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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에서는 부여 정림사지로 추정되는 백제‘정림사’의 창건 연대를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즉, 본격적인 대지 조성은 왕궁터로 추정되는 관북리 일대와 연동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6세기 늦은 단계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찰 건립을 위한 대지 조성 이전에 사용된 소형 노 등과 그와 관련하여, 구지표에서 출토된 토기 등을 참고할 때 사비 천도 후

일정 기간 공방이 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방은 정림사지 북쪽에 인접한 관북리유적에서 본격적인 대지조성과

함께 이루어진 기와기단건물의 조 이전에 운 된 것이 확인되었다. 대지 조성토에 혼입된 토기, 기와, 중국자기를 통해서도

정림사의 조 연대가 사비 천도 직후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다. 이 점은 석탑 이전에 목탑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구조는 지하기초부가 없는 높은 지상기단일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림사지 가람배치는 동·서 건물

과 강당 좌우의 건물이 하나로 통합되어 강당지 북편 기단보다 북쪽으로 좀 더 돌출되어 대규모 승방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러

한 구조는 익산 미륵사지와 유사하여 정림사지가 능산리사지나 왕흥사지보다 늦게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강당과 동·

서 건물의 배치 관계 등으로 살펴본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정림사지의 창건 연대를 사비 천도 전후로 보아 온 것과 배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때, 정림사는 사비 천도 전후가 아니라 도시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6세기 후엽 이후에 창건되었을 가

능성이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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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扶餘 定林寺址(사적제301호)가‘定林寺’로 불리게 된

것은1942년일본인후지사와가즈오가처음발굴하 을

때 출토된‘大平八年戊 定林寺大藏當草’명 기와 때문

이다(藤澤一夫1971). 太平은중국 나라成宗의연호로

그 8년(무진년)은 고려 현종 19년(1028)에 해당한다. 즉,

고려시대 기와에 나타난 명문을 근거로 정림사로 부른

것이다. 그런데 중국 남조의 도성인 南京에도 상·하정

림사가있었다는기록이있고(賀雲 2011), 일본의나라

현 아스카지역에도 7세기의 사찰로 추정되는 정림사지

가있으므로남조및왜와 접한관계에있던백제에정

림사라는사찰이존재할가능성은있다( 炳鎬2006). 다

만 백제의 정림사를 현재의 부여 정림사지에 있던 사찰

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삼국사기』등에 등

장하는 백제의 사찰 이름에는 정림사가 없는 점과 정림

사지에서 출토된 명문와와 같은 기와가 부소산성에서도

수십 점 출토되는 점(최맹식 2000) 등이 그것이다. 명문

와는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그리고 정림사에서도 여러

지점에서출토되어특정건물과관련시키는것은어려우

므로 현재의 정림사지가 고려시대에도 정림사로 불렸다

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이도학 2012). 한편 중국

南京 鍾山에 있는 上定林寺 추정 절터는‘山林式’사찰

로서 전체적으로 건축의 구성이 대칭되지 않으며 각 건

축물들이 산세를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도성 내의 불교사원은 엄정하게 규격화된 배치를

보인다(賀雲 2011). 그리고일본의나라현아스카에있

는定林寺址도구릉상부의좁은범위에입지한다. 

이처럼중국과일본의정림사는부여정림사지와이름

은 같지만 입지가 다른 점이 주목된다. 즉, 정림사지는

사비도성내에서중심적인자리에위치한다. 부소산성과

왕궁터로추정되는관북리유적의正南에자리잡고있으

며 동쪽으로는 금성산, 서쪽으로는 백마강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정형화되고규격화된가람배치를보인다.

입지가사찰의성격까지규정한다고단정하기어렵지만

가람배치와위상에 향을미쳤을것으로여겨진다. 따라

서 여기서는 백제 당시에 정림사가 존재하 을 가능성이

있지만현재의부여정림사지로그위치를특정하기는어

려우므로백제‘정림사’로잠정적으로표기하기로한다. 

사비도성에서 차지한 중심적인 입지는 부여 정림사지

가 백제 사비기의 가장 중요한 사찰로서 사비 천도 직후

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목

탑의 존재 여부 등과 관련되어 창건 연대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비 천도 직후로 보는

것이 대세 다. 예를 들면 성왕 19년(541년)에 武帝가

백제의요청에의해열반경등의經義와毛詩博士, 工匠,

畵師 등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을 사비 천도 직후 새로운

도성의국가적인상징물인정림사의창건과관계있는것

으로 보는 견해(이병호 2007) 등이 그런 것이다. 창건 시

기와 관계없이 당나라 蘇定方이 660년 8월에 5층 석탑 1

층탑신부에승전기인‘大唐平百濟國’을새긴것으로보

아 사비기 후반에는‘정림사’가 백제를 상징하는 중심

사찰이었음은틀림없을것이다.

그런데 2008~2010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

진 가람배치가 수정되고<그림 1>, 창건 연대와 변천 과

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있었다. 특히 발굴자와 보고자

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한 가람배치, 창건 이전의 구지

표에서 노출된 노지에 대한 고고지자기 연대 측정 결과,

대지조성 이전 구지표 및 성토층 출토 토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창건 연대가 사비 천도 직후가 아니라 6세기

그림 1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a에 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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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엽 이후일 것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발표되었다(김낙

중 2011·201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a, 정자

2012). 그러나창건연대와관련된자료에대한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이 에서는 노지 등

대지조성 이전 유구의 성격, 대지조성토 출토 토기와 기

와류, 목탑 존재 여부 문제, 가람배치의 변천 과정을 집

중적으로 검토하여 백제‘정림사’의 창건 연대에 대한

가설적제안을좀더구체화하고자한다.

