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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구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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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遺産 百濟歷史遺蹟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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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주·부여의 백제문화유산은 
그 탁월성과 국제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었다.



세계가 인정한 백제문화유산의 국제성과 탁월성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는 2015년 7월 8일, 독일의 본(Bonn)에서 열린 제39차 세

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475년부터 660년까지의 웅진 사비기의 백제 도성 유적 8개소가 세계유산이 되었다. 공

주의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정림사지·부여나성·능산리 고분군, 익산

의 왕궁리유적·미륵사지가 바로 그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10개 항목 중 (ii), (iii)이 충족된다고 인정받았다. 

(ii)의 경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

국들 사이에 진행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주었다. 

(iii)의 경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수도의 입지 선정을 통해 백제의 역사, 불교 사찰을 통해 백제의 

내세관과 종교,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를 통해 백제의 독특한 건축기술,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

의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사라져간 백제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특출한 증거라고 보았다. 

위의 설명에서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닌 국제성과 탁월성이 세계유산적 가치로 인정받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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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유산, 백제문화의 가치를 드러내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1400여 년 전 백제의 왕궁과 

산성, 사지, 왕릉 등 왕도로서의 특징과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주의 유산,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475년 웅진 천도 이후 538년 사비로 천도하기까지 63년 피

난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송산리 고분군에 속해 있는 무령왕릉은 삼국

시대의 왕릉 중 유일하게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고분으로서, 1971년 처녀분으로 발견되어 중국 남조와 

실시간 교류하며 문화를 받아들였던 백제 문화의 새로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부여의 유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은 백제가 웅진기의 침체

를 극복하고 천도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중국, 일본과 교류하며 중국의 선진문물

을 백제화하여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는 동아시아 문화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백제 사비기

의 역사문화를 잘 보여주는 유산이다. 1993년 백제 왕실의 원찰이었던 능산리 사지에서 발견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는 사비시기 백제문화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익산의 유산, 왕궁리유적(백제왕궁)과 미륵사지는 지난 40여 년 간의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지하

공주 공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관북리 유적(대형건물지)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유적

익산 미륵사지

에 감춰져 있던 백제 왕도문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백제가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떠한 고대국가였는지를 문화유산으로 말해주는 곳이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단일 문화재로서

는 최장 기간의 체계적인 수리를 거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수리과정

을 거치면서, 1400여 년 전의 백제 건축기술의 수준과 21세기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 수리의 수준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산이다.    

문화유산 보존에 쏟은 노력을 인정받다

특히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등의 효과적인 법적 보호체계, 보존 정책을 비롯하여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로 유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익산·공주·부여지역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고도주민협의회의 지역주민 활동도 가산점을 받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로 고고유적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산의 성격을 밝혀내기 위

한 그간의 노력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

재 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들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라고 한다면,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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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유산,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는 익산시 동남쪽, 미륵산과 용화산 

자락 남쪽의 금마면과 왕궁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금마 왕궁면 일원은 백제 

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권역이다. 이러한 점은 익산지역의 문화유산 분포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인 점이다. 

익산의 지정문화재는 2018년 현재 총 102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국보 3건, 보물 10건, 사적 7

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무형문화재 2건 등 총 23건이며,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7건, 기념물 

15건, 민속문화재 2건, 무형문화재 6건, 문화재자료 14건 등 총 54건, 등록문화재 9건, 향토유적 16건

이다. 이 가운데 문화재자료인 제143호 미륵사지 석등하대석을 제외한다면, 세계유산이 된 왕궁리유

적과 미륵사지 내의 문화유산 8건이 국보나 보물, 사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익산문화의 중심, 백제왕도문화

문화유산의 범위를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시대별 분포 특징

을 분석해 본다면,  

익산의 문화유산은 백제시대의 유산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102건 중 미륵사지 석탑 등 

국보 2건, 연동리 석불좌상 등 보물 2건, 익산 쌍릉 등 사적 6건을 비롯하여, 지방유형문화재 1건, 지방

기념물 7건, 문화재자료 2건, 향토유적 2건 등 22건이 백제시대에 조성된 유산이다. 지정문화재 102건 

중 20%가 백제 문화재이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로 범위를 좁혀 보면 23건 중 반절에 가까운 10건의 

유산이 백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계를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해 보아도 백제 문화유산에 집중되는 

특징은 그대로 나타난다.(2006년도 기준 609건의 분포 유적 가운데 106건이 백제유산임) 

백제왕도유산의 핵심, 금마면과 왕궁면

지정문화재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특징은 공간적으로도 나타나는데, 22건의 백제 문화재 중 17건은 

익산의 동남부지역인 왕궁면과 금마면·삼기면·낭산면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백제뿐 아니라 통일신

라나 고려, 조선까지를 통합해서 본다면, 102건의 지정문화재 중 38건이 이들 네 곳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유적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서도 드러나는데, 609건의 

문화유적 중 235건이 이들 네 곳에 분포

하고 있다. 

결국, 익산 문화유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적으로는 백제 문화유산이, 공간적

으로는 금마·왕궁면에 집중분포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에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익산 쌍릉과 같은 백제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면, 금마·왕궁면에 백제

문화유산이 집중분포하고 있다는 단순

한 설명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다. 즉, 지

금은 왕궁리유적에 우뚝 솟은 왕궁리 오

층석탑과 미륵사지에 솟아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2기의 당간지주, 석등 등을 제외

한다면, 백제시대의 흔적들은 매장문화

유산으로만 남아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윤

곽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유산들은 

1400년 전 백제 말기 무왕대에 조성된 <

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으로서, 금마·왕

궁면이 백제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고스

란히 보여주고 있다. 

익산, 백제왕도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다

백제왕도유산분포현황

미륵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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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부여와 더불어 함께, 국제성과 탁월성이 증명된 익산 백제왕도문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는 국제성과 탁월성에 있다. 

부여 관북리 유적의 대형건물지와 함께 익산의 왕궁리유적 대형건물지가 보여주는 와즙 건축기법

은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진행되었던 건축기술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또한 공주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과 나성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륵사지 목탑지 하부 구조에 나타나는 판

축공법은 중국의 판축공법과 다른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황토만을 사용하여 구축되는 중

국의 판축 공법과 다르게 백제에서는 점토와 마사토를 번갈아 가면서 다져올려 그 내구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발전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법은 이후 백제 유민들에 의해 

일본에 전해짐으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

의 국제성 또한 증명해 낸 것이다. 

이외에도 세계유산에는 포함되지 못했

지만, 익산 쌍릉의 석실분은 능산리 고분

군의 석실묘 등과 함께 전실묘 구조를 갖

추고 있는 중국의 능묘 구조를 받아들이

면서도 몇 차례의 변화 발전을 거치면서 

일본으로까지 전해지는 웅진 사비기 석

실묘의 국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익산의 세계유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더 나아가서는 익산 쌍릉과 

같은 백제 문화유산이 공주, 부여의 유산

과 더불어 탁월성과 국제성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익산의 백제 문화는 공주, 부여의 백제 문화와 동질성만 가지고 있을까. 혹시 차별성이 있다면 과연 어

떤 부분일까. 우선 첫째, 익산의 백제 문화는 마한 고도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는 점. 둘째, 역사

문화경관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 셋째. 발굴조사를 통해 문헌기록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공주 부여와 따로 또 같이,

마한 고도에 기반을 둔 익산 백제왕도문화

1920년에 간행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3책 <3. 마한시대>

편에는 익산 부근 지형도를 비롯하여 왕평리 전 마한 왕궁지 부근 

광경(왕궁리유적), 기준성(미륵산성), 왕묘리 쌍릉 북총과 남총 등 

익산 유적 사진이 마한시대의 자료로 소개되고 있다. 익산의 역사

문화를 마한과 연결시키려는 특징은 문헌사료에도 보인다. 『삼국

유사』  「마한」조에서는 “조선왕 준準이 좌우의 궁인을 이끌고 남쪽

으로 내려와 한韓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마한馬韓’이라 하였다.”

고 한다. 이 기록에서는 마한과 익산의 관련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

나, 『고려사』 지리지 「전라도」조에서는 “금마군金馬郡, 본래 마한국

馬韓國이다.”라고 하여 지금의 익산시 금마면이 마한국이라고 전한

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익산군을 ‘본

래 마한국’이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쌍릉이나 기준성 등의 고적은 

‘기준’이나 ‘마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기술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위에서 말한 유적들이 백제 

때 만들어진 유산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위에서 언급한 기록들

을 통해 익산은 백제뿐 아니라 마한시기에도 중요 지역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미륵사지 서탑 북쪽 입면도(국립중앙박물관, 1915)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빛을 발하다

익산 평장리유적 청동유물

각종 마한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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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시기에 익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1990년대 이후에 조사된 신동 유적, 왕궁사덕 유적, 영등동 

유적, 율촌리 분구묘, 간촌리 분구묘 등 다수의 마한 유적을 통해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특히 

왕궁사덕과 신동에서 조사된 마을 유적과 영등동·율촌리·간촌리 등의 분묘 유적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들로서, 마한 당시의 역사문화적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977년 「익산의 청동기문화」에서 김원룡교수는 익산이 ‘청동기문화의 중심권’이라는 논지를 펼쳤

다.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마한), 그 다음 철기시대(삼국시대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익산에서 밝혀진 마한시기의 고고학적 자료는 마한문화가 백제 왕

도로서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익산

의 백제문화가 공주·부여와 다른 특성이라고 여겨진다. 

조선시대 후기 유학자들은 조선 역사의 정통을 ‘기자-기준이 세운 마한’으로 보는 역사인식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 말 고종에 이르러서는 ‘대한제국’의 ‘대한大韓’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대한大韓’도 그 연장선에 있다. ‘대한大韓’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적 정통성의 근간이 

되는 마한, 그 중심지였던 ‘익산’의 마한문화는 ‘대한大韓’의 문화로 이어지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익산의 마한문화는 백제 왕도문화, 대한문화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대한

大韓’문화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익산의 백제문화가 공주, 부여와 다른 가장 큰 차별성은 바

로 마한문화가 그 기저에 깔려있다는 점이다. 

송학동 출토 유리옥 거푸집 율촌리분구묘 5호분 1호 옹관

마룡지

역사문화경관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익산 백제왕도문화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는 백제 고도 공주, 부여에 비해서 역사문화적 경관이 잘 남아있다. 

근대화를 거치면서 고도의 도심구역들은 개발의 중심에 놓일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하고 있던 고도의 역사문화 경관이 개발의 과정에서 급격하게 훼손되었다. 오늘날 공주, 부여 

뿐 아니라 신라의 고도 경주조차도 역사도시 경관이 거의 남아있지 못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 문화유산들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금마·왕궁면은 전근대시

대에는 익산군으로 행정의 중심 치소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금만평야, 익옥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산항과 가까운 이리(지금의 익산 구도심)가 철도와 근대식 도로의 개

설과 함께 신도심으로 성장하면서, 전근대시기까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던 금마·왕궁면은 상대적으

로 개발의 손길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폐합하여 익산시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리를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되고 발전해 간 것에 비해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금마 왕궁면은 문화재보호

정책의 결과, 개발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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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현상이 그 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원의 이유가 되었으나, 오늘

날 금마면과 왕궁면이 백제 왕도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과거의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게 된 점이 익산 백제 왕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 요소가 되었고, 공주·부여의 백제 유산과 차별화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형의 유산과 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연

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산과 그 주변지역까지를 고려한 ‘문화경

관(Cultural landscape)'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마 왕궁면의 훼손되지 않은 역사문화적 경관은 1400여년 전 백제 왕도의 모습

을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중요 요소가 되며, 이 점이 익산 백제 유산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에는 백제 무왕의 탄생과 결혼, 즉위, 사랑, 신앙 등 다양한 스토리

가 있다는 점이 공주·부여와의 차별성이다. 『삼국유사』 무왕조에 실린 ‘서동설화’는 1400여년을 지내

온 문학작품으로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스토

리의 바탕이 되는 미륵산과 사자사, 삼원병립의 미륵사 가람 등의 문화유산은 백제인의 상상력과 창

조적 가치관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마룡지와 서동축실지와 문헌자료에 남겨진 무왕의 탄생신화, 마

를 캐어 부모를 봉양하였다는 오금산 설화 등은 익산 백제 문화가 유형 유산으로서 만이 아니라 스토

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일치하는 익산 백제 왕도문화

익산 백제 문화유산은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일치하는 유산이다. 

문헌자료에서 매우 단편적으로만 보여주던 미륵사와 사자사, 제석사, 쌍릉, 익산토성 등의 익산 백제 

유산은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윤곽을 드러냈다.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기록이 발굴조사 결과와 정확하

게 일치함으로써, 문화유산과 문헌자료의 진정성을 한층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삼국유사』 무왕조에 실린 간단한 정보를 통해서만 그 윤곽이 그려지던 미륵사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되던 초창기에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 동탑지 발굴조사를 시작한 1974년 당시, 신문기사

에는 “동탑지에 트렌치를 넣은 발굴팀은 1개월의 발굴을 통해 유구만 남은 동탑이 지금 남아있는 서

탑과 같은 석탑石塔인지, 아니면 과거 일인학자의 주장처럼 목탑木塔이었던지를 밝히게 되며”라고 보

도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륵사의 기본 윤곽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

른 지금, 1970년대처럼 미륵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삼국유사』 무왕조의 ‘삼소창지

三所創之’ 기사가 17년간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사자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사자사師子寺’명 기와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언급한 ‘용화산 사자사師子寺’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가 일치한 사례는 왕궁리유적 동쪽 2km 지점에 있는 제석사지와 제석사 폐기유적에서도 나왔다. 제

석사지로부터 약 500m 북편에 있는 제석사 폐기유적은 발굴조사 전까지는 기와요지로 알려졌었다. 

『삼국유사』 무왕조 사자사지 출토 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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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를 거치면서 이 곳은 제석사 화재 당시의 폐기물이 묻힌 유적으로 밝혀졌다. 이 유적을 제

석사 화재 폐기유적이라고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정관 13년 기해년(639)의 제석사 화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자료 『관세음응험기』이다. 제석사지와 제석사 폐기유적, 그리고 『관세음응

험기』는 백제 무왕대의 제석사 내력을 보여주는 세트 자료이다.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해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합이 신빙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음응험기』에 실려있는 

‘백제무광왕천도 지모밀지’기사도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100년만의 재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익산 쌍릉 대왕릉의 인골 분석결과, 무덤의 피장자는 

161~170cm 키의 건장한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점 또한 『삼국사기』에서 묘사한 ‘풍채가 

훌륭한’ 무왕과 일치하고 있어서, 쌍릉 대왕릉의 피장자를 백제 제 30대 무왕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료가 단 몇 줄의 문헌기록과 일치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전모를 드러내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미륵사지와 사자사지-삼국유사, 제석사지와 제석사 폐기유적-관세음응험

기, 익산 쌍릉-삼국사기 등의 자료는 바로 그 흔치않은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온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익

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제

석사지, 익산 쌍릉 등 익산 백제 왕

도유산의 발굴조사는 모든 데이터

가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유산

이라 하더라도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명분

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익산 백제 왕도문화유산이 공주·

부여의 유산과의 차별성이다.

익산 쌍릉(무왕릉) 발굴조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8)

왕궁리유적 발굴조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제1차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조사 측량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4)

『관세음응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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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만은 않은 세계유산 등재의 길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공주·부여의 백제 유산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2011년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시 등 6개의 기관이 공주, 부여, 

익산 세 지역의 백제 유산을 통합하여 공동 등재하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4년만의 일이다. 2015년 세

계유산 등재 이후 추진되었던, <한양도성>, <한국의 서원>, <서해안 갯벌>이 연속 반려되었고, 

올해 7월에서야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감안하면 세계유산 등재 작업

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서, 백제 유산은 매우 빠른 시기에, 매우 쉽게 세계유산에 등

재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공동등재가 추진되기 이전의 백제 유산 등재 과정을 잠깐만 일별해 보면, 그 과정이 그리 간

단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백제 왕릉 중의 하나인 무령왕릉은 고대 왕릉 중에 유일하게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분묘라는 점, 그리고 중국 양나라와의 실시간의 문화교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유산을 등재신청하기 시작한 

1994년도에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 불국사, 강진도요지 등과 함께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듬해에 곧바로 종묘 등 3건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나, 무령왕릉은 2015년에 와서야  <백제역

사유적지구>의 송산리고분군에 포함되어 세계유산이 되었다. 무령왕릉과 함께 1994년 잠정목록에 

올랐던 강진도요지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

고 잠정목록에만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세계유산 등재는 오랜시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뚜벅뚜벅, 익산 백제유산 등재의 여정

세계유산학술회의(2007.12.) 세계유산학술회의(2009.4.) 왕궁리유적 현장답사(2007.12)

익산의 경우도 2011년 공주·부여와 함께 공동등재를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하여 왔다. 2006년 하반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가 <익산 역사유적지구 Iksan 

Historic Areas>라는 명칭으로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입점리고분군 등 금마 왕궁면과 웅포면에 소재한 

익산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면 9년 만의 성과이다. 

2011년, 공주·부여의 백제 문화유산과 통합하여 우선등재추진 유산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등재가 추진되었다. 2014년 1월 왕궁리유적과 미

륵사지가 포함된 8건의 백제문화유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신청되었고, 9월에는 이코모스의 현지실

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익산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작

업과 유산보존을 위한 시민참여확대 노력 등 크게 두 분야로 진행하였다. 

세계유산적 가치를 규명하라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핵심 요건은 등재추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해 내는 일이

다.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년 국내 혹은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외국 전문

가와 외국의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가치를 규명해 나가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학

술회의는 꼭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2007년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

으며, 2009년에는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과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 익산」, 2010년에

는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2011년에는 「백제 말기 익산 천도의 제문제」, 2012년에는 

「백제 왕도 속의 익산」, 2013년에는 「639년 금마저: 고대 익산의 미술사적 고찰」 등의 주제로 국내, 국

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의 18회에 걸친 <마

한백제문화>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논문집 발간1도 <익산역사유적지구>의 OUV와 진정성, 완전성

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마한·백제문화』 1~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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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술회의에서는 익산 문화유산의 가치 규명 뿐 아니라 세계유산등재 추진전략 등 다양한 주제

가 단계적으로 논의되었다. 시작단계에서는 세계유산 등재추진 작업 시작과 관련한 기초작업의 단

계였다면, 이후 점차 등재 추진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과 유산의 정체성 규명 작업으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 중에서도 특히 2009년에 실시한 학술회의는 추진 유산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금마면에서 개최하

였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표에 참여시킴으로써 세계유산등재추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학술회의를 현장답사와 연계하여 학술회의가 시작되기 전, 현장을 답사하여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학술회의가 전문가들만의 학술연구의 장으로 그치지 않고 시

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초자료집의 발간이다.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등 대부분 매장문화유산인 익산의 백제

유산은 1970년대 초반 이후 40여년에 이르는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발굴조사

를 통해서 드러난 가치를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OUV 입증의 기초자료로  목록화할 필요가 있었

으며, 이를 위하여 2007년 「익산역사유적지구 기초조사보고서」, 2009년 「익산역사유적지구」, 2015년 

「고도익산 마한백제문화유산논저목록」이 발간되었다. 논저목록에는 1700여건에 이르는 데이터가 구

축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의 바탕에는 지난 40여년의 발굴조사가 있으며, 세계

유산 등재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민참여가 답이다.

세계유산의 핵심은 <유산의 보존 관리>이다.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전문가의 노력 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아끼고 지키려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나 언론홍보, 문화유산 현장 답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에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민관학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

찾아가는 주민 참여 워크숍>,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 주민,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교

육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힘을 쏟았다. 

한편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익산역사유적지구>의 가치 전달에 노력하였는데,학술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된 현장답사는 학술회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

였다. 왕궁리유적전시관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월 1회 운영

하고 있는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도보여행’은 백제 왕도 익산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익산역사유적지구 가이드북>을 비롯하여 포켓용 지도, 만화,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등을 발

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판 가이드북은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

리 지역 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익산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하루아침에, 혹은 공주, 부여 유산에 편승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멀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발굴조사, 가까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회의와 자료집발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난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익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모습 이코모스코리아 익산 답사(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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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왕궁_왕궁리유적
Archaeological site in Wanggung-ri 
(Baekje royal palace) 
王宮里遺蹟

사적 제408호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 일원

글. 전용호

•개관

•유구

•유물

•가치

익산 왕궁리유적은 고대 도성의 핵심 시설인  

왕궁의 모습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 

백제, 더나아가 한국의 삼국시대 도성을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개관

익산 왕궁리유적王宮里遺蹟[사적 제408호(1998. 9. 17 지정 / 면적 218,155㎡)〕은 

행정구역상으로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 일대에 위치한다. 용화산에서 남

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탑리 마을의 북편 구릉(해발 41.8m)

에 자리 잡고 있다. 

유적 내에는 국보 제289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이 놓여 있다. 주변에는 백제 사

비기 익산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 

약 1.4㎞ 지점에 제석사지, 북서쪽으로 약 4.8㎞ 지점에 미륵사지, 북북서쪽으로 약 

5.6㎞ 지점에 사자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 「왕궁평」 「왕검이」 「왕금성」이라고 불려 왔다. 이곳에서 왕궁의 흔적을 찾

으려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

다. 이곳은 백제 말부터 고려시대까지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신증동국여지승

람新增東國輿地勝覽』, 『금마지金馬志』 등의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자

료는 일본 교토京都의 청련원靑蓮院에서 발견된 『관세음응험기』의 필사본이다. 백제 

제30대 무왕(武王 : 600~641)이 익산으로 천도하여 제석사帝釋寺를 창건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백제 무왕의 익산 경영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문헌 자료이다. 

그동안 익산 왕궁리유적을 이해하는 관점은 주로 그 조성 및 운영 세력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관점으로는 마한 기준 도읍설箕準都邑說, 백제 무왕 천도遷都 

및 별도설別都說, 안승安勝 도읍설都邑說, 후백제 견훤甄萱 도읍설都邑說 등이 있다. 

현재까지 조사 성과에 비추어 보아, 담장이나 건물을 비롯한 핵심적인 시설은 백

제 사비기인 무왕대에 조성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백제 

멸망 이후부터 고려시대까지도 활용되었다. 반면에 백제 이전인 마한과 관련지을 

수 있는 시설이나 유물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에 마한 기준 도읍설을 제외하고는 

시기에 따른 조성 세력 및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왕궁리유적 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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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부터 1977년에 걸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시굴조사를 하였으며, 궁궐 담장이

나 사찰과 관련된 시설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후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1989년부터 현재까

지 약 30년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측 궁장 밖이나 궁장 내의 남동 및 

북서편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사를 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호남읍지湖南邑誌』 상의 왕궁리유적(1899년 발간)

『관세음응험기』 필사본 왕궁리유적 작업 광경(1989년 조사전 측량)

백제 무광왕은 枳慕蜜地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이 精舍를 지었는데, 貞觀 13년 己亥 겨울 11월 하늘에
서 雷雨가 크게 일어나 帝釋精舍가 火災를 입었다. 그리하여 佛堂과 七層塔, 그리고 廊房 등이 모두 불
에 탔다. 탑 아래의 礎石 속에는 가지가지의 七寶가 있었으며, 또한 佛舍利와 채색된 水精甁이 있었고, 
또 銅紙에 베껴 쓴 金剛般若經이 목칠함 속에 들어있었다. 초석을 꺼내고 열어보니 모두 다 불에 타버렸
다. 그런데 오직 佛舍利 병과 금강반야경이 든 목칠함만이 그대로 있었다. 수정병은 안팎이 훤히 보이고 
병뚜껑 역시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리가 모두 없어져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에 병을 대왕에
게 가서 보이니, 대왕이 법사를 청하여 發願懺悔하고 병을 열어 들여다보니, 불사리 6개가 모두 병 안에 
있었으며, 병 밖에서 보아도 사리 6개가 모두 보였다. 이에 대왕과 여러 궁인들이 더욱 더 존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발원 공양하여 다시 절을 짓고 이 보물들을 모셔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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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유적 발굴조사 현황도(2500분의 1)

아직까지 익산 왕궁리유적을 둘러싸고 있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 및 연

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성과들도 많이 얻었다. 대체적으로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30대 무왕대에는 

궁성으로 조성 및 활용되었다가 백제 말~통일신라시대에 걸쳐 탑-금당-강당의 1탑1금당의 가람배치

구조를 한 사찰로 변화된 것으로 중간 결론지을 수 있다. 유적의 외곽은 동서 길이가 약 240여m, 남

북 길이가 약 490여m인 평면 장방형의 궁궐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내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단段이 지도록 축대를 쌓아 평탄대지를 조성한 후에 정전으로 추정되는 토심기법의 대형 건물, 와적

기단瓦積基壇 건물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을 만들었다.

왕궁리유적은 백제시대 궁성 관련 시설과 통일신라시대의 사찰관련시설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궁성 관련 시설로는 평면 장방형의 석축 성벽을 비롯하여 동서 방향의 석축1~4와 대형 건물지, 와

적기단 건물지를 비롯한 43여기의 건물지, 정원 및 후원, 공방, 대형화장실이 있다.

궁성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지형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궁성의 남동편 지역

에서 대규모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성토의 규모가 동서 길이 약 120m, 남북 길이 약 160m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한쪽 방향으로 경사지게 쌓지 않고 갈색 사질점토와 마사토를 두께 10~40m로 쐐기 모

양으로 쌓아 만들었다. 당시 백제 토목기술의 수준을 짐작케 해준다.

유구

궁성

궁성 남동편 지역의 성토층 전경 동측 궁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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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서 석축2의 최대 길이는 165m이다. 또한 동서 석축3에서는 경사로 시설, 동서 석축4에서는 

정원 등 석축을 활용한 시설도 확인되었다. 

건물지

건물지建物址는 모두 43기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동서석축2·3 남편에 밀집·분포되어 있었다. 중요한 

건물지로는 대형 전각 건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건물지22), 부여 능산리陵山里 사지寺址에서 발견

된 1동2실 구조의 건물지(건물지1·2), 와적기단 건물지(건물지10), 한쪽 방향으로 긴 장랑지長廊址를 

들 수 있다. 

동측 궁장 석축 세부 전경동서 석축 1 전경

여기에 동서 방향으로 4개의 축대를 일정한 비율로 구획한 후에 건물들이 만들어진다. 특히 남측 

궁장에서 북쪽으로 4번째로 위치한 동서 석축4는 남북 길이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

으로 하여 궁성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된다. 궁성의 전반부에는 대형 전각 건물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에 궁성의 후반부에는 자연지형을 살려 북동편 고지대에는 신성한 공

간인 후원이, 북서편의 저지대에는 공방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다. 

성벽(궁궐 담장)

성벽城壁 혹은 궁궐 담장宮牆은 도성都城 내부의 궁궐宮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동벽 492.8m, 서벽 

490.30m, 남벽 234.06m, 북벽 241.39m로 동서 길이:남북 길이가 1:2인 약간 틀어진 장방형을 하고 

있다. 잘 다듬은 석재를 바깥쪽으로 면을 맞춰 쌓고 그 내부를 잡석으로 채워 만들었다. 체성부體城部

의 폭은 3~3.6m이고, 내·외부에 보도용 혹은 낙수물 처리용의 폭 1m의 부석시설敷石施設이 있다. 부

속시설로는 서남·동남·북동 모서리 부분에 수구水口, 서벽에 길이 50m의 대형 동서 석축 배수로, 문지 

7개소(서벽 1, 남벽 4, 북벽 1, 동벽 1)가 확인되었다. 

동측 궁장이 궁장 중에서 가장 잘 남아 있다. 구간별로 돌을 쌓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

외측에서 기와 편이 다량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상부는 기와를 얹은 지붕 구조로 보인다. 다만 지붕 

아래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듬은 돌로 전체를 쌓아 올린 것인지, 혹은 2단까지만 돌로 쌓고 그 위로 판

축으로 다져 놓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석축

석축石築 혹은 축대築臺는 경사면에 건물을 세우기 위한 평탄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아울러 

석축은 궁성 내부의 공간을 일정한 비율로 구획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동

서 석축 4개소와 남북 석축 2개소가 확인되었다. 축대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비율(2:1:2:1)을 하고 있

다. 궁성 내부 공간의 계획적인 조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축대는 잘 다듬어진 석재를 

정연하게 쌓고 적갈색 점토와 잡석을 사용하여 뒤채움을 하였다. 현재 최대 6~7단(2m) 정도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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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지

2005년 조사에서는 남벽 중앙 문지에서 남-북 일

직선상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건물지22)가 발견되

었는데, 규모는 동서 길이×남북폭, 각각 31×15m

인 정면 7칸×측면 4칸을 하고 있었다. 대형건물지

는 상당히 독특한 방식의 토심 구조로 만들어져 있

다. 기단 전체를 지하로 파서 판축하여 단단하게 

다지는 방식과는 달랐다. 기둥이 2개 혹은 4개 놓

이는 부분만을 파서 길이가 약 5m, 너비가 약 2m

인 장방형 구덩이 10개와 한변의 길이가 약 5m인 

방형 구덩이 4개, 모두  14개의 구덩이를 파서 적갈

색 사질점토로 단단하게 다진 후에 기둥을 받치기 

위한 높고 큰 장초석長礎石을 놓았다. 건물을 크고 

높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지의 기초면

과 동서 석축1 사이의 높낮이를 고려하여 장초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물지 주변에서 3매의 

장초석이 확인되었다. 장방형의 윗면 중앙에 원형

의 주좌가 만들어져 있으며, 그 가장자리에 2개 혹

은 3개의 장방형 홈이 파져 있다. 크기는 길이가 약 

70cm, 너비가 약 60cm, 높이가 약 80cm를 하고 있

다. 대형 건물지는 위치 관계, 규모 및 구조의 측면

에서 궁성 내 정전급에 해당하는 전각殿閣 건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규모와 구조의 건물지는 부

여 관북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1동2실 건물지

1동2실 구조의 건물지(건물지 1)는 두 개의 

큰 방室과 그 사이에 좁은 통로, 다시 이를 에

워싸고 있는 툇칸으로 이루어진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건물지는 부여 능산리 사지 

이외에 익산 미륵사지, 고구려 집안集安의 동

대자유적東臺子遺蹟과 평양의 정릉사지의 주

거용 건축물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천두

식穿斗式 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건물지

는 동서 길이 17.7m, 남북 너비 12.2m인 기

단 내부에 동서 길이×남북 너비, 각각 6.8×

6.3m인 2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는 구조를 하

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8칸(17.3m), 측

면 4칸(11.0m)이다.

와적기단 건물지

일반적으로 백제 궁성 관련 건물지는 기

단의 재료에 따라 돌로 만든 석축기단 이외

에 나무 기둥과 판자로 결구하고 그 내부를 

마사토로 단단하게 다진 토축기단, 암키와를 열을 맞춰 세우거나 기와 편을 면을 맞춰 쌓는 와적 기

단 건물지로 나누어진다.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는 바깥쪽으로 면을 맞춰 암키와 편을 쌓는 와적 기단 

수법의 건물지(건물지10)가 발견되었다. 건물지10은 동서길이×남북너비, 각각 7.1×6.0m와 7.46×

6.2m인 2개의 기단이 좌우로 나란하게 배치된 구조를 하고 있다. 좌측의 동측, 우측의 서측 부분은 

암키와 편을 바깥쪽으로 면을 맞춰 쌓았다. 그리고 양쪽으로 면을 맞춰 기와 편을 쌓으면서도 중간에 

대형건물지(건물지22) 주변 전경

대형건물지(건물지22) 전경

1동2실 건물지(건물지1) 전경

1동2실 건물지(건물지1) 복원도(배병선 안)

대형건물지(건물지22) 복원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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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암키와 2매를 원형으로 세워 놓았다. 이런 와적수법은 대형건물지(건물지22)의 좌

측 연결시설(건물지22-①)과 함께 대형건물지의 북동쪽에서 ‘L’자 형태로 꺾어지는 시설(건물지23)에

서도 확인되었다. 

