

광장에서바라본역사

전북문화재연구원

480

정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81

측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82

2층

전북문화재연구원

483

벽면

전북문화재연구원

484

함라마을옛담장

익산시

485

함라마을옛담장

전북문화재연구원

486

함라마을옛담장

전북문화재연구원

487

함라마을옛담장

전북문화재연구원

488

백용성역한 본『신역대장경』

(금강경강의)

익산시

489

발굴후모습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490

장방형주거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491

원형주거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492

출토유물

국립전주박물관

493

대웅전

전북문화재연구원

494

대웅전내부

전북문화재연구원

495

목조여래삼존상

전북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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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목조여래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497

아석정

익산시

498

아석정

익산시

499

현판및기둥·난간

익산시

500

옆모습

익산시

501

정면(동-서)

전북문화재연구원

502

측면(북-남)

전북문화재연구원

503

편액

전북문화재연구원

504

현판

전북문화재연구원

505

성벽

김승재

506

성벽

김승재

507

성벽

김승재

508

성벽

김승재

509

여산척화비

전북문화재연구원

510

주성서성벽

김선기

511

부성동쪽성벽

전북문화재연구원

512

주성서쪽성벽

전북문화재연구원

513

부성남성벽

전북문화재연구원

514

극락전

전북문화재연구원

515

목조삼존상

전북문화재연구원

516

문수보살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517

아미타여래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518

관음보살좌상

전북문화재연구원

519

김육불망비

전북문화재연구원

520

남중동오층석탑

전북문화재연구원

521

혜봉원목조보살입상

최윤숙

522

불이정사

전북문화재연구원

523

재실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524

재실모습

전북문화재연구원

525

간재선생묘

전북문화재연구원

526

화암서원

전북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유적 사진자료는 국립전주박물관·대한
문화재연구원·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
소·원광대학교 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전라
문화유산연구원·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사진자
료를 협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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