창건연대추정의근거

@1. 대지조성이전유구의성격

2008~2010년의조사과정에서대지조성을위한성토층

아래 구지표면에서 원형 노지, 와열유구, 소성유구 등 공

방관련시설이확인되었다. 이러한시설이확인된생활면

은사역중심부의남편일대에걸쳐분포한다<그림2>.

그림 2 정림사 창건 이전 유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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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원형노지는중문지아래서확인되었는데정림사

창건 이전의 구지표인 갈색사질토를 파고 만들어졌으며

폐기된 후 상부에 대지조성을 위한 성토층이 쌓 다. 직

경 40㎝이고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에서 토기 호편 및

슬래그편이출토되었다. 이노지주변과동쪽으로재층과

소토층이넓게퍼져있어노지가더있을가능성이높다.

한편정림사조성을위한성토대지는고려시대중문지

남측 기단 석렬에서 남쪽으로 3.5m 정도 이어지다 끝난

다. 이 지점에서 20°정도의 경사면이 10m 정도 이어지

다 평탄면을 이루는데 이곳에 와열유구가 시설되어 있

다. 이 시설은 너비 20~40㎝의 홈을 파고 양 측면에 석재

를 드문드문 배치한 다음 그 위에 암키와를 남북방향으

로 뉘여 놓은 것인데 축이 다른 두 열이 남아 있으며 남

쪽것이나중에설치되었다. 기와위에는재층이여러켜

덮여 있으며, 와열 동편에는 소결토 덩어리가 산재한다.

와열유구 북편으로 2.6m에 걸친 구간은 불에 맞아 토양

이 단단하게 굳었다. 남쪽으로 연지가 있는데 연지 북벽

보다 낮은 위치에 이 시설이 있으므로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지가 축조된 부분은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자연 수로이므로 공방에 필요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

었을것이다. 이러한공방시설위로통일신라시대유물

이 포함된 토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찰이

운 되는 동안 중문 앞에서 공방을 운 하는 것은 생각

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와열유구도 정림사

조 이전에운 된공방관련시설로추정된다. 

마지막으로장방형소성유구는동회랑남단의석축암

거 바깥 쪽 경사면에서 확인되었는데 동회랑 동편에 형

성된 배수로에 의해 일부가 파손되었다. 소성부는 길이

약1.8m, 너비0.75m이며가장자리는소토벽체가돌아가

고 있고 내부에는 와편, 무너진 벽체편, 흙이 뒤엉켜 있

으며도가니로추정되는파편이출토되었다.

금당과 석탑 사이에 넣은 트렌치에서도 대지 성토층

아래에서 생활면과 불 땐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그 점

유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2011a).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가람조 을위한대지조성이

전에이일대에서는공방이운 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중문지 하부에서 확인된 소형 노에서 1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고고지자기 연대를 측정한 결과 625±20년이

라는결과를얻었다. 지자기방위의지역차이때문에우

리나라의고고지자기변동은일본의그것과상당히다를

가능성을부정할수는없으나우리나라의상세한고고지

자기변동곡선이완성되지않은현재의상황에서는지리

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 일본의 변동곡선을 준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

다(성형미 2011). 측정 연대 자체의 오차 폭과 우리나라

의 변동곡선에 맞추어 본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충분히참고자료로활용할수는있을것이다. 

정림사지대지성토층하부에서발견된것과유사한노

지는정림사지에서북쪽으로얼마떨어지지않은관북리

유적‘나’지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곳에는 금속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노 시설과 불에 탄 자리가 집중 분포하는

데, 이 시설 대부분은 백제 사비기 제1차 생활면을 이루

는 지층의 상면 또는 초기의 흑갈색 사질토 지반에서 노

출되며일부는1차성토지반(제2-①차생활면)에도잔존

한다. 이구역의흑갈색사질토속에는다량의목탄과함

께 슬래그와 도가니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백제 왕실에

부속된 금속생산 관련 시설들이 사비기 초부터 이 일대

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6세기 4/4분기에 해당하는 제2-①

차생활면이유지되는동안까지는조업이이루어졌던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 주체와 관련하여‘나’지구 대

형구덩이(폐기장)에서‘官’명 도가니 파편이 출토된 점

이 주목된다. 노 시설 이외에도 방형에 가까운 수혈로서

내부에 기와로 만든 도수로와 금속 가공 시 열을 식히는

데사용한물을모아둔것으로추정되는원통형토제품이

연결된 공방이 4곳 확인되었는데 사비기 제1차 생활면

사용 당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방에서 나온 쓰레기

를 묻은 폐기장(공방폐기장)도 확인되었는데, 2차 성토

01

연지는 주축이 가람배치와 어긋나고, 호안석축에 백제 당시의 원형초석을 재사용하 으며, 사역에서는 보이지 않은 통일신라시대퇴적층이 두껍게 남아 있는 중문 남측의
경사면 끝에 자리하고 있고 내부에서 신라토기가 출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제 당시의 유구로 보기 어렵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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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조성과함께만들어진와적기단기와건물아래에서

확인되었다(尹武炳198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

관북리의 공방 조업 시기는 공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묻은 웅덩이에서 출토된 토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

다. ‘나’지구 북서구역의 대형 웅덩이 에서 심발형토

기, 삼족기, 고배, 개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기종

은 관북리유적에서는 공방 관련 폐기장이나 퇴적층에서

만 출토되었다. 특히 심발형토기는 사비기에 들어서면

거의 출토되지 않는 기종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폐기

장을포함한공방관련시설은사비천도즈음또는직후

부터 운 되다 축대와 기와기단건물이 축조되면서 폐기

된것으로추정된다(신종국2006)

관북리 일대에서 대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성토가

이루어지며 공방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시기가

6세기 4/4분기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국립부여문

화재연구소2009: 73·154~155), 정림사조 을위한대지

조성과 대지조성토 밑에서 드러난 노 시설 등도 이러한

관북리일대의양상과연동하는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두 유적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림사 일

대의대지조성시기도관북리일대의대규모대지조성이

전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지 조성 이전 구

지표면에 조성된 이러한 시설과 대지조성토에서 출토된

토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연대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

다.