장랑지

동서석축4의 전면前面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긴 형태의 장랑지長廊址 4기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었

다. 이중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 건물지로는 건물지27을 들 수 있다. 건물지27은 기단 자체도 비교

적 잘 남아 있었으며, 그 규모는 동서 길이가 33.2m, 남북 너비가 3.64m를 하고 있었다. 기단 내에서

는 직경이 33cm인 원형 초석이 2.2~2.4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13칸(동서 

32.3m), 측면 1칸(2.2m)로 추정된다. 기단석 1매를 포함하여 기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한 흔적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확인되었으며, 일부 기둥과 관련된 판형 석재 3매도 발견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

하면 건물의 규모는 정면 10칸(남북 27.5m), 측면 1칸(동서 2.75m)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약간 레벨이 높은 지점에서도 장랑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건물지43)가 확인되었다. 건물 내에 배수와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바로 인근에서 원형 초석

이나 기단 석재나 면석 등도 다량 발견되었다. 특히 남북 방향

으로 긴 장랑지는 대형 전각으로 보고 있는 대형건물지(건물

지22)의 좌측 전면에 배치되었다. 대형 건물지와 장랑지의 배

치와 유사한 양상은 일본의 나니와궁(難波宮, 645년), 아스카

궁(飛鳥宮, 656년), 오츠궁(大津宮, 667년) 등에서 보인다. 아

직까지 대형 건물지 전면 우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조사가 기대된다. 아울러 장랑지와 함께 부엌터 등 

건물지의 구조나 성격, 왕궁 내에서의 기능이나 역할, 위상 등

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부엌터

한편, 궁성 안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조리 관련 물품을 보관

하는 부엌터도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건물로는 주고廚庫, 

소주방燒廚房, 수라간水刺間, 어주御廚 등이 있다. 장랑지와 남

북으로 나란하게 위치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

방형이다. 건물의 규모는 남북 길이 11.3m, 동서 잔존 너비 

2.6m이다. 건물의 북동 및 남동 모서리에 암키와를 잇대어 세

운 배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바닥 및 벽면에는 불에 그

을린 흔적이나 숯이 집적된 양상이 노출되었다. 특히 솥을 받

치기 위하여 돌을 다듬어서 만든 지각支脚 2매가 안정된 상태

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 매는 위치가 옮겨진 채로 발견되었

다. 건물 내부의 북동편에서는 길이 1.6m, 너비 1.38m, 깊이 

0.44m인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이 내부에서는 철제 솥 

와적 기단 건물지(건물지10) 전경 부엌터와 장랑지 전경

부엌터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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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직구단경호 1점, 광견호 2점, 단경병 2점, 철제 가래날 1점, 철부 1점, 숫돌 3점이 출토되었다. 여

기에서 약 2m 떨어진 지점에서도 철제솥 1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으며, 북벽의 중앙에서 건물 밖

으로 약 10m의 생토 배수로도 설치되어 있었다. 

궁원(정원과 후원)

궁성 내의 조경과 관련한 시설로는 정원과 후원이 있다. 두 영역은 독립된 별개의 공간이라기보다

는 ‘물’을 매개로 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후원의 곡수로(곡수로1의 남측 구간)는 

정원에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면서 그 수량을 조절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원’과 ‘후원’을 합

쳐 ‘궁원宮苑’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원

정원은 동서석축4의 동측 말단부에서 발견되었다. 정원 중심부의 연지蓮池의 규모 및 구조가 확인되

었을 뿐만 아니라 정원 중심부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긴 수로시설,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로시설에 잇댄  “ㄱ”자형의 암거시설暗渠施設과 집수시설集水施設이 밝혀졌다. 이처럼 삼국시

대 최초로 확인된 백제 조경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화려한 자연친화적인 정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원과 후원에서는 백제말~통일신라시대의 토기 및 기와편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괴석과 조경석이 출토되었다. 괴석에 대한 육안 관찰에 의하면, 암질은 섬록암, 석회질 셰일, 결정질 

대리암, 괴상 대리암, 규암, 변성사질암 등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당히 다양한 암질의 괴석이 정원

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괴석은 왕궁리유적에서 4.5km, 13km 떨어진 시대산, 천호

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원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1m 떨어진 지점에서 2점의 어린석魚鱗石도 발견되었다. 형태는 둥그스름하

면서 길쭉하거나 네모나며, 크기는 길이×너비×두께, 각각 26×14×6cm, 15×12×12cm이다. 어린석은 

중국의 정원에 장식한 태호석太湖石과 상당히 흡사하여 중국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원 전경 정원 중심부 전경 정원 출토 어린석

정원 복원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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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후원은 구릉상에 입지하여 최소한의 물로 조경 효과를 높

이면서도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를 줄이고, 궁성 중심 공간

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U자형 대형수로와 이

에 연결된 수로, 곡수로 및 집수시설로 이루어진 복잡한 수

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U자형 대형수로의 내부에서 

물이 고이는 지점이나 그 가장자리에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괴석으로 장식한 조경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후원의 중심부인 구릉의 상면에는 원형 초석 시설

로 둘러싼 내부에 방형 초석을 사용한 정면 4칸, 측면 4칸의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구릉의 좌·우 사면에는 말각

장방형의 석축시설로 일부분이 감싸져 있는 공간 내부에 건

물도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말각장방형의 석축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잔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내부의 건물과 관련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후원은 궁성 후반부에 떨어지는 빗물落水을 모아 자체적

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원, 궁성 전반부의 건물, 서북편 

공방 및 화장실에 공급하면서도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궁성의 북동쪽 구릉상

에 대형의 역U자형 대형 수로逆U字形 大形水路와 구불구불한 

수로曲水路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통하여 구현해 내었다. 특

히 역U자형 대형수로의 내부에서 물이 고이는 지점이나 그 

가장자리에서는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조경시설이 만들어져 있었다. 

후원 전경

역U자형 대형수로의 동남편 말단부 전경 정원과 후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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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은 궁성이라는 큰 틀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궁성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물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는 복잡한 수로체계를 통하여 다른 궁성 내부 공간과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타의 동아시아 궁원宮苑과 

달리 정교하고 복잡한 수로체계를 통해 궁성 내 여러 시설, 즉 정원, 공방 및 화장실, 건물지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정원과 후원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기능이나 역할에서 약간 달

랐다. 정원은 물을 담아 두는 시설(3개의 방형 못) 주변에 건물지들이 배치되어 왕이 주관하는 유희

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에 후원의 중심 공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곳이 아니라 진입

로나 교각시설을 제외하고 수로시설(역U자형 대형수로, 곡수로)에 의해 단절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은밀하면서도 신성한 곳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후원 중심 공간에서 레벨상으로 약 10m 아

래에 위치한 공방 및 화장실에서 후원으로의 출입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공방

공방은 서벽을 남-북으로 2:1로 분할하고 있는 

동서 석축 배수로의 북편지역에 분포되어 있었

다. 대형의 굴립주 건물지를 비롯하여 공방 잔해

물을 폐기하는 장소(공방폐기지, 소토폐기지, 소

토구)가 발견되었다. 이 내부에서는 금·유리제품 

및 반제품, 금속·유리제작용 도가니, 슬래그, 송

풍관, 원재료, 소토덩어리, 벽체편 등 다양한 종

류의 공방 관련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를 통하여 왕궁리유적의 서북편지역에서는 장기

간에 걸친 대규모 생산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유리제품 및 반제품은 소토 폐기지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물체질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특히 금연주·영락·고리·연결고리·구슬 등 완제품은 물론 돋을새김 금판·금못·금막대·금사·금박 등 금

제품을 제작하는 공정 단계에 있는 유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금제품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

준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납 유리와 알카리 유

리가 모두 확인되었다. 이외에 두께가 약 1cm이며,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거나 좁고 긴 판유리도 출토

되었다. 대부분 풍화가 심하게 되어 백색 수화층이 두텁게 덮여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익산 미륵

사지, 일본 큐슈지역의 이야지라케 고분宮之獄古墳에서도 출토되어 고대 유리제작기술의 한일교류를 

설명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공방에서는 사용 재료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도가니가 다량 출토되었다. 금 도가니는 대체

로 전체 높이가 5cm 이하로 작으면서 원추형의 몸체를 하고 있다. 이외에 전체 높이가 10cm 이상으

로 크거나 평면 형태가 타원형인 금 도가니도 출토되었다. 동 도가니는 전체 높이가 15cm 내외이면

서 포탄형의 몸체에 바닥이 둥글거나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일부는 높이가 낮으면서 사발형의 몸

체를 한 동 도가니도 있다. 특히 동 도가니는 금이나 유리 도가니와 달리 구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주

구注口가 달려 있다. 유리 도가니는 포탄형의 몸체에 주구가 달려있지 않고, 바닥은 뾰족하거나 돌기

가 달리거나 혹은 둥근 형태를 하고 있으며, 뚜껑과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내·외면에 녹색 혹은 붉은 

색의 유리 용액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에서는 막대기와 같은 도구로 긁어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유리 도가니는 전체적으로 형태가 다양하고, 기벽이 두터우며, 전체 높이가 15cm 이상으로 금·

동 도가니에 비해 큰 편이다. 

금제품 생산 관련 유물(금도가니와 금제품류)

동제품 생산 관련 유물(동도가니와 동슬래그 등)

유리제품 생산 관련 유물(유리도가니와 뚜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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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장실

대형화장실은 궁성의 서북편 저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대형화장실은 동서 방향으로 만들어진 동서 

석축 배수로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 너머에는 공방이 조성되어 있다. 크기가 다른 화장실 3기가 동

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놓여 있다. 구덩이에 오수나 오물을 저장하였다가 긴 수로를 거쳐 정화시켜 동

서 석축 배수로와 암거를 통해 서측 궁장 밖으로 빼내는 구조를 하고 있다. 

대형화장실은 장방형 토광과 좁고 긴 수로로 이루어진 1개체의 화장실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3

기가 놓여 있는 독특한 배치 양상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 7세기 말에 조성된 후지와라경의 공

동 화장실은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약 1m인 장방형 토광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떨

서북편의 공방 관련 시설 전경

대형화장실 주변 전경

대형화장실 1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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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는 배치양상을 하고 있었고, 9세기인 고로칸유적의 화장실은 크기가 다른 방형 혹은 장방형 

토광이 나란하게 3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대형화장실은 일본의 저류식貯留式 화장실과 수세식水洗式 화장실의 요소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도 정

화 기능을 중시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대형화장실 내부의 고형물은 일정한 높이로 차게 되면 바가지

로 퍼내었고, 오수는 수로를 통과하여 성벽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화장실의 내부에서는 뒤처리용 나무막대(籌木)를 비롯하여 건축 부재로 추정되는 목제품, 나

무방망이, 백제 짚신, 목제 칠기 뚜껑, 참외씨, 밤껍질, 콩류, 금속제품(귀이개), 연가 편 등 토기류, 연

화문 수막새와 인장와 등 기와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뒤처리용 나무막대는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둥근 나무를 절반으로 쪼갠 후에 잘 다듬어서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약 26~30cm, 너비 0.7~1.5cm, 두께 0.3~0.4cm이다. 반면에 일본의 뒤처리용 나무막대는 

단면 형태가 방형, 혹은 장방형이거나 장타원형을 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뒤처리용 나무막

대는 접촉 부분이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실제로 뒤를 처리하는

데 더 유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대형화장실의 규모는 길이 10.8m, 폭 1.8m, 깊이 3.4m이다. 

양쪽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뾰족하게 다듬은 나무를 박았고, 바닥

은 작은 웅덩이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1호 대형화장실에 대한 기생충란 분석에서는 유구노출면下 

240~360cm에서 편충, 간흡충, 회충 그리고 종 감별이 분명하지 않

은 장내 기생 흡충류의 충란이 다량 검출되었다. 편충과 회충은 오

염된 채소를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기생충이고, 간흡충과 종 감별이 

분명하지 않은 장내 기생 흡충류는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경우 감

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다. 따라서 왕궁리유적에서는 주로 채식을 

하면서 민물고기를 잡아 먹었고, 농사에 거름으로 인분을 사용하였

을 가능성도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는 조

충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충란은 열에 약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육식을 완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형화장실은 주변 유구와의 선후 관계, 출토 유물, 매몰 양상을 통하여 볼 때 7세기 전반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용되고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화장실1의 내부에서 7세기 말~9세기대 일본의 

고대 화장실유구에서 다량 출토되는 뒤처리용 나무막대가 발견되었다. 이는 왕궁리유적의 백제 화

장실과 일본 화장실과의 상호 관련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화장실의 토광 내부에 나

무 기둥이 박혀 있거나 수로를 통해 화장실 내

용물이 운반되는 구조는 일본의 후지와라경의 

우경칠조일방右京七條一坊 및 우경구조사방右京

九條四坊 화장실유구, 아키라 성터秋田城跡의 수

세식 화장실 건물지水洗式便所建物跡 등에서 확인

되었다. 또한 9세기대의 고로칸 유적의 화장실

은 백제와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

었다. 다만 왕궁리유적의 대형화장실은 장방

형 토광 내부를 공간 구획하여 여러 사람이 한 

토광 내에서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로를 

통하여 배출하는 내용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형화장실에서 출토되지는 않았으나 화장

실과 관련한 유물로 변기형 토기가 있다. 변기

형 토기는 대형화장실의 북편에 위치한 동서 

석축 배수로에 대한 내부조사과정에서 2개체

분이 출토되었다. 왕궁리유적 이외에 변기형 

토기는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1점이 출토된 바대형화장실 1에서  확인된 뒤처리용 

나무막대와 회충의 현미경 사진 변기형 토기

대형화장실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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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변기형 토기는 화장실과 관련한 도구로 밭가로 날라온 똥통의 똥·오줌을 따라 부어 사람이 

들고 다니며 주는 귀때동이와 상당히 흡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변기형 토

기는 백제계 횡대 파수가 부착된 자배기를 약간 변형시킨 형태를 하고 있다. 

변기형토기는 귀때동이처럼 

분뇨를 뿌리기 위한 용도라기 

보다는 조선시대 매우틀처럼 

시설물의 아래쪽에 놓고 사람

이 볼 일을 본 후에 양쪽에 횡

대 파수가 부착되어 손으로 

잡아 분뇨를 화장실에 버리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이런 유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화장실과 달리 

왕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

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판단

된다. 

한국에서 백제 화장실의 일

면을 엿볼 수 있는 익산 왕궁

리유적의 대형화장실은 국내

에서 최초로 발견된 삼국시

대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고, 일본의 고

대 화장실에 영향을 많이 주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왕궁리유적 사찰 관련 시설 전경

궁성 및 사찰 공간의 배치도

사찰

사찰은 자북에서 약 6.8° 동쪽으로 편향된 남북축선상에 오층석탑-금당지-강당지가 놓여 있어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이외의 사찰관련시설로 석탑 동편의 기와 가마터 2기, 강당지 서편의 

건물지 2기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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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지와 강당지

금당지는 탑 중심에서 37.5m 떨어져 있으며, 기단을 기준으로 정면 5칸(동서 23.20m), 측면 4칸(남

북 16.33m)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강당지는 탑 중심에서 80.10m, 금당지 중심에서 42.60m 떨어져 

있으며, 정면 5칸(동서 17.70m), 측면 4칸(남북 12.60m)의 규모를 하고 있다. 금당지와 강당지의 중

앙은 적심을 두지 않는 통문 구조이며, 사찰의 중문지와 회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당지의 남편에서 3개의 계단시설이 등간격으로 나란하게 확인되었다. 이 계단 시설은 초

창기 강당의 계단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층석탑의 아래에서 동서 길이 16.85m×남북 폭 12.7m인 건물의 축기부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석탑 이전에 궁성 관련 시설을 파괴하고 조성된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건물

의 축기부 아래에서도 암갈색 점토를 굴광하고서 내부에 적갈색 점토에 자갈돌과 함께 크고 작은 격지

석이 치밀하게 채워져 있는 선대 건물의 축기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궁성과 관련된 건물로 추정된다.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사찰명 기와로는 「관궁사官宮寺」ㆍ「대관궁사大官宮寺」ㆍ「왕궁사王宮寺」ㆍ

「대관관사大官官寺」명 명문와가 있다. 이들 명문와는 명문을 만드는 방식이나 등면 및 내면의 기와 제

작 기법에서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토지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官宮寺」

명 기와는 강당지에서 1점, 동측 궁장에서 3점을 제외하고는 금당지에서 38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다. 반면에 「大官官寺」명 명문와는 전체적으로 여러 유구에서 출토되면서도 강당지(30점)와 

북측 궁장(311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왕궁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과정에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런 유물들은 왕궁

리유적의 조성 및 운영시기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왕궁탑(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289호)

오층석탑 혹은 왕궁탑은 높이 8.5m의 백제계 석탑으로 미륵사지석탑을 모방하여 단층 기단과 얇고 

넓은 옥개석, 3단의 옥개받침 등의 특징을 지

니고 있다. 왕궁탑은  1층 탑신부의 부재가 

일부 벌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1965년 11월

에서부터 1966년 5월에 걸쳐 해체 복원이 이

루어졌다. 오래전부터 기단부는 토단을 쌓아 

보강되어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었

다. 해체 복원 과정에서 제1층 옥개석 중앙

과 기단부에서 19매의 금제 금강경판과 금제 

사리함, 사리병 등의 사리장엄구(국보 제123

호)가 발견되었다. 특히 옥개석 중앙의 정사

각형 돌에 좌우로 2개의 네모 구멍이 뚫렸고 

그 안에 유리구슬을 실로 엮은 받침이 있고 

유개금동외함이 각각 놓여 있었다. 

탑 주변에서 발견된 면석과 갑석을 통해 볼 

때 기단은 각 면에 탱주 2개씩이 있는 단층 

정사각형 기단으로 추정된다. 탑신부는 우주

가 새겨진 기둥모양의 4우석과 탱주가 새겨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기단 품자형 사리공 수습 불상

(1965~1966년 해체 및 복원 당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1층 옥개석 사리장엄구

(1965~1966년 해체 및 복원 당시)

금당지 전경 강당지 및 계단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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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간석으로 되어 8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옥개석은 얇고 수평이나 우각에서 가벼운 반전을 보

이며 풍령공이 뚫려 있고, 옥개받침은 각 층 3단으로 4개씩의 돌로 짜여 있으나 등분等分되지는 않았

다. 상륜부에는 노반, 복발, 앙화 그리고 부서진 보륜 1개가 남아 있다. 

그동안 왕궁탑의 양식이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크게 

석탑의 양식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 왕궁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한 미술사적 접근, 왕궁탑 바로 아

래나 주변의 건물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왕궁탑과 사리장엄구

의 제작 및 봉헌 주체에 대한 연구도 함께 논의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왕궁탑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말~고려 초로 보

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백제 말로 보기도 한다. 과거에는 통일신라 초인 8세기로 보는 견

해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왕궁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기단 내 품자형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에 대해서

는 통일신라 말~고려 초로 보는 것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으나 1층 옥개석 중앙의 정사각형 석재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외함ㆍ금동사리내합ㆍ사리병 등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백제 말, 통일신라, 통일신

라 말~고려 초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궁성 관련 유물

궁성 관련 유물로는 중국제 청자편을 

비롯하여 연가, 토제 수각, 부뚜막형 토

기, 전달린토기, 완류, 삼족기편, 등잔, 

뚜껑, 변기형토기 등 토기편이 있다. 또

한 무문, 태극문이나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하여 기와 등면에 도장을 찍은 인장

와도 다량 발견되고 있다. 인장와는 기

와의 등면에 ‘수부首府’, ‘오부五部’ 관련 명

칭, ‘간지干支’명 등의 도장이 찍혀 있다. 

‘수부首府’명 인장와는 백제에서 익산 지

역의 위상을 짐작케 하는 대표적인 유물

이다. 주로 부여 관북리 유적이나 부소

산성 등 부여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최근에 익산토성에서도 발견되어 주목

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 체계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중국제 청자편은 중국청자연판문

육이병中國靑瓷蓮瓣紋六耳甁 혹은 중국청자

연화준中國靑瓷蓮花樽으로 불리고 있다. 6

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백제로 전해진 시기는 아무

리 늦게 보더라도 6세기 후반을 넘어서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대

유물

궁성 관련 유물

백제시대 수막새류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기단 내부 모습

(1965~1966년 해체 및 복원 당시) 

익산 왕궁리유적 ‘수부’명 기와

중국제 청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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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류와 함께 왕궁리유적의 초축 시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유물이다. 

그리고 서북편지역의 공방에서는 금연주·금제영락 등 다양한 형태의 금 완제품 및 반제품, 녹색·옥

색 등 아주 작은 크기의 유리구슬 및 파편, 다양한 형태의 금속 및 유리제작용 도가니 및 뚜껑, 용범, 

숫돌, 각종 슬래그 등 생산 관련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대형화장실 내부에서는 오늘날의 휴

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뒤처리용 나무막대를 비롯하여 목제 고판·목제방망이 등 다양한 목제품

도 출토되었다. 

사찰 관련 유물

사찰 관련 유물로는 사찰의 존재 및 조성시기를 살피는 데 귀중한 학술자료인 대관관사大官官寺·관

궁사官宮寺·대관궁사大官宮寺 등 명문기와와 목부분頸部에 음각의 파상문波狀文이 돌려진 통일신라시대 

대형토기호, 인화문토기 등이 있다. 특히 「왕궁사王宮寺」명 명문와가 출토되어 사찰의 존재를 입증하

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新羅本記 5, 태종무열왕太宗

武烈王 8년 6월에 ‘금마군金馬郡’의 ‘대관사大官寺’가 기록되어 있

다. 태종무열왕 8년(661년)에 금마에 대관사가 존재한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왕궁리유적의 사찰 관련 시설에서는 「대

관관사大官官寺」, 「대관궁사大官宮寺」명 명문와가 다량 출토된 

바가 있다. 이런 명문와는 왕궁리유적의 사찰의 조성 및 운영 

시기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유물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제 청자편

의 유입 연대, 사찰명 명문와의 선후 관계, 「수부首府」명 인각와

의 제작 시기 및 성격 등에 대해서 기존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견

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개별 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형식 

분류 및 편년도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다. 또한 백제나 통일신

라시대 이외에 통일신라 말~고려 초의 유물의 제작 주체 및 성격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을 보수하던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1966년 7월 26일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어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꽃 봉오리모양의 마개가 덮혀 있는 녹

색의 유리사리병과 뚜껑 윗면에 손잡이로 금고리를 달고 국화 문양을 새긴 금제 방형 사리합은 모두 

도금 상태가 완전하였다.

사리병과 사리함암막새와 수막새

사찰 관련 주름무늬병사찰 관련 치미

『삼국사기三國史記』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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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리유적은 고대 도성의 핵심 시설인 왕궁의 모습을 비교적 잘 담고 있다. 백제, 더 나아가 

한국의 삼국시대 도성을 이해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유적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궁성 

내부에서는 전각 건물 이외에 정원 및 후원, 화장실, 공방 등이 확인되어 삼국시대 궁성 내부에서의 

공간 구획 및 활용 양상을 밝힐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7월에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궁성은 평지에 자리한 동아시아의 궁성과 달리 구릉에 입지하여 대규모의 성토와 동서 방향의 축대

에 의한 공간 구획 및 활용 등에서 독특한 면모를 하고 있다. 궁장이나 부속시설의 규모나 축조 방식

에서 구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궁장의 구조를 일본 고고이시神龍石山城 산성과 관련지으려는 논

의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궁성 전반부의 건물들은 남북중심축선상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대칭을 하

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규모나 구조의 건물들이 쌍을 이

룬 세트 관계가 보인다. 

최근에는 궁성의 서남편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에서 백제 말 궁성 운영 당시의 부엌터와 함께 남북  

방향으로 긴 장랑지長廊址도 발견되었다. 특히 장랑지는 궁성 중심 건물인 대형건물지(건물지22)의 

앞쪽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건물의 배치는 일본의 나니와궁難波宮, 아스카궁飛鳥宮, 오츠궁大津

宮 등 6~8세기대 일본의 고대 궁성이나 지방 관아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장랑지 자체의 구조나 기

능 및 역할 뿐만 아니라 장랑지를 중심으로 한 건물 배치나 양상은 고대 한일간의 문화교류를 밝히는

데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산의 고대 도시 체계를 밝혀야 한다. 백제 말에 궁

성을 중심으로 하여 제석사지-쌍릉-익산토성-도토성, 더 나아가 미륵사지까지 둘러싸인 공간의 구성

이나 활용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 탑리 마을에서 궁성 내부의 대지 조성 방식과 동일한 대규

모의 성토층 뿐만 아니라 수레바퀴자국를 비롯한 도로 유구도 나타났다. 궁성 내부에서 아직까지 조

사되지 않은 구역 이외에 그 외부에 대해서도 정밀한 학술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백

제말 부여와는 또 다른 왕궁이 자리하고 있는 익산 왕궁리유적의 전모全貌는 물론 이를 중심으로 한 

고대 도시로서 익산의 모습도 더욱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치

대형건물지와 장랑지의 건물 배치를 통한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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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찰_미륵사지
MIREUKSA TEMPLE SATE
彌勒寺址

사적 제 150호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글. 이병호·김현용

•개관

•유구

•유물

•가치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위치한 

백제 최대의 사원이다. 

그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륵사지彌勒寺址[사적 제150호(1966. 6. 22 지정 / 12,948,852m²)]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

리에 위치한 백제 최대의 사원이다. 공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

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익산 왕궁리유적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미륵사지에 대한 조사는 1974~1975년도에 동탑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조사는 1980

년도에 착수되어 1996년에 이르기까지 17여 년 간 계속되었다. 그 후 중앙에 목탑과 중금당을 두고, 

그 동서쪽에 석탑과 동서 금당이 나란히 배치된 삼원병렬식三院竝列式 가람배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

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로 보수한 서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보존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2009년에는 1층 심주석의 사리공 내부에서 각종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

영기金製舍利奉迎記가 발견되었다.

기록에 보이는 미륵사

미륵사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 김

부식 편찬)와 『삼국유사三國遺事』(1281년 일연 편찬)다. 『삼국사기』 신

라본기에는 성덕왕 18년(719) ‘금마국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는 내용

이 실려 있으나, 단지 그뿐이기 때문에 미륵사의 창건 배경에 대해서

는 제대로 알 수 없다. 다행히도 『삼국유사』 권32 기이紀異2 무왕조武

王條에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서동설화와 미륵사 창건설화가 채록되

어 있다. 미륵사와 관련된 부분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一日王與夫人欲幸師子寺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湏創大伽藍扵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問填池事, 以神力一夜頹山填池為平地. 乃法像彌勒三
㑹殿塔廊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囯史云王興寺. 真平王遣百
工助之, 至今存其寺.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
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
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삼회를 법상으로 하
여 전과 탑과 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 

미륵사의 창건에 무왕과 왕후의 신실한 불심이 큰 역할을 했으니 미륵사는 백제의 국찰이었음에 틀

림없다. 그 구체적인 운영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앞서 소개한 『삼국사기』 기록 덕택에 백제 멸망 후에

도 여전히 그 법맥을 지켜나갔다고 짐작할 수 있다. 

미륵사의 중창과 보수에 대한 기록으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리 용주사(옛 갈양사)의 「혜거국사비惠居

國師碑」가 있다. 이 비석은 고려 성종 13년(994)에 세워졌으나 비석은 사라지고 그 내용만 전한다. 혜

거국사가 ‘용덕龍德 2년(922) 여름 미륵사 탑을 여는 은혜를 얻고 선운사 선불장에서 설법하였더니 천

상의 꽃이 날렸다’는 응험應驗 기록이다. 고려시대의 미륵사지에 대한 기록으로는 유일하지만 미륵사

가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는 점과 미륵사 탑을 한 차례 이상 보수했다는 점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의 기록 중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 7년(1409)조에는 ‘미륵사를 자복사資福寺

로 한다’는 기사가, 소세양의 『양곡집陽谷集』에는 ‘미륵사 주지 설희의 시권詩卷에 씀’이라는 시문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방 최고의 석탑’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 『금마지』 「제영조題詠條」에는 권

근(1352~1409), 김종직(1431~1492), 소영복(1555~?)의 시문이 수록되었다. 미륵사가 폐사한 이후의 

정황을 묘사한 문헌도 있다. 『와유록臥遊錄』의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와 『금마지金馬誌』(1756년 간행)의 

「사원조寺刹條」·「고적조古蹟條」 등이다. 특히 『와유록』에서 저자 강후진은 ‘옛 미륵사의 밭두렁 사이에 

석탑만 7층까지 남아 있는데 100년 전 벼락이 떨어져 절반이 허물어졌고 주변에 초석과 석조가 어지

러이 널렸다’며 당시의 황량한 풍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개관

『삼국유사』 권32, 기이 2, 무왕조 

(1512년 규장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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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속의 미륵사

익산과 미륵사지는 고지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현지도첩에 수록된 지도, 낱장으로 된 큰 

규격의 지도, 전도, 읍지 부도 등 종류도 다양했다. 

조선시대 익산군은 지금의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금

마면, 춘포면, 팔봉면 지역이었으며 금남정맥의 서

쪽 평야지대에 위치한 고을로 표현되었다. 김정호

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1년 김정호 제작)는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던 미

륵사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이다. 미륵사는 당시 

이미 폐사된 상태였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도 중

시했던 지도 제작 방침 속에서 수록될 수 있었던 

듯하다. 「익산군지도益山郡地圖」(1872년 제작)에서

는 폐찰된 미륵사의 표시 대신 탑 그림이 보인다. 

1871년 및 1899년에 각각 제작된 「호남읍지湖南邑

誌」와 1896년에 만든 「전라북도각군읍지全羅北道各

郡邑誌」에도 역시 탑만큼은 그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의 미륵사지 조사

미륵사지가 조사와 연구의 대상이 된 때는 일제

강점기부터다.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도쿄제

국대학의 건축학 교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와 건축

학 전공 구리야마 준이치栗山俊一 및 고고학 전공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1910년 가을 한반도 고

건축 조사 여행 중 미륵사지를 방문했다. 세키노는 서

탑에 대해 보존 가치가 제일 크다는 ‘갑’ 등급을 부여했

다.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야쓰이가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속에는 반 이상 허물어진 서탑의 

모습이 담겨 있다. 비록 우리 손에 의해 기록된 것은 아

니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미륵사지에 대한 최초의 근

대적 조사 자료였다.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 토목국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던 미륵사지 서석탑을 실측하고 당시 화폐로 1,870원

을 들여 응급 보수했다. 특히 훼손이 심각했던 서쪽 부

분은 대대적인 조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석탑의 남은 

높이만큼 시멘트를 채워 넣었다. 석탑이 더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석탑의 조형미를 전혀 감안하

지 않은 졸속 보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17

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쓰가 단장이 되어 익산지역을 다

시 방문했다. 그는 미륵사지의 현황을 기록과 사진으로 

남기고 쌍릉을 발굴조사했다. 또 1928년에는 조선총독

부 소속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등이 익산에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여 미륵사지의 현황을 기록했다.

강점기 동안 학자들의 개인 자격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1929~30년대 발간한 저

서 『文敎の朝鮮』에 용화산성, 사자사, 왕궁리유적, 쌍

릉, 고도리 석인상, 미륵사지 등 익산지역 고적을 조사

한 기록을 수록했다. 또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郞는 

미륵사지 전경(1910년)

서탑 전경(서→동, 1910년)

서탑 보존공사 설계도(1915년)

서탑 전경(동→서, 1917년)

익산고지도(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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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 발표한 책 『朝鮮建築史論: 其三』에서 미륵사지의 가람배치는 세 개의 사원이 ‘品(품)’자 형

태로 배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광복 후의 조사로 정확하게는 ‘品’자가 아닌 병렬식임이 밝혀졌

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던 시절 삼원三院의 아이디어를 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1945년 이후의 미륵사지 조사

광복 이후 서탑은 1962년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었고, 당간지주 2기는 1963년 보물 제236호로 등록

되었다. 1966년에는 미륵사지 전체가 사적 제150호로 지정 받았다. 1966년은 우리 손으로 미륵사지

를 발굴조사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그해의 조사 결과 서탑 중심점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20척

(96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듬어진 초석으로 구성된 정면 5칸 이상의 건물지를 발견했다. 또한 기

울어져 있던 당간지주를 바로 세우고 좌석을 원위치에 맞추어 놓았다.

