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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왕흥사지는 2015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1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가람과 함께 동·서에 

부속건물지를 배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역 서편구역의 경우 별도의 대지를 설정하고 내부에 다양한 건물지

가 배치되었으며 동편구역에도 이러한 양상이 추정되는 대규모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평면 구조와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가람과 함께 초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속건물지가 단계적으로 확장된 능산리

사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중심가람 공간의 경우, 동·서부속건물지는 독방을 사용하는 승려의 거주공간으로 추정되며 동·서건물지는 행정행

위, 의례 준비, 접견 등 공적인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조합된 복합적 성격일 것이다.

중심가람 외부 공간에 대해 알아보면, 서편대지는 대지 조성 양상과 초축 수막새 출토를 고려하면 중심가람과 함

께 조영되었을 것이다. 다만, 내부의 서편건물지를 살펴보면 단계별 기능 변화가 추정된다. 1단계는 제의공간으로서 

별도의 진입시설과 보도시설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단계에는 공방시설이 설치되는 등 승역의 기능이 부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편대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삼원식  

구조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서편대지와 동일한 구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 승방 등 사찰 운영과 관련한 구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찰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추가된 발굴자료의 해석에서 부속건물지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이 실시

된다면 백제 사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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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까지 백제 사찰에 대해서 많은 자료의 확보와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사비기의 경우 『주서(周書)』 백

제전(百濟傳)에 ‘승니사탑심다(僧尼寺塔甚多)’라 기록되

어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불교가 매우 융성하였고 많은 사

찰이 존재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백제 사비기 수

도인 부여에서는 다수의 사찰이 확인되고 있는데, 발굴조

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25곳의 사지가 백제시대에 조성되

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b: 

153). 그 중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정림사지, 군수리사

지, 부소산사지, 임강사지, 동남리사지, 금강사지는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중심가람의 배치가 확인되거나 추정됨

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최근 기존 사찰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은 중심가람 외부의 부속건물지가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되고 있어, 연구의 시각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여 능산리사지의 경우 중심가

람 북편구역에서 부속건물지들이 확인되어 다양한 기능

과 역할(조원창 2013; 김종만 2016 등)이 제시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에서 능산리사지 동대배수로의 동쪽 일대

에도 북편구역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확

인되어 동편구역도 사역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서현주 외 2019). 특히 부여 왕흥사지의 

경우 2015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1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가람과 함께 동·서에 부속건물지가 

존재하며, 중심가람 외부 사역 서편구역에도 부속건물지

를 배치한 대규모 사찰임이 밝혀졌다(정성목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심가람과 함께 부속건물지

에 대한 연구가 함께 실시되어야만 사찰의 구조와 기능

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

역 대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부속건물지의 전반적

인 양상이 확인된 부여 왕흥사지를 중심으로 구조와 기능

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속건물지 연구

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밝히려 한다.

Ⅱ. 부속건물지의 유형과 변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실시된 중심가람에 비해 백

제 사찰 부속건물지에 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중심가람의 경우 일찍이 1탑 1금당식 구조에 대한 주목

(진홍섭 1971)과 발굴 성과를 통한 평면 구조 연구(박만

식·이달훈 1982)가 실시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굴을 통

해 개별 사지의 축조 기법과 가람 배치에 대한 연구(조원

창 2011)와 가람 배치의 변화 양상(민경선 2011) 등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밖에 금당지의 평면 구조와 강

당지의 건축 구조(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a), 백제

와 일본 가람 배치의 비교 연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b; 이병호 2011, 2013; 조원창 2002), 주변국과 비교

를 통한 백제 불사 입지의 특성 연구(박순발 2019) 등 다

양한 시각에서의 연구도 확인된다.