2. 대지조성토출토유물검토

@ @

1) 토기류

경사진 지형에 정림사를 조 하기 위해 우선 성토하여

대지를조성하 는데, 토기류는대지조성이전의구지표

면과 대지조성토인 적갈색사질점토에 포함되어 있다. 대

지조성토에서출토된토기류중가장늦은것은대지조성

연대의상한을추정하는데도움이된다<그림3, 표1>.

우선 대지조성 이전 구지표면에서 출토된 토기들<그

림 3-1~5>을 살펴보면 모두 회청색 경질로 자연유가 형

성되어 있어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된 토기들로 추정된

다. 웅진기에 사비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흔적이 거의 없

으므로 웅진기 토기의 전통이 남아 있는 이 토기들은 공

방 등이 운 되던 사비 천도 직후에 사용된 것이 폐기된

것으로추정된다. 

03

02

발굴조사보고서(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에는‘나’지구 남서구역 웅덩이에서 출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종국(2006)의 과‘나’지구 북서구역 대형 웅덩이에서
는 토기류가 출토되었다는 기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이 있는데 비해 남서구역 웅덩이에서는 목탄만 출토되었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오기로 추정된다. 

정자 (2012)은 백제시대 성토층에서 출토된 토기로 보고서 유물번호 193, 194, 195, 201(이상 삼족기), 216, 218(이상 뚜껑)도 제시하 는데, 대지조성토 상면에서 수습
되어 창건 이후 생활면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후대 수혈 안, 재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것, 출토 위치 추정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 다. 

03

02

표 1 정림사 창건 이전 토도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a)

연번 보고서번호 기종 출토위치 비고

1 삼족기편 석탑 동편 트렌치 내 윤무병 1981, 도면 27-4

2 224 뚜껑 석탑 동편 동서 트렌치 내 백제성토층 하부 회청색 경질, 자연유

3 238 호편 S3W3 내 동서 트렌치 성토층 하부의 명적갈색점토층 회청색 경질, 녹유(자연유?).
(정림사 조성 이전 층) 평행선문 타날

4 239 호편 중문지 하층 생활면의 소형노지 내 황갈색사질점토층 회청색 경질, 평행선문 타날

5 210 대형(벼루?) S2W3 동서 트렌치 황갈색사질점토층(백제성토층) 복원구경 32.9㎝, 표면 회청색
뚜껑 하부의 흑회색점질토층 속심 암자색, 자연유.

6 196 삼족기편 S1E2 동서방향 탐색트렌치 내 적갈색사질점토층 표면, 속심 연회색. 니질점토

7 211 뚜껑 N0E2 적갈색사질점토층(백제성토층) 〃. 태토에 흑색 알갱이 포함

8 212 뚜껑 S1E2 남북방향 탐색트렌치 적갈색사질점토층(백제성토층) 〃. 암갈색

9 237 중국자기경부편 N7E3 그리드 내 적갈색사질점토(축대 뒤채움토) 2010년 익산 왕궁리 출토품과 유사

10 183 도연 석탑 동편 탐색트렌치 최소한 대지성토층 아래. 회청색 경질, 속심 암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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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형 뚜껑<그림 3-5>은 능산리사지 중문지 남편

목책 사이의 판목 부근 흑갈색 유기물층에서 출토된 것

과 형태 및 토기질이 거의 같다. 목책은 저습지 상면의

공간 활용을 위해 초기 배수시설을 매립하고 그 위를 복

토할 때 시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출토된 뚜껑은

늦어도목탑이조 되며본격적으로가람이조 되던단

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능산리사지 최하층에서

출토된 중국자기 등을 고려할 때 사찰 창건은 6세기 중

엽 이전으로 올려보기 어렵고, 목탑이 조 되며 본격적

으로 가람이 조 된 것은 567년이다(국립부여박물관

2000·2007·2010). 이 토기는 그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뚜껑은 부여 관북리유적‘다’지구 3호 목곽곳

간의 상부에서 확인된 기와무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기와무지는 사비기 성토대지의 최상부층과 같은 성격의

퇴적층이함몰되어생긴웅덩이에형성된것으로사비기

최상부생활면의건물에서사용된기와와함께인위적으

로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首府’명 인장와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개신은 수평에 가깝고 드림부가 길며 개

신 표면에는 가는 침선만 돌고 돌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토기질은 회백색 연질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122·405). 출토맥락을 고려하면 7세기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림사지 출토품은 형태와 토기질로

볼때이것보다한단계이른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정림사 축조 시점과 관련하여 석탑 동편 토층 탐

색트렌치 하부의 사찰 창건 이전 포함층에서 출토된 삼

족기(윤무병 1981)를 근거로 538년 이전에 정림사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견해(박순발 2002·2009)가

있다. 그는정림사지대지조성토층출토삼족기<그림3-1>

는동나성염창리산록지점의성벽절개조사시축성성

토층내에혼입된삼족기와거의같은단계의것이고, 동

나성은사비도성의방어기능을위한필수적인시설이므

로그것이완성되지도않은채천도가단행되었을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 아래 동나성 축성토 내에 혼입된

대지

조성

이전

구지

표면

대지

조성토

참고

자료

능산리사지 중문 남쪽

그림 3 정림사 창건 이전 토도류 및 참고자료

⑨ ⑩

⑥ ⑦

⑧

①

⑤

10의 바닥

익산 왕궁리유적

부여 관북리‘다’지구 3호 목곽고

②

③

④

부여왕흥사목탑기단



4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4

삼족기는 적어도 538년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형식적으로유사한정림사지대지조성토층삼족기

역시538년이전의것으로보아도좋을것이라고추정하

다.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선주 취락의 존재를 상정하

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나성 성토층 출토 삼족기는 나

성을 축조할 당시 사용되던 것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배신 심도와 삼족 분산도도 웅진기에 속할 확률

이높은것으로보았다(박순발2003).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왕흥사지 목탑지 기단토 내부

에서 출토된 삼족기가 주목된다<그림 3의 좌측 상단>.