1974년에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동원 영역 조사에서 초석과 기단 그리고 돌계단을 

확인하여 그곳이 석탑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동탑과 서탑이 모두 석탑이었음을 밝혀낸 것이

다. 같은 해 문화재관리국 보존과학위원회도 서탑을 조사하여 석탑 부재가 미륵산의 화강암이며 시

멘트 보강부가 취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1978년 문화재관리국

의 의뢰를 받아 익산지역의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했다. 

미륵사지는 1978년 이래 가시화된 중서부고도문화권개발계획의 1차 정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해에 문화재관리국이 미륵사지 사역 전체에 대한 장기 발굴을 결정함에 따라 산하 연구기관인 문화

재연구소가 1차 5개년(1980~1984)의 발굴조사를 수행했다. 1차 조사에서 문화재연구소는 초창기의 

사역과 삼원병렬식 가람배치를 찾아냈다. 1980년 조사 중에는 동탑지 근처에서 탑의 원래 층수를 추

정해볼 수 있는 노반석·옥개석·탑신석 등의 석부재가 출토되었다. 1990년대에 다시 세운 9층 동탑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1981년에는 중원 탑지에서 화재의 흔적과 백제 막새류가 출토되

었다. 중원의 목탑과 ‘전, 탑, 낭무를 세 곳에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창건설화가 역사적 사실임을 확

인한 커다란 성과였다. 

2차 5개년(1985~1989) 조사 중에는 사역 외곽 부분이 조사되었다. 사역 북쪽, 동회랑지 외부, 사

역 남쪽, 연못지 주변, 사역 동쪽 등에서 대체로 통일신라~조선시대의 유구와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1988년 동탑지 기단부 재조사 중 드러난 기단 외부의 판축토층版築土層을 계기로 동탑 복원 문제가 제

기되는 한편으로 부여문화재연구소가 3차 5개년(1990~1994) 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간 중 동원 승방

지 동편의 배수로, 동탑지 기단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부지, 연못지의 입수로와 남쪽 중앙 진입로, 

통일신라 기와가마터 등을 새로 찾아냈다.

서당간지주(1917년) 동당간지주(1917년) 미륵사지 전경(1917년)

미륵사지 2차조사 및 정비 석탑 부재 이동장면(1976) 미륵사지 발굴전경(문화재연구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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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석탑 조사와 사리장엄구의 발견

1997~1998년 서탑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자 1999년 4월 17일 문화재위

원회는 석탑을 해체·보수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석탑 해체용 가설 덧집

의 설치 범위를 발굴했다. 서탑 남쪽 구지표 1m 하부에서 ‘H’자 석렬이 드러났다. 연구소는 이를 석

재를 운반한 기중기의 하부 구조로 추정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2년부터 서탑의 각 부재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해체 순서 및 방법 등을 

결정한 후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나섰다. 2009년 1월 14일에는 1층 십자형 공간의 최하단 심주석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사택 왕후가 봉안한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 일습이 발견되었다. 미륵사 서탑의 발원

자가 선화공주가 아닌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삼국유사』 서동설화

의 신뢰성과 사리봉영기舍利奉迎記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무수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금동제사리외호

金銅製舍利外壺, 금제사리내호金製舍利內壺, 유리제사리병琉璃製舍利甁 등 3중으로 구성된 사리용기는 백제

의 독특한 사리 안치 방식을 알려주었다. 금제구슬, 은제관꾸미개, 수정·진주·유리·마노·호박 등의 장

신구, 다양한 형태의 청동합 등의 공반 자료들은 백제의 우수한 공예 문화를 보여준다.

같은 해 이루어진 기단부 발굴 중 초석 아래에서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했던 초반석 12개

를 확인했다. 또 시굴 구덩이에서는 석탑 범위보다 넓게 구축된 견고한 판축토층도 드러났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6년 발굴에서는 동서 당

간지주 하대석의 양식과 견줄 수 있는 석

등 부재가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강당지 일대가 충실하게 유지되었을 가능

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상에서 미륵사지와 관련된 고려~조선

시대의 문헌 및 고지도와 근대기의 간헐적 

답사 결과 그리고 광복 이후 우리 손으로 

수행된 조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삼국시대인 7세기 전반에 건설된 백제 미륵사지

는 삼원병렬식의 가람으로 동·서원 및 중원으로 구

획되어 있다. 가람의 남북축은 자오선 상에서 서쪽

으로 23.5° 가량 기울어졌다. 이 축을 기준으로 남

쪽에서부터 중문, 목탑, 금당을 배열한 중원과 이

를 완전히 둘러싼 회랑이 있었다. 중원 양 옆에 중

원의 남북축과 평행한 동·서원이 건설되었다. 각 

원에는 중문과 탑 그리고 금당이 하나씩 배치되었

다. 일탑일금당식 가람을 동서 횡축선상에 나란히 

배치하였고 강당은 중원 북쪽에 한 동을 두었다. 

또 동·서원에는 석탑을 쌓고 중원에는 목탑을 건설

한 점이 특징이다. 승방은 동·서원 북편에서 북쪽

으로 연장되도록 배치되었다. 각 승방의 북변 사

이에는 강당이 있고 강당과 각 승방 사이에 복랑

을 두었다. 이러한 3구획의 가람배치는 『삼국유사』 

미륵사 창건연기에 담긴 ‘세 곳에 세웠다’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동원

금당지

상하층의 이중기단 형식을 가졌다. 하층 지대석 

위에는 사각 판석이 덮였다. 그 안쪽으로 상층 지대석이 맞물렸다. 다시 그 위에 면석이 세워졌고 면

석 위에는 갑석이 놓였다. 현재 갑석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층과 상층 기단의 면석은 잘 남아있다. 상

층 기단의 규모는 동서 16.3m, 남북은 약 13m이다. 기단의 높이는 상층 기단의 지대석 상면과 초반

유구

서승방 동승방

강당

북승방

목탑
석탑 석탑

금당
금당 금당

백제 시기 가람배치

미륵사지 가람 균제도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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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상면 높이가 거의 같으므로 초석 높이 1m

에서 주좌가 기단 상면 위로 약 6㎝ 정도 노

출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구지표로부터 

1.28㎝ 가량이 된다.

기단의 앞뒷면 중앙에 한 곳씩 계단이 설

치됐다. 남측 계단에는 지복석地覆石과 디딤

돌 1단 그리고 모서리 지대석이 남았다. 상

층기단 끝에서 계단 지복석 끝까지의 길이는 

2.16m이고 지복석의 답면踏面 폭이 약 50㎝

이며 그 위의 제 1단이 약  45㎝다. 답고는 약 

22㎝다. 갑석의 높이를 제외하고 지대석 상

면에서 갑석 하면까지의 높이는 89㎝가 되는

데 이것을 답고로 나누면 4단이 된다. 즉 지

복석까지 포함하여 5단으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초석들로 보아 정면 5칸, 측면 4

칸 건물이었다. 내진과 외진을 갖추었는데 

외진 초석은 남쪽 면에서 결실된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아있다. 하지만 내진 초석은 북서쪽 모서

리에 1개, 동쪽 중앙에 1개만 놓여있다. 이 초석들은 모두 원형의 춤이 높은 주좌를 갖추었다. 주좌 

측면에는 홈이 파여 있는데 하방下枋이 걸렸던 자리다. 각 초석은 두께 약 20㎝, 크기 약 1m의 정방형 

초반석 위에 대각선 방향을 맞추어 놓였다. 초석의 높이는 1m 내외였다. 내진주의 도리 방향 주칸柱

間은 2.7m씩 3칸이고 협칸은 2.3m 씩 2칸이다. 보 방향은 2.3m씩 4칸이다.

상층 기단의 판석 높이에는 소토燒土가 깔렸다. 동·서쪽에 각각 2곳씩 마련된 개구부의 입구 바닥에는 

기단 면석이 깔렸다. 외진주 초석 사이를 막은 쇄석으로 인해 기단 내부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석탑지

1974년 조사에서는 초석과 4면에 설치된 

계단이 노출되었다. 기단은 2중 기단이고 초

석도 2중이었다. 2중 초석 중 상단의 초석은 

몇 개 남지 않았지만 하단의 초반석은 거의 

다 남았다. 하층 기단의 갑석과 동쪽 및 남쪽

의 계단도 양호한 상태였다. 

상층 기단은 지대석 위에 면석을 세우고 그 

위에 갑석을 놓은 구조다. 지대석은 지반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홈을 만들어 면석을 세

웠고 모서리마다 각각 우주를 설치했다. 하

층기단에서는 상층 기단의 지대석 바깥쪽에 

붙여 포석鋪石을 깔았다. 포석 밑에는 지대석

을 놓았다. 계단은 총 5단의 디딤돌 양쪽으

로 우석隅石을 갖춘 구조다. 잔존 초석은 북

면 중앙 주칸의 2개와 서쪽 주칸 남쪽, 남쪽 

주칸의 서쪽에 각각 1개씩 모두 4개다. 하단 

판석은 동면 중앙 주칸 남쪽 것만 빼고는 모

두 제자리에 남아 있다.

1991년의 재조사 결과 기단 축조 이전의 원지반은 현재의 표토 아래 1.6~1.8m에서부터 나타나는 

단단한 흑갈색 점토층으로 확인됐다. 보고자는 이 토층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언급된 연못의 바닥

흙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흑갈색 점토층 아래로는 모래층이, 다시 현 표토 아래 2.7m부터는 풍화암

반층이 나타났다. 

백제 당시 탑을 세우기에 앞서 일정 범위를 마사점토로 넓고 정교하게 판축한 뒤 기단부 만큼의 범

동원 금당지

동원 금당지 평면도

동원 석탑지

동원 석탑지 기단 내외부 토층 단면도(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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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다시 팠다. 그리고 그 안을 토석다짐으로 층층이 견고하게 채웠다. 기단 외부 판축층은 두 부분

으로 나뉜다. 구지표~50㎝ 사이는 적갈색 마사점토 안에 모레와 백제 기와편이 포함되었다. 50~170

㎝ 사이는 점토와 마사토가 깨끗하게 성토되어 유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1988년 조사 시 판축의 

남측 범위는 기단석부터 15m까지, 서측 범위는 기단선에서 4m까지, 북측 범위는 기단선에서 3.4m

까지, 동측 범위는 기단선에서 4.6m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단 다짐층에서는 백제 기와편만이 출토된 반면, 석탑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기단 외부 원형 구덩

이에서는 백제와 통일신라의 기와편 및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반면 탑이 붕괴되면서 흩어진 기단부 

석재들의 틈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목탑이 통일신라까지는 남아 있었

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 금당지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4칸이다. 동원 금

당지와 같이 정면 주칸은 2.7m 씩 3칸, 협칸

은 2.3m 씩 2칸이다. 측면은 2.3m 씩 4칸이

다. 기단도 역시 이중기단이다. 상층 기단석

은 거의 다 유실되었고 하층 기단에서는 북

동쪽과 남쪽 중앙에 지대석 하나씩만 남아 있

다. 하층의 남북 규모는 약 18.5×15.2m다.

기단의 전면과 후면 중앙부에 계단의 흔적

은 있지만 석재는 모두 사라졌다. 또 남쪽 기

단 하층 기단면에서 남쪽으로 약 8m 떨어진 

곳에 석등을 놓았던 석렬 몇 개가 놓여있다. 

초반석은 동원 금당지와 마찬가지로 다 남아

있다. 외진 초석은 동북측 모서리 1개를 제

외하고는 모두 남아 있었다. 잔존한 내진 초

석은 남서측 4개와 동북측의 심하게 파손된 

1개뿐이다. 각 초석의 높이는 1m 내외, 초반

석 한 변의 폭도 1m 가량이다. 

한 편  하 층  기 단  면 석 으 로 부 터  남 쪽 

1~1.2m 지점에서는 고려시대의 국화문수막

새와 당초문암막새가 조를 이루어 출토되었

다. 이곳은 외진주에서 4~4.2m 떨어진 곳이

기 때문에 당시 건물이 아주 깊은 처마를 가

졌거나 차양칸이 부가되었던 구조였다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중원

금당지

동·서원 금당지를 연결한 중심축선 상 가운

데에 중원 금당지가 있다. 기단의 동쪽 일부

는 미륵산에서 흘러 내려온 작은 개천에 의

해 파괴된 상태였다. 기단 북쪽과 남쪽 중앙

에는 계단의 흔적이 있다. 

원래 이중기단이었지만 잔존한 하층 기단 

석재의 대부분은 지대석이고 그 위의 판석은 

동북쪽과 남쪽, 서쪽에만 조금 남았다. 상층 

기단에서는 지대석이 군데군데 보이며 북쪽 

계단지 동쪽에는 일부 면석도 그대로 있다. 서원 금당지

중원 금당지

중원 금당지 평면도

서원 금당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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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기단의 규모는 동서 약 24m, 남북 약 18.3m이고 하층 기단 규모는 동서 25.9m, 남북 20.2m로 

추정된다.

내부 초석은 모두 사라졌고 하부 초반석 일부만 존재한다. 조사 당시 초반석 상면에 원형 나무기둥

의 화재 흔적이 보였다. 장초석이 없어진 후 다시 건물을 세울 때 초반 위에 곧바로 목주를 세운 것이

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이중기단을 갖추어 동·서원 금당지 구조와 동일하다. 정면 

주칸은 중앙 3칸이 4.4m, 양쪽 협칸이 3.3m 정도고 측면은 중앙 2칸이 3.7m, 양쪽 협칸이 3.3m 가량

이다. 하층 기단의 주위에는 폭 1.8m 내외의 부석이 깔렸는데 낙수받이 시설로 여겨진다. 또 하층기

단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는 지대석과 팔각복연화문八角複蓮華文이 조각된 별도의 석재가 놓여있는데 

활주의 초석으로 생각된다. 활주초석과 외진주 초석의 거리는 4.8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민 처마의 

수평거리는 5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목탑지

이중기단이며 하층 기단에서는 지대석렬과 상부 판석 2~3매, 약간의 면석이 남아있다. 상층 기단에

서는 지대석 몇 개가 남아있다. 기단의 북변 중앙에는 계단이 확인되었다. 계단 지대석과 우석 그리

고 지대석 등이 잔존한다. 우석을 포함한 폭은 2.9m이다. 

한편 상하층 기단의 한 변 길이는 19.4m, 

상층 기단의 한 변 길이는 17.6m로 추정된

다. 중원 금당지 중심과 목탑지 중심의 거리

는 약 31.6m다. 동금당지와 동탑지의 중심

간 거리와도 일치한다. 건물지의 동남부 절

반 가량은 구지표면에서 약 1.5m 깊이까지 

동금당지를 파괴하고 내려온 개천에 의해 유

실되었다.   

기단 외부에는 소토가 섞인 암갈색 흙이 보

인다. 불에 탄 막새기와와 소조상편이 출토

되었다. 기단 토층 조사에서 점토와 사질토

가 3~5㎝ 두께로 번갈아 쌓인 판축토층을 확

인했다. 기단 상면으로부터 약 4.5m 깊이까

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토되었다. 그 아래

로는 흙과 할석을 번갈아 다진 토층이 약 2m 

깊이로 깔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건물지

가 목탑이었음을 시사한다.

강당지

서승방지의 동쪽과 동승방지의 서쪽에 연

결된 복랑지는 강당지 기단의 동서변 북단에

서 만난다. 강당지의 기단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초석도 많이 남아 있다. 잘 가

공된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춤이 높은 면석

을 세운 뒤 다시 그 위에 갑석을 올렸다. 우

석은 면석보다 약간 돌출되어 면석이 물리도

록 안배했다. 다른 건물지의 기단 형식과 대

동소이하다.  지대석 높이는 20㎝, 면석 높이

는 67㎝, 갑석 두께는 23㎝ 정도인데 지대석

이 절반 가량 땅 속에 묻혔다고 가정하면 기

단의 총 높이는 1m 가량이 된다. 

강당지 기단 동반부는 개천으로 인해 파괴

되었다. 하지만 가람 남부 중심축의 남반부중원 목탑지

중원 금당지 및 목탑지 평면도

강당지 평면 복원

중원 목탑지 기단 하부 판축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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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측한 결과 기단의 규모는 남북 19.55m, 

동서 65.2m로 산정할 수 있었다. 기단부 남

변에는 중앙과 양측에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계단이 놓였다. 북변 중앙에는 강당지 북쪽

의 석축단으로 뻗은 징검다리 형태의 복도 

초석렬이 있다. 원형의 초반석과 원통형의 

초석으로 구성되었다. 동서로 1칸, 남북으

로 3칸인데 동서와 남북의 기둥 간격이 모두 

2.8m다. 또 강당 서변 전후측에도 폭이 좁은 

계단지가 하나씩 있다. 

2차 조사에서 기단 내 좌우가 다른 건축 유구가 출토되어 비대칭의 평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능산리사지 강당지 발굴에서도 비대칭 평면이 확인된 바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좌측은 

벽체를 이용하여 내부 공간을 구성하고, 우측은 기둥을 세워 개방된 공간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였

다. 또 상부 가구는 외진과 내진으로 구분하여 좌측은 천두식 구조, 우측은 대량식 구조를 병용한 특

이한 구조로 보았다. 천두식 구조는 가늘고 긴 기둥을 촘촘히 세워 도리를 받치고 기둥 머리를 천방穿

枋으로 뚫어 공간을 구성하는 중국 남방 건축 계통 구조로 추측하였다. 

석등(석등하대석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43호)

미륵사지에서는 발굴조사가 실시되기 전부터 상당량의 석등부재가 출토된 바 있다. 

미륵사지 사역에서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석등 부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 탑지와 금당지의 

중심을 잇는 남북중심축에 자리한 하대석이다. 금당지에서 남쪽으로 14m 거리에 있다. 하대석은 1

매석이고 방형 지대석 위에 놓였다. 지대석은 1변 1.36m이고 두께 10㎝ 이상이다. 하대석의 1변은 

96㎝의 방형석으로 안쪽에 복련伏蓮이 부조되었다. 연화문은 8엽이고 네 귀에는 긴 연판문이 자리한

다. 개개의 연판은 판단 중간 부분이 위로 반전되었고 연판과 그 아래의 대석의 귀와의 사이는 귀접

이 되어 있다. 연판문 안쪽에는 간주 받침이 한 단 

높에 마련되었다. 평면 원형이며 직경 39㎝ 내외

이고 받침 높이는 2.5㎝다. 간주 받침 안쪽에는 

간주의 하부 촉을 받기 위한 구멍이 파여 있다. 

둘째 중원 목탑지와 금당지를 잇는 남북 중심축, 

즉, 가람의 남북 중심축에 석등의 하대석과 그 남

쪽의 유구가 놓여 있다. 하대석은 2매의 지대석 

위에 놓여있는데 지대석은 비슷한 크기의 장방형 

판상가공석을 남북으로 놓아서 1변 1.26m의 방형 

구획을 이룬다. 하대석은 1매석이고 한 변 1.05m

의 방형이며 지대석에서 12cm 높이의 외연 안쪽

에 복련이 부조되어 있다. 각 연판은 연단 중간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반전한다. 복련의 안쪽에 있

는 간주 받침은 평면 8각형으로 간판의 중간 등대

가 끝나는 곳에서 각을 이룬다. 간주 받침은 길이 

55㎝ 내외이고 운두는 2.5㎝이다. 간주 받침의 안쪽에는 원형 구멍이 있다.

연못지

통일신라 시기에 처음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 연못 사이의 도로 및 공간은 동서 너비 

50.5m, 남북 길이 96m로 확인되었으나 원래 남쪽으로 더 길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쪽 연못은 동서

길이 49~51m, 남북 너비 48m이고 서쪽 연못은 동서 길이 54.5m, 남북 너비 41m이다. 동쪽 연못 동

측 호안부터 서쪽 연못 서측 호안까지의 총 길이는 156m이다.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만 조성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석재를 쓴 사례로는 부여 관북리 연못, 정림사지 연못, 공주 공산성 연못, 경주 

안압지 등이 있다.

중원 석등 하대석

동원 석등 하대석

강당지 상부 가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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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호안은 점토, 와편, 돌 등으로 조성된 것이다. 호안 조성 시 사용된 기와편은 백제와 통일신라 

초기 제품이다. 남회랑지가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랑지와 연못지는 같은 시

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 구체적으로는 호안 조성토 내부 출토품 중 ‘개원4년開元四年’ 명문

와 이후의 것이 보이지 않아 연못과 후대 남회랑지의 구축 시기를 716년 이전으로 보기도 한다. 중앙 

도로 및 도로 서쪽의 남북 배수로 역시 연못과 함께 만들어졌을 것이다.

동·서 연못과 도로는 통일신라시대 말 이전에 한 차례 크게 보수되었다.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중

앙도로 서편 배수로 내부에 인공적으로 채워진 기와 파편들의 제작시기로 보아 통일신라 중기 이후

로 판단된다. 

동·서쪽 연못 북측의 와적층에서는 백제 평

와편, 수막새, 연목와, 벽화편과 통일신라 평

와 및 암수막새가 출토되었다. 와적층 유물

의 하한연대는 공방지 및 동원지역 하한 기

와와 동일하다. 또 고려 초기로 보이는 와편

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와적층 조성 시

기는 남북국시대~고려시대 초기 사이로 볼 

수 있다.

먼저 폐기된 것은 동쪽 연못이다. 그 시기

는 동쪽 연못 상층의 고려시대 건물지 조성 

이전으로 11세기 중엽 이전이다. 서쪽 연못

은 상부에 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았다. 와적

층 북쪽의 고려시대 건물지가 13세기 중엽까

지 존속한 점으로 보아 13세기 중엽 이후 폐

기되었을 것이다.

연못지

연못지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236호)

당간지주幢竿支柱는 당간을 고정하기 위해 세운 지주다. 당간은 번幡 또는 당을 걸기 위한 시설이다. 

당이란 본래 사원의 마당이나 문 앞에 꽃는 기당旗幢의 일종이다. 표면에 불화가 그려져 있고 기도나 

법회 등 의식이 있을 때 당간 꼭대기에 매달았다.

통일신라 시기에 부가된 남회랑지 안에는 서탑과 동탑의 남북 축선에 맞추어 당간지주 2기가 자리

하고 있다. 높이는 3.95m이며 두 당간지주의 간격은 89m다. 서탑 및 동탑과의 이격거리는 65m 가

량이다. 미륵사지 가람으로 진입하는 중문 바로 앞 좌우측 평지에 중심축을 가운데 두고 대칭을 이

룬다. 2기의 당간지주가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다. 남북국시대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원이었으며 

불교 행사 시 많은 신도들이 운집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주 내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지만 앞뒤

와 외면 외곽 부분에는 폭 12㎝ 정도의 윤곽대를 돌렸다. 모서리는 둥글게 깎았다. 또 외면 중앙부에

는 5㎝ 폭의 돌기대 1조를 양각했다. 지주 정상부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가면서 원호를 그리며 1단

의 굴곡을 깊게 주어 장식적인 의장을 구사하였다. 발굴 당시 8각 당주석편 2점이 출토되었다. 부여

박물관에는 이미 수습한 팔각 간주석편 6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시키면 당간 높이가 약 

11m를 넘는다.

서 당간지주 동 당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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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서탑은 해체 전 남았던 6층까지의 높이는 약 14.2m, 상하 이층으로 구성된 기단의 전체 

폭은 약 12.5m다. 창건된 후 지금까지 약 14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며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

지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서측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며 석축과 콘크리트로 보강된 상황이다. 석탑 

수리 또는 개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삼국유사』의 719년 지진 또는 벼락 기록

이나 922년 혜거국사의 개탑 기록을 참고한다면 석탑은 8~10세기 사이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도 볼 수 있다. 다만 2005년 실시한 석탑 붕괴원인 조사에 따르면 붕괴의 근본적 원인이 지진이나 벼

락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석탑 1층은 비교적 창건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있다. 또 귀솟음과 흘림이 반영된 기둥석, 별석으로 

구성된 초석, 전각부의 반전이 뚜렷한 귀옥개석, 기단의 가구식 구성 등에서 목조 건축의 기법이 충

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층 이상의 부재들에 기본적으로 조적식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결구 수법이 쓰이지 않았지만 1층에서는 각 부재들 사이에 맞춤과 같은 결구 수법이 보인다. 그러나 

해체 전후 확인한 여러 변형 흔적들은 후대 어느 시점에 1층까지도 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말

해준다.

기단은 상하 이중기단 형식으로 사지 내 금당지와 목탑지 및 동탑의 세부기법과 유사하다. 하층 기

단은 면석처럼 가공된 지대석과 갑석으로만 간단하게 구성되었다. 상층 기단의 면석에는 탱주가 없

고 네 모서리에 1층 기둥석처럼 민흘림이 반영된 우주가 배치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에 1개만 남았다. 

상대 갑석은 남은 부재가 없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판석 형태로 가공된 하층 기단의 갑석이 

일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미륵사지 서탑의 기단은 상부의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가 아니며, 탑의 

규모에 비해 얇고 작은 부재들로 기단 구성이 가능했다. 하층 기단은 후대의 이중기단에 비해 간소하

다. 이런 점에서 약화된 초기적 이중기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계단은 동측과 남측 것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았다. 기단이 거의 완성된 후 조성한 것이다. 원래는 

사면에 각각 1개씩 계단이 있었다. 남측에는 계단지대석 1개, 계단디딤석 1개, 계단지복석 1개, 소매

석 1개가 있다. 

석탑 1층의 동측면은 초석부터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부재가 모두 남아 있어 석탑의 원형을 추정하

서탑(국보 제11호)

는데 가장 중요하다. 초석과 초석 

사이에는 고막이석과 하인방석이 

설치됐고 기둥 위에는 평방석, 포

벽석, 상·하 옥개받침석, 옥개석이 

차례로 내밀며 쌓여 있다. 기둥석

을 포함한 탑신은 한 칸의 폭이 약 

2.5m 정도로 어칸과 협칸이 동일하

며 어칸에는 내부의 십자형 공간으

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다. 좌우 협

칸에는 2매로 구성된 면석 중앙에 

간주석이 있다.

십자형 내부 공간의 특징은 일종

의 감실龕室이 십자형으로 서로 통

하여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방형 

평면에 십자형 공간을 구현한 예는 

우리나라 현존 석탑 중에서 유일하

다. 감실이나 문비는 사리신앙이라

는 불교신앙적 배경에서 기원한다. 

즉 예배의 대상을 모시기 위한 공간으로서 탑에서는 사리를 봉안하는 방편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인

도의 스투파에 기원이 있다. 또 목탑의 출입시설과 내부공간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륵사 

서탑의 십자형 내부 공간은 목탑의 형식을 따른 결과물이며 이후의 탑에 나타난 감실과 문비의 원형

이 되었다. 내부 공간 각 진입로는 좌우에 벽체를 형성하는 두꺼운 면석을 세운 후 받침석을 2단으로 

내쌓고 그 위에 판석처럼 가공한 천장석을 얹었다. 백제의 사비기 횡혈식석실분의 치석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체 전 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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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서탑은 백제 무왕대(600~641)에 미륵사 창건과 함께 건립되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

고最古의 석탑이자 목조탑 양식을 가장 많이 간직한 석탑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목조 누각식 탑은 

남북조시대부터 건설되었다. 수당대부터는 전탑도 만들어졌다. 당시 전탑은 공포와 처마 등이 목조

탑의 형식을 가졌다. 미륵사지 서탑은 중국에서 목탑 양식의 전탑이 나타나던 시기에 목조 번안 석탑

으로 축조된 중요한 사례다. 전탑의 벽돌은 진흙 소재이므로 섬세하고 복잡한 형상을 제작하기 용이

했다. 하지만 화강암은 벽돌에 비해 복잡한 형상을 조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륵사지 서탑의 목탑 

요소는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번안되었다.

미륵사지 서탑의 1층 기둥은 민흘림이 있는 4각 기둥이다. 누각식 불탑은 동한말부터 조성되기 시

작했고 남북조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 목탑이 북위의 최대급 건축인 낙양 영령사永寜寺 탑이

다. 9층, 정방형, 정면과 측면 9칸으로 기록되었다. 이 곳의 목탑지에서는 한 변 길이 50㎝의 사각형 

주공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4각 기둥은 전탑인 당의 대안탑大雁塔에서도 나타났다. 두 사례로 보아 미

륵사 서탑의 4각 기둥은 중국 목탑 양식의 영향을 받은 백제 목조탑의 기둥형식으로부터 취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각주가 유리하다. 미륵사지 서탑의 기둥에는 면석이 접합되는 곳

에 ‘ㄴ’자로 반턱을 내 면석을 끼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둥이 각주가 아니라 원주라면 접촉면이 적

어 파손이 더 쉽게 일어났을 것이다.

당대의 건물인 불광사佛光寺 동대전東大殿에는 기둥 하단에 하인방이 결구되었고 다시 그 아래 기둥

보다 굵은 목조 방재가 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도 기둥 하단에 하인방이 있고 그 아래 다시 주초석 

사이에 고막이석이 있어 면석을 받쳐준다. 이 역시 목조 건축의 가구에서 번안된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 서탑의 1층 기둥 상단에는 인방재가 기둥 칸에 횡으로 연결되었다. 중국 하북 이현의 의

자혜석주義慈惠石柱(567~570) 상단에 정교하게 조각된 건축 형상 모형을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배흘림 원기둥의 상단 주두 바로 밑에 인방재가 있다. 목조 가구를 충실하게 모방한 부분이다.

서탑의 재조립

서탑의 재조립은 2013년 말에 착수하여 2017년 6층까지 조

립이 완료되었다. 조립 기준은 바로 석탑 정중앙의 심초석이

다. 심초석은 석탑 내부의 1층부터 4층까지 17개가 연속되

는 심주석의 맨 아래 부재이다. 이것은 석탑 조립 시 지상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부재로서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심초석

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석탑 조립의 중심축을 확보하고 순

차적으로 초석, 고마이석, 기둥석 등을 조립해 나갔다. 가설

덧집에 고정하여 설치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심초석 위로 올

라가는 심주석에 중심선을 표시한 후 이를 수직으로 연장하

여 각 층위의 조립 기준으로 삼았다. 또 거친 부재 표면으로 

인해 상부 하중이 부재 사이 접촉면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접촉면의 공극을 무기질 재료 등으로 충전하여 

분포하중을 유도했다. 서탑의 각 부재는 같은 층이나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대부분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안정적인 조

립을 위해서는 시공 수평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 부재

와 단차가 클 때는 부분적으로 티타늄 고임쇠를 사용하여 보

완했다.

서탑 기단부 발굴조사

2009년 해체조사와 연계하여 진행된 서탑 기단부 발굴조사는 기단토와 기단토 하부의 축기부의 조

성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백제 석탑의 기초부 공법에 대한 중요한 학술자료

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굴광선 안쪽으로는 주로 사질토에 할석을 혼합한 토석혼축다짐으로 조성하고 

초석 하부에는 동탑지와 같이 초반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초반석 중앙부터 상면까지 약 25㎝ 내외의 

1층 기둥석 조립 후 전경(2015. 12)

6층 옥개석 조립 당시(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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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할석이 섞이지 않은 사질점토층으로 판축되었다. 이는 1991년 동탑지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와 같이 축기부 및 기단토층의 구조가 최초로 밝혀졌다.

이후 탑 하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추가 조사에서는 축기부의 전체 범위와 

나머지 초반석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기단토층 구조가 밝혀졌다. 석탑의 축기부는 지표면에서 동쪽으

로 약 2.3m, 서쪽으로 약 2.1m 정도의 깊이까지 사질토 또는 사질점토에 할석을 혼합한 토석혼축다

짐으로 조성하였다. 굴광선은 하층 기단 지대석의 바깥쪽에 위치하였다. 해체 전 석탑 하층기단의 폭

이 12.5m인데 반해 축기부 전체 범위는 약 15.4m 내외였다. 기단토층은 초반석을 기준으로 중간 높

이 이하까지는 할석을 혼합하여 층층이 다져 올린 축기부와 동일한 형식이었다. 달구질 흔적도 역력

했다. 초반석 중간부터 상면까지는 할석이 섞이지 않은 사질점토판축층이 있었다. 