이에 비해 부속건물지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몇 건의 연구만 확인된다. 먼저 부속건물지의 

변화 및 공간에 대한 연구(주동훈 2011)와 부속건물지 유

형과 성격에 대한 연구(한나래 2012a)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신라 사찰 강당 좌·우 건물지와의 비교 연구(한나래 

2012b)와 강당 좌·우 건물지의 변천에 대한 고찰(정자영 

2010)이 존재하며, 중심가람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부속

건물지를 함께 언급한 사례(김낙중 2011; 문옥현 2011)가 

있다.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부속건물지의 경우 각각 사

찰에서 다른 배치와 구성을 보이며 시간적 변화가 관찰되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먼저 한나래의 경우 부속

건물지의 유형을 가람 내 위치에 따라 구분하였다. 1유형

은 금당지와 강당지 좌·우에 별개의 부속건물지가 각각 

위치하는 유형으로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가 대표적이

며, 2유형은 강당지 좌·우에만 부속건물지가 위치하는 유

형으로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에서 확인되며, 미륵사지

는 동남리사지와는 규모나 건물 배치에 있어 차이가 있으

나 강당지 좌우에만 건물지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2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3유형은 금당지와 강당지 좌·우에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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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가 위치하는 유형으로 제석사지와 정림사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한나래 2012a: 68~89). 

주동훈은 수도공간에 해당되는 각 건물의 배치 형태

를 통해 동·서 건물의 유무로 A 형식과 B 형식으로 분류

하였다. A 형식은 동·서 건물 없이 강당 좌·우에 소형 부

속건물만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

지의 예를 제시하였다. Bⅰ형식은 강당 좌·우의 소형 부

속건물 남단으로 장방형의 동·서 건물이 부가되는 형식

으로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오합사지의 예를 들었다. B

ⅱ 형식은 강당 좌·우 부속건물이 사라지고 대신 동·서 건

물이 확장되는 형식으로 정림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의 

예를 들었다(주동훈 2011: 65~67).

위의 두 가지의 부속건물지 분류안은 크게 3유형으

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먼

저 강당지 좌·우에만 부속건물지가 있는 A 형식과 2유형, 

금당지와 강당지 좌·우에 각각 부속건물지가 존재하는 B

ⅰ 형식과 1유형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론 금당지와 강당

지 좌·우에 단일 부속건물지가 존재하는 Bⅱ 형식과 3유

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속건물지의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동훈은 강당지 좌·우 → 강당·금당지 좌·우 각각 

→ 강당·금당지 좌·우 단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파악하

였다. Ⅰ기의 강당 좌·우 부속건물지 등장 배경으로 중국 

남조의 강당 중심 불교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시기 백

제 사찰에서 강당의 위상은 높았을 것이며 계율을 엄격하

게 지키던 백제 불교에서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종

루와 경전을 수장하기 위한 경루는 강당을 중심으로 배치

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배치 유형을 대표하는 사

찰로 군수리사지와 동남리사지를 들었으며, 이 구조는 백

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사천왕사지와 비조사

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후 Ⅱ기에 첨가되

는 금당 좌·우의 동·서 건물은 회랑 외부에 있던 부속건물

이 중심구역 내부로의 진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백제가 위덕왕대에 들어 대중국 교류의 중심이 남조에서 

북조로 이동함에 따라 개인의 수행을 중시하는 북조의 불

교 영향을 받아 참선과 수행을 행하는 동·서 건물의 기능

이 강화되어 중심구역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보았다. Ⅲ

기는 신앙공간과 생활공간의 융합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진전되는 양상으로 강당 좌·우와 금당 좌·우의 건물이 대

형의 건물로 통합된다. 특히 Ⅱ기에 비해 중심건물과 부

표 1 백제 부속건물지 변화(한나래 2012a: 84; 주동훈 2011: 84 그림 재편집)

주동훈 
2011

Ⅰ기 Ⅱ기 Ⅲ기

6세기 전~중반 6세기 후반 7세기 전~중반

A 형식
(강당 좌·우 부속건물)

Bⅰ 형식
(강당 좌·우 부속건물 + 남단 동·서 건물)

Bⅱ 형식
(남단 동·서 건물 확장)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오합사지 정림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

한나래 
2012a

567년 이전 557년 목탑 축조 557년 목탑 축조 7세기 전~중반 639년 서탑 축조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정림사지(제석사지)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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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건물의 위계 차이가 약해지는 현상을 통해 사찰 내에서 

수도생활공간의 위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주

동훈 2011: 78~83). 