기단토에서 출토된 이 삼족기는 정림사지 석탑 동편 대

지조성토 출토 삼족기보다 형식학적으로 늦은 것으로

볼수없다. 그런데왕흥사지목탑은심초석에서나온사

리기 명문에 의해 577년에 축조된 것이 분명해졌다. 따

라서 이 삼족기는 형태를 고려하여 정림사, 동나성 출토

품과 같은 시기에 생산·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

으나 목탑 건립 시에 기단토에 혼입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577년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 형식의

토기라도 사용, 폐기 및 재퇴적에 시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있다. 한편왕흥사일대에는사찰창건이전에선행하

는 시설이 없었고, 기단토를 생활지역에서 조달하 을

가능성도 낮으므로 이 삼족기가 왕흥사 창건 직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림

사지 목탑 동편 트렌치 하부에서 출토된 삼족기의 연대

가 정림사 창건 연대를 바로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을알수있다. 즉, 이삼족기가정림사창건의상한은알

려주어도하한을추정하는자료로는신중하게사용해야

함을말해준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대지조성토에포함된토기를살펴보고자한

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재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삼족기<그림 3-6>는 배신 심도(배신 깊이/배신 최대경

=0.15)와 삼족 분산도(삼족접합외경/배신 최대경=0.81)

가군수리출토품등사비기의그것과매우비슷하다. 

대지조성토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된 뚜껑 두

점<그림3-7·8>은이전의뚜껑과는다르게드림턱이형

성되어 있고 形 꼭지가 부착된 것이다. 이러한 뚜껑은

웅진기의 늦은 시점인 500년을 전후하여 등장하며 사비

기에도 이어진다(박순발 2006). 그런데 이 두 토기는 표

면과 속심이 모두 연회색이나 암갈색을 띠지만 태토는

사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니질점토이다. 성토 이전에 폐

기된뚜껑<그림3-2>과는확연히다른모습이다. 이러한

특징은니질점토를이용한사비기의회색토기와유사한

모습이다. 모래가 거의 섞이지 않은 점토를 이용하여 만

들어진 규격화된 토기인 회색토기는 6세기 말부터 만들

어진것으로알려져있는데, 대부완, 전달린토기등이특

징적인 기종이다(김종만 2004). 위의 두 뚜껑은 회색토

기 기종으로 유행한 것은 아니며 태토도 전형적인 회색

토기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회색토기가 유행한 것

보다는조금이른시기의것으로추정된다.

목탑 동편 동회랑지에 넣은 토층 조사 트렌치에서 출

토된 陶硯<그림 3-10>은 파편이라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硯堤가 짧고 硯面이 연제와 직각에 가깝게 수평

으로 이어진다. 연제에서 단을 두고 이어진 硯盤은 높이

2㎝ 정도로 끝나고 있는데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다리가

부착된 흔적이 측면에 남아 있다. 회청색 경질로 속심은

암자색이다. 硯池가 분명하거나 무각, 단각 혹은 圈脚硯

이 유행한 사비기의 벼루(山本孝文 2003)보다는 시기적

으로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조 벼루 중에 유사한

형태가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지 조성 이전에 폐기된 토기류와

대지 조성토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웅진기부터 이어져

온 기형이다. 대지 조성 이전 구지표에서 출토된 토기류

는공방 등이 운 될 때 사용되다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

는데, 공방이 얼마 동안 운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

만토기의 양상으로 보면 시차가 크지 않으므로 사비 천

도 전후의 짧은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대

지조성토에서출토된유물은본격적으로정림사를조

하던단계에혼입된것인데, 대지조성이전문화층출토

유물과 태토, 색조, 기형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서로 한

단계 시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대지 조

성은 공방이 운 되던 단계, 대지 조성토에 포함된 토기

가 사용되던 단계 이후에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

로 정림사 창건을 사비 천도 직후로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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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기에사용된토기는한성·웅진기이후전통적으

로 사용된 삼족기, 고배, 개배 등의 구기종이 중국의 기

물이나 고구려 토기의 향으로 출현한 신기종(‘백제후

기양식’), 예를들면대부완, 자배기등으로교체되어가

는데 그 시기는 600년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山本孝文

2006). 이런점을고려하면대지조성이전토기는6세기

중엽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완 등 전형적인 회

색토기는 보이지 않으므로 7세기 이후로 내려가지는 않

을것이다. 다만윤형꼭지가달린뚜껑은회색으로정제

된니질태토를 사용하고있는점이‘백제후기양식토기’

와 유사하므로 6세기 후엽에 가까워 대지 조성 이전 토

기로는 가장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지 조성의

연대는 성토층에 포함되어 있는 유물 중 형식학적으로

늦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

비기인6세기후엽일가능성이높다.