한편 석탑 내부 십자형 공간의 바닥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진단구가 출토되었다. 토제 나발, 은제

손톱, 청동 뒤꽂이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지만 대부분 파편 상태였다. 주로 남측 통로(폭 1.5m, 길이 

3.5m) 바닥석 하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또 성토층이나 탐색갱 내 다짐층 등 안정적 층위에

서는 백제 연화문수막새와 평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창건 당시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부 발굴조사 완료 모습남측통로 진단구 노출기단부 토석혼축다짐

2009년 1월 14일 미륵사지 서탑 1층 십자형 공간 내 심초석 위 첫 번째 심주석을 해체하던 과정에서 

639년 석탑 건립 당시 봉안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백제 사원 목탑의 심초석은 지하→반지하→

지상으로 그 위치가 점차 변화하였다. 제석사지, 황룡사지 등 7세기 전반기에는 완전히 지상식으로 

정착하였는데, 7세기 초 건립된 미륵사지 서탑 역시 지상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 수습된 금제 사리내호와 금동제 사리외호 등의 사리장엄구는 최전성기에 오른 

백제의 공예기술을 잘 보여준다. 사리봉영기의 기록은 미륵사지의 삼원식 가람배치와 함께 불교를 

기반으로 한 백제인들의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청동합, 금판, 은제 관식 등의 

유물은 사리봉영 의식이 백제 왕실만이 아니라 귀족이나 관료가 참가한 국가적 의례였음을 알려준

다. 이밖에도 무역 범위, 행정편제와 관료제 그리고 칭량화폐 시스템 등 백제 사회의 여러 측면의 연

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 사리내호, 금동제 사리외호, 사리봉영기, 청동합 등 총 9점이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되었다. 보물로 지정된 것 이외에도 유리제 사리병, 은제 관식, 금판, 은제과대장식, 도자, 금제 

족집게, 납유리판과 유리구슬 등이 나왔다.  

금제 사리내호 金製舍利內壺

미륵사지 석탑의 1층 심주를 파낸 사리공 안에서 사리용기와 각종 공양품이 장엄된 상태로 출토되

었다. 사리를 직접 봉안한 가장 안쪽 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하고, 그 유리병을 작은 금제 내호에 봉안

한 후, 다시 금동외호에 봉안하는 3중 구조이다. 여기에 이 사리용기들이 봉안되었던 방형의 석조 사

리공을 방형석함方形石函으로 본다면, 유리병, 금제호, 금동제호, 석함의 4중으로 사리용기를 구성했

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리기를 중첩한 것은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장아함경長阿含經』 등의 경전에서 다중 용

기 형식을 취하며 내부로 갈수록 귀한 재질을 사용한다는 내용과 일치된다. 백제에 『대반열반경』이 

수입된 때는 백제가 534년과 541년에 거듭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고 열반 등의 경의와 모시박사 및 

공장 등을 청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늦어도 성왕대이다. 중국에서는 동진 혜달의 목탑에서 금호, 

유물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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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합, 철호, 석함이, 양무제가 축조한 전탑에서 금호, 옥호, 칠보탑, 석

함 순서의 4중 용기를 쓴 예가 문헌기록에 남아 있다. 4중 사리용기는 

수문제 인수사리기에도 규범으로 여겨졌다. 

금제 사리내호는 구조 상 보주형 꼭지를 지닌 뚜껑, 2단 몸체(상단, 

하단) 등 금동제 사리외호와 같다. 뚜껑이 목에 끼워져 있으나 별도로 

제작되어 원래는 서로 분리되는 구조였다고 추정된다. 사리외호에 보

이는 상하단 몸체의 고정 장치는 없다. 성분 분석 결과 99wt.% 이상

의 금과 1wt.% 내외의 구리가 검출된 순금제품이다. 물방울무늬, 보

주무늬, 세잎넝쿨무늬, 어자문, 연주환문聯珠環文이 장식되어 있다.

금제 사리내호와 금동제 사리외호는 부여 왕흥사지의 3중 사리기 

중 은호의 양식을 계승했다. 보주형 꼭지가 달린 광구호 형식의 금속

기가 사리기로 사용된 예는 백제뿐이다. 다만 이런 형태는 중국 하북

성 지역에서 유행한 한대 청동기 중 광구호 형식과 유사하다. 이 형식

은 청동기는 물론이고 도자기로도 제작되었다. 중국 동진 덕청요 흑

유개호나 월주요 청자반구호 등의 형태는 왕흥사지나 미륵사지의 광

구호 형식 사리기와 비교할 만한 자료다. 

금동제 사리외호 金銅製舍利外壺

금동제 사리외호의 구조는 뚜껑, 몸체로 구분된다. 몸체는 중간을 

여닫을 수 있도록 2개체로 분리 제작되었는데 하단 몸체의 안쪽에 ‘ㄴ’

자 꼴의 홈을 파내고 상단 몸체에 납작한 못을 박아 끼워 돌려서 서로 

맞물리도록 만들어졌다. 

몸체를 상하 2단으로 만든 것은 상단 몸체의 주둥이가 좁아 금제 사리내호를 넣기가 어려웠기 때문

이다. 상단 몸체를 열었을 때 하단 몸체 높이 만큼 향 추정 가루와 유리구슬 등이 충진되어 있었다. 

금제 사리내호

금제 사리내호 도면

따라서 하단 몸체에 내호와 충진물을 담은 후 상단 몸체를 덮고 돌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리-주석(Cu-Sn) 합금의 청동제이다. 주조 후 녹로에 올리고 가질하여 형태를 완성했다. 수은아말

감기법으로 도금하였다. 도금층이 두꺼워 처음에는 금제로 알려지기도 했다. 안팎에 전체적으로 두

껍게 금도금 되어 있다. 가질 흔적이나 정 자국 표면에도 도금 흔적이 남았다. 전체 무늬를 넣은 후 

마지막으로 금도금 후 광을 냈던 것으로 보인다.

가로선을 넣어 구성한 여러 구획 안에 연꽃잎무늬, 인동넝쿨무늬, 연꽃넝쿨무늬 등을 모조毛彫 혹은 

축조蹴彫기법으로 새기고 여백을 어자문魚子文과 연주문聯珠文으로 채웠다. 전반적으로 선이 유연하고 

볼륨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당초문은 몸체의 상부와 하부에 연속적으로 뻗어 나간다. 하부에는 인동

당초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타원형 공간을 연결한다. 잎의 표현이 도톰하고 입체적이며 이중

의 매듭장식 등에서 장식성이 뛰어나다. 부여 능산리 중상총 출토 목관 장식, 부여 하황리 출토 은제

병부유리구, 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석실 출토 규두대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1층 옥개석 출토 금제

사리내합 등에서 유사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어자문은 원래 6~7세기 서아시아 지역에서 출현해 

중국 수당대에 성행한 문양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유행하였다. 미륵사지 사리기의 어자문은 한국

금동제 사리외호 금동제 사리외호 도면 금동제 사리외호 상단 몸체의 내부 조금기법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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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빠른 사례다.

상반부의 목 부분에 남은 횡선에 대해 별도로 주조한 후 제물땜 하여 남은 흔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두 

부위를 땜질하다가 미숙한 솜씨로 구멍이 생긴 걸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주조된 기물의 두께가 불균등하

여 가질 및 조금彫金 과정에서 구멍이 남았을 뿐 처음부터 한 몸으로 제작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당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섬서성 함양시 출토 금제주전자는 금동제 사리외호의 형태 및 문양과 

가장 유사한 금속기다. 동체의 상하부와 목부분에 연판문대를 배치한 점, 문양대와 문양대 사이에 어

자 연주문 띠를 배치한 점, 연꽃잎 끝부분에 가는 선을 반복적으로 넣은 점, 연봉오리 모양의 꼭지 등

이 미륵사지 금동제 사리외호와 닮았다. 금제 주전자의 꼭지에 달린 사슬은 무령왕릉 출토 금제 장식

과 이식에서 보이는 매듭 형태의 장식과 유사하다. 현재 이 금제 주전자의 출토 맥락이나 유사 사례

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제 유이민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자료다.

사리호 내 공양품 舍利壺 內 供養品

금동제 사리외호 안에는 금제 사리내호와 금구슬, 청색·녹색·보라색·노란색·백색 등의 유리구슬, 향

香 추정 유기물 등이 들어 있었다. 또 금제사리내호 안에는 유리제 사리병 파편과 꽃 모양 금구슬 1

점, 대롱옥, 청색 유리구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그 자체가 사리공양품이면서 사리내호와 

유리병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충진제 역할도 겸했다. 

사리호 내 공양품 중 가장 많은 수량의 유물은 유리구슬이다. 외호에는 3,892점, 내호에는 257점이 

담겼다. 유리구슬 다음으로 많은 유물은 금구슬이다. 이 금구슬은 사리공에서 23점, 외호에서 48점, 

내호에서 1점, 청동합4에서 355점, 청동합5에서 16점, 청동합6에서 8점 등 총 451점이 발견됐다. 금

구슬의 성분은 대부분 금이 99wt.%이며 구리가 소량 함유됐다. 금구슬은 구형과 화형으로 구별되는

데 그중 화형구슬은 금 성분이 98wt.%이며 접합 흔적으로 보아 먼저 반씩 제작한 다음 금땜으로 접

합했다. 접합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매우 정교한 기술을 갖춘 장인이 제작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사리내호 안에서 확인된 13과顆의 추정 사리 중 가장 작은 1과만이 입지름 4mm의 유리

제사리병 안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유리제 사리병 琉璃製 舍利甁

사리를 봉안했던 유리병이다. 금제 사리내호 안에서 여러 구슬 및 관옥 등에 섞여 파편 상태로 발견

되었다. 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뚜껑과 구연부 그리고 목 부분 정도이다. 구연부 너비는 4.6㎜, 

구연~어깨 잔존 길이 9.0㎜이며 유리 두께는 0.05㎜ 정도이다. 뚜껑의 상부는 완전하지만 하단의 촉 

부분은 결실되었다. 뚜껑의 전체 길이는 12.3㎜, 최대 너비는 5.8㎜이다. 사리병의 구연부 안 지름은 

4.1㎜이다. 

사리호, 내부 공양품 사리, 자수정

자수정 꽃모양 금구슬 金製花形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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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형태는 구형이고 촉은 원통형이다. 남아있는 병의 목부분으로 미루어 어깨 부분은 좁았을 것

으로 보인다. 동체부와 바닥 부분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7~8세기 중국 및 우리나라 삼국시대 사리

병의 예로 보아 납작한 바닥으로 복원할 수 있다. 평저라면 사리병의 복원형태는 목이 길고 동최대경

이 하복부에 있는 소형병이었을 것이다. 저부가 뚜껑 지름과 유사한 6㎜ 정도라면 복원 높이는 27.5

㎜, 최대 복경은 16.3㎜ 정도가 된다. 

반면 신라 황룡사지와 분황사에서 출토된 유리제 사리병의 사례를 참고하여 긴 목과 둥근 몸체 그

리고 바닥 가운데 부분이 중심부를 향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라고 추정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형태

는 중국 유리제사리병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이다. 그리고 7세기 유리제사리병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사리병의 열화가 심한 상태여서 육안 관찰로는 불명확하지만 유리 색이 녹색보다는 갈색일 가

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유리의 성분은 소다계이며 얇은 기형으로 보아 제작기법은 불기기법으로 판

단된다.

금제 사리봉영기 金製舍利奉迎記

금제 사리봉영기는 가로 15.3cm, 세로 10.3cm의 금판으로 앞뒤 면에 손칼을 이용하여 새기고 각 

B1

유리제 사리병 파편

유리제 사리병 구연부 및 뚜껑 유리제 사리병 복원도

획을 따라 주사朱唦를 입혀 글자가 더욱 선명하

도록 만들었다. 전체 193자로 앞쪽에는 99자, 뒤

쪽에는 94자를 새겼다.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

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639)에 사리를 봉안하여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륵사의 창건 목적과 시주施主, 석탑의 건립 연대 

등을 정확히 밝혔다. 문장은 사륙병려체四六騈驪

體로 대구법對句法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체는 645년에 쓴 ‘사택지적비沙宅智積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봉영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 문단에는 석가모니와 그가 남긴 사리

의 신묘한 힘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였다. 둘째 

문단에는 기해년에 백제 왕비가 절을 세우고 사

리를 맞아들여 모신 내용을 적었다. 마지막 문

단은 무왕과 왕비의 안녕, 모든 사람의 성불成佛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금제 사리봉영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백제에서는 기년을 표시

하는 연호 없이 간지干支만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창왕명석조사리감에는 정

해년, 왕흥사지 사리기에는 정유년, 사택지적비에는 갑인년으로 표시되었을 뿐이다. 둘째 대왕폐하

의 수연을 강조했다. 사리 봉안 시점인 639년은 무왕 40년으로 재위 최후기에 해당한다. 무왕은 만 2

년 후인 641년 3월에 사망했다. 따라서 산악과 같은 수명과 천지와 같이 영구한 치세는 당시 실질적

인 희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백제 관련 기록에는 왕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사리봉영기

에는 백제 왕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매우 희귀하다.

금제 사리봉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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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 서탑 창건의 주체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임이 밝혀

져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삼원식三院式인 미륵사의 창건에 선

화공주를 포함한 다른 발원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竊以 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 如水中月
是以 託生王宮 示滅雙樹 遺形八斛 利益三千
遂使 光曜五色 行遶七遍 神通變化 不可思議
我百濟王后 佐平沙乇積德女 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
撫育萬民 棟梁三寶 故能 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廿九日 奉迎舍利
願使 世世供養 劫劫無盡 用此善根
仰資 大王陛下 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 上弘正法 下化蒼生
又願 王后卽身 心同水鏡 照法界而恒明 身若金剛 等虛空而不滅
七世久遠 並蒙福利 凡是有心 俱成佛道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왕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에 따라 부감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몸을 드러내신 
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치는 달과 같았다. 이 때문에 왕궁에 의탁해 태어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
는데, 8곡의 사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오색(사리)으로 일곱 번
을 돌게 하였으니,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하였다.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로서 오랜 세월 동안 선인을 심으시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으셨
다. (왕후께서는)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의 동량이 되셨다. 때문에 삼가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옵건대, 세세토록 공양하여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으로 우러러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나란히 견고하고, 왕립은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정법을 크게 하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는데 도
움이 되게 하소서. 다시 원하옵건대, 왕후의 몸에 나아가서는, 마음은 수경 같아서 법계를 항상 밝게 비추
시고, 몸은 금강과 같아서 허공과 같이 불멸하시어, 칠세를 영원토록 다 함께 복리를 받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금제 사리봉영기>

청동합 靑銅盒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에는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6개의 청동

합이 있다. 사리공 유리판 위 네 모서리마다 1점씩 두었고 가장 큰 청동합4는 사리공 서쪽 벽면 가운

데 두었다. 북동쪽 모서리에는 1점을 위에 포갰다. 6점 모두 주물로 만들었으며 두께는 0.3mm 안팎

으로 고르다. 거친 겉면을 깎고 다듬어서 광을 냈을 것이다. 6점 모두 다른 형태와 기법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제작자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치 당시 사리공 벽면 주위에 두

었던 것을 보면 중앙에 사리호를 안치할 것을 계획하고 사리호 주변을 에워싸는 위치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청동합 안에는 금판, 금귀걸이, 금구슬, 유리구슬, 굽은 옥, 호박, 진주, 향으로 추정되는 유기물과 

직물 등 다양한 공양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청동합의 안과 밖에서 수습된 820여 점의 진주

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진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진주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었을 가능

성이 높아 백제의 대외 교류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청동합1은 주물로 만들었다. 뚜껑과 몸체의 모서리를 깎아 들어가듯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윗턱면

을 이루게 모죽임하였다. 뚜껑과 몸체의 높이 및 형태가 같은 상하 대칭형이며 뚜껑 상부와 몸체 바

닥의 중앙에 지름이 같은 1.9㎝ 크기의 작은 동그라미 문양이 있다. 녹로 위에서 가질하여 남은 흔적

청동합   ‘상부달솔목근’을 새긴 청동합1 청동합6 옆면 무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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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청동합1의 뚜껑에는 ‘상부달솔목근上卩部達率目近’이라 새겨져 있어 이것을 공양한 사람이 상부上部

의 달솔達率 관등에 있었던 목근目近이라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다. 목근目近의 목씨目氏는 사씨沙(乇·砂

宅)氏·연씨燕氏·해씨解氏·진씨眞氏·목씨木氏를 비롯한 백제의 8대 성(국중대성팔족國中大姓八族) 귀족 성씨

의 하나인 목씨木氏로  보기도 한다. 안에는 직물 뭉치와 원형을 알 수 없는 유기물 가루가 담겼다. 

청동합3은 뚜껑과 몸체의 높이 비율이 1:2 정도인 원통형이다. 뚜껑지름이 몸통 바닥보다 크다. 바

닥을 뺀 겉은 주름과 같이 황선이 돌아간다. 뚜껑 상부에도 시문되었다. 또 뚜껑 상부에는 진주가 용

착된 상태다. 바닥은 평평하며 둘레가 살짝 낮은 굽이 있다. 푸른 녹이 묻은 향가루 추정 유기물이 발

견됐다. 청동합3에는 납 성분이 50% 이상 함유되었다. 

청동합4는 청동합1과 같이 모를 죽였다. 그러나 몸체의 안쪽 바닥 둘레에는 청동합1과 달리 모죽임 

턱을 만들지 않고 그냥 둥그스름하게 처리하였다. 상하부에 문양이 없다. 뚜껑과 몸체의 높이 및 형

태가 같은 상하 대칭형이다. 6점 가운데 가장 크다. 합 안에 유리구슬을 비롯한 4,500여 점이 들어있

었다. 천연진주 640여 점, 대·중·중소·소 금제구슬 350여 점, 금판 2점, 머리 부분이 연꽃 모양인 금못, 

금제 모자곡옥金製冒子曲玉 등이 포함된다.

청동합6도 청동합1과 같은 모죽임 합이다. 안쪽 모서리 형태도 청동합1과 같다. 그러나 표면에 꽃

무늬가 새겨졌다. 뚜껑 위 중앙부에는 선이 한 바퀴 돌아간다. 그 원 안에 활짝 핀 꽃을 새겼다. 뚜껑

의 옆면에도 하단에는 연주문連珠文이 들어간 띠와 팔메트 느낌의 인동무늬가 시문되었다. 팔메트형 

무늬는 금동제 사리외호의 하단부 무늬와 비슷한 인상을 준다. 내부에 삭은 직물과 그 안에 들었던 

얇은 금판 1점, 막대 1점, 금제 고리 2점, 금제 화형구슬 8점 등이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청동합 5점은 모두 뚜껑과 몸통이 납작하고 위아래가 좁다. 기본적으로 모두 모죽임 했

으나 모죽임법이 다르다. 청동합1·4·6은 입사각형식入斜角形式, 청동합2는 호각형식弧角形式, 청동합5는 

화호각형식花弧角形式으로 서로 다르다. 청동합의 용도는 사리를 넣은 그릇이 아니라 공양구이자 그 

안에 공양물을 담은 고급 그릇이다. 형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양자가 여럿이었을 가능성도 타진

할 수 있다.

은제 관식 銀製冠飾

은제 관식은 백제 관리의 지위를 나타내는 자료다. 지금까지 모두 13점이 발견되었는데 부여 하황

리 돌방무덤, 능산리 36호분에서 출토된 것의 도안이 가장 복잡하며, 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돌방무

덤의 관꾸미개는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잎무늬葉文 가운데 한 개가 생략되었다. 미륵사지 석탑, 논

산 육곡리 7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 돌방무덤, 남원 척문리, 염창리 Ⅲ-72호분, 남해 남치리 고

분군에서 발견된 관식은 기본적인 도안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은제 관식은 수도인 부여나 지방의 행

정 중심지에 위치한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석탑에서 발견된 사례는 미륵사지가 유일하다. 

미륵사지의 관식의 꽃봉오리 끝은 길게 뻗어 있고 꽃받침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말려 있다. 꽃봉오

리 2개가 달린 오른쪽 관식에는 부러진 곳을 이어 붙인 흔적이 남아 있어 실제 사용하던 것을 공양했

던 것으로 보인다.

1. 부여 하황리 돌방무덤

2. 부여 능산리 능안골 36호분(2점)

3. 부여 능산리 능안골 44호분

4. 부여 염창리 Ⅲ-72호분

5. 논산 육곡리 7호분

6. 익산 미륵사지 석탑(2점)

7. 남원 척문리 돌방무덤

8. 나주 복암리 3호분 5호 돌방무덤

9. 나주 복암리 3호분 16호 돌방무덤

10. 나주 흥덕리 돌방무덤

11. 남해 남치리 돌방무덤

합계 13점

2~3
4
1

5

6

7

10

8~9

11

은제관식

수리 흔적 은제관식 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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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유리판과 유리구슬 鉛琉璃板·琉璃玉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은 유리구슬이다. 특히 사리공 네 벽 모서리에 놓인 청동합 

사이를 채웠던 녹색 유리구슬은 566점에 달한다. 모양이 굵

고 뚜렷하다. 상하 길이가 긴 달갈형과 좌우 폭이 넓은 타원

형으로 나뉜다. 크기와 무게가 일정하진 않지만 대체로 지름 

1.5㎝, 무게 6.6g 내외이고 줄에 꿰었던 듯 중앙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 

사리공 바닥에서 발견된 녹색 유리판은 각종 공양품을 안치

하기 전에 사리공 바닥에 깔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사리공 바닥 너비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주문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판은 23㎝의 정사각형이며 

두께는 약 1㎝, 무게는 2,912.2g이다. 풍화상태가 심각하였고 

8개의 파편 상태로 수습되었다. SiO2가 약 30wt.%, PbO가 약 

70wt.%인 PbO-SiO2계 납유리(lead glass)다. 미륵사지 발굴

조사 시 확인된 금당지 출토 납유리와 같이 거푸집에 부어 제

작하는 moulding 기술로 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녹색 유리판은 7세기 일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백제의 유리 제작기술이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가리킨

다. 후쿠오카현福岡縣 무나카타시宗像市 미야지다케 고분宮地嶽

古墳에서 출토된 1.2㎝ 정도의 파편들을 접합하면 길이 17.6

㎝, 폭 10.9㎝의 유리판 4매 가 된다. 또 키타큐슈시北九州市 후

쿠마사와福間澤 고분과 나라현奈良縣 사쿠라이시櫻井市 아베데

라 유적安倍寺遺跡에서도 녹색 유리판이 발견된 바 있다.

납유리판

유리구슬

사리공 내 유리구슬 및 청동합 출토 상태

2009년 석탑 기단부 해체 시 1층의 남쪽 십자 공간 바닥석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유물

은 대부분 완형보다는 파편 상태로 출토되었다. 가장 많은 종류는 유리옥이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 

그리고 색상을 가졌다. 다음으로 소조나발의 수량이 많다. 또 청동제 뒤꽂이, 금동제 장식편, 금박, 

은제 장식, 청동제 허리띠꾸미개唐式腰帶裝飾, 철기, 탄화미 등 다양한 자료가 출토되었다. 

은제 손톱장식 銀製爪裝飾

2점이 출토되었다. 형태상으로는 두 점이 

같지만 크기가 서로 약간 다르다. 길이는 

각각 15.94㎜, 14.83㎜이다. 0.47㎜의 판 위

에 원하는 모양의 틀을 올려놓고 찍어내는 

투각기법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조나발 塑造螺髮

정선된 점토로 단단하게 소성했다. 대부

분 흑회색, 갈색, 다갈색이다. 거푸집을 사

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빚었다. 높이는 

12.4~16㎜, 구경은 8.5~10.5㎜ 가량이다. 

완형 1점 당 무게는 약 0.8g 정도다. 총 89

점이 수습되었는데 이중 상태가 좋은 것은 

71점이다. 바닥면이 편평하고 나선형으로 

4~5번 감아올렸다. 지금까지 백제 유적에

서 나발이 출토된 곳은 익산 왕궁리유적, 미

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금강사지 등이다.

은제손톱장식

소조나발

서탑 진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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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는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다. 창건 당시의 삼원병렬식 가람배치는 통일신라 시

기에 들어 ‘ㄷ’자 모양의 남쪽 회랑과 동서 당간지주가 새로 부가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동원 영역의 유지가 어려워져 가장 먼저 폐기되었고, 남은 건물들도 구조나 기능이 변

화되었다. 그리고 서원의 석탑을 중심으로 새롭게 사원 영역이 정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북승방지 

북편을 중심으로 가람이 형성되었고 기존 삼원 영역은 서탑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

으로 여겨진다.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건물은 없지만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을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국~조선시대의 기와이다. 녹유연목와는 백제 당시 건물 

지붕의 서까래를 아름답게 장식했을 것이다. 또 치미는 동원 승방지 외곽에서 출토된 것이다. 금당이

나 강당 등 중요한 장소에는 더 화려하거나 큰 치미가 놓였을 것이다.

이밖에도 동탑의 처마에 매달렸던 풍탁, 건설 필수품이었던 먹줄통, 동탑의 석재 내부에 가로질러 

설치했던 은장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금동풍탁 金銅風鐸

풍탁은 절의 목조 건물이나 석탑 처마에 매달아 소리가 나도록 한 

장엄구로서 풍경이라고도 한다. 풍탁의 소리는 부처의 법음을 의미

했다. 건물의 지붕에 매달아 시각적, 청각적 화려함을 더했다. 탁신

의 천판에 구멍을 내거나 고리를 만들었고 탁신 천판의 구멍 혹은 고

리에 연결쇠를 달아 지붕의 고리에 연결하여 매달았다. 이를 위해 풍

탁은 내부에 추가 있는 방울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 금동풍탁은 미륵사지 동탑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쳐 

일그러졌고 부분적으로 도금이 박락되었지만 삼국시대 풍탁 중에

서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였다. 탁신은 3면체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

려올수록 넓어지다가 중간 이후부터 다시 좁아진다. 하단에 능이 있

가람 창건과 중수

금동풍탁

다. 천판과 밑면은 타원형이다. 상부인 천판에는 둥근 고리가 달렸다. 어깨 부분에는 한 쪽에 두 개씩 

유곽이 있다. 가운데 당좌는 연꽃무늬다. 탁신 외곽에 테두리가 돌아간다. 풍탁의 안쪽에는 천반에 

바람판을 연결한 중간고리의 흔적이 남았다. 

백제의 풍탁 중 완형은 미륵사지 금동풍탁이 유일하다. 하지만 부여 부소산 사지와 능산리 사지에

서 바람판이 출토된 바 있다. 모두 금동제이고 하트형과 반원의 몸체 하부에 2개의 릉이 있다. 

치미 鴟尾

치미는 사찰이나 궁궐 건물의 기와지붕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놓이는 장식용 기와로 망새라는 이름으

로 불리기도 한다. 또 반우反羽, 봉황鳳凰, 치문鴟吻, 정문正吻 등으로도 불렸다. 새나 물고기의 꼬리를 

연상시키는 모습에서 후대로 갈수록 점차 물고기 머리, 꼬리, 용의 머리 형상으로 변화했다. 대체로 

흙으로 만들었지만 석제, 금동제도 있었고 기록에 따르면 납이나 나무로도 제작했다. 치미를 지붕 위

에 설치하는 이유는 용마루 끝을 깔끔하게 마감하고 장식하기 위해서다. 또 화재나 재앙을 막는 벽사

적 의미도 내포했다. 중국의 한漢나라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궁궐이나 

불교 사원과 같은 중요 건물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1980년도부터 실시한 미륵사지 발굴조사에서 1,018점의 치미편이 출토되었다. 이 치미는 백제 시

기 미륵사 승방의 지붕을 장식했던 것이다. 높이는 99㎝, 길이는 86㎝, 폭은 머리 부분이 28㎝, 깃 부

분이 53.2㎝이다. 전체적으로 유연하면서도 힘찬 모습이고 버선코처럼 들린 꼬리는 우아함을 더하고 

있다. 치미의 꼬리와 깃의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새가 앉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가 커 몸체, 등, 깃, 배면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였는데 접착면 안쪽에 접착력을 강하게 하기 위

해 점토를 덧대어 부착했다. 각 면은 폭 2~3㎝ 크기의 점토띠를 두겹씩 겹쳐서 만들었다. 깃의 44㎝ 

높이에서 등쪽으로 올라가면서 경사지게 상단과 하단을 따로 만들어 결합한 2단의 치미다. 상하단

을 고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용마루와 접하는 곳은 막혀있고 중앙에는 직경 7.8㎝의 원공이 뚫

렸다. 용마루 기와와 접하는 부분은 암키와를 엎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3.8㎝ 정도 돌출시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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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대의 끝은 수키와 형태여서 적새 위에 놓이는 수키와와 결합할 수 있게 해놓았다. 용마루의 적

새는 23㎝까지 쌓고 그 위에 수키와를 올려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는 용마루 높이까지 2~7㎝ 간격으로 정단형의 층단이 좌측에는 6단, 우측에는 7단을 표시하였

다. 몸체의 층단은 머리쪽이 좁고 종대쪽이 넓다. 종대는 몸체의 층단 위에 몸체와 후미 깃 사이를 선

으로 구분하였다. 그 안에 정단형의 층단을 좌측은 12단, 우측은 13단을 두었다. 몸체와 연결되는 곳

에는 각 층단마다 물고기 비늘 모양의 반타원형 무늬를 새겼다. 깃 부분에는 좌우에 각각 30단씩 층

단이 표현되었다. 깃의 층단은 끝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끝은 계단 모양이다. 깃의 단면에는 위

에서부터 16번째 층단까지는 중앙 부분에 직경 1㎝, 깊이 2.5㎝ 내외의 둥근 구멍이 뚫렸다. 나뭇가

지 따위를 끼워 치미를 장식하거나 새가 앉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한다. 

녹유연목와 綠釉椽木瓦

연목와는 빗물이 들이쳐 서까래가 썩는 것을 막고 서까래를 장식하

기 위해 사용한 기와이다. 녹색으로 반짝이는 유약이 입혀진 녹유연

목와는 우리나라에서 미륵사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납성분이 함유

되어 유약이 형성되는 온도가 800℃ 내외 정도로 낮았을 것이다. 이

러한 유약을 연유鉛釉라고 한다. 녹유연목와 중에는 연유가 박락된 유

치미 치미의 각부 명칭

녹유연목와

물이 매우 많은데, 유약층과 태토의 자화도磁化度가 달랐기 때문이다. 

녹유연목와는 7개의 연꽃잎을 가졌고, 각 꽃잎 안쪽에는 다섯 잎의 

인동초 자엽子葉으로 장식되어 있다. 자방에는 일곱 개의 연자가 도드

라지게 표현되어 있으며, 자방 한 가운데에는 서까래에 기와를 못으로 

고정하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다. 막새 옆쪽의 테두리에는 톱니

무늬와 둥근 점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나무로 만든 바깥 기와틀外

笵을 사용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인면문수막새와 귀면문기와 人面圓瓦當·鬼面瓦

고대의 건축부재에 표현된 사람이나 도깨비의 얼굴은 자연재해와 나

쁜 것의 침범을 막는다는 주술적 의미로 해석되곤 한다. 인면문수막새

는 동원 승방지 상층과 연못지에서 출토되었다. 갸름한 눈매와 수염 그

리고 귀를 갖추고 있다. 막새의 뒷면에는 수막새를 붙일 자리의 점토를 

잘라낸 흔적이 있다. 귀면문기와의 가운데에는 못을 박기 위해 뚫은 구

멍이 있기 때문에 마루나 사래 끝을 장식할 용도로 제작한 기와일 가능

성이 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彌勒寺址 金銅香爐, 보물 제1753호)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총 높이 30.0㎝, 지름 29.7㎝의 비교적 큰 크기로서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반원형으로 높게 솟은 뚜껑과 운두가 낮은 대야형의 몸체 그리고 4개의 다리다. 뚜껑 중앙의 굵

은 돌기 위에 보주형으로 높게 돌출된 보주형 꼭지가 있다. 그 주위에 한 단의 원좌를 둘렀다. 보주형 

꼭지 상부는 둥글고 하부에는 넓적한 6엽의 연판문이 장식되었다. 뉴의 아랫부분을 잘록하게 좁혔고 

그 주위를 3줄의 동심원으로 장식했다. 