한나래의 경우 부속건물지의 변화 과정을 강당지 

좌·우와 금당지 좌·우의 건물이 합해지는 과정과 그 의미

에 주목하였다. 강당지 좌·우 건물지와 금당지 좌·우 건물

지의 통합은 기능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좌·우 건물을 ‘승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

행’과 ‘사무’공간의 통합이거나 다수의 ‘수행공간’이 통합

된 의미로 파악하였다. 별개의 기능을 가진 다수의 건물

이 통합되는 양상은 3원 병렬식이라는 독특한 가람 양식

을 가진 미륵사지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였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랑의 동·서 외곽에 부속건

물지가 붙은 군수리사지 배치에서 회랑의 북단에 부속건

물지가 위치한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유형으로 변한다. 

이러한 금당지와 강당지 좌·우에 별개의 부속건물지가 각

각 위치하는 유형은 사비기 시초부터 정립된 가람의 양상

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제석사지, 정림사지, 미륵사지에

서는 금당지 좌·우의 건물이 강당까지 이어지며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한나래 2012a: 82~85).

지금까지 전반적인 백제 사찰 부속건물지의 유형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속건물지에 대한 연구 사례

는 중심가람에 비해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나 몇 건의 충실

한 연구가 실시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기존 부속건물지 

연구에서는 주로 강당과 금당 좌·우 부속건물지에 한정

된 연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심가람 외부의 부속건물

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속건물지의 정의에 대해 탑, 금당, 강당 등 

중심건물에 딸려 보완적 기능을 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

다는 의견(한나래 2012a: 65)과, 신앙공간과 진입공간을 

제외한 사찰 내 모든 공간을 수도생활공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주동훈 2011: 5~6)을 고려하면, 중심가람 부

속건물지뿐 아니라 인접한 구역 또한 부속건물지의 범주

에 넣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볼 부여 왕흥사지의 경우 강당지

와 금당지 동·서에 중심가람 부속건물지와 함께 사역 서

편구역에도 대지를 조성하고 부속건물지를 배치한 양상

이 발굴을 통해 확인되어, 이들을 포괄한 종합적인 부속

건물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범위와 축조 순서

1. 범위

중심가람 인접구역에 부속건물지가 배치된 양상은 

부여 왕흥사지뿐만 아니라 능산리사지에서도 확인된다. 

기존 부속건물지 연구에서 능산리사지 중심가람 인접구

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편구역

에 위치한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중심가람 북편구역의 북편건물지2의 경우 격

이 높은 성격의 건축물로 중국 남북조시대에 유행한 능침

제도 기능으로 추정되었으며, 건물지2 북편의 석축단시

설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었다(김종만 

2016: 40~43). 다른 의견으로는, 사찰에서 예불과 의례를 

진행하기 위한 주체로 승려가 필요하므로 이에 북편구역

에 대해 휴식과 생활을 위한 승역 기능을 하였을 것이라

는 추정이 있었다(조원창 2013: 159~170). 