2) 중국자기류

북편승방지동측과북측에는축대가마련되어있다. 금

성산에서이어진구릉을깎고돌로축대를쌓으면서적갈

색사질점토로뒤채움을하 다. 축대가붕괴되면서이뒤

채움토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곳에서 盤口壺 구경부편이

출토되었다<그림 3-9>. 이 자기는 승방을 만들기 위한 기

본적인시설인축대를만드는과정에혼입되었으므로자

기의 제작 연대보다 축대 축조, 승방 건설의 연대가 올라

갈 수 없다. 그런데 축대 앞의 배수구가 동건물(승방), 동

회랑밖의배수구와이어지므로북편승방은중심사역의

다른건물과같이조성되었을가능성이높다. 자기는구연

부가 밖으로 휘어져 내린 모습이 특징적인데, 구연부 내

면, 목외면에옅은녹색의釉가남아있다. 이러한녹유는

중국남조도자기에서자주관찰된다. 이반구호편과거의

같은것이익산왕궁리유적14호건물지남측수혈에서도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b: 23). 중국 자료

중에서아직이두자기와동일한것을확인하지는못하여

정확한연대를추정하기는어렵다. 그런데익산왕궁성조

이전에는그곳에백제사비기의다른시설이없었으므

로중국자기는왕궁조 시작이후에반입된것으로볼

수 있다. 익산 왕궁성은 무왕 대에 조성되었다는 것이 일

반적인견해이고빨리보아도여러지점에서출토된靑瓷

花文樽을 근거로 6세기 3/4분기로 본다(박순발 2010:

319~324). 따라서전세기간을크게고려하지않고왕궁성

의축조가위덕왕대에시작되었다고보더라도익산왕궁

성출토반구호와거의같은형태의정림사지출토반구호

도6세기중엽이전의것으로보기어렵다.@@ 

한편 1942년 藤澤一夫가 강당지 주변에서 수습한 중

국청자연화문호동체부편이있는데<그림4>, 동체가운

데로 얕은 침선이 돌아가고 연꽃은 복련과 앙련으로 마

주보는 형태이다. 유사한 청자가 남경 對文山南朝墓에

서 출토되었는데, 이 무덤은 남경 燕子機 普通2年

(521)墓와유사하므로이때를전후하여제작되어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청자편은 정림사지의

창건이 사비 천도 이전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병호 2006). 다만

정림사지 출토 청자연화문호와 對文山南朝墓 출토품을

동 시기로 파악하기에는 연판의 형태나 배치가 다른 문

제점이 있다. 또한 출토 맥락이 불명하다. 대지조성층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사용, 폐기, 재퇴적의 시점에

차이가 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자기는 연대 추정

자료로서한계가있다.

3) 기와류

기와류중에도소수이지만출토맥락을통해창건연대

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2011a).

먼저 동건물(승방)지 기단토 출토 단판융기형수막새그림 4 정림사지 출토 청자연화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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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식이주목된다. 같은형식의수막새편이동승방기단

토및강당의와적기단외곽의적갈색사질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기단을 조성하거나 기단을

보강하기 위해 동시에 덧붙인 부분이므로 동승방이나 강

당 기단을 조성할 때 이미 폐기된 기와를 재활용한 것이

다. 따라서 이 건물들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은 분명

하다.

융기형Ⅰ식은화판의끝부분이경미하게솟아오른형

태이다. 웅진기부터 제작되어 수막새 중에는 가장 이른

형식으로 사비기로 넘어오면서 7세기 전·중엽까지 변

형되며 제작된다.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것은 자방에 권

선이 두 줄 돌아가며 1+4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지

금까지정림사지에서가장많이출토되었으며창건이전

부터 존재한 형식이므로 정림사 창건 수막새로 추정된

다. 그런데정림사지출토품과같이화판끝의반전이둔

한 수막새의 중심연대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해당

하며능산리사지출토예로보아6세기중엽을상한으로

보는견해가있다( 炳鎬2002). 이러한형식의수막새가

재활용되었다는 것은 6세기 중엽보다 늦은 시기에 정림

사가건립되었음을시사한다.

동승방지 기단토에서는 단판원형돌기형 수막새편도

출토되었다<그림 5-43>. 일반적인 원형돌기형 수막새와

달리 연자가 1+4과이고 자방 외측에 2개의 권선이 돌아

가며 화판 둘레에 花輪圈을 돌렸다. 이러한 장식 요소의

첨가와 생략화 경향은 6세기 후반을 거쳐 7세기 전반 초

에나타난것이다(김성구2004).

이에비해정림사가건립되어사용되던단계의수막새

로추정할수있는것으로는단판첨형수막새Ⅱ식과Ⅲ식

이다. 단판첨형수막새Ⅱ식은동편회랑과남회랑사이에

있는 석축 배수로 안에서 출토되었으며<그림 5-19>, 단

판첨형수막새Ⅲ식<그림 5-39>은 고려시대층에 다수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에 정림사를 중

건할 때 지표에 노출되어 있던 것, 즉 정림사 백제 수막

새 중에는 가장 늦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정림사지에서출토된수막새중두번째로양이많다.

@3. 목탑의존재여부및건립연대

현재의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당나라 蘇定方이 기공문

을 남긴 660년에는 분명히 존재하 겠지만 미륵사지 석

탑보다 형태나 가구법이 후행하는 양식인 점(高裕燮

1993)으로 보아 미륵사지 서탑이 축조된 7세기 전엽 이

전으로 축조 연대가 올라가기 어렵다. 이러한 건축사 및

미술사적 관점과 굴광기초부 및 소조상의 존재 때문에

목탑이 먼저 존재하 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정기1984, 炳鎬2006). 

그런데 소조상 등으로 목탑이 존재하 다고 추정하더

라도 그것이 사비 천도 전후에 축조되었는다는 것을 바

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더 늦은 시기에 세워졌

을가능성이있는지검토해보고자한다.