몸체는 마치 세반과 같은 형태다. 몸체의 밑면은 납작한 평면이며 측면에는 중간과 하부 쪽에 3줄

 녹유연목와 측면의 바깥 기와틀 

접합 흔적

인면문수막새

귀면문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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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심원을 돌렸다. 이 옆면에 리벳팅 방식으로 4개의 수각을 붙였다.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간 3곳에 연주형 원형 고리를 물고 있는 

별도의 짐승 머리 장식을 부착했다. 다리 4개는 그 외형이 거의 동일하

여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괴수의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 갈기가 묘사

되어 있다. 갈기는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이다. 갈기 부분에 구멍을 뚫

고 리벳팅으로 고정했다. 얼굴 아래로 뻗은 다리는 굵고 튼튼하게 생겼

고 발톱 4개가 묘사되어 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중국 자료에 국한하여 보면 수각향로의 양식적 

특징 상 741년의 경산사지 출토 향로보다는 늦은 시기 작품으로 추정된

다. 그리고 하한 시점은 금동향로가 출토된 배수시설에 함께 묻힌 중국

자기 그리고 동종의 자기와 함께 동원 승방지에서 출토된 ‘대중12년大中

十二年’(858) 명 토기편으로 보아 858년 이전으로 보인다.

청동제 보살손 靑銅製菩薩手

원래는 금동제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

표에서 수습된 유물이다. 왼쪽 하완 일부와 손만 남아있지만 손목 부분

의 팔찌와 영락 장식으로 보아 보살상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약손가락

을 손 안쪽으로 구부렸고 가운뎃손가락은 그보다는 덜 구부렸다. 나머

지 손가락은 바로 편 상태다. 잔존 길이는 27.7㎝ 가량으로 원래 상태였

다면 거의 등신대에 가까운 보살상이었을 것이다. 봉안 위치는 알 수 없

지만 완주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의 협시보살 손부분과 닮은 인상을 주고 

있어 후백제 또는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는 서

원 영역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고려시대 미륵사 불전 어딘가에 모셔졌을 

가능성이 있다.

금동향로

뚜껑

청동제보살손

백제에 사리와 사리신앙이 전해진 때는 불분명하다. 다만 위덕왕 연간인 6세기 후반 이전에 받아들

여 일본으로도 전달했음은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여 능산리 사지와 왕흥사지에서 위덕왕 때의 

왕실 발원 사리장엄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능산리 사지에서는 석조사리감만 확인되었지만 왕흥사

지에서는 금병, 은호, 동합으로 3중 구성된 온전한 사리장엄구를 확보하였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탑 1층 심주석에 마련된 사리공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목

탑 내 심초석은 부여 능산리 사지와 군수리 사지 그리고 왕흥사지에서는 지하에 위치하였는데, 6세기 

후반을 지나 7세기가 되면 익산 제석사지에서와 같이 지상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와 더불어 사리 

매납 위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미륵사지 석탑 역시 그러한 목탑 심초 및 사리봉안 방식 변화 추세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미륵사지의 사리기는 유리병, 금제 사리호, 금동제 사리외호의 3중 구성이며 심주석은 사리를 봉안

하기 위한 석함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으니 총 4중의 사리장치가 된다. 재질 면에서 왕흥사지에서는 

가장 안쪽에 금병을, 미륵사지에서는 유리병을 사용한 점이 다르다. 또 미륵사지에서는 은제 용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왕흥사지 사리기의 표면 장식은 명문과 연화문 정도뿐이지만 미륵사지 사

리기에는 연화문, 당초문, 어자문 등 화려한 문양이 기면 가득 채워져 있다. 하지만 미륵사지의 금속 

사리기 2점이 왕흥사지의 은호 형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봉안 위치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왕흥사지에서는 공양품을 심초석 주위에 흩뿌리듯 안치하였다면 

미륵사지에서는 심주석 사리공 안에 모두 함께 매납된 것이다. 미륵사지 진단구 중에서는 토제나발

과 은제 손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국 남조 양무제의 장간사탑 사리공양 중 탑 아래 다시 묻었다는 

불조발 봉안기록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 나발은 매우 작아서 금당의 불상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나머지 장소 중에서 찾아본다면 채색된 토제편들이 출토된 목탑 내부의 불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리공을 비롯하여 외호와 내호는 모두 구슬을 비롯한 각종 공양품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였

다. 이와 같이 그릇 안팎의 빈 공간을 구슬 따위로 충진하는 방식은 미륵사지에서만 발견된 백제 특

유의 사리장엄방식으로 판단된다.

가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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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를 전후한 시기 백제의 사리봉안 방식에는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이 관찰된다. 또 화려한 무늬

나 재질의 변화 등에서는 중국 불교미술의 영향도 간취된다. 요컨대 미륵사지의 사리장엄 방식은 중

국의 다양한 사리장엄 의례 및 불교문화를 백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방식으로 

변용·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륵사지의 사리장엄 방식은 7세기 이후 백제와 일본의 불교 교류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나라 야마다데라山田寺에서는 주초석에 둥근 사리공을 만들고, 유개완, 금동호, 은호, 순금호, 

청옥병을 순서대로 넣어서 사리 8과를 봉안했다. 이때 유개완과 금동호에 각종 구슬을 가득 채웠다

고 하는데, 이는 미륵사지의 구슬 충전 방법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또 711년 재건되었다는 나라 호류

지法隆寺의 오층탑에도 구슬 충전 방법이 쓰였다. 원래 이러한 방식은 일본만의 독특한 공양물 매납 

양식으로 알려졌으나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발견을 계기로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불교문화를 매개로 한 백제와 일본의 교류사 연구에 미륵사지의 사리장엄구가 중요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목탑을 석탑으로 충실하게 변용한 사례 역시 미륵사지가 최초다. 신라의 감은사 쌍탑과 고구려의 

영탑사 팔각칠층석탑이 그 뒤를 이어 건설된 석탑들이다. 석탑을 건설하게 된 여러 계기 중 하나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목탑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물론 석탑 건립 경험이 전무했던 

까닭에 구조적 완벽성을 담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미륵사지 서탑은 한국 석탑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정림사 오층석탑 그리고 완성형인 통일신라 석가탑 등의 기술적, 조형적 바탕이 되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륵사지 금당지와 탑지의 기단은 모두 동일한 형식과 기술로 만들어진 이중기단이다. 이는 탑과 

금당의 품격을 나타냈다. 백제는 금당과 탑을 사찰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진 건물로 설정하였고 기

단의 형식으로도 그 격을 표현했던 것이다. 신라 황룡사에서도 단층기단에 높이를 달리한 이중의 부

전敷塼 구역이 있었다. 감은사, 고산사, 천군리 폐사 등 석탑의 기단 외부에는 판석으로 된 부분이 있

어 삼층기단을 상징했다. 

석조건축에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작지만 큰 차이가 보이는데 기단에 부가된 계단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 미륵사지에서는 계단의 디딤돌 앞에 장대석을 놓아 디딤돌의 이탈을 방지했다. 그리고 

디딤돌의 좌우에 우석을 놓아 우석과 디딤돌의 변위를 막았다. 반면 신라의 계단 구조에서는 갑석이

나 우석이 지대석 위에 놓이곤 해 석재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장치가 부족했다. 석조 계단의 기술적 

측면에서 백제 건축기술의 우위성을 보여준 사례다.

한편 기단 내 시설된 장초석과 하부 초반석은 기단 높이를 높여줌과 동시에 하인방 아래 약 1m에 

가까운 빈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는 장치였다. 미륵사의 세 금당에서 처음으로 구현된 상층 기단 내부

의 빈 공간은 한중일의 사원 건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용도에 대해 필요에 따라서는 수장시설

로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통일신라의 감은사에서 재현된 바 있다. 아

마도 백제 장인의 작품일 것으로 여겨진다. 감은사지의 하부 공간에 대해 『삼국유사』에 나오는 문무

왕의 화룡호국설과 같이 용과 관련된 신앙적 측면을 상정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미륵사지의 건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각 탑과 금당을 갖춘 세 개의 사원을 동서로 병

렬하고, 그 뒤에 강당과 승방을 두어 하나의 사원으로 통합한 가람배치다. 삼원 가람의 원류에 대해 

미륵의 삼회 설법을 물리화 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돈황석굴의 사원벽화를 언급

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48굴 남벽의 <미륵경변상도彌勒經變相圖>가 3원의 배치를 보이며 

각 원으로 출입하는 중문과 꺾인 회랑 그리고 승방의 관계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중원의 불전을 

향해 ‘品’자로 배열되어 미륵사지의 병렬식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였다. 

그 가람배치를 설계함에 있어 중원 목탑이 중심점인 한 변 176 고려척(동서 회랑 사이 내변 주간폭)

의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놀랄만한 수학적·기하학적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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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현용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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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사찰_제석사지
Jeseoksa Temple Site
帝釋寺址

사적 제405호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글. 전용호

•개관

•유구

•유물

•가치

제석사는 백제 무왕 대에 7층 목탑,  

불당, 회랑 및 승방 등을 갖춘 왕실사찰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관

익산 제석사지帝釋寺址[사적 제

405호(1998. 5. 12 지정 / 면적 

47,881㎡)〕는 행정구역상으로 전

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일

대에 위치한다. 시대산始大山(해발 

229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제석사의 조영과 관련된 문헌

기록인 『관세음응험기』에는 백제 

무광왕武廣王(무왕)이 지모밀지枳

慕蜜地(익산의 옛 지명)로 천도하

여 제석정사帝釋精舍를 지었는데, 

정관貞觀 13년(639년, 무왕 40년) 

뇌우로 인하여 불당佛堂과 7층 목

탑七級浮圖 및 낭방廊房이 모두 불

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제석사는 백제 무

왕 대에는 7층 목탑, 불당, 회랑 

및 승방 등을 갖춘 왕실사찰로 운

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음응험기』는 일본 교토京

都의 쇼렌인靑蓮院에서 소장 중인 

문헌으로 1970년에 마키타 타이

료牧田諦亮의 《육조고일관세음응

제석사지 주변 지형도

『관세음응 험기』 필사본

험기의 연구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硏究》란 책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헌은 중국 육조시대 

전반 이전에 유포된 영험에 관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는데, 후미에 백제와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부

록으로 부기하여 대략 7세기 후반 이전에 중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시대 중기에 2차에 걸쳐 전사된 필사본이 남아 있다. 

익산 제석사지에 대한 조사는 사역 중심부와 함께 제석사 폐기유적에 대한 조사로 각각 나뉘어져 이

루어졌다. 사역 중심부에 대한 조사는 1992년에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가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

를 통하여 1탑 1금당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 배치와 함께 중문지,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등 중

심 건물의 규모와 형태, 구조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익산 제석사 폐기유적은 과

거에는 “왕궁리 傳와요지”로 

알려졌다. 그런데 2003~2004

년, 2차례에 걸친 원광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와 함께 2016

년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에 의한 발굴조사를 통해, 소

조상 불佛·보살菩薩·천부상류天

部像類, 신장상류神將像類, 악귀

惡鬼·동물상류動物像類, 5종류 

연화문 수막새, 벽체편 포벽

체包壁體, 회벽체灰壁體, 홍두깨

흙 등이 다량 출토되어 ‘와요

지’가 아닌 ‘제석사 폐기유적’

으로 밝혀졌다. 
목탑지 기단 내부 작업 (2008)

제석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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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석사지는 북동-남서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는 지형조건 하에 놓여 있다. 낮은 지점을 성

토하여 평탄대지면을 조성한 후에 자북에서 동쪽으로 약 6° 편향된 남북 중심축선상에서 목탑-금당-

강당이 배치되어 있는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중심 건물은 중앙에 답도를 통하여 연결되

어 있고, 이를 회랑-동서건물-중문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강당 북편에서 승방도 확인되었다. 하지

만 동서 건물과 강당, 승방 사이의 연결되는 양상은 명확하지 않다. 

목탑지

목탑지는 심초석 중심에서 각각 5.6m, 10.6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단시설과 기단이 확인되었다. 

한 변의 길이가 21.2m인 바깥쪽 기단은 이중기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목탑 기단의 기초는 우선 지

면을 굴광하여 내부를 약 70cm 두께의 갈색 사질점토 위주로 판축하고, 다시 지상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약 250cm 두께로 정교하게 판축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3단위로 구분된다. 즉 아래부터 ‘황색·

적색 마사토층(140cm)－갈색 점토층(54cm)－적갈색 사질점토층(58cm)’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아

주 높고 구분된 판축으로 기초를 하고 3중으로 기단을 조성한 방식은 비슷한 규모의 기초부를 지닌 

부여 용정리사지龍井里寺址, 일본의 길비지폐사吉備池廢寺, 중국의 낙양 영녕사永寧寺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다.

금당지

금당지는 목탑에서 북쪽으로 

17.26m(목탑과 금당의 중심간 거

리는 41.7m)인 답도로 연결되어 있

다. 기단은 미륵사지 금당과 마찬가

지로 이중기단 구조이다. 하층기단

은 남측 및 서측의 일부만이 기단석

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기단 

빠진 자리만 확인되었다. 기단의 규

모는 하층기단은 동서길이×남북폭, 

31.8×23.6m이고, 상층기단은 동서

길이×남북폭, 29.6×20.8m이다. 기

단 내부 판축토는 상부를 적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하부는 황색 마사

토층으로 정교하게 조성되어 있다. 

남측, 북측 기단의 정중앙에서 계

단시설이 확인되었다. 계단석은 남

아 있지 않고 뒷채움부, 석재 빠진 

자리만 확인되었다. 계단의 규모는 

동서 길이 4.7∼4.8m, 남북 폭 2.8∼

3.0m이다. 하층기단에서 0.8∼1.1m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북측 계단

에 접하여 폭 90∼98cm인 답도가 약 

3m 확인된다.

유구

제석사지

금당지 전경

금당지 출토 암막새와 수막새목탑지 전경 목탑지 판축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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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

강당지는 금당지에서 북쪽으로 약 25m(금당과 강당 중심간 거리는 46.68m) 떨어져 있다. 강당의 

규모는 동서 길이 52.7m, 남북 폭 18.4m로 추정된다. 

회랑은 동회랑과 남회랑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동회랑지는 목탑 중심에서 동쪽으로 42.4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회랑의 폭은 7.8m이었고, 현재 남북 길이는 약 40m 확인되었다. 기단 뒷채움

부는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또한 기단 기초 판축층은 대부분 유실되어 

일부 구간만 남아 있었다. 

동건물지는 남쪽으로는 동회랑과 접하고 있었으나 북쪽으로는 후대 민가가 들어서서 확인되지 않

았다. 동건물지의 남측 경계는 금당지 북측 기단 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단은 동측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서측은 석재가 빠진 흔적만 확인되었다. 기단의 동서 폭은 

13.2m로 동회랑보다 더 넓었다. 기단은 가공도가 떨어진 석재를 세워 조성하였고, 이 안쪽으로 초석

으로 추정되는 방형 석재가 2매 확인되었다. 기단 내부는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으나 일부

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양상은 잘 알 수 없었다. 

중문지

중문지는 목탑의 남쪽에서 17.7m 떨어져 있었고, 남회랑과 접하고 있었다. 중문과 목탑 중심간 거

리는 약 37m이었다. 

중문의 기단 기초는 성토층을 되파기하고 판축하여 조성되었다. 판축은 갈색 사질점토 위주로 조성

되어 있었고 그 두께는 현재 110cm 남아 있었다. 판축양상은 목탑, 금당 등 건물에 비하여 약간 조잡

하였다. 

중문지의 기단 기초의 북서쪽 굴광선은 밖으로 약간 둥글게 튀어나와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중문지의 모서리 부분에서도 기단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하여 흙을 운반한 작업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석사지 전경(2012)

제석사지 전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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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사 폐기유적의 평면 형

태는 아래쪽이 약간 각진 타원

형이었고, 규모는 남북 길이(잔

존)가 32.4m, 동서 길이가 28m

를 하고 있었다. 화재 폐기물만 

퇴적된 폐기유적의 규모는 길

이가 약 28m로 모서리가 약간 

둥근 삼각형을 하고 있다.

폐기유적 북동편과 남서편 

일부분은 교란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시굴조사 당시의 상황

을 통해서 볼 때 그 이전에 이

미 경작 과정에서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면은 구

지표가 부분적으로 정지되어 

있었고, 작은 기와편이나 소

토, 숯 등 상부 퇴적물(화재 잔

해물)로 인하여 침전된 부분이 

10cm 정도 두텁게 형성된 곳

도 있었다.

폐기 유적 전경

폐기 유적 탐색갱 토층상태

방형 건물 축기부

방형 건물 축기부는 금당지의 남서측 기단 모서

리에서 서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금당과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동

회랑지의 위치 관계를 통하여 서회랑지의 위치를 

추정하더라도 서회랑지와 방형 건물 축기부는 아

주 가까웠다. 

규모는 동서 길이 21.5m, 남북 길이가 20.8m이

었다. 축기부는 최대 130cm 두께로 정교하게 판

축하였다. 특히 축기부는 목탑 기단 기초에서 보

이는 달구질흔보다 훨씬 치밀하고 정교하게 만들

었다. 목탑지와 달리 방형 건물 축기부를 조성하

기 위한 성토층과 판축층 내에서 유물은 전혀 발

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네 모서리에서 목탑지에서와 마찬가지

로 계단상의 작업 통로가 발견되었다. 이 중에

서 남동편 모서리 지점에서 돌출된 작업통로는 

장방형을 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길이×폭, 각각 

2.20×2.02m이었다. 계단수는 4개이었고, 폭은 

35~40cm이었으며, 높이 차는 16~35cm이었다. 

이처럼 금당 서편의 방형 건물은 목탑이나 금당 

이전에 조성되었고, 목탑과 그 규모와 축조수법

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목탑과 아주 유사한 성격

의 건물로 추정된다. 

방형 건물 축기부 전경

방형 건물 축기부 판축 상태

제석사 폐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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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사 폐기유적

제석사 폐기유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소조상 편, 벽체 편을 비롯하여 사역 중심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2가지 형식의 수막새를 포함하여 5가지 형식의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특히 부여 왕흥

사지, 금강사지 등에서 출토된 바 있는 부조형浮彫形 자방과 1+6과의 연자 배치를 가지며, 연판의 끝이 

곡선으로 꺾인 8엽단판 연화문수막새 편도 포함되어 있다. 인동당초문암막새·인장와는 출토되지 않

았다. 왕궁리유적이나 미륵사지와는 달리 비교적 정형화된 미

구기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익산 제석사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소조상은 크게 불·보살·천

부상류, 신장상류, 악귀·동물상류, 기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

부분 작은 편이어서 소조상의 정확한 형태나 형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천부상 두부편天部像頭部片, 불상 두

부편佛像頭部片, 소조 악귀상편塑造惡鬼像片 등이 있다.  

천부상 두부편 天部像頭部片

천부상 두부편은 머리 부분의 파편으로 좌측 일부만 남아 있

다. 다소곳하게 살짝 다문 입술, 지그시 내려뜬 가는 눈매, 길게 

늘어진 도톰한 귀볼, 살짝 두툼한 턱의 표현이 잘 되어 있다. 기

존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천부상 두부편과 달리 고개를 치켜들

지 않고 있다. 

불상 두부편 佛像頭部片

나한상羅漢像 혹은 불제자佛弟子로 추정되는 불상 두부편은 총 

2점으로, 머리 부분의 파편으로 지그시 감으면서 강인한 느낌을 

주는 눈매, 두툼한 코, 둥그스름한 정수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소조상 역시 시굴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부여 구아리 유적 출토품과 비교해서 강인하

면서 엄숙한 눈매, 두툼하면서 길쭉한 귀와 벌린 입이 특징이다. 

소조 악귀상 두부편塑造 惡鬼像 頭部片은 동그랗게 뜨면서 측면을 응시하는 눈, 살짝 들린 들창코, 야무

지게 다문 이빨과 송곳니, 머리와 뺨, 턱까지 온통 털로 덮여 있다. 특히 눈동자에 유리질이 확인된다. 

기존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소조악귀상과 달리 사람 보다는 짐승에 더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좁고 긴 홈을 파서 송곳니도 표현되어 있다. 

소조 공양자상편 塑造供養者像片

소조 공양자상편은 시굴조사에서 출토되지 않은 좌상으로 

뒷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앞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나 턱과 허벅지에 털로 덮여 있다. 몸통은 떨

어져 나갔고, 각목 형태의 골조흔만이 남아 있다. 특히 머리, 

다리에 물체를 끼울 수 있는 홈이 파여 있다. 

이외에 소조상 동체 상반부(견부肩部[견갑으로 추정되는 것

도 있음], 완부腕部 등) 및 하반부(하반신[잔존높이 44cm, 두

께 11.5cm], 족-리足-履), 의습편衣褶片, 신장상편神將像片(두부

편[안]頭部片[眼], 동체편[족]胴體片[足]), 각진 대형 소조상편 등

이 있다. 

또한 외면에 백회가 칠해져 있거나 채색흔이 남아 있는 벽

체편을 비롯하여 단면 원형의 골조흔이 남아 있는 일반 벽체

편도 다량 출토되었다. 지붕에 기와를 얹을 때 수키와 밑에 

까는 홍두깨 흙도 다량 출토되었다. 또한 직육면체 형태의 

흙벽돌도 다량 출토되었다.

유물

수막새

천부상 및 악귀상

수막새

소조상 일괄

벽체 편

흙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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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제석사지 토층전사 작업 광경(2009)

『관세음응험기』에 기록된 제석사의 화재는 제석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

된 제석사 폐기유적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에 사료로서 『관세음응험기』의 신빙성은 한층 높아졌다. 

사찰의 조성 및 운영 시기, 존재 양상을 밝혀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찰의 조성 및 운영 시기에 따라 창건 가람, 2차 가람, 3차 가람의 3단계로 변화되어 운영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창건 가람의 축조 시기는 제석사가 화재로 소실된 639년 이전인 7세기 전반, 2차 가람

은 화재 이후에 익산 지역에서 백제 양식의 유물이 사라지고 중판연화문수막새 등 통일신라시대 양

식으로 대체되는 639년 이후부터 8세기 전반까지로 추정된다. 3차 가람의 운영 시기는  귀목문 수막

새와 다소 도식화된 연화문수막새가 제작되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특히 소조상은 형태나 문양, 제작기법의 측면에서 중국 낙양 영령사永寧寺,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일

본 가와라데라川原寺 등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 및 검토되어 백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일본과의 문화

교류의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향후 제석사의 사역 중심부와 폐기유적 사이의 지역은 사적 지정 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

기적인 지표조사와 현상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석사의 사역 규모나 존재 양상과 함께 제석사의 화재(A.D. 639년)를 전후한 시기의 문화상을 복

원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백제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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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_연동리 
석조여래좌상
Stone Seated Buddha in Yeondong-ri
蓮洞里石造如來坐像

보물 제145호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 220-2

글. 김정희

•개관

•석조여래좌상

•가치

1963년 쓰러져 있던 불상의 광배
를 일으켜 세우고 보호각을 지어 
봉안한 후, ‘石佛寺’라는 이름으로 
법등을 이어오고 있다.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현존 최대 규모의 백제 불상으로, 1963년 보물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불상은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산 220-2 소재 (사)한국불교화엄종 석불사

石佛寺의 법당에 봉안되어 있다. 1963년 쓰러져 있던 불상의 광배를 일으켜 세우고 

보호각을 지어 봉안한 후, ‘石佛寺’라는 이름으로 법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 불상은 1970년대 이후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주목되기 시작하였는데, 광배의 형

식이 일본 호류지法隆寺 금동석가삼존불상(623년)의 광배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호류지 불상보다는 이른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불사의 발굴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1989년 자체적으로 시

행한 바 있다.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던 보호각을 헐고 법당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발굴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석불사 일대에 대한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발굴 결과, 금당지와 관련된 건물의 전체적인 윤곽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

부 유구의 잔존하는 양상으로 볼 때, 건물지는 동서 13.8m, 남북 12.8m 내외의 정방

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이며, 금당지 내부에서 확인된 초석 적심 2개소와 굴립주공 4

개소를 근거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추정하였다. 석불 대좌와 광배 대석의 하

부는 굴광판축법에 의해 기반을 다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굴광판축법은 부여 군수리

사지, 정림사지, 금강사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량의 백제 평기와가 출토되었

고, 미륵사지에서 상감청자와 함께 출토되는 어골문과 국화문, 어골문과 반호문이 결

합된 형태의 고려시대 평기와 등문양이 확인됨에 따라, 석불이 있던 사찰은 백제때 

창건되고 고려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불상과 관련된 사찰 

명칭이나 창건연대를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이 위치

하고 있는 행정구역 명칭을 따서 ‘연동리사지蓮洞里寺址’라고 이름 붙여졌다.

개관

석불사 대웅전

석불사 대웅전 내 석조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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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연동리석조여래좌상(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2_1973년.연동리 석불좌상 답사

3_연동리사지 발굴조사 모습(1989)

4_연동리사지 발굴조사 당시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봉안 모습

5_석조여래좌상 대좌받침 방형대석 발굴조사 전경(1989년)

6_연동리석조여래좌상 발굴 당시 모습(1989년)

7_연동리사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1989년)

8_연동리석조여래좌상 발굴 당시 모습(1989년)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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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공사의 일환으로, 연동리 643-18(임 약

280㎡) 일대에 대한 표본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결과, 기와 가마로 추정되는 

윤곽선과 함께 내부에서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발굴조사

에서는 삼국시대 기와가마 2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2호 가마

의 구조가 백제 사비기의 기와가마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 8엽 연화문수막새의 

형식과 인장와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연동리 유적의 가마는 6세기 후반~7세

기 전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불상과 거대한 연잎형 광배,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 광배를 받치고 있는 

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별도의 돌로 만들어졌다. 

불상

불상은 원래의 불두는 절단되어 행방을 알 수 없으며, 현재는 언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승려형 

불두가 시멘트로 접착되어 올려져 있다. 왼쪽 어깨와 머리에서 오른팔까지의 부분과 오른 무릎 일부

가 파손되었다. 새로 만들어 놓은 머리부분을 제외하면 총 높이 156cm, 무릎 너비 172cm, 무릎 높이 

48cm이다. 어깨너비는 왼쪽 어깨가 일부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10c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장대한 느낌을 준다. 어깨가 넓고 당당하여 강직한 느낌을 주며, 몸체는 넓은 가

슴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결가부좌한 하체 또한 넓고 안정적이다. 팔과 손은 옷 속에 가려져 있고, 

손의 형태는 놓인 형태가 다소 어색하지만, 왼손은 가슴 앞에서 내장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

으며, 오른손은 내려 결가부좌한 왼발 위에 중지와 약지를 구부리고 있다.

이러한 손의 모습은 당시의 다른 불상들의 손 모습과는 다르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미타불의 하품중생인을 표현한 듯하다. 두 어깨를 감싸고 흘러내린 옷자락은 사각형의 대좌

를 완전히 덮어 내렸다. 가슴의 윗부분은 마멸이 심해 명확하지 않지만 양쪽 어깨에 걸친 옷자락은 

왼쪽 어깨를 덮고 배 부분까지 흘러 내렸으며, 양쪽 팔에 걸친 옷자락 역시 유려하게 흘러 내려 양쪽 

무릎을 덮고 대좌에까지 이르렀다. 복부에는 고리모양의 띠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띠 매듭은 

중국에서 5세기 불상에서부터 나타나는 형식으로, 백제 불상에서는 서산 마애삼존불의 본존 불상에

서도 볼 수 있다. 불상의 옷은 부드럽고 얇으며, 옷 주름도 몸에 밀착해서 표현되어 있으며, 불상의 측

면과 뒷면까지도 옷자락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장인의 손길이 매우 세심했음을 알 수 있다. 

연동리 불상의 양식은 중국의 북제, 북주와 수·당 초기 불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의 영향을 단

순하게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백제인들의 조형 감각에 맞는 모습으로 발전시켰다.

1_석불사 기와가마터 출토유물

2_석불사 기와가마터 원경

3_석불사 기와가마터 근경

석조여래좌상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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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뒤에 놓인 거대한 광배는 석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1매의 화강암에 조각하여 조성하였

다. 오른쪽 상단부는 파손되어 없어졌으며, 왼쪽 하단부 역시 절단되었던 것을 시멘트로 접착해 놓았

다. 광배의 높이는 326cm이며, 최대 폭은 266cm, 두께는 30cm로 현존하는 광배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한다. 광배의 형태는 연잎형 거신광이고, 내부에는 원형 두광과 신광을 표현하고 있다. 거대한 판석

을 만곡형으로 다듬었는데, 앞면은 편평하게 치석하였다. 

광배 두광부의 중앙에는 12엽의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문양은 백제 와당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넉넉한 모습의 연꽃 무늬이다. 연꽃 문양 주변으로는 긴 선문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장식했으

며, 그 밖으로 5겹의 동심원이 둘러져 있다. 신광에는 좌우 각 5개의 보주 연화문이 등간격으로 배치

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화염문과 연꽃에서 화생하는 화불 7구가 새겨져 있다. 연꽃 대좌 위에 결가

부좌한 화불은 보주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의 화불 밑에는 큼직한 보주寶珠가 있다.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정면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측면

연동리석불입상 양 손 수인 세부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상현좌 옷주름 표현 세부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광배 탁본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광배 두광부 세부

광배

5장 불상_연동리 석조여래좌상      139138      익산 세계유산 전문가 해설서 백제왕도 익산



대좌와 대석  

대좌는 광배의 대석과 같이 별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부처가 앉아있는 대좌의 앞면 폭은 225cm이

고, 높이는 71cm, 깊이는 98cm이다. 대좌의 윗면과 옆면에는 불상의 옷자락이 흘러내려 상현裳懸이 

표현되어 있다. 좌측면에는 상단부가 절단되어 있어서 상현좌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대좌 위로 늘

어진 옷자락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우며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징은 부여 군수리사지 

석조여래좌상(6세기 후반 경)과 청양 출토 도제불상대좌(7세기) 

등 백제 조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대좌의 하부에

는 광배 대석의 하부에서와 같은 지대석을 시

설하였던 흔적이 남아있으나, 현재는 멸실된 

상태이다. 이 지대석의 일탈로 인하여 대

좌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 있다.   

대좌의 뒷면에는 광배를 받치고 있는 2

매의 가공 석재로 만든 대석이 있다. 2매

를 맞대어 놓은 대석은 동서폭은 286cm, 

깊이 145cm, 높이 67cm로서 석재 2매는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향우측 대석이 약

간 높다. 이 대석의 하부에서는 대석을 

받치고 있는 잘 가공된 지대석이 확인되

었다. 대좌와 대석은 현재 각 석재의 틈이 

콘크리트로 메워져 있어서 보수공사를 할 

때 원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현존하는 백제의 불상 중 가장 크고 시대가 올라가는 대형의 환조석불이다. 

장대하고 당당하면서도 부드럽고 섬세하며, 세련된 문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백제 불상조

각의 예술적 수준을 보여준다. 백제인의 미의식과 백제 불상연구에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희

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이다. 거대한 광배에 각종 문양을 빈틈없이 조각한 점 역시 

백제적인 미의식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백제는 일찍부터 석조예술에 뛰어났던 장인들이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

불상,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상과 같은 부조 형태의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더욱 입체적으로 발전

시키고 완성시킨 것이 바로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이다.

불상 광배의 형식이나 세련되게 표현된 불꽃 무늬는 백제 금동불상과 더불어 서산마애삼존불과 같

은 석불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백제의 특징적인 양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일본 나라의 호류지 금당의 

석가삼존불에서도 볼 수 있어서 백제의 조각

양식이 일본 아스카시대(飛鳥時代)의 조각에 까

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상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이질

적이고 무표정하며 어리숙하게 보이는 승려 

형상의 불두는 석조여래좌상의 가치를 훼손시

키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석조여래좌상의 온전한 모습을 되찾기 위한 

불두 복원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

복원고증 학술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이 

자료를 토대로 불상의 몸체와 대좌, 그리고 광

배 등과 어울리는 백제 불두로 재탄생할 가능

성이 높아졌다.

가치

연동리석조여래좌상 측면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실측도면(1990년,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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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성곽_익산의 성곽
Fortress of Iksan
益山城郭

글. 김규정

•개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미륵산성

•낭산산성

백제 도성으로 볼 수 있는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금마면 일대에 성곽이 집중 분
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역 성곽의 분포는 금강 하구의 연안과 동쪽 금남정맥의 산악지역에 집중 분포하는데 이는 익

산지역 자연지형과 관련된다. 익산은 북서쪽의 금강과 남쪽의 만경강 사이에는 높은 산이 없는 낮은 

구릉과 평야가 펼쳐져 있어 산성을 축조하기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금강과 동부 산악지역에는 상대

적으로 산성을 축조하기에 적합한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 

시계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백제 산성의 입지 조건인 교통의 편리함과 시계가 양호하여 산성

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故 전영래 선생님의 2003년도 전라북도 산성 조사보고에 따르면, 모두 135개소의 산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104개소가 백제시대에 축성된 산성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익산지역 관내에서 백제시

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은 왕궁리유적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소가 확인되었다. 

성곽의 분포는 금강변을 따라 형성된 함라산 일대와 미륵산과 용화산이 있는 금마면 일대, 그리고 

동쪽 산악지역의 천호산 일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백제 도성으로 볼 수 있는 왕궁리유적을 

중심으로 금마면 일대에 성곽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지역 성곽의 분포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마 일대를 중심으로 축조된 산성들이다. 분포의 특징을 

보면 미륵산성을 중심으로 북쪽의 낭산산성을 시작으로 남쪽의 익산토성까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개개의 성곽은 독립적으로 각각의 시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백제 산성이 무엇보다 시계를 

중요시하였다는 맥락과 같다.  

개관

익산의 성곽 분포도

성곽명 위치 비고

익산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임 일원 사적 제92호

금마도토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14번지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제70호

용화산성 금마면 신용리 산22-1번지 일원 익산시 향토유적 제8호

미륵산성 금마면 신용리 산124-1번지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제12호

낭산산성 낭산면 낭산리 산 48번지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제13호

학현산성 왕궁면 동룡리 산53번지 일원 익산시 향토유적 제6호

어래산성 함라면 신목리 산114번지 일원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73호

천호산성 여산면 호산리 산9번지 일원 전라북도 기념물 제99호

함라산성 웅포면 웅포리 산1번지 일원 ·

당치산성 여산면 여산리 산6-1번지 일원 ·

선인봉산성 여산면 제남리 산82번지 일원 ·

용산성 황등면 용산리 742번지 일원 조선시대 축조

용안읍성 용안면 교동리 산2-1번지 일원 조선시대 축조

 익산지역 성곽 현황

익산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성곽은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이 가운데 익산토성, 금마도토

성, 미륵산성, 낭산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벽의 단면조사나 문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

적인 조사로 성곽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세부 축조수법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략적인 성격만 밝혀

졌다. 그러나 나머지 성곽은 시굴조사나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익산지역 성곽은 석축성과 토축성으로 구분되는데 석축성은 내탁과 협축에 의한 방법이 모두 사용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부분의 산성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적인 양상은 파악하

기 힘들며, 성곽별로 성벽이 지나가는 지형에 따라 그 축조기법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토축으로 

축조된 성곽은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낭산산성이 해당되는데 이들 산성들은 시·발굴조사를 통해 성

벽의 기초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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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익산토성(사적 제92호, 1963.1.21.지정)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

지 일원에 분포한다. 익산토성은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오금산(해발 125m)줄기의 산 정

상부를 중심으로 해발 120m 내외의 봉우리와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싸고 축조된 포곡식산성

으로 둘레는 690m, 성내부 면적은 26,400㎡이다. 

익산토성은 오금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으로 북으로 미륵사지와 미륵산성을 조망할 수 있고, 남·

서쪽 일대가 탁 트여 있어 완주·전주·함라 일대가 모두 조망이 가능한 지리상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다. 

익산토성의 연역에 대해서는 마한시대 축조설, 백제 서동축조설, 보덕국 안승도읍설 등 다양한 이

익산토성 益山土城(사적 제92호)

익산토성 항공 촬영

견이 있으며, 보덕성報德城 혹은 오금산성五金山城으로 불리고 있다. 보덕성으로 불리는 것은 금마면 일

대의 옛 지명이 금마저金馬渚인데, 고구려의 멸망 후 신라에 투항한 안승을 금마저에 두고 보덕왕이라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 문무왕조에 “안승에게 보덕성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고적조에  “보덕성은 군의 서쪽 1리에 유지가 남아있다”라고 한데

서 보덕성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1차 조사에서 남쪽 골짜기 부분인 남성벽이 잘 다듬은 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석축으로 쌓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1차 발굴조사 결과 보고에서는 보덕성으로 명명하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석축

이 확인된 것을 근거로 토성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아 성이 위치하고 있는 산이 오금산이기 때

문에 1984년 2차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오금산성으로 부르게 되었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

재명칭은 익산토성이다. 

유구

익산토성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1980년과 1984년 2차례와 2016년과 2017년에 2

차례 등 모두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남문지와 주변 성벽 및 남문지 안쪽에 위

치한 평탄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성곽의 전체적인 입지, 규모, 구조 및 

축성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남문지 일원의 확장조사를 통해 남문지의 축조방법과 성벽구조(북

벽·동벽·서벽)가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익산토성은 성벽과 성벽 외부에 물을 채우지 않은 해자인 황隍을 갖추고 있는 이중적 구조

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정한 두께의 흙을 켜켜이 다져서 쌓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자연경사가 완만한 지역과 능선에는 성벽 밖으로 해자를 두르고 자연경사면이 급한 지점에는 성벽 

밖으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남성벽과 남문지 일대는 두 차례의 조사결과 성벽은 백제시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토성으로 축조

하였으며, 이후 성벽을 개축하면서 성벽을 절개하고 석재를 이용하여 남문을 축조하였다. 문지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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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4.3m 정도이며, 문지의 동서벽 아래에는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문지에는 동·서 양쪽에 문짝 

기둥을 끼우는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 2개가 확인되었으며, 전면에는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남문지 서쪽으로는 폭 6m, 지반에서 높이 2,6m의 판축공법을 이용한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성벽 

앞으로는 판축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웠던 흔적인 영정주永定柱가 확인되었다. 영정

주의 직경은 30㎝ 내외이고, 간격은 1∼1.4m 정도로 일정치 않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산 경사면을  ‘ㄴ’자형으로 깎아낸 후 하단부에 기단석렬을 쌓고 그 위로 판축공

법으로 성벽을 축조한 후, 할석을 이용하여 남

쪽과 북쪽에 면을 맞춰 동등한 높이로 내벽과 

외벽을 쌓은 협축법으로 쌓았다. 협축한 성벽 

내부는 돌이 섞인 토사를 채워 다졌다. 

남문지의 동쪽 성벽은 기본적으로 산 경사면

을  ‘ㄴ’자형으로 깎아낸 후 외벽만 석축을 하고 

내벽은 자갈이 섞인 토사로 쌓은 내탁법으로 쌓

고, 성벽 내부는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쌓은 다

음 그 위로는 석재를 이용해 협축하였다. 성벽

의 폭은 6m이며 외벽은 길이 30∼40㎝의 비교

적 잘 다듬어진 방형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

다. 일부 구간은 개축改築시 약간 앞으로 내어서 

쌓았다. 

남벽 안쪽으로는 60×32m 규모의 평탄대지

가 조성되어 있다. 평탄대지는 1차 발굴조사 당

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

되지 않았고 플라스크형 수혈 1기와 석곽 1기가 

확인되었다.

서벽은 해발 120m 내외의 남서쪽 봉우리에서 시작하여 북쪽방향으로 이어지며 산성의 북서쪽모서

리와 연결된다. 서벽은 산 경사면 아래쪽을 절개하여 호석護石을 쌓았는데 높이 1.2m, 폭 1.7m정도가 

확인되었다. 전면에는 폭 2.5∼3.5m의 성벽 밖으로 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를 두었으며, 외환도 끝

에는 폭 3m 내외로 해자를 조성하였다. 해자의 깊이는 1m 정도이며 해자의 외곽부터는 25°의 자연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성벽의 높이는 3.5∼4m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외환도에서 성벽 정상부까지

의 높이이다. 성벽의 상부는 평탄지와 연결되며, 성벽 위로 1단의 기단석렬이 확인된다. 

북벽은 북서모서리에서 해발 125m 오금산 정

상부까지 이어진다. 성벽 중앙부는 능선부를 따

라 북쪽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었다. 북벽 역시 

기단석렬과 해자의 규모만 일부 차이를 보일 뿐 

서벽과 동일한 구조로 성벽이 조성되었음이 확

인되었다. 

동벽은 오금산의 정상부에서 남동쪽 모서리

를 돌아 남벽과 연결된다. 남동쪽 모서리부분

은 지형상 평면 방형의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동벽의 구조는 북벽·서벽과 동일한 구조로 성벽

이 조성되었다. 성벽의 모서리 끝부분에는 규모 

20×20m의 비교적 작은 평탄지가 확인된다. 2

차 발굴조사 당시 평탄지의 끝부분이 일부 포함

되었는데 남-북 2.5m, 동-서 1.8m, 깊이 6㎝ 내

외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서쪽으로 폭 

0.7m, 바닥 폭 0.3m의 고랑이 뻗어 있었고, 위

쪽으로 폭 3m 정도의 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2016년과 2017년 1차 발굴조사에서는 북벽과 

복원된 익산토성 남문지 근경

남문지 전경

서벽 전경(북-남)

동벽 전경 남-동 모서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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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벽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북벽은 자연암반을 ‘ㄴ’자형으로 깎아 밀림방지 홈을 파낸 후 장방형의 석

재를 이용하여 쌓았으며, 약 3m 폭의 뒤채움석이 확인되었다. 외벽은 3∼4단이 잔존하고 내벽은 1단

이 잔존하고 있다. 

서문지西門地는 북서모서리를 기준으로 남쪽 약 50m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서쪽 성벽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 1차 조사에서 남문지가 확인된 이래, 또 다른 

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였으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었는데 이번 발굴조사

에서 확인되었다. 

 2016년 1차 조사 당시 이 지점은 석렬이 중첩되어 타 지점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석렬이 확인

되었으며, 최대 13단으로 쌓은 성벽이 노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벽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남-북 방향의 석렬유구 일부와 연결되는 것이 확인되어 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북쪽으로 

4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이와 연관된 문지를 확인하였다. 문지의 규모와 형태 등의 세부적인 양

상은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문지는 후대에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폐쇄는 문지 내부에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3∼4단

의 면을 맞춘 후, 내부는 석재와 흙을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폐쇄는 동일시기에 하단부와 상단부로 

나뉘어 2차례에 걸쳐 폐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성벽은 최고 8단에서 최저 1단이 잔존한다. 서성벽의 축조는 기본적으로 산 경사면을 ‘ㄴ’자형으로 

깎아 정지한 후 암반을 굴착하거나 암반층 바로 위에 시설하였는데 이러한 성벽의 축조는 자연지형과 

크게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성벽은 잘 다듬은 장방형의 석재를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서 맞물려 

쌓았다. 일부 성벽은 아래 위 성돌 형태에 맞게 성돌의 아래나 위를 깎은 그랭이쌓기 공법이 확인된다. 

뒤채움은 석재와 흙을 이용하였다. 일부 성벽에서는 비교적 소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유물

1980년과 1984년 1차와 2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제∼고려시대에 속하는 토기편 및 기와

편이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유물은 토기류·기와류·철기류로 분류되는데 토기는 단경호(짧은목항아

리), 직구호(곧은목항아리), 광구호(넓은입항아리), 삼족기(세발달린토기), 뚜껑, 배(접시), 병, 완(사

발), 시루, 기대(그릇받침)편과 벼루,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로는 수막새, 평기와, 인각와, 전 등이 출토되었다. 막새는 연화문·파문·소문 등 3종의 수막새

가 출토되었는데 연화문수막새는 직경 14㎝, 파문수막새는 직경 18㎝이다. 이러한 막새류는 왕궁리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인각와는 「모毛」·「전煎」·「상上○」·「해解」·「사斯」·「장長」·「복·세福·世」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인장은 대부분 원형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반해 「복·세福·世」가 결합된 인각와는 말각장

방형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인장의 크기는 길이 5.0㎝, 폭 2.7㎝이다. 나머지 인각와는 모두 원형 인

장이며 인장의 크기는 직경 2.0∼3.5㎝이다. 전은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크기가 30㎝내외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토기의 경우 대부분 파상문

이 시문된 호편과 완형토기이며, 기와류는 사격자문

이 시문된 평기와들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유물은 

호편, 병형토기, 완, 발 등의 토기류와 어골문과 복

합문계열의 평기와들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철부, 

철보습, 철자귀, 철정, 철돌저귀, 철제못 등이 출토

되었다.  
서문지 전경 서성벽 전경 인각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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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산성은 백제시대에 초축되어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17년 조사 출토유물은  「수부首府」명 암키와 1점과 「북사北舍」명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연화문 수막새편, 파문 수막새편, 다수의 인장와가 출토되었다. 「수부」명 명문와는 성 내부 기와 퇴

적층 상부의 석렬의 백제 기와무더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수부」명 기

와가 발견된 예는 왕궁리유적(13점), 부여 관북리(6점)·부소산성(1점) 밖에 없는 한정적인 유물이다. 

‘수부’는 수도 또는 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굴조사 당시 출토된 「북사」명 토기 역시 부소산성, 부여 쌍북리·관북리 등 중요 유적에서 확인되

는 유물로 「수부」명 기와와 「북사」명 토기의 출토는 왕궁리유적과 관련하여 익산토성이 중요한 역할

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게 해준다.

익산토성에서 출토된 막새는 연화문, 파문, 소문으로 모두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

이 어려우나 주변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출토 막새와 동일한 형태로 보인다. 특히, 파문수막새는 익

산에서도 그 출토량이 많지 않고 부여 관북리, 부소산성, 구아리사지 등과 익산 왕궁리, 제석사지 출

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외에도 인각와는 「우도午旫」·「신사申斯」·「신목申目」·「전煎」·「중中○」 

등 다양하며, 대체로 석렬 내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익산토성에서 출토된 인각와는 대체로 미륵사지

와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인각와와 유사하다. 

출토된 유물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어 익산토성은 이 시기에 초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말이나 통일신라시대에 석성으로 개축된 후 고려시대까지 어떠한 형태로

든 존속되었음을 출토유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익산토성 출토 ‘수부’명 기와 왕궁리유적 출토 ‘수부’명 기와 부여 관북리유적 출토 ‘수부’명 기와 익산토성 출토 ‘북사’명 토기편

금마도토성 金馬都土城(전라북도 기념물 제70호)

금마도토성 전경

개관

금마도토성(전라북도 기념물 제70호, 1984.09.22.지정)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

리 산 14번지 일원에 분포한다. 금마도토성은 금마면 서고도리에 있는 성황산(해발 87m)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익산지역 성곽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축성된 산성이다. 

금마도토성이 위치한 이곳은 북동쪽으로 용화산, 서쪽으로 미륵산, 서쪽으로 오금산의 줄기가 길게 이

어지며, 산성에 인접하여 서쪽으로 함열읍 방면으로 이어지는 722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동쪽으로 낭산

면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남쪽으로 금마면 소재지를 비롯하여 저평한 구릉과 평지

가 펼쳐져 있다.

이 성에 대한 정확한 연혁은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작성된 『고적조사자료』에 따르면 “금마면 동

고도리 읍치에서 북방 3정町거리의 성황산城隍山 위에 주위가 4정 정도 되는 토성이 있는데 중앙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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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이 있다”고 하여 이를 「성황산성城隍山城」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토성·돗토성·귓대숲산성·행정산성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저토성猪土城이란 명칭은 도토성을 한자로 쓸 때 윳놀이 중의 도가 돼지인데 그것에 따라 나온 것이

라고 한다. 또한 금마의 백제 때 지명인 금마저金馬渚의 저토성渚土城인데 저토성猪土城으로 잘못 표기

되었다고도 한다. 돗토성의 돗은 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자표기로 저토성猪土城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귓대숲산성은 귓대숲에 있어서 붙여진 명칭이다. 

도토성이라는 명칭은 이강오 교수의 논문 「금마 보덕성의 위치에 대한 고찰」에서 이 성의 명칭을 ‘도토

성’으로 규명한 이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때 금마도토성으로 이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자로 都라고 표현한 배경에는 논문 발표 당시 이미 『관세음응험기』가 발견되어 백제 무왕의 익산천도론

이 등장한 이후였기 때문에 도성에 가까운 토성이라고 판단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토성은 산의 정상부 봉우리 주위를 둘러싼 전형적인 테뫼식 산성으로 둘레는 484m, 면적은 약 

17,579㎡ 로 익산지역 성곽 가운데 선인봉산성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작다. 

유구

도토성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남쪽과 서쪽 성벽은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석축 성벽 밖으로 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를 두고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지역으로 일정

한 두께의 흙을 켜켜이 다져서 쌓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성벽 밖으로 외환도와 그 

전면에 물을 채우지 않은 해자인 황隍을 두는 구조이다. 

도토성에 대한 조사는 1991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2017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등 모두 4차에 걸

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1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한 1차 시굴조사는 성곽의 구

조와 문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성곽 일원에 대한 부분적인 단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문지로 추정되는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서 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정 남문지에서 확인된 성

벽은 폭 4.3m 정도로 성곽의 내벽은 거칠게 다듬은 할석으로 1∼2단 정도 축조한 흔적이 남아 있고 

외벽도 하단에 기단석렬이 3∼4단 정도 남아 있고 최대 높이 80㎝이다. 성벽은 할석과 잡석을 이용

하여 축조하였는데 하단에는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고 상단은 작고 납작한 석재를 사용하여 쌓았

다. 성벽 밖으로는 판축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웠던 흔적인 영정주永定柱가 확인되었

다. 영정 주간 거리는 2.6∼2.8m이며, 생토면을 파고 시설하였는데 영정주의 상부 직경 28∼32㎝, 하

부 직경 22∼25㎝, 깊이 30∼45㎝이다. 성벽 안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게 땅속에 설치한 암거형 배

수로가 확인되었다. 배수로의 구조는 바닥에 편평한 판상석의 석재를 깔고 양 옆에 석재를 세우고 그 

위에 비교적 편평한 석재를 이용하여 2∼3단 정도 덮었다. 입수구는 일부 결실되었으며, 폭 25㎝, 높

이 15㎝이다. 출수구는 바닥에 판상형 석재를 겹치게 깔아 경사지게 한 후 그 좌우에 다듬어진 긴 장

대석을 세우고 뚜껑돌을 덮었다. 출수구의 크기는 폭 20cm, 높이 30cm이며, 출수구 앞쪽 바닥은 성

벽 밖으로 22㎝ 가량 돌출되게 판상형 석재를 놓았다.

추정 동문지는 3개소의 트렌치를 설정 조사하였다. 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정 남문지와는 달

리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성벽 앞에 해자인 황隍을 시설하였으며, 성벽의 폭은 4.3m

이다. 내벽은 할석이나 잡석으로 2∼3단 쌓았으며, 외벽은 15cm 내외의 얇은 돌을 놓고 그 사이는 생

토층을 경사지게 판 후 흙을 5∼10cm 두께로 켜켜이 쌓은 판축공법으로 성벽을 구축하였다. 내벽과 

외벽의 고저 차이는 3m내외이다. 외벽 기단석렬과 접해서 영정주가 확인되는데 직경 23cm 내외이

며, 깊이는 40cm 정도이다. 외벽 전방 1.5∼2.0m 가량의 외환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전방에서는 

해자隍가 설치되어 있다.  

추정 서문지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으로 유구의 잔존상태는 좋지 않으며,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부분

의 성곽 내벽은 3단의 석축이 30cm정도 남아 있다. 암반층 위에 쌓은 외벽은 높이 108cm 정도 남아 

있는데 장방형 형태의 얇은 석재를 이용하여 줄을 맞춰 평적쌓기 하였다. 성벽 내부에는 잔자갈과 잡

석이 섞인 황갈색 흙으로 채웠으며, 성벽의 폭은 4.3m이고, 내벽 상단부와 외벽 하단부의 높이 차이

는 3.5m이다. 

남성벽은 시굴조사 당시 트렌치조사를 통해 남벽의 형태가 확인되었다. 남벽은 성벽의 폭은 4∼5m

정도이며, 외벽은 다듬어진 할석과 잡석을 이용해 4∼10단 내외의 석축을 쌓았다. 성벽의 최대 높이

는 1.5m내외 이며, 내벽은 할석 등을 이용하여 1∼2단 정도 축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성벽 내·외 석

154      익산 세계유산 전문가 해설서 백제왕도 익산 6장 성곽_금마도토성      155



축 사이에는 잔자갈이 섞여있는 황갈색토로 채워져 있다. 내벽 상단과 외벽 하단의 높이 차이는 3.2m 

정도 이다. 외벽 전면에는 생토층을 파고 시설한 영정주로 추정되는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는데, 기둥

구멍의 상부 직경은 30∼35cm 정도이고 하부 직경은 22∼25cm 내외를 보이고 있으며, 깊이는 30∼

45cm이다. 그리고 외벽 전방으로는 폭 3m 정도로 성벽 밖으로 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가 확인된다. 

또한 시굴조사 당시에  트렌치조사에서 외벽 전방으로 1∼1.5m 폭의 물을 채우지 않은 해자인 황隍과 

해자 외곽으로 해자를 파면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30∼50㎝ 높이로 쌓은 토루土壘가 조성되어 있었다. 

남벽 일대 모습 북벽 및 황

동벽 전경(2001년) 서벽 시굴조사 전경(2001년)

남성벽이 위치한 남사면 일원은 최근 개간을 위한 대나무 굴취작업으로 성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

하여 도토성 남사면의 현상과 성곽의 훼손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조사(2015년)가 이루어졌다. 조

사결과 추정 남문지 주변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조사구역 서쪽에서만 성의 석축 흔적이 약간 남아 있

을 뿐이었다. 그리고 성곽의 남쪽 평탄지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흔적이 확인되었다.

북성벽은 내벽 석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벽 기단석렬은 1단으로 20㎝ 두께의 얇고 편평한 석재

로 전방에 면을 맞춰 수평으로 깔았다. 단면조사 결과 판축층과 외벽 석렬까지의 폭은 5.6m이며 내

벽 판축층 상면에서 외벽석렬 하단부까지의 높이 차이는 3.9m이다. 성벽의 내부는 판축공법으로 조

성하였는데 외벽에서 3.3m 안쪽 지점부터 약 45°경사로 생토층을 경사지게 절개하고 잔자갈이 약간 

섞여있는 황갈색토, 회갈색토, 연한회색토를 교대로 깔고 판축하였다. 판축된 토층의 교대 순서는 일

정하지 않으며, 두께도 일정하지 않다. 외벽 바로 앞쪽으로는 판축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

을 세웠던 흔적인 영정주永定柱 2개가 확인되었으며, 영정주 간 거리는 2.2m이다. 외벽 앞쪽으로 폭 

2m 가량의 성벽 밖으로 난 순찰로인 외환도外環道가 확인되었으며, 외환도 전방으로 해자隍가 시설되

어 있다. 해자隍는 폭 8.5m 정도이고 깊이는 2m 내외이다. 해자 앞쪽으로는 해자隍를 파면서 생긴 흙

을 이용하여 높이 1.7m의 토루를 조성하였다.  

동성벽은 지형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추정 동문지 일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곽의 내벽

은 생토층 위에 50㎝ 가량 성토를 하고 그 위에 1∼2단의 호석렬護石列을 쌓았는데, 높이는 35㎝이다. 

하단은 얇은 판석형 석재를 1단 수평으로 놓았으며, 내·외벽 사이 성벽의 폭은 4.9m 내외이다. 정확

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으며, 내벽 상단부와 외벽 하단부의 높이 차이는 3.45m이다. 단면조사 결

과 생토층인 산 경사면을 ‘ㄴ’자형으로 깎아 정지한 후 황갈색토와 회갈색토를 약 5∼15㎝ 내외의 두

께로 쌓은 판축공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외벽 앞으로는 판축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나

무기둥을 세웠던 흔적인 영정주永定柱 2개가 확인되었으며, 영정주의 간격은 2.75m이다. 외벽 전방에

는 1.5m 폭의 외환도外環道가 설치되었고, 외환도 앞으로 폭 9m, 깊이 2.4m의 해자隍와 해자를 파면

서 생긴 흙을 이용하여 높이 1.5m의 토루土壘가 확인되었다. 

서성벽은 성벽과 해자隍, 토루土壘가 모두 잘 남아 있었다. 성벽 높이는 2∼3m 정도가 잔존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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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벽 밖으로는 1∼1.5m 폭의 해자인 황隍과 해자 외곽으로 해자를 파면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30

∼50㎝ 높이로 쌓은 토루土壘가 조성되어 있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추정 남문지에서 확인된 배수로

와 유사한 형태의 암거형 배수로가 확인되었는데 출수구는 폭 26cm, 높이 30cm로 잘 다듬어진 석재

를 사용하여 시설하였다. 

1991년 조사에서는 생토면(풍화암반층)을 경사지게 굴착한 후 나무기둥을 세우고, 바깥쪽에 기단석

을 두른 상태에서 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서벽 일부 구간에서는 판축의 흔적이 확

인되지 않고 5∼6단의 석렬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부터 석성으로 축조되었거나 혹은 후대에 개

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성벽 구간은 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로 쌓았으며, 틈새는 작은 

석재를 이용해 채운 형태이다. 2017년 조사는 1991년 1차 시굴조사를 실시했던 서문지 확인을 위한 

조사였다. 조사결과 서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곽의 구조는 성벽과 해자隍를 갖추고 있는 이중적 

구조가 확인되었다. 성벽, 해자, 토루, 암거형 배수로,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암거형 배수로는 추정

남문지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길이 3.3m, 폭 20㎝로 하단에 편평한 석재를 깔고 양쪽으로 장방형 석재

를 세우고 그 위에 편평한 석재를 덮었다. 뚜껑돌은 일부 유실되었다. 그리고 성내벽을 따라 ‘U’자 형

태의 배수로(도랑)가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2차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부 배수로는 길이 

4.90m, 너비 1.6m이며, 하부 배수로는 길이 7.70m, 너비 1.03m이다. 이 배수로는 암거형 배수로와 연

결되고 있어 성 내부의 물을 성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토성 정상부에는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평탄대지 규모는 대략 40∼60m 정도로 넓지만, 조사

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표조사에서 초석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토성은 지표 관찰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판축토루를 구축하여 성벽을 만들었지만 취약한 

지역은 일부 석축을 하고 있다. 판축토루 전방의 자연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나 능선과 연결되는 지역

에는 해자隍를 파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앞쪽에 쌓아 성벽을 높게 해주는 효과와 함께 해자隍 외벽 아

래로는 급한 경사면을 이루게 하였다. 단, 토루 전방의 자연경사가 급한 지점에는 해자隍를 두지 않고 

성벽 앞에 성벽 외부 순찰로인 외환도만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성곽의 둘레는 토루만을 산정하였을 

때는 369m이고, 해자와 외환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484m이다. 

유물

도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제∼고려시대 초기까지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1차 시굴조사에서 인각와와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인각와는 대부분 추정서문지 조사과정에 수

습되었으며, 「止」 · 「丙」 · 「福巡」 · 「巳」 · 「肋」자 인각와이다. 「止」자 인각와는 길이 2.0㎝, 너비 1.7㎝ 규

격의 말각방형의 굵은 음각선 안에 면을 꽉 채워 「止」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러한 인각와는 미륵사

지, 왕궁리유적, 익산토성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止」자와 「巳」자 인장이 같이 찍혀있는 「巳·止」자 

인각와는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丙」자 인각와는 「丙」자만 압인되어 있으며, 규격

은 직경 3.2㎝의 음각원권 안에 「丙」자가 음각되어 있다. 「福巡」자 인각와는 말각장방형의 인장으로 

인장의 크기는 길이 5㎝, 너비 2.4㎝이다. 인장은 장방형의 음각면에 「福巡」자가 양각 압인되어 있다. 

「巳」 · 「肋」자 인각와는 인장 직경 2.3㎝의 음각원권형태로 1.7㎝ 간격을 두고 상하로 두 군데 압인되

어 있는데 그 안에 각각  「巳」, 「肋」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러한 인각와는 백제 말기의 속성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 」의 기호가 찍힌 인각와는 인장 직경 2.5㎝로 음각면에 「 」를 양각하였다. 이와 

유사한 기호가 찍힌 인각와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명문와는 「治彌勒寺」 · 「金馬渚城」 · 「彌勒寺」 · 「官」 · 「大新謀」 · 「大」 · 「王」 · 「大新○」 · 「○○謨」· 「月○

○○」 · 「昌」 · 「寺·大平」 · 「大,中」 · 「大寺」명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治彌勒寺」명과 「大寺」명 명문와는 

정상부 평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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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남문지 조사에서 수습되었으며, 「彌勒寺」명과 「金馬渚城」명 명문와는 추정 서문지 조사에서 수

습되었다. 「金馬渚城」명 명문와와 관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 신라조의 기록을 살펴보면 금

마저군은  “본래 백제의 금마저군인데 경덕왕(742~765)이 금마군으로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는 757년 군현의 지명을 정비했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토성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태

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다. 또한 「상부대관上部大官」명 명문와가 출토되었다고 전하는데 「상부대관上部大

官」명 명문와는 왕궁리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평기와의 경우 백제 말기에서 통일신라 중후반, 고려 초까지로 추정되는 기와로 백제계 와편은 전

체의 28%로 무문과 단선의 선문이 주종을 이룬다.

토기의 경우 백제계로는 유사승석문인 선문이 타날된 대옹류의 동체편. 원저형태의 저부편, 자배기

류의 구연부로 동체부에는 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로는 동체부의 4면을 편평하게 

처리한 편호, 인화문계 주름무늬병, 편구병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고려시대 유물은 월주요계 해무리

굽 청자, 광구병편 등이 출토되었다. 와전류의 경우 명문와와 연화문수막새편, 초화문암막새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금마도토성은 백제 말기에 초축된 이후 얼마간 사용되

지 않다가 9세기 중반 이후에 개축되어 나말여초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년 추정 서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벽 석재로 사용된 석재들 가운데 석탑이나 석등의 

부재로 추정되는 안상문眼象文대석 2점이 확인되었는데, 안상문의 전체 형태는 화형花形이며, 화두花頭

는 평두형平頭形, 호부弧部는 운문형雲文形, 수부垂部는 수평형이다. 

성곽의 초축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출토 유물 가운데 백제

시대 평기와나 명문인각와, 토기 등 무왕의 익산 경영을 바탕으

로 7세기 초에 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식 조사는 아니었

지만 최근 도토성 내부 건물지 주변에서 상면만을 가공하고 주

좌를 두지 않은 직경 38㎝의 원형 초석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원형 초석은 왕궁리유적과 마룡지 옆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어 동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장와

개관

미륵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12호, 1973.06.23.지정)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124-1번지 

일원에 분포한다. 산성은 미륵사지의 배후에 있는 미륵산(해발 430m)의 최정상부와 동쪽 사면을 감

싼 포곡식 산성으로 미륵산 정상 북쪽에서 동주하는 능선은 다시 동남주하여 용화산성이 있는 용화

산과 이어지며, 북쪽으로는 선인봉산성, 낭산산성과 연결되고 있다. 미륵산성과 용화산성 사이에는 

금마에서 속칭 아리랑고개를 넘어 낭산·강경 방향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접하고 있다. 