우선 목탑 기단 조성 방식과 심초석의 위치라는 관점

에서살펴볼수있겠다. 백제의사찰에서목탑기단은조

성할 지점이 제4기 지질층으로 단단한 경우에는 심초부

만 깊게 파고 기단은 지반층을 깎아 내거나 그대로 정지

만 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부여 용정리사지 ·

능산리사지 ·왕흥사지와 같이 대지조성을 위해 성토를

04

2 43 19 39

그림 5 정림사지 출토 수막새(번호는 보고서의 일련번호임, 2·43: 동승방지 기단토, 19:동회랑남단석축배수로, 39:S3W4공방 수혈 직상면 기와무지)

형식명은 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1a)를 따랐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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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이를 다시 파서 달구질로 단단하게 다진 지하기

초부를 마련하고 심초석은 지하기초부를 되파고 설치하

다. 이경우지하의굴광기초부와지면위로드러난목

탑기단의평면규모는유사하다<표2>. 그런데7세기이

후에는 굴광기초부가 마련되더라도 제석사지, 미륵사지

서탑처럼목탑기단은지상으로높게구축되고심초석은

완전히 지상에 위치하게 된다. 정림사지 석탑 아래에서

도이러한지하기초부가확인되었으나굴광어깨선의동

서 너비가 6.4m 정도로 일반적인 백제 목탑의 기단보다

훨씬 좁다<도면 6>. 따라서 현재 지하에서 보이는 굴광

판축층은 처음부터 석탑 조성용 판축층으로 다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윤무병 1981, 최맹식 2008). 석탑의 기단

보다굴광기초부가큰점은하층기단의폭이약12.5m이

고굴광기초부상단의폭이15.5m인미륵사지서탑과규

모에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양상이다. 이 굴광기초부가

석탑의 기초라면 앞선 미륵사지 서탑의 사례로 볼 때 심

초석이지하에존재할가능성은거의없다. 

그러나현석탑아래의굴광기초부가석탑을위해조성

된것이라고해서석탑이전에목탑이없었다고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기(1984)가 지적한 것처럼 석탑이 건립

되기 이전에 그곳에 목탑이 있었고 그 후 목탑이 소멸되

어지상에융기된목탑의기단토를삭제하여오층석탑이

건립된것으로볼수도있겠다. 다만그가석탑지하에남

은판축토층을목탑의굴광기단이지표하에남은부분이

라고 해석한 것은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대지조성

토까지목탑의굴광기초부로여겨기단의규모를실제보

다 크게 보았고, 석탑은 굴광판축하는 사례가 없다고 여

겼는데최근에미륵사지서탑에서확인되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성토하여조성한대지를되파서지하에굴광기

초부를조성하지않고지표에기단만을조성하여목탑을

그림 6 부여 정림사지 석탑 기초부

황색사질토(30cm)

적갈색토층(일부판축)

642cm

굴광기초부범위

대지성토층
적갈색+황갈색점질토
판축증(80cm)

표 2 사비기 목탑의 기단부

순번 사지 입지 건물지 기단 지하기부
형식 규모(m)(탑기단) 깊이(두께,㎝) 토층 양상(위가 상층)

1 부여@  용정리사지 평탄지 목탑지 4 동서 18.5(추정 18.5) 최대 350 점토와 사질토 교차 달구질. 역사다리꼴 계단식 파기

2 부여 군수리사지 미구릉정부 목탑지 2 - (14.14*14.14) - 제4기 지질층

3 부여 왕흥사지 계곡부 목탑지 4 남북 11 (14*14) 현 80
적갈색·황갈색·갈색사질점토5∼10㎝두께로달구질(잡석, 평기와편혼입)

황갈색점토(약 40㎝)

4 부여 정림사지 계곡부 석탑지 4 동서 6.42 (동서 3.75) 현 110 황색사질토(30㎝)
적갈색+황갈색점질토판축층(80㎝)

5 익산 미구릉 목탑지 3 남북 20.4 (21.3*21.2) 최고 76 갈색 사질점토

제석사지 사면부 방형건물 4 (21.5*20.8) 최고 130 적갈색, 황갈색사질토 교대

6 익산 미륵사지 계곡부 서탑지 5 동서 15.46 (동서 12.5) 210 흙과 잡석 교대로 다짐

* 기단 기부의 형식
1형식: 기단으로 사용할 부분을 남기고 주변의 원지반 삭토(삭토)(부소산사지)
2형식: 정지한 원지반 혹은 대지 조성토 위에 판축식 기단 축조(지상달구질)
3형식: 경사진 원지형에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성토한 후 되파기하고 달구질(굴광달구질1) 
4형식: 성토하여 조성한 대지를 되파고 달구질(굴광달구질2)
5형식: 성토하여 조성한 대지를 되파고 달구질한 흙과 돌층을 교대로 쌓음(굴광토석다짐)

* 지하기부의 규모는 굴광 어깨선 기준. ( )는 하층기단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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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을 가능성이 남는다. 익산 제석사지 목탑지는 약간

경사진지형때문에먼저수평을맞추는정도로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굴광기초부를 얕게 파고 대지 위에 지

상으로 드러난 판축기단을 높게 쌓은 후 목탑을 세웠는

데, 정림사 목탑도 지하기초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대지

성토층 위에 바로 지상의 기단을 높게 조성한 후 세워졌

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사리장치는 지상의

기단부나기단상면에위치할가능성이높다. 