미륵산성의 북쪽은 멀리 논산·부여까지 조망되며, 낭산산성·선인봉산성 및 당치산성 등이 바라다 

보인다. 동쪽으로 용화산성과 천호산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서쪽으로 낮은 구릉지대와 함께 함라

산성·어래산성 및 금강이 조망된다. 남쪽은 익산토성·도토성과 함께 궁성인 왕궁리유적 및 만경강을 

낀 삼례·전주·김제지역까지 조망되어 비교적 낮은 지형에 만들어진 산성이지만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미륵산성 彌勒山城 (전라북도 기념물 제12호)

미륵산성(공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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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와유록』, 『익산군지』 등 

여러 문헌에 남아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미륵산성은 준왕準王이 쌓았다하여 ‘기준성箕準城’으로도 

불린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는 마성이 미륵산성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미륵산성의 초축 시기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전하는 준왕準王이 쌓은 성

이라는 설과 백제 무왕이 쌓았다는 설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둘레가 3,900척이고, 높이가 8척이

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때까지도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미

륵산성에 군창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성곽의 폐기는 조선 영조년간에 강후진에 의해 쓰여진 『와유

록臥遊錄』에 이미 퇴폐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18세기 후반에는 성곽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

미륵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0년∼1991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동문지와 

주변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과 2006년 남문지와 성내 건물지 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미륵산성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유적의 훼손이 심각

한 미륵산 정상부 주변과 하부 일부에 잔존하고 있는 치성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미륵산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산성의 둘레는 1,776m에 이르며, 동문지·남문지·치

성 10개소·옹성이 남아있다. 성내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으며, 계곡부를 중심으로 건물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미륵산성의 축성방법은 지형에 따라 외벽만 석축을 쌓고 성의 안쪽은 석재 및 토사를 다져서 축조

한 내탁법과 성벽 내·외벽을 모두 일정한 높이까지 석축으로 쌓은 협축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

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미륵산성의 전체 길이는 1,776m로 실측되었다. 성곽의 평면구조를 보면, 

표고 428m인 미륵산 최고봉을 감싸 성곽의 서남 모서리를 형성시키고, 그 북쪽 표고 402m의 봉우리

를 감싼 서북 모서리가 위치한다. 이 사이의 거리는 375m이며, 중간에 규모가 크지 않은 서문을 두고 

있다. 미륵산 정상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릉 남사면을 따라 남쪽 성곽이 이어져 오는데 동

남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490m이고, 7부 능선에 남문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상 북쪽에 위치한 봉

우리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구릉 북사면을 따라 성곽이 이어지는데 북동 모서리까지의 거리는 

560m이며, 여기에서 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쪽 성벽의 거리는 270m로 계곡 바로 옆에 옹성을 

갖춘 동문이 있으며, 동문 좌우 높은 곳에 적대를 두고 있다. 동문 북쪽에서는 수구지가 확인되는데 

미륵산 정상에서 수구지까지 높이는 212m 차이를 보인다. 

성벽의 폭은 8.7m 내외인데 거칠게 다듬은 두께 20cm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여 줄을 맞추어 쌓은 

평적쌓기를 하고 있으며, 내부는 잡석과 마사토로 채웠다. 체성에는 성문 좌우에 외부로 돌출된 치성

인 적대 2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1개소의 치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6년 발굴조사에서 서

남 모서리에 1개소가 더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곽 내부의 계류를 따라 올라가면 표고 278m에서 320m지점까지 165m 범위에 8단의 석축 위에 9

개소의 건물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건물지들은 발굴조사되었다. 미륵산 정상에서 동

쪽 80m 지점에서도 동서 25m, 남북 50m 규모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동문지가 있는 지역은 토사가 많이 밀려오는 관계로 처음 축조한 뒤 2차례 올려 쌓아 3차에 걸친 문지가 

확인된다. 동문은 4차에 걸쳐 유구가 중첩되어 있어 처음 전면 3칸의 문루가 있었던 것을 최후에는 전면 1

칸으로 작게 줄였으며, 성벽의 축조상태로 보아 마지막 단계에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밖으로 덧대어 쌓

은 성벽인 옹성이 설치되었다. 옹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개구부는 동문의 출입구와 방향

을 달리하여 직각으로 배치한 편문식片門式이다. 동문지 북쪽에서는 수구지가 조사되었는데 대형의 화강

암 할석재를 거칠게 다듬어서 축조하였으며, 폭 0.75m, 높이 0.6m 규모이고, 개구식開口式으로 되어있다.

『익산군지』에 “성내에 계곡이 있다. 수문에 철창살을 세워 썩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철창살을 설치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문지 남쪽과 북쪽에서 한 변 7∼9m로 밖으로 돌출시

킨 치성인 적대가 각각 발굴되었다. 

남문지는 3차 시기에 걸친 유구가 조사되었다. 초축 시기 문지는 알 수 없으나, 점차 규모를 축소하

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성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2차와 3차 시기 성문은 외벽에서 2m 이

상의 높이에 문을 만든 현문식懸門式이다. 

1차 시기의 문지는 상층의 유구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으며, 2차 시기의 문지도 3차 시기의 문지가 

잘 남아 있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성문을 형성하고 있는 체성의 동서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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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m로 확인되었다. 체성 내벽에서 안쪽으로 1.5m 지점에서 북쪽에 면을 맞추고 있는 석렬이 확인

되는데 성문을 만들기 위한 돌출부의 흔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체성 외벽의 구지표와 2차 시기 문

지와 높이 차이가 2.0m가 되는 것으로 보아 2차 시기부터 현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체성

에 접해서는 성곽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지도 확인되었다.

3차 시기의 문은 폭 1.7m이며, 체성 안쪽에서 3.7m 들어간 지점에서 동쪽은 1,4m 가량, 서쪽은 0.9m 정

도 돌출부를 마련하였다. 돌출부 내부에는 문지도리홈이 있는 초석이 확인되는데 지도리 홈의 평면형태

는 원형이며, 단면은 ‘∪’형이다. 지도리 홈의 간격은 1.05m로 아주 작은 문을 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체성의 폭이 최대 890cm에 달하는 이유때문인지 3차 시기의 성문들은 체성 양 벽에 폭이 좁고 길이

가 짧은 돌출된 벽체를 만들어 시설하였다. 처음 축조한 1차 시기의 문지는 북쪽의 돌출부는 100cm

이고 남쪽 부분은 120cm이며, 체성 외벽으로부터 내부까지의 길이는 450cm이다. 문의 폭은 470cm

인데 현재 180cm 가량 높이로 남아 있다. 돌출부 내부 코너 아래에는 상면이 평평한 대형의 석재가 

물려있어 초석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 석재의 중심 간격은 600cm이고, 그 중앙에도 비

슷한 석재가 놓여있는데 초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2차 문지는 1차 문지 위에 

약간 폭을 줄여 만들었다. 돌출부의 길이는 400cm, 폭 130cm내외이고, 문의 폭은 380cm 정도이다. 

3차 문지는 2차 문지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의 폭만 줄여 만들었다. 돌출부의 길이는 360cm이

고, 폭 120cm내외이며, 출입구의 폭은 130cm로 대폭 줄어들었다. 돌출부 안쪽에는 원형과 방형 지도

리홈이 있는 초석이 각각 놓여있는데 지도리 홈 간의 간격은 234cm이다. 

옹성은 남쪽 체성에서 돌출부를 두고 출입구를 두었다. 돌출부는 410cm 가량 나왔으며 너비 

810cm로 옹성의 폭보다 넓다. 출입구의 폭은 380cm이다.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운데 옹성

과 체성과 접합부인 서쪽은 19m인데 반해 동쪽은 16.8m로 작다. 남쪽의 길이는 17.1m이나 북쪽은 

15.8m로 작다. 최고 2.2m의 높이로 남아 있다. 옹성 내부에는 배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체성에 덧대어 쌓은 적대는 남쪽 적대가 동문지 중심에서 30m 가량 이격되어 있고, 높이 차이는 

12m 정도이다. 평면은 틀어진 방형의 형태이다. 각각의 폭은 동쪽8.1m, 서쪽7.5m, 남쪽6.9m, 북쪽 

8.6m의 크기이고, 북벽은 2.9m 높이로 남아 있다. 체성과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북쪽 적대

는 평면이 틀어진 방형의 형태인데 9m 내외의 규모이다.

미륵산성 발굴조사 모습(1990년) 미륵산성 건물지 발굴 전경(2006년)

수구지는 일부만 남고 대부분 파괴되었다. 출수구의 크기는 높이 50cm, 폭 70cm이다. 대형 할석으

로 축조된 수구는 바닥에 평평한 돌을 깔고 양쪽에 벽체를 세운 후 장대석으로 덮은 구조이다. 

내부 건물지는 성곽의 중심부로 흐르는 계류 남쪽 모두 9단의 석축 위에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중 1∼5단 석축 위의 건물지를 조사하였다. 1단과 2단에서는 별다른 건물지의 흔적은 확인

되지 않았으나 3∼5단 석축에서는 모두 1차 통일신라시기, 2차 고려시기, 3차 조선시기에 걸친 건물

지들이 확인되었다.

3단 석축 유구 가운데 대지 북쪽에 치우쳐 전면 4칸, 측면 2칸의 1차 시기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전

면의 각 칸 205cm이고, 측면은 각 칸 230cm이다. 기단은 북쪽 부분만 남아 있다. 2차 시기는 물을 채

웠던 시설인 방형의 저수유구가 확인되었다. 저수유구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줄을 맞추어 평적

으로 물려쌓기 하였다. 바닥의 규모는 동-서 5.1m, 남-북 5.9m이고, 상부의 규모는 동-서 6.3m, 남-

북 7.0m이다. 3차 시기는 저수유구를 폐기한 후 전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지를 두었다. 전면의 주칸

은 240-240-270-240-240cm이고, 측면은 서쪽으로부터 210-210-120cm이다.  

4단 석축은 3차 시기 건물지가 잘 남아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하층 유구 조사는 단면조사로 그쳤

는데 1차와 2차 시기의 건물지 흔적이 확인되었다. 3차 시기는 전면 9칸, 측면 3칸 규모의 대형 건물지

이다. 전면 주칸은 남에서부터 300-340-350-340-340-340-280-280-340cm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측면은 165-300-165로 중앙칸이 넓은 형태이다. 

5단 석축에서는 3차 시기의 건물지는 석축의 붕괴와 함께 파괴되어 일부만 남아 있고, 2차 시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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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가 잘 남아 있어 1차 시기의 건물지는 단면조사로 그 흔적만을 확인하였다. 3차 시기는 전면 3칸, 

측면 1칸만 남아 있는데 전면은 각칸 310cm이며, 측면은 290cm이다. 2차 시기 건물지 중앙의 측면 3

칸은 각칸 250cm이고, 전면은 9칸인데 남쪽에서 8칸까지는 각칸 224cm이고, 마지막은 250cm로 넓

다. 건물지 전면과 후면에는 2칸마다 초석을 놓아 전후 퇴를 달았는데 차양칸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퇴칸을 합치면 건물지의 남측면은 각칸 250cm의 5칸 건물이다.  

2016년 조사는 미륵산성 내 미륵산 정상부에서 추정 장대지와 치성이 확인되었다. 장대지에서는 

서쪽에서 구들을 갖춘 건물지 1기와 굴립주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구들과 잔존하는 석렬로 보아 

건물지는 길이 11.76m, 폭 5.66m의 크기이다. 구들은 3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아궁이로 판단되는 아

궁이 양쪽에 세운 봇돌이 노출되었다. 유물은 백제시대 토기편도 확인되나 백제시대 기와는 보이지 

않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성곽의 서남 모서리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치성이 확인되었다. 치성의 서쪽 부분은 체성과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성곽 남벽에 붙인 모양이다. 체성과 치성 동벽은 상호 교차하여 쌓

고 있어 체성과 동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치성의 규모는 동서 7.2m, 남북 8.2m이고, 잔존 높이는 

2.1m이다. 치성과 이어지는 체성에는 후대에 보수한 흔적도 남아 있다.    

유물

유물은 백제 토기편은 전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편년 가능한 승석이나 선문이 타날된 항아리편

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유물은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과 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은 긴 목에 파상문이 시문된 대호(대형항아리)편, 편호(각이진 항아리), 주

름무늬병, 인화문병, 완(사발) 등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특히 평저이거나 굽다리가 부착된 완류, 시루

편, 횡대파수가 부착된 동이류 등의 토기류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명문와 가운데 「金馬渚城」명 암키와 「金馬郡凡窯店」명 암키와, 「官」명 암키와, 「弥力寺」명 암키와, 

「大寺」명 암키와 등은 통일신라시대 익산 금마지역 일원을 대표하는 명문와들이다. 「金馬渚城」명 암

키와는 익산토성과 도토성에서 출토된 기와와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륵산성이 위치

한 금마의 백제 때 지명이 金馬渚郡이며, 통일신라 신문왕 4년(684) 또는 경덕왕 16년(757)에 금마군

金馬郡으로 바뀌었는데 그 시기가 8세기 초중반경임을 감안하면 미륵산성의 개축은 8세기 중후반경으

로 추정된다. 

그리고 「○定五年」명 명문와 「知益州事…」라는 지명을 보이는 명문와 「妙奉院」명 암키와, 「金馬郡凡

窯店」명 암키와가 출토되었다. 「○定五年」은 녹청자 등 초기청자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송나라 연

호인 강정오년康定五年(1044)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침서로 명문된 「知益州事…」명 명문와는 원순제 

기씨 황후의 외향이어서 붙여진 익주益州라는 지명으로 고려 충혜왕 5년(1344)으로 볼 수 있다. 「妙奉

院」명 암키와는 통일신라시대 익산 금마지역 일원에서 출토되는 명문와로 보기도 하지만, 이와 동일

한 명문와가 미륵사지 북편의 후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묘봉원妙奉院」은 고려 ‘신불神佛’을 

모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통일신라 보다는 고려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금마군범요점」명 암키와의 경우 「금마군와요점金馬郡瓦窯店」으로 읽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이밖에 건물지 조사과정에 연화문수막새蓮花文圓瓦當, 귀목문암막새鬼目文平瓦當가 각각 1종씩 출토되

었다. 귀목문계 암막새는 사자사지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형식과 유사하며 자방형의 드림새면에는 

양쪽에 귀목문을, 중앙에는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이런 형태의 암막새는 사자사지 출토 「至治二年」

(1322)을 찍은 암막새와 형태상 유사한 것으로 보아 14세기 초반경으로 편년된다.    

자기는 청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순청자류와 그릇 내면에 모란문 등의 압출양각기법이 시문

된 완, 상감기법의 자기 등이 있다. 특히 녹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남문지 조사

동문지 옹성 남문지 및 성벽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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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중국 청자호와 백자접시가 출토되었다. 중국백자 화형접시는 송나라 경덕진에서 생산된 것으

로 판단되어 고려시대에도 미륵산성이 중요한 거점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문지 조사에서 출토된 「宣德三年戊申二月造成」명 명문와가 출토되었는데 선덕 3년은 조선 세종

10년(1428)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미륵산성 동문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고쳐 축조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분청사기와 백자대접, 접시편 등이 출토되었지만, 수량은 소량이며, 

특히 백자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륵산성은 통일신라시기부터 조선시대 전반기까지 운

영되어 오다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륵산성의 축성 시기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에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 성

곽조에 미륵산성을 기준성箕準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용화산(현 미륵산) 산상에 있는데, 속전에 기준

왕이 쌓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여 준왕 축성설을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축

조 시기는 알 수 없다. 사용 시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군창을 두었다는 기록과 「宣德三年」명 명문와

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조선 세종 10년(1428) 이후까지 성곽이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와 토기 및 분청자 등의 자기류이지

만, 그동안의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에서 백제시대 토기편들이 상당수가 출토 수습되고 있고 2016년 

미륵산 정상부 발굴조사에서는 1호 건물지에서 사이호(네귀달린항아리)와 개(뚜껑)편이 출토되었는

데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하지만, 백제시대 기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성 내부 건물지 조사에서도 삼국시대 백제 토

기편들이 상당수 수습되고 있으나 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익산의 옛 지명인 「金馬渚」명 

명문와가 출토된 바 있어 미륵산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쌓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대

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고, 동문지 일대의 치성·옹성 등의 시설은 후대에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

개관

낭산산성(전라북도 기념물 제13호, 1973.06.23.지정)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

리 산 4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낭산산성은 미륵산에서 북쪽으로 4㎞ 가량 떨어진 낭산리 상낭마을

의 북쪽을 감싸고 있는 해발 162m 낭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은 미륵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삼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그리 높지 않

은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치산성과 천호산성이 조망되고, 북쪽으로는 낮은 구릉지대로서 강경·

논산·부여 등이 조망되며,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지대와 평야, 그리고 함라산성과 금강 일부가 조망된다.

낭산산성 앞으로는 금마에서 내산동을 거쳐 낭산·강경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삼기에서 석불리

를 거쳐 낭산·강경 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금강에서 함라산을 통과하

여 금마 방면으로 오는 교통로와 논산에서 금마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

소에 위치하고 있다. 

낭산산성 朗山山城 (전라북도 기념물 제13호) 

낭산산성(공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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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산성은 초축 관련 기사는 문헌에 보이지 않으며, 『익산군지』에  “마한성은 부府의 서쪽 15리 낭

산 위에 위치하며 석축으로 둘레는 1306척이고, 높이는 9척 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일명 「마한

성馬韓城」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마한성으로 불리게 된 연유는 후세에 와서 익산 일대가 마한의 구도舊

都였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칭이라 전한다. 그리고 「구성舊城」 혹은 「북성北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

성舊城이라는 명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산군조에 “낭산폐현에 토성의 고기古基가 있는데 주위는 

3,900척이고 2개의 우물이 있다.”고 기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낭산산성은 산복식산성으로 낭산의 정상과 8부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성벽의 구조는 성벽과 물

을 채우지 않은 해자인 황隍을 시설한 이중구조로 경사가 급한 남벽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토축 및 

해자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성의 둘레는 870m, 면적은 57,565㎡, 산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

깝고 석벽의 폭은 3∼4.5m 정도이며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낭산산성은 성의 시설은 남·북·동문지, 수구 2개소, 우물 1개소, 동남쪽 모서리에 건물지가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 2006년 전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남문지와 성벽 및 수구지 일부에 대해 발굴조

사가 이루어졌다. 

낭산산성은 백제시대에 의해 초축된 이후 한 번 더 개축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성벽의 두께는 

6m 내외 규모이며, 외환도의 폭은 대체적으로 3.5m 내외이다. 물이 없는 해자인 황隍은 주로 성곽의 

남쪽부분을 제외한 3면에서 확인되는데 지형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동쪽 성벽의 해자 폭은 3.3m 

정도이며, 서쪽 성벽의 해자는 약 6.5m, 북문지 주변의 해자는 약 7.8m의 폭을 보여 동사면 해자의 

폭이 좁은 편이다. 일부 필요한 지역에서는 벽체를 돌로 축조했다. 

유구

남문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성문의 개구부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누마루

를 올려 누문식 성문인 개거식開拒式 문지가 확인되었는데 초축과 관련된 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대의 문지로 확인되었다. 문지는 통로부에 문짝門扉을 이루는 문짝 기둥門扉柱을 끼우는 홈인 문지

도리 홈門樞, 문짝 기둥이 있는 초석 2매가 확인되었다. 통로부의 길이는 632㎝이고, 너비는 입구쪽이 

133㎝로 좁은 편이며, 출구부가 최대 359㎝로 출구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태이다. 통로부 

바닥에는 잡석을 깔았으며, 입구부 경사도는 20∼25°의 경사를 보이다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부터 

성 안쪽으로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문지도리 홈 간 거리는 230㎝이며 동쪽 문지도리 홈은 지름 

17㎝, 깊이 13㎝이며, 평면은 원형이고 단면은 ‘∪’자 형이다.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은 할석을 이용

해 적심을 1∼2단 깔고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을 올렸다. 서쪽 문지도리 홈은 지름 19㎝, 깊이 11㎝

이며, 평면은 원형이고 단면은 ‘∪’자 형이다. 서쪽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은 동쪽에 비해 지대가 낮

아 소형 할석과 길이 100㎝, 너비 50㎝ 정도의 대형 석재를 사용해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문지도리 

홈이 있는 초석을 올렸다. 통로 성내부의 초석은 20∼30㎝의 할석을 이용한 적심을 1단 정도 부석한 

후 길이 80㎝, 너비 70㎝의 윗부분이 편평하게 다듬은 초석을 올렸으며 초석간 거리는 300㎝이다. 남

문지는 정면과 측면 길이가 약 300㎝인 문시설이 있었던 개거식 문지로 추정된다.

북문지와 동문지는 양쪽의 측벽이 서로 어긋난 형태로 진행되어 양측 측벽이 마주보지 않도록 튼 

어긋문重疊門의 형태를 보인다. 북문지 통로부는 길이 약 8m, 너비 약 4.4m, 현재 높이 2.3m이며, 동

문지는 통로부 길이 약 11m, 너비 약 3.2m, 현재 높이 약 2.5m 내외이다. 

성벽은 남문지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9m, 동쪽으로 6m까지 성벽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벽은 전체적

으로 생토층-적갈색사질점토층-선대 성벽(백제)-후대 성벽(고려∼조선)층 순서로 축조되었는데, 성벽

남문지 전경 북문지 (어긋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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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화암반층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성토하여 기초를 다진 후, 그 위로 성벽의 내외면을 모두 비등

한 높이로 석벽石壁으로 구축한 협축법으로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벽의 최대 높이는 4.25m이지

만, 대체로 4∼4.5m 정도이며, 폭은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5m 정도이다. 성벽의 내·외

면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눕혀쌓기하였으며 내부는 석재를 세로방향으로 조밀하게 채웠다. 

그리고 수구대지 중앙부에 수구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수구대지 동단부에는 우물지가 남아있다. 성 내

에서 성 밖으로 물을 내보내는 수구지는 남문지의 서쪽에서 2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수구 1은 출수구가, 

수구 2는 입수구만 확인되었다. 수구의 구조는 성벽 내부에 판상석재를 계단상으로 배치하여 바닥석을 

마련하고 장방형 석재를 바닥석 양쪽에 세워 벽석을 세웠다. 벽석 위로 다시 판상석재를 이용해 상석을 

올려 입수구의 기초석 상면을 기준으로 높이는 100㎝, 너비 160㎝이고, 입수구 내부 크기는 높이 80㎝, 너

비 70㎝이다.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수구 1은 기초석으로부터 130㎝ 위쪽에 위치하며, 출수구의 크기는 

높이 55㎝, 너비 30㎝이며, 수구의 형태는 하단에 길이 50㎝, 너비 25㎝의 석재를 평적하고, 측면에는 길

이 23㎝, 너비 18㎝의 석재를 2단 쌓은 뒤 상단에 길이 90㎝, 너비 22㎝의 편평한 판석을 평적하였다. 

능선 상에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이곳에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탄지 내부에서는 

우물지 1곳이 확인되었다. 우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계곡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자

연스럽게 고이는 지형을 이용하여 석축으로 조성하였다. 

유물

유물은 삼국∼조선시대까지 다양한 문양의 기와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연

화태극문수막새로 남문지에서 1점, 수구지에서 2점 등 모두 3점이 출토되었다. 연화태극문수막새는 왕

궁리유적, 익산토성, 부소산성, 공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왕궁리유적 출토품과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十」자명 명문암키와가 수구지에서 2점 출토되었는데 태토와 색조, 소성상태로 보아 2점은 

매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등면에 양각으로 「十」자 명이 뚜렷하게 찍혀있으나, 편으로 출토되어 자

체유무字體有無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十」자 명 암키와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에서 출토예가 있

다. 제작방법에 있어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에서 출토되는 동일한 형태의 백제계 기와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백제로 편년될 수 있는 삼족기(세발달린토기)

편, 개배(뚜껑접시)편, 기대(그릇받침)편, 단경호(짧은목

항아리)편 등 토기편들이 상당량 출토되었으며, 기와류 

가운데 선문계 기와는 주로 백제시대 기와의 등면에서 

확인되는 문양으로 선문의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것들

이다. 또한 제작기법상 측면 문할흔, 내면 통쪽흔, 정선된 

점토 등으로 보아 무문과 일부 격자문이 백제시대 기와

로 확인된다. 이들 기와들은 왕궁리유적과 익산토성에서 

출토된 기와와 유사한 기와들로 볼 수 있다. 

낭산산성이 언제 축성되었는지를 기록한 문헌은 없으

며, 단지 『익산군지』에 마한성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없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도 옛 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발

굴조사를 통해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태극문계수막새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초축시기는 백제시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명문와 가운데 「入朗山山」명 명문이 있는 수키

와가 출토되었는데, 낭산은 백제 알야산현閼也山縣이었는

데, 신라 경덕왕 때 야산野山으로 고쳤고, 고려 때 낭산朗

山으로 지명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入朗山山」명 

명문와는 이 지역이 고려시대에 낭산으로 바뀌었다는 기

록과 서로 통하고 있어 고려시대까지도 산성이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선시대의 기와나 자기 등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보아 산성은 백제∼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벽

북벽

남벽 수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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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무왕릉_익산 쌍릉
Twin Royal Tombs in Iksan(King Mu)

益山雙陵

사적 제 87호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산 54

글. 이문형

•개관

•유물

•문헌기록

•일제 강점기의 쌍릉

•100년만의 재발굴-대왕릉

•가치

대왕릉과 소왕릉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일찍부터 이곳을
‘왕뫼’라 불렀다



익산 쌍릉益山雙陵[사적 제87호(1963,1,21 지정 / 55.897m²)]은 오금산(해발 120m) 서쪽 능선 낮은 

구릉상에 2기의 원형 봉토분이 남-북 방향으로 약 180m 떨어져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후조

선後朝鮮 무강왕과 그 왕비의 능이라 전해지며, 또한 무왕과 무왕비의 능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 크기에 따라 대왕릉과 소왕릉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일찍부터 이곳을 ‘왕뫼’라 불렀다.

쌍릉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 무강왕과 그 왕비의 능이라 하며 속칭 말통대왕릉이라 전해지고, 

『고려사절요』에는 도굴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

람』 익산군 고적조에 ‘쌍릉은 오금산 봉오리 서쪽 수백보되는 곳에 있다’고 전한다. 

쌍릉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3행으로 기술된 

약식 보고서로 인해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당시 보고서에는 ‘봉분과 호석’, ‘석실

과 목관’, ‘출토유물’에 대해 간략한 조사 내용과 함께 그 성격을 ‘백제 말기 왕족의 능묘’라 추정하였

개관

다. 이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쌍

릉에서 출토된 목관 관재가 공주 무령왕릉,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관재와 동일

한 일본산 금송金松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

다. 또한 1979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에 

의해 미공개된 대왕릉의 도면 등 일부 자료

가 소개된 바 있다. 

쌍릉의 봉분과 석실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

펴보면, 봉분의 경우 대왕릉과 소왕릉 모두 

평면 원형으로, 봉분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

아있다. 그 규모는 대왕릉이 직경 30m, 높이 

5m 내외이며, 소왕릉은 이보다 약간 작은 직

경 24m, 높이 3.5m 내외에 이른다. 석실의 

구조는 연도(입구)를 중앙에 시설한 단면육

각형 고임식 구조의 전형적인 7세기 사비유

형의 횡혈식석실분(굴식돌방무덤)이다. 2기

의 고분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뿐 동일한 

구조의 석실로 보인다. 석실(대왕릉)은 대형

의 화강암을 치석한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석실 내부 바닥에는 길이 270㎝, 너비 85㎝ 

내외의 화강암 관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대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동상총과 

동하총에서 확인된 바 있다.

대왕릉 소왕릉

대왕릉 평·단면도

대왕릉 석실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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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제원 현황(有光敎一 1979)

봉분(m)
(직경×높이)

평면
형태

석실(㎝)
(길이×너비×높이)

축조
석재

연도
위치

바닥
시설

단면
형태

비고

대왕릉 30×5.0 장방형 380×178×227 판석 중앙 판석 육각형 관대·호석

소왕릉 24×3.5 장방형 320×130×170 판석 중앙 판석 육각형

1917년의 쌍릉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은 도굴로 인해 매우 소량이다. 대왕릉에서는 목관을 비롯

하여 도제 완·옥제 장신구·치아, 소왕릉에서는 도금관식금교구편·금동투조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쌍릉은 석실분의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볼 때 부여 능산리 왕릉군과 가장 유사하여 그 시기를 7세

기 전반경으로 추정하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백제 30대왕인 무왕과 그의 왕비릉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익산 쌍릉 및 부여 중상총 출토유물 대왕릉 출토유물

대왕릉

유물(1917년 발굴)

치아 齒牙 

치아는 목관 내에서 모두 4점이 수습되었다. 치아

의 크기는 비교적 작으며, 치아의 교모도가 심하지 

않은 점, 중복된 치아의 부위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

어 한 사람의 치아일 가능성이 높다.

옥제 장신구 玉製 裝身具

목관 내에서 출토된 옥으로 만든 과대銙帶 장신구로 옅은 

담회색을 띤다. 타원형에 가까운 심엽형고리로 중앙에 몸

체보다 한 단 낮은 홈을 새겼다. 이와 같은 장신구는 중국 

북주 약간운묘若干雲墓(578년) 출토품이 있다. 이러한 유물

은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사용한 옥대玉帶 꾸미개의 일부

인 옥환玉環으로 상대적으로 대왕릉 피장자의 신분을 추정

할 수 있다.

소소도제완 素燒陶製盌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관대의 남쪽 아래에 엎어진 상

태로 출토되었다. 적갈색 연질토기로 바닥은 원저이고, 동

체는 곡선을 이룬 반구형이며 곡선으로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외반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장석과 석영을 혼

입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저부 외면은 깎기 조정 후 물손질 처리하였

다. 크기는 입지름 16.5㎝, 높이 5.8㎝ 내외이다.

앞면

치아

뒤면

내면

X선 촬영사진

바닥면

정면

7장 무왕릉_익산 쌍릉      179178      익산 세계유산 전문가 해설서 백제왕도 익산



금동좌금구 金銅座金具

목관의 뚜껑과 측판에 부착된 금동좌금구는 2종류로 뚜껑에 부착된 

a형과 측판에서 분리된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이 다소 큰 형태이다. 

a형은 금동판 위에 8엽의 중판重辦 연화문을 축조기법으로 새기고, 내

외 연판蓮瓣 및 간판間瓣 끝부분에는 집선문을 눌러새기기법으로 시문

하여 배치하였다. 안쪽의 연판에는 집선문이 곡선상으로 1열로 이어지

며 바깥 연판에는 2열로 집선문이 배치되고 각 연판의 사이에는 짧은 

침선을 그어 연잎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a형의 좌금구는 목관 뚜껑 

6곳에서 확인되었다. 

b형 역시 전면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8엽의 단판單瓣이고 연판 

내부에는 U자형의 자엽子葉을 약간 길게 표현하였다. 연판의 끝부분에

는 짧은 집선문을 곡선상으로 새겼으며 각 연판 사이에 긴 침선을 그

어 연잎을 구분하였다. 중앙에는 직경 12.0㎜의 원형 구멍이 뚫려 있

어 이곳에 금동제 원두정(길이 48㎜, 원두경 29㎜)을 결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b형의 좌금구는 출토된 목관의 7군데에서 그 흔

적이 관찰된다.

도금관못 鍍金棺釘

금동으로 도금된 관못은 목관에 그대로 박혀있거나 목질이 부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 목관은 다양한 형태의 관못과 금구로 결구 혹은 장

식되어 있는데 도금된 관못은 목관에 박힌 부위와 못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현재까지 목관에 사용한 관못은 사용 위치와 형태에 

따라 모두 8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순도 높은 구리로 제작한 

후에, 머리의 도금은 수은 아말감 도금법으로 제작하였다.

금동좌금구 a형

금동좌금구 b형

세부 문양

도금관못

목관 木棺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목관은 비교적 양호하여 조사 후 수습되어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이후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 결구방법 등이 관찰되어 당시 실측과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목관은 통나무를 반절하여 내부를 파내고 외측 곡선을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목관의 길이는 

250㎝ 내외로 뚜껑과 좌·우 장측판, 상·하 단측판,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세장한 형

태로 단면은 둥근 호형을 이루는데, 평면형태는 상부는 넓고 하부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형태이다. 

좌·우 장측판의 가장자리 안쪽에 凹상의 홈을 마련, 양단측의 마구리판을 끼워 조립한 형태로 확인되

었다.