한편 박순발(2010: 282~285)은 오층석탑을 백제 멸망

직후에 소정방이 전공을 새기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석탑이든 목탑이든 탑의 기단

부는 적어도 중심사역 내부의 마당보다 높은 것이 일반

적인데 백제 창건 금당의 기단이 거의 삭평된 곳에 적심

석을 배치한 고려 초 금당지의 기단 床面과 동일면에 백

제시대의 석탑이 놓여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

이다. 즉, 정림사 석탑은 백제 멸망 직후 기존의 목탑을

비롯하여 사역 내부의 중심 건물을 허물고 그 기단부도

삭평하여 연지 부근의 저지대에 성토한 다음 이전의 목

탑이있던자리에새로석탑을세운것으로여겼다.

백제의 목탑과 금당의 기단은 대지보다 높게 조성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림사지의 금당지도 대지조성층

위에 수평으로 다져 쌓은 기단이 15㎝ 정도이지만 분명

히 남아 있다. 목탑이 있었다면 금당과 마찬가지로 지

상으로 돌출된 기단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남아 있

지 않은 것은 석탑을 조성하면서 이를 훼손하거나 삭평

하 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석탑 조성 시

기가 백제 멸망기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

탑의 수리 혹은 폐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기와, 소조상편이 서회랑의 동측 기단을 따라 길게 묻

혀 있기 때문이다. 이 기와구덩이는 서회랑의 동측 기

단을 따라 도랑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폭 2m, 깊이 1m

이며 길이는 회랑과 같은 45m이다. 내부에서는 소토,

소조상편, 연화문수막새편, 인장와 등 백제 유물이 뒤

섞인 채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화재로

폐기된 유물을 모아 배수시설에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기와구덩이가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것은 서회

랑지 동측기단의 북단에서 남단까지 길게 조성되어 있

고, 회랑 남단에 있는 동서방향의 석축배수로와 연결되

는 지점에서 끝나기 때문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a: 104~105). 이처럼 이 기와구덩이는 단순한 폐기

물 매몰지가 아니고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서회랑과 나

란히 조성되어 있으므로 정림사가 운 되던 시기에 만

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소조상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목탑 폐기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단이‘石壇’이 될 경우에는 기단부가 지면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토축 기단이 남아

있지 않는 점을 목탑의 파괴와 석탑의 조성으로 바로

연결하여보는것은문제가있다. 

한편 639년에 조 되기 시작한 미륵사지 서탑에서는

심초석 바로 위에 올린 첫 번째 심주석 상면에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사리공이 심초석에서 벗어나 탑신이나

옥개석으로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하기초부의 깊이가 얕고, 미륵사지

서탑에서 사리가 확인된 위치가 지상인 점을 고려하면

정림사지 석탑 아래에 사리장치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림사지 석탑의 어디에 사리장치가 있는지 확인

되지는않았지만사리공양장소가지하에서지상으로변

화하는 경향으로 볼 때 미륵사지 서탑보다 최소한 같거

나높은곳에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석탑 아래에 남아 있

는굴광기초부는석탑축조시마련된것이며, 그이전에

는 대지조성토 위에 수평으로 높게 다져 올린 기단부에

목탑이 존재하 을 가능성이 높다. 목탑이 있을 경우 지

하에 굴광기초부가 없으므로 사리장치도 지상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7세기 이후 미륵사지, 제석사

지 목탑의 양상과 유사하다. 즉, 정림사 목탑은 7세기 목

탑과유사한양상이었을가능성이높으며오층석탑은아

무리빨라도미륵사지서탑건립보다늦은640년대이후

에축조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4. 가람배치의변천

백제 사비기 사찰은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일직선

상에 배치되며, 강당 및 금당 좌우측의 폭 넓은 동·서



49 Kim, Nak Jung 百濟‘定林寺’의創建 代

건물(승방)과 그 남쪽에 접속하는 회랑이 이를 둘러싸는

가람배치가 일반적이다. 그중에서도 회랑 및 이에 접속

된 동·서 건물의 배치 형태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모습이다. 부

여와 익산에 있는 여러 주요 사찰의 가람배치에서 이러

한 일반성을 보이는 것은 가람의 조 에 국가적인 수준

에서일정한기준이적용되었음을시사한다.

그런데세부적으로는강당및금당좌우건물의형태와

배치에서차이가보인다<표3>. 이에대한최근의고고학

적인발굴조사성과를바탕으로백제사비기가람배치의

변천 과정도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백제 사비기

사찰의 변천과 관련하여 강당 및 그 주변 건물들의 배치,

목탑 심초의 위치, 금당의 평면 등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

는 점에 주목한 연구가 있는데(정자 2010a), 그 중에서

도강당좌우에별도로있던건물이6세기후반~7세기전

반에회랑북단건물(이 에서말하는동·서건물)과통

합되어 가는 과정을 상정한 점(정자 2010b)이 주목된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강당을 비롯한‘수도생활공

간’을 이루는 건물군에 더욱 주목하여 동·서 건물의 존

부, 강당좌우건물과동·서건물의통합여부, 강당좌우

건물과 동·서 건물의 기단 연결 상태를 통해 능산리사

지, 왕흥사지 형태에서 정림사지, 미륵사지 형태로 변화

하는데, 이에 따라 강당의 규모는 확대되고 기단외장도

架構式으로변화된다(주동훈2011)는연구도있다. 

부여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등에서는 강당 좌우의 건물이 동·서 건물 또는 회랑과

별도로 존재한다. 이에 비해 정림사지는 동·서 건물이

강당지 좌우까지 이어져 그 길이가 40m 가까이 되는 점

이 특징적이다. 567년에 목탑이 세워진 부여 능산리

사지, 577년에 목탑이 건립된 왕흥사는 강당 좌우 건물

과 동·서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7세기에 세워진 익산

미륵사지는 강당지 북편 기단보다 북편으로 좀 더 돌출

되어 하나의 건물(승방)로 통합되어 있다. 정림사지와

미륵사지는 동·서 건물 북편기단이 강당 북편 기단보

다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과 강당 및 금당 좌우의

건물이 동·서 건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점이 같다.