일제강점기 대왕릉 목관 실측도 조선총독부 박물관 전시 모습(1926년)

목관 복원 모습(국립전주박물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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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투금구 鍍金透金具

목관 뚜껑과 목관 본체를 결구 혹은 장식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3점이 소왕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구조는 크게 장식부인 산山자형 장식

부와 결구를 위해 마련된 장방형의 몸체 결합부로 구성되는데, 결합부는 잔존

하는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산山자형 장식부는 하트형 장식으로 산山을 표현

하였다. 단면형태의 경우 2점이 돌출된 능형인 반면 1점은 돌출되지 않는 말

각장방형이다. 결합부는 판상板狀으로 추정되는데 장식부의 단면형태가 능형

인 것보다 말각장방형의 것이 너비가 좁다. 유물의 분석결과 구리·주석·납을 

혼합한 청동으로 주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식부 표면의 도금은 수은아

말감 도금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동투식좌금구 金銅透飾座金具

목관의 뚜껑과 목관 본체를 결합시키는 도금투금구와 공반하는 목관 뚜껑 

장식품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화형花形이다. 중앙에 뚫린 세장방형 구멍 주

변으로 당초문이 투조되었으며, 꽃잎에 해당되는 가장자리에는 하트형 구

멍과 원형 구멍(11곳)을 배치하였다. 중앙에 뚫린 세장방형의 구멍에는 소

왕릉에서 출토된 도금투금구가 끼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 구멍에는 

지름 3㎜의 원두정이 박혔는데, 이에 의해 좌금구가 목관에 고정된다. 가장

자리는 모두 사선으로 절단한 후 연마도구로 다듬었으며, 투조된 문양을 따

라 점열문을 조밀하게 찍어 장식하였다. 유물의 분석결과 좌금구와 원두정

은 순도 높은 구리로 제작하였으며, 좌금구 전·후면과 원두정 두부는 수은

아밀감 금도금법으로 제작하였다.

앞면

뒤면

X선 촬영사진

쌍릉 관련 문헌기록

현재까지 쌍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高麗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사高麗史』의 「지리地理」와 「열전列傳」 두 곳에 쌍릉 관련 기록이 있다. 「지리」에는 능의 존재, 「열전」에는 

도굴에 관한 이야기가 ‘정방길=임중연’, 두 인물을 통해 기록되어 있다. 먼저 「地理」에서는 능의 존재

와 함께 그 주인공을 추정하고 있다.

『高麗史』 57巻,  志11, 「地理」2, 全羅道, 金馬郡. 「……(중략), 又有後朝鮮武康王及妃陵[俗號
末通大王陵 一云百濟武王小名薯童]」

“후조선後朝鮮의 무강왕武康王 및 비妃의 무덤【속칭俗號으로 말통대왕릉末通大王陵이라 부르는데 
혹은 백제 무왕武王의 어릴 적의 이름을 서동薯童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列傳」에서는 일부 단편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과 함께 쌍릉이 도굴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高麗史』124巻, 列傳 37, 嬖辛2, 鄭方吉,「鄭方吉, 登第, 累官……중략, 後拜僉議政丞, 時盜發金
馬郡馬韓祖武康王陵, 捕繫典法司, 盜逸. 方吉欲劾典法官, 贊成事林仲沇沮之曰, “賊繫獄二年, 無現
贓, 死者多矣.” 方吉曰, “吾固知發塚人多金.” 且云, “潛用巨濟田租者誰?” 屢罵辱之, 仲沇慚恚移病, 
人以方吉言爲是. 

“鄭方吉은 登第하고 累官하여 ……(중략)…… 뒤에 僉議政丞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금마군金馬郡에 
있던 마한馬韓의 조상인 무강왕武康王의 능陵을 도굴한 도둑이 체포되어 전법사典法司에 수감되어 있다
가 탈옥하였다. 정방길이 전법관典法官을 탄핵하려고 하니, 찬성사贊成事 임중연林仲沇이 저지하며 말하
기를, ‘도적들이 2년이나 수감되어 있었지만 장물이 드러나지 않았고 옥사한 자도 많다.’고 하였다. 정방
길이 말하기를,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금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진실로 알고 있소.’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거제巨濟의 전조田租를 몰래 쓴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며 여러 차례 모욕을 주자 임중연이 
부끄럽고 화가 나서 병이 났다고 핑계 대고 사직하니, 사람들이 정방길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소왕릉

도금투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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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속

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11건의 도굴 관련기사가 확인되는데, 모두 무신집권기와 원元 간섭기 등 고려 

후기의 정치적인 혼란기에 해당된다. 이들 기사 가운데 충숙왕 16년 4월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고려사』35권, 세기가 35, 충숙왕 16년 조
충숙왕忠肅王 16년 4월 : “庚寅 葬訥倫公主, 翼日, 盜發其墓”
“눌륜공주를 장사지냈는데 이튿날 도둑이 그 무덤을 도굴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왕실의 능 역시 도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려사』 「열전」에 쌍릉의 도굴과 연관된 ‘임중연’의 경우, ‘재물을 모으기 위해 남의 묘를 도굴하고, 

세금을 착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어 쌍릉이 ‘도굴盜掘’ 등의 피해를 입었

을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의 쌍릉

유적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

로 합병한 일본은 조선총독

부 박물관(1915)과 고적조사

위원회(1916) 설치 이후 본격

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본의 고적조사는 침략의 명

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

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

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미륵사지-왕궁리유적-쌍

릉 등 익산의 주요 유적 역시 

그 대상이 되었다.

쌍릉에 대한 공식적인 첫 조

사기록으로 1910년 세키노 다

다시關野貞를 단장으로 하여 

쌍릉을 답사, 그 유적의 중요

도를 을乙로 표기하였는데 특

기할만한 사실은 쌍릉의 축조

시기를 마한馬韓으로 인식했

다는 점이다. 1910년도 당시 

쌍릉을 조사하고 조사단이 촬

영한 사진이 오른쪽의 대왕릉

과 소왕릉의 모습이다.

대왕릉

소왕릉대왕릉 내 도굴 구멍 도굴 구멍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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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키노 다다시 關野貞, 1868∼1935

1895년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 1901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02년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를 시작으

로 1909년까지 한반도 각지의 고건축古建築 뿐만 아니라 일반 유적까지 조사를 

진행, 『조선고적도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으로 위촉

된 이후, 주로 한사군과 고구려유적의 발굴조사를 담당하였다. 일제강점기 고

적조사사업에 세키노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일본의 우리나라 고적조사는 본격화되었다. 쌍릉에 대한 조

사 역시 1917년 특별조사지역으로 계획되었다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조사지역으로 변경되어, 

1917년 12월 익산지역의 여타 유적들과 함께 조사되었다.1 조사단은 1910년 세키노 다다시의 조수였

던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를 책임자로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노모리 켄野守

健 등으로 구성되었다.

야쓰이 세이이치
谷井濟一

1880∼1959

오바 쓰네키치
小場恒吉

1878∼1958

오가와 게이키치
小川敬吉

1882∼1947

노모리 켄
野守健

1887∼1970

1907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졸업. 1909년 세키노의 한국조
사에  조수로 내정된 이후 거의 
모든 조사의 실무 담당. 1921년 
갑지기 부친의 병간호를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감. 

1903년 도쿄미술대학 도안과 
졸업.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
관 촉탁 임명. 낙랑 및 고구려고
분 발굴. 고구려 고분 벽화 실물 
모사에 깊이 관여.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 임명. 고적조사위원회 실
시 발굴 참여. 『조선고적도보』 
자료 정리 및 편집 담당.

세키노 다다시 친동생. 서양화
가. 1916년 낙랑고분조사 계기
로 조선총독부 촉탁 임명. 공
주 송산리고분 발굴 참여. 특히 
1927년 공주지역 도자기 발굴
조사 주도.

1)  익산지역은 2년차 고적조사에서 9월 21일∼12월 27일 후기 조사지역(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전남 나주 반남면 조

사가 12월 17일부터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할 때 12월 10일 전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7). 

일제 강점기 발굴

당시 조사는 여타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무덤 내부에 있는 부장품을 반출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

인 발굴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왕릉과 소왕릉은 내부조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봉분이나 주변

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 후 그 내용은 복명서와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나 

매우 소략하여 전반적인 현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현재 당시 촬영한 유리건판은 모두 7매

만 전하고 있는데 모두 대왕릉 관련 사진이며, 이와는 반대로 도면은 소왕릉만 게재되어 있다. 

조사 전 모습 조사 광경

대왕릉 연도 폐쇄 모습 대왕릉 석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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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쓰이의 복명서는 다이쇼大正6년(1917) 후기에 그의 조사단원의 출발시일과 귀임시일을 포함하여 

출장지역과 그가 조사한 유적과 유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쌍릉에 대한 설명 역시 

여타 다른 유적들과 함께 약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 복명서는 그가 조사를 마치고 복귀한 다이쇼大

正7년 1월24일에 작성한 것이다. 

그 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부터 전해지기로 마한시대의 왕릉으로 여겨졌으나 믿기 어려우며, 그것을 조사하니 쌍릉의 대묘, 소묘 
모두 백제시대 말기의 능묘라는 것은 명백하다.
대묘는 그 석곽 및 목관의 구조 웅위雄偉, 부여에서 백제 왕릉으로 전해지는 것에 비해 우수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형식·용재는 백제의 능묘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또한 그 지형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
아도, 분구·석곽 및 목관 등의 위대함을 생각한다면 백제의 왕릉 또는 그것에 준하는 자의 능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상 3기의 고분은 모두 일찍이 도굴의 재앙을 당해, 석곽의 상부에 조금 파괴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 
토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것에 수선을 더해 더욱이 출입구를 설치하고 연구자 및 일반 방
고訪古사람들의 관람, 연구에 편의를 제공할 귀중한 대표적 유적임)
그것을 요약하자면 ……<중략>, 부여군 부여면 능산리 제2호 석곽벽화,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의 탐
구는 특히 주요한 것이다.”

야쓰이의 복명서와 그 내용

『大正六年度後期復命書』, 「谷井古蹟調査委員 復命書 일부분」

1917년 쌍릉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유적을 조사한 야쓰이는 大正9年(1920)에 보고서를 발간한

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전체적인 유적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특히 쌍

릉의 조사 내용은 모두 13행의 서술과 사진(대왕릉 2매), 도면(소왕릉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

서 이 보고서를 통해 쌍릉의 세부적인 조사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고서에 담긴 쌍릉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봉면 석왕리가 된 신왕리新旺里 구
릉 위에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
고, 북쪽의 것을 대왕묘-남쪽의 것을 소
왕묘라 부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부근 지역을 왕묘리라 부르며, 마한시
대의 왕묘라 전해진다. 양쪽 모두 봉토
의 유실이 심각하다. 대왕묘에는 부여 
능산리의 백제 왕릉이라고 전해지는 것
과 같이 사실로 추정되며, 능묘을 보면 
알 수 있듯 토분土墳 주위로 원형의 기
석基石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대부
분 사라져 일부만 남아 2~3개가 남아있
다. 석곽은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만들
었고, 부여 능산리의 백제왕릉이라 전

해지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다. 현실 내 목관이 잔존하며, 그 대부분은 노후되었으나, 원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는 실로 백제시대 말기의 왕족의 관재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귀중한 유물이다. 후에 정밀한 복원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다. 이 고분은 전에 이미 발굴되어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실 입구에서 도제 완 1
점만이 발견되었다. 소왕묘에서는 근래 발굴 흔적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수년 전 군수가 이를 파고자 하였으나, 석
곽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분묘는 그 이전에 도굴의 피해를 받아 지금은 어떤 부장품도 남
아 있지 않다. 소왕묘와 대왕묘는 동일한 형식이며, 다소 그 외형의 대소大小, 석곽의 대소가 있을 뿐이다.
큰 것과 작은 능묘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제시대 말기 왕족의 능묘라는 점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점이
다. 따라서 대왕묘에서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목관을 얻은 것은 그 시대의 능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얻었음에 의
미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백제시대 유적에 관한 특별 보고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 

13행의 보고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1920년)』

보고서(좌) 및 보고서에 담긴 쌍릉 조사 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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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명서와 보고서를 통해 야쓰이와 그 조사단은 조사 전에는 그 무덤의 축조시기를 마한으로 판

단하였으나, 조사 후에는 분명하게 백제의 능묘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능의 주인공을 부여 능

산리의 고분군과 같은 백제 왕릉급으로 보았다.

100년 만의 재발굴 - 대왕릉

재발굴의 계기 :  대왕릉의 주인공은 누구?

『삼국유사』를 비롯한 문헌기록에는 익산지역이 백제 무왕과 깊

은 관련이 있는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왕비는 신라 진

평왕(신라 26대:579∼632년)의 딸인 선화공주로 기록하고 있다. 

후대의 기록 역시 쌍릉을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이는 당연시 되어 왔다. 

2009년 미륵사지 서탑西塔을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

부 내부 심주석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사리장엄

구 가운데 사리봉영기에는 639년 미륵사를 조영한 주체가 ‘사택

적덕沙宅積德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서동요의 주인

공인 서동(무왕)과 선화공주의 로맨스는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

라는 회의론이 대두되며 연구자간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7년은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가 쌍릉을 발굴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쌍릉’ 발굴을 기념하기 위해 1917년에 발굴되어 제대로 

간행되지 않은 보고서를 다시 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

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대왕릉의 출토 유물 중 치아는 여

성의 것이며, 토기완은 신라토기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륵사지 서탑 사리봉영기의 기록과 배치

되는 것으로 ‘사택적덕의 딸-사택왕후’로 부정된 선화공주가 다

시금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왕릉을 무왕

의 능으로 인식하던 학계와 일반시민에게 큰 파장을 낳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립전주박물관(2016년 11월)과 원광대학교 마

한·백제문화연구소(2016년 12월)의 주관으로 각각 2차례의 학술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치아 분석의 모순점과 신라토기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

사리봉영기 출토 모습

소왕릉 배치도 및 석실 위치도 대왕릉 출토 완(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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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당성이 제기되었으나 일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자 ‘재발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그 성

격을 규명하기로 하였다. 먼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왕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석실 내부 관대 위에서 유골遺骨을 담은 나무상자木函가 발견되었는데 내부의 유골을 

분석(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서울 가톨릭의대 응용해부연구소)한 결과 유골은 모두 102개 파편으로 

중복되는 뼈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한 사람의 뼈로 판명되었다. 또한 팔꿈치에서 튀어나온 뼈의 각

도-정강이와 연결되는 발목뼈의 크기-넙다리뼈의 무릅 부위 등을 분석한 결과 남성으로,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의 60∼70대의 노년층으로 판명되어 기존과 같이 무덤의 주인공은 ‘무왕武王’일 가능성이 높

다는 결과가 2018년 7월 언론에 발표되었다.

대왕릉 내부 목함과 유골遺骨 모습(2018)

골반뼈 넙다리뼈 넙다리뼈의 C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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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분석은 2명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

되었다.

연구자 1 : 상악좌측견치1점, 하악우측제

2대구치 1점, 하악좌우측제2소구치 2점으

로 판정(좌측도면).

: 치아의 교모가 심하지 않은 점에서 약

년 후반에서 성년 초반으로 보이며, 치아

의 크기가 여성의 평균치에 근접하거나 약

간 하향되어 있음을 근거로 여성일 가능성

이 높다고 판정.

연구자 2 : 좌악상견치 1점, 좌하악제2소

구치 1점, 우하악제3대구치 1점, 1점은 불

명으로 판정.

:중복되는 부위가 없고 교모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1개체로 추정되며, 성별은 견

치와 소구치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됨. 연

령은 치아의 맹출상태와 교모에서 21∼35

세로 추정.

문제점 : 이들 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매우 한정된 자료로 분석할 경우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

는 점, 2명의 연구자가 분석한 치아 역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 치아의 교모는 연령뿐 아니라 음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 그 결과의 비교를 현대인의 치아를 기준으로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치아분석결과와 그 문제점

치아 분석 결과(국립전주박물관)

100년 만에 밝혀진 대왕릉의 새로운 사실들

1917년 일제강점기 일인학자에 의해 약식으로 조사되고 보고된 쌍릉은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였다. 

쌍릉 발굴 100주년이 되던 해인 2017년 8월 대왕릉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 현재까지 연차적인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대왕릉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소왕릉에 대한 조사도 계획되어 있다. 

이번 대왕릉의 발굴조사로 확인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입지와 축조과정

1917년 일제강점기 조사 후 작성된 대왕릉과 

주변지형을 보면 현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왕릉은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25m 내외

는 평탄한 수평면을 이루는데 이는 후대의 정비 

결과이다. 

대왕릉의 원 지형은 봉분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평지성 구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달리 동쪽과 서쪽은 현

재의 지형과 유사한 비교적 경사를 이루고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원 지형의 추정

은 주변지형의 시각을 확대해 짐작할 수 있다. 

쌍릉이 자리한 지형은 오금산五金山을 기점으로 

북동-남서로 뻗은 주능선에서 정남正南 방향으로 

분기한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고분의 입지는 사비시기의 왕릉군인 부

여 능산리 고분군과 같은 것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 역시 동-서로 뻗은 주능선에서 정남正南으로 분

기한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수 기의 고분이 작은 골짜기를 경계로 무리를 이루어 독립적으로 분포하

고 있다. 따라서 사비시기의 부여 왕릉의 입지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 대왕릉 지형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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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의 축조과정

대왕릉의 축조는 일반적으로 능선의 경사면을 ‘L’자상으로 삭토하여 석실을 축조한 백제 횡혈식석

실분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왕릉의 경우 먼저 완만한 구릉의 정상부를 일정 부분 삭토 정지하여 평탄

화를 하였다. 이후 정선된 고운 암갈색점질토를 최대 80㎝ 성토한 후, 석실이 들어설 중앙부를 다시 

굴광하여 치석된 판석으로 석실을 축조하였다. 석실과 묘광 사이는 판축하였으며, 벽석 중상단과 천

장석의 상부의 일정 부분까지도 판축기법을 이용하여 다진 후, 그 상부는 흙을 부어 마무리하였다.1 

이러한 대왕릉의 입지와 축조기법은 마한의 전통묘제인 분구묘 조성 기법과 유사하여 차후 이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1917년 일제강점기 보고서에 의하면 ‘토분 주위로 원형의 기석基石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 일부만 남아 2∼3개가 남아있

다’ 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당시 존재하였던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와 연관된 흔적이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호석이 설치되었

다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있어야 할 굴광선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래 호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대왕릉과 주변전경

봉분의 성토방법-판축기법

대왕릉의 봉분 형태는 평면 원형으로 그 직경이 대략 24m, 높이(석실 바닥)는 약 5m 내외이다. 지

금까지 조사된 백제의 횡혈식석실분(굴식돌방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판축기법版築技法을 사용하여 봉

분을 조성한 것이다. 더구나 왕릉군으로 인식되는 공주 송산리나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경우 조사 후 

봉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축기법은 특히, 백제 건축기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한성시기의 풍납토성을 비롯하여 

부여의 정림사지 등 주로 왕실과 연관된 시설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익산지역에서도 무왕시기(600

∼641)조영된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들 유적과의 연관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대왕릉 봉분 기저부 모습(동쪽)

제석사지 목탑지 미륵사지 목탑지

대왕릉 서쪽 모습(현실 방향) 대왕릉 봉분 판축모습(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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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현실의 폐쇄는 1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회로 마감하였으며, 연도의 폐쇄 역시 1매의 판석을 사용하

였는데 연문羨門의 문주석에 홈을 파서 꼭 맞게 폐쇄하였다. 

무덤의 통로인 묘도墓道는 그 길이가 대략 21m, 너비 3m 내외로 현재까지 확인된 묘도 가운데 가장 

길다. 이 장엄한 묘도를 통해 사자死者의 시신이 현실에 안치되었을 것이다.

석실

대왕릉은 중앙에 입구를 마련하고 단면육각형(고임식)의 현실을 축조한 횡혈식석실분(굴식돌방무

덤)이다. 현실의 규모는 석실의 중앙을 기준으로 378(길이)×176(너비)×225(높이)㎝ 내외로 부여 능

산리 고분군의 동하총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왕릉에 사용된 석재는 양질의 화강암을 아주 작은 정釘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우 고르게 치석하였

다. 북쪽 단벽은 1매, 양 측벽은 2매의 판석 위에 1매의 고임석을 내경되게 올린 이후에, 2매의 대형 판

석을 개석으로 사용하였다. 북쪽 단벽에는 십자상의 먹선이 희미하게 확인되는데 수평 방향의 끝 선

에 정확하게 고임석을 올려 축조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임석으로 

사용된 1매의 판석은 동일한 석재를 절단하여 치석한 후에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기교도 확인된다.  

바닥 역시 치석된 판석 3매를 사용하였으며, 바닥 중앙에는 규모 268(길이)×82(너비)×24(높이)㎝ 내외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의 모서리는 의도적으로 각을 손질하였다. 관대 상부에는 일본 금송金松으로 만든 

목관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어 1917년 조사 후 수습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전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대왕릉 실측도

대왕릉 세부 모습-입구 현실 내부

대왕릉 묘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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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 내의 유골을 1917년 조사한 일인학자가 남겼다는 증거는? 

대왕릉의 무덤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실은 1매의 화강암 석재로 폐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석재 주변으로 회를 바른 흔적이 관찰 되었는데, 분석 결과 백회로 밝혀졌다. 이로 볼 때 백제시대

에는 현실 내부에 무덤 주인공을 안치하고 폐쇄석 주변으로 백회를 발라 밀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발굴조사단

이 이 폐쇄석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폐쇄

석 상부에서 고임 판

재 2매가 끼워져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판재와 유골이 담

긴 목함의 판재를 수

종 분석한 결과 동일

한 조직을 가진 잣

나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덤방의 현

실이 일제강점기인 

1917년 12월 야쓰이 

세이치가 조사를 마

무리 한 이후에 폐쇄

되었던 것을 감안하

면 목함의 인골 역시 

조사 후에 담겨진 것

이 확실하다.

가치

현재 학계에서는 고대 수도首都가 갖추어야할 요건으로 궁성-사찰-관방-왕릉 등 4가지 정도를 들고 

있다. 최근까지의 익산지역 백제유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궁성으로는 왕궁리유적, 왕실 사찰로는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얼마 전까지도 쌍릉이 왕릉이라는데 적지 않은 이

견이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유인 즉, 일제강점기인 1917년 조사 후 보고서가 너무 엉성하

여 쌍릉의 실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7∼2018년까지의 대왕릉 발굴은 백제 무덤 발굴에 큰 자취를 남겼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백제 무덤 가운데 첫 시발점이 되어 대왕릉의 정확한 규모와 세부적인 축조방법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출토된 유골을 토대로 성별, 나이, 식습관, 질환 등을 분석하여 피장

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일부 한정된 분야의 자연과학이 접목되었다면 이

번 대왕릉 발굴에서는 법의인류학, 유전학, 암석학, 임산공학, 물리학, 영상공학, 정밀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고고학의 시야를 확대한 측면에서 그 중요도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2019년 소왕릉에 대한 

정밀발굴이 계획되어 있

다. 소왕릉 역시 그 정보

는 매우 한정적이다. 2019

년 조사가 완료되고 소왕

릉에 대한 성격이 파악되

면 쌍릉에 대한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해지리라 판단

된다. 이는 쌍릉이 백제 왕

도王都로서 익산시의 진정

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유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

매김 되게 할 것이다.
목함 내부모습 폐쇄석 고임 판재

현실 폐쇄석 문주석의 홈(확대 모습)

⇨

인골 수습 장면(석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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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지정문화재

1. 국 보(3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1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 彌勒寺址 石塔)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123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효자동2가) 국립전주박물관 

289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80

2. 보 물(10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45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益山 蓮洞里 石造如來坐像)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273

46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益山 古都里 石造如來立像)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400-2,  

동고도리 1086

236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益山 彌勒寺址 幢竿支柱)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79, 93-1

651
익산 연안이씨 종중문적(益山 延安李氏 宗中文籍)
(1)敎旨 (2)李崇元 佐理功臣敎書 (3)二十功臣會盟文

익산시 삼기면 현동1길 3
연안이씨종중 

박물관

825 익산 숭림사 보광전(益山 崇林寺 普光殿)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숭림사

1753 익산 미륵사지 금동향로(益山 彌勒寺址 金銅香爐)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국립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1842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 익산시 평동로9길 72(갈산동) 관음사

1890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 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七尊坐像)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낭산리 176) 심곡사

1990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露王圖)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박물관

1991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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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적(7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87 익산 쌍릉(益山 雙陵) 익산시 석왕동 6-12 일원

92 익산 토성(益山 土城)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

150 익산 미륵사지(益山 彌勒寺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2-2

318 익산 나바위성당(益山 나바위聖堂)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347 익산 입점리 고분(益山 笠店里 古墳)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

405 익산 제석사지(益山 帝釋寺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

408 익산 왕궁리유적(益山 王宮里遺蹟)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4

4. 천연기념물(1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77 익산 천호동굴(益山 天壺洞窟)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

5. 중요무형문화재(2건) 

지정
번호

명   칭

보유자

소 재 지 비    고

성명 성별 기·예능

11-다 이리농악(裡里農樂) 회장: 김익주 - - 익산시 익산대로 21길 1-9

83-나 이리향제줄풍류(裡里鄕制줄風流) 회장: 오석신 - - 익산시 익산대로 21길 1-9

Ⅱ. 도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17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2 태봉사 삼존석불(胎峰寺 三尊石佛)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347-23 태봉사

67 청동은입인동문 향로(靑銅銀入忍冬文 香爐)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숭림사

90 망모당(望慕堂) 익산시 왕궁면 장중길 105-8

93 여산동헌(礪山東軒)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

115 익산향교 대성전(益山鄕校 大成殿) 익산시 금마면 고도7길 11-3

127 함벽정(涵碧亭)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30-21

159 소세양 신도비(蘇世讓 神道碑)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3

164 금강반야경 소론 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 疏論 纂要助顯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도서관

176 남궁찬묘 석상(南宮璨墓 石像)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산68

185
원광대소장 건륭 15년명감로탱화 

(圓光大所藏 乾隆十五年銘甘露幀畵)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박물관

188
숭림사 보광전 목조석가여래좌상 
(崇林寺普光殿木造釋迦如來坐像)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189
숭림사 영원전 지장보살좌상 및 권속 
(崇林寺 靈源殿 地藏菩薩坐像 및 眷屬)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190 혜봉원 목조석가여래삼존상(慧奉元 木造釋迦如來三尊像) 익산시 군익로 11길 29-11(모현동1가)

191
심곡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및 권속 
(沈谷寺 冥府殿 地藏菩薩坐像 및 眷屬)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192 심곡사 칠층석탑(沈谷寺 七層石塔)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219
익산 숭림사 나한전 소조16나한 및 권속일괄

(益山 崇林寺 羅漢殿 塑造 十六羅漢 및 眷屬一括)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220 고종황제 어진(高宗皇帝 御眞)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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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문화재(6건) 

지정
번호

명   칭
보유자

소 재 지 비    고
성 명 성별 기·예능

1 익산목발노래보존회 회장: 조현숙 익산시 함라1길 56

25 익산기세배 보존회(益山旗歲拜) 회장: 소월례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27 탱화장(幀畵匠) 이삼열 남 탱화
익산시 익산대로 17길 16, 104동 
1405호(모현동, 현대1차아파트)

36 석장(石匠)
김옥수 남 석조각 익산시 금마면 무왕로 1884

권오달 남 석조각 익산시 익산대로 74길 12(신용동)

27 여산 호산춘(礪山 壺山春) 이연호 남 전통주빚기 익산시 함열6길 44

3. 기 념 물(15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6 이병기선생 생가(李秉岐先生 生家)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64-8

12 익산 미륵산성(益山 彌勒山城)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124-1

13 익산 낭산산성(益山 朗山山城)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산48

14 익산 백제토기 도요지(益山 百濟土器 陶窯址)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373

61 삼세오충열 유적(三世五忠烈 遺蹟) 익산시 용안면 현내로 468

70 금마 도토성(金馬 都土城)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9-30

98 웅포리 고분군(熊浦里 古墳群)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1-12

99 천호산성(天壺山城)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76-15 

104 사자사지(獅子寺址) 익산시 금마면 구룡길 57-125

105 율촌리 고분군(栗村里 古墳群)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산41

109 성당면의 은행나무(聖堂面)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산2

112 이병기생가의 탱자나무(李秉岐生家) 익산시 여산면 가람1길 64-8

113 익산향교의 은행나무(益山鄕校) 익산시 금마면 고도7길 11-3

116 여산동헌의 느티나무(礪山東軒)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45-1

125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礪山 숲정이 殉敎聖地)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5

4. 민속문화재(2건)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23 김안균 가옥(金晏均 家屋)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20

37 이배원 가옥(李培源 家屋) 익산시 함라면 천남1길 13-1

5. 문화재자료(14건) 

지정
번호

명 칭 소새지 비고

13 모현동 부도(慕懸洞 浮屠) 익산시 군익로 11길 29-11(모현동1가)

83 여산향교 대성전(礪山鄕校 大成殿) 익산시 여산면 여산교동길 23-2

85 함열향교 대성전(咸悅鄕校 大成殿)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7-4

86 용안향교 대성전(龍安鄕校 大成殿) 익산시 용안면 용안교동1길 34-11

87 심곡사 대웅전(深谷寺 大雄殿)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88 남원사 미륵전(南原寺 彌勒殿) 익산시 여산면 서촌1길 34-3

89 문수사 대웅전(文殊寺 大雄殿)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40

121 조해영 가옥(趙海英 家屋)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

135 유계신도비 및 남원윤씨절행정판(兪棨神道碑 및 南原尹氏節行旌板) 익산시 성당면 상중와길 74-88

143 미륵사지석등 하대석(彌勒寺址石燈 下臺石)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5-1

148 소자파묘비(蘇自坡墓碑)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 산33

152 심곡사 목조삼존불좌상(深谷寺 木造如來三尊佛坐像)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173 어래산성(御來山城)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36-1

179 두동교회 구 본당(杜洞敎會 舊 本堂)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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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등록문화재(9건)

등록
번호

명    칭 소 재 지 비    고

178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益山 舊 裡里農林學校 畜産科 校舍) 
익산시 고봉로 79(마동)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179 원불교 익산성지(圓佛敎 益山聖地) 익산시 익산대로 501(신용동)

180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益山 中央洞 舊 三山醫院) 익산시 중앙동 2가 40-2

181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益山 舊 益沃水利組合 事務所 및 倉庫) 
익산시 평동로 1길 28-4(평화동)

209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益山 珠峴洞 舊 日本人 農場 事務室) 

익산시 주현동 105-9

210 익산 구 춘포역사(益山 舊 春蒲驛舍) 익산시 춘포면 춘포1길 17-1

211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益山 春蒲里 舊 日本人 農場 家屋 )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 48

263 익산 함라마을 옛담장(益山 咸羅마을 옛 담牆)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314

646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용동)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Ⅳ. 익산시 지정문화재

향토유적(16건)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비고

1 영등동유적(永登洞遺蹟) 익산시 궁동로 57(영등동) 영등동시민공원 내

3 자명사 대웅전 목조여래좌상(自鳴寺 大雄殿 木造如來坐像) 익산시 용안면 을동길 76-12

4 아석정(我石亭)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9-34

5 수덕정(修德亭) 익산시 여산면 태성1길 199

6 학현산성(鶴峴山城)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53

7 여산척화비(礪山斥和碑) 익산시 여산면 동헌길 13 여산동헌 내

8 용화산성(龍華山城) 익산시 금마면 도천2길 35-108

9 문수사 목조여래좌상(文殊寺 木造如來坐像) 익산시 여산면 천호산길 140

지정
번호

명 칭 소재지 비고

11 김육불망비(金堉不忘碑)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

12 남중동 오층석탑(南中洞 五層石塔) 익산시 익산대로 24길 8-5(남중동) 이리여고 교정 내

13 혜봉원목조보살입상(慧峰院木造菩薩立像) 익산시 군익로11길 29-11(모현동1가)

14 간재선생유적(艮齋先生遺蹟)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3, 77-1 묘역 및 현산재

15 화암서원(華巖書院)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길 145

16 김대건(안드레아)신부 순교비(金大建 神父 殉敎碑)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 1길 146 익산 나바위성당 

17 숭림사 영원전(崇林寺 靈源殿)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대한불교조계종 숭림사

18 숭림사 정혜원(崇林寺 定慧院)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대한불교조계종 숭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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