그리고 강당 뒤편에 별도의 승방이 정연하게 조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정림사지가 능산리사지나 왕흥사지

보다늦은6세기후엽이후에축조되었을가능성을시사

한다(김낙중2011).

05

이병호(2011)는 藤澤一夫의 발굴도면에서 강당지 동쪽과 서쪽, 금당지 서쪽에 별개의 건물 흔적이 있고, 최근의 재조사에서도 강당지 남서쪽 모서리 서쪽 부근에서 배수
시설 흔적이 발견된 점을 들어 동·서 건물 북단에 두 동의 건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람배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가람배치를‘定林寺式伽 配置’로
불 는데, ‘定林寺式伽 配置’는 일본의 四天王寺式伽 配置와 비슷하지만 강당과 회랑이 북회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 회랑 북단의 부속건물(‘東·西堂’),
강당지 동서쪽의 별도건물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 다. 정림사는 소조상을 비롯한 공반유물과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사비 천도(538년) 이후 중국
南朝의 향을 받아 성립되었지만 부분적으로 고구려의 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았다. 백제에서는 사비 천도 이후부터 멸망기까지 기본적으로 정림사식가람배치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를 百濟式伽 配置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라고 하 다. 그런데 藤澤一夫의 도면에서 강당 서편 건물과 회랑은 서로 다른 시대의 건물임이 밝혀졌고,
서로 분리된 것으로 표현된 것은 암거의 배수시설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절의 흔적은 대지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즉, 동건
물지 북단과 회랑 남단 사이에는 1m 이상의 높이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높이로 기단의 바닥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단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서 건물지에서 중간에 분리된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같은 폭과 내부 구조를 가지는 건물이 분리된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남회랑이
동·서회랑보다 동서 양쪽으로 더 뻗어나간 것으로 복원하 는데, 동·서회랑과 남회랑 사이의 석축암거가 수평을 이루는 길이가 동·서회랑 폭을 벋어나지 않고, 남회
랑의 동서 양쪽으로도 동·서 회랑의 밖으로는 성토대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산리사지와 같은 양상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05

배

치

약

도

시기

유례

부여 군수리사지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대표
사지

표 3 사비기 백제 사찰의 강당 및 주변 건물의 배치 변화

6세기 중·후엽 7세기 전·중엽
부여 왕흥사지
보령 오합사지

익산 제석사지
부여 금강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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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에서 부여 정림사지로 추정되는 백제‘정림사’

의 창건 연대를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살펴보았다. 즉, 본격적인 대지 조성은 왕궁터로

추정되는 관북리 일대와 연동되어 있는데, 그 시기는

6세기 늦은 단계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찰 건립을 위한

대지 조성 이전에 사용된 소형 노 등과 그와 관련하여

구지표에서 출토된 토기 등을 참고할 때 사비 천도 후

일정 기간 공방이 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공방은 정림사지 북쪽에 인접한 관북리유적에서도

본격적인 대지조성과 함께 이루어진 기와기단건물의

조 이전에운 된것이확인되었다. 대지조성토에혼

입된 토기, 기와, 중국자기를 통해서도 정림사의 조

연대가 사비 천도 직후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다. 이점은석탑이전에목탑이존재할가능성

이 높으며 그 구조는 지하기초부가 없는 높은 지상기단

일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림사지의 가

람배치는 동·서 건물과 강당 좌우의 건물이 하나로 통

합되어 강당지 북편 기단보다 북쪽으로 좀 더 돌출되어

대규모승방으로통합되어있다. 이러한구조는익산미

륵사지·제석사지와 유사하여 정림사지가 능산리사지

나 왕흥사지보다 늦게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강당과 동·서 건물의 배치 관계 등으로 살펴본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정림사지의 창건 연대를 사비 천도 전후

로 보아 온 것과 배치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백

제 정림사는 사비 천도 전후가 아니라 도시조성이 활발

하게이루어진6세기후엽이후에창건되었을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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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e in Buyeo*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4, December 2012, pp.38~53

Copyrightⓒ20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im, Nak J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year of 'Jeongnimsa(定林寺)temple in Buyeo(扶餘) through the recent
archaeological records. First, the composition of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temple was linked with Gwanbukri(官 里)
sites which is estimated as palace. The composition of land for the palace was formed at late 6th century. Second, the
several furnace sites was discovered under the foundation soil layers for the construction of temple. Reference to the
pottery excavated from the previous surface indicates that the workshops having been operated a period of time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Sabi(泗 ). These workshops having been operated before the construction of roof-tile buildings
which were followed by the large-scale composition of land for the palace at Gwanbukri sites adjacent to the north of
'Jeongnimsa. The pottery, roof-tiles and chinese porcelain which were included in the earth laid on the ground for the
construction of temple also indicates that the construction year of temple do not go up to shortly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Sabi. This is related with that wooden pagoda would have been present before stone pagoda and the foundation
of the wooden pagoda would have soared into the ground. Last, the building layout of temple is familiar to Iksan(益山)
Mireuksa(彌 寺址) temple site than the temples of Buyeo such as Wangheungsa(王興寺址) temple site. This imply that
Jeongnimsa temple was not constructed shortly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Sabi like the opinion of the existing.
Jeongnimsa temple was probably constructed at late 6th century when composition of the Sabi city was actively made.

Key Words_Baekje(百濟),), Sabi(泗 ), Jeongnimsa(定林寺), Establishment Year, Building Layout of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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