중심가람 서편과 동편구역에도 부속건물지가 존재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2년 발굴조사에서 중심가

람 서대배수로 서쪽 밖에 배수로보다 선행하는 남북 55m

의 석축기단이 확인되어 중심가람과는 별도의 시설이 있

었다고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능산리사지에도 왕흥사지 

서편이나 미륵사지 서원과 비슷한 성격의 중요 시설을 배

치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동대배수로 외곽에서

도 와적층이 확인되어 서쪽과 대칭으로 건물이 있을 가능

성이 추정된 바 있으며(김종만 2016: 38~39), 최근 발굴조

사에서 동대배수로의 동쪽 일대에 건물지들이 확인되어 

동편구역도 북편과 같이 사역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음

을 알 수 있게 되었다(서현주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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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왕흥사지 역시 중심가람에 인

접한 서편구역에 대해 다양한 기능을 추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모두 위덕왕대에 창건된 

점을 생각한다면 구조와 기능 또한 공통점이 있을 것이

다. 특히 배수로를 통해 중심가람과 구분된 능산리사지 

북편·동편·서편구역과 유사하게 왕흥사지 역시 서편구역

이 서건물지 외부의 배수로로 구분되어 있어 세부적인 양

상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중심가람 외부에 구역을 설정하고 부속건물지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특정 시기에 의도적이고 일정한 규칙 

속에서 백제 사찰 구조에 반영된 요소일 가능성이 보인

다. 특히 왕실사찰로 여겨지고 있는 능산리사지와 왕흥

사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

가 크다. 

앞으로 중심가람 외부구역 역시 부속건물지 범위로 

설정하여 사찰 범위로 인식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축조 순서

지금까지 능산리사지 사례를 통해 부속건물지 범위

를 중심가람 외부로 확장할 수 있음과 중심가람 외부구역

에서 부속건물지가 활발히 활용되었음을 추정해보았으며, 

왕흥사지 또한 이러한 양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해보았다. 다만 부속건물지 조성 시점과 선후관계는 왕흥

사지와 능산리사지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능산리사지의 경우 출토 목간의 성격을 통해 

가람 중심부의 강당지, 목탑지, 강당지 부속건물지(불명

건물지Ⅱ)가 1차로 건립되고 금당지, 중문지, 회랑지가 

동·서대배수로의 정비와 함께 6세기 후반 2차로 건립되

었다는 의견(이병호 2008)이 있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능산리사지 북편 외곽구역

의 건물지1·2는 서대배수로를 기준으로 동·서 양쪽에 배

치되어 있고 집수시설이나 우물 역시 서대배수로와 연관

되는 바, 외곽구역 조영 행위는 서대배수로가 완성된 시

점 이후이거나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되었다. 이에 따라, 능사의 외곽구역 건물의 상한은 6세

기 후반 이후가 되며, 공양 내지 기원 등 사찰의 본래 기

능을 담당하는 중심사역 초창기 건물들과는 시차를 두고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122~123). 

능산리사지의 대지 조성을 통해서도 부속건물지가 

중심가람과 시차를 가지고 건립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한

다. 능산리사지의 경우 대지 조성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1단계는 사비로 천도한 직후로 

대지 조성 이전 구릉에 위치한 강당지, 공방지Ⅱ, 북편건

물지2로 추정되었다. 성왕의 유교사상에 대한 이해와 능

침제도에 입각하여 강당지의 경우 종묘 또는 침전, 북편

그림 1 왕흥사지 및 능산리사지의 부속건물지 배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7: 43; 김종만 2016: 32 그림 재편집). A: 왕흥사지, B: 능산리사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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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2는 빈전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2단계

는 강당지 앞 소택지를 매립한 대지 조성토 위에 건립된 

시기로 위덕왕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방지Ⅰ과 

불명건물지Ⅱ를 들 수 있는데 위덕왕과 관련되어 승려들

의 공덕사업과 능사 중심건물군에 들어갈 각종 불구를 제

작하였던 공방시설로 보았다. 3단계는 능사가 건립되고 

기능을 하던 시기로 중심건물군인 중문지, 목탑지, 금당

지가 건립되고 강당지는 강론장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되

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김종만 2011: 265~267).

즉 능산리사지의 경우 의견에 따라 선후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부속건물지와 중심가람이 시차를 가지

며 건립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왕흥사지의 경우 중심가람과 부속건물지

가 큰 시차를 두고 건립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지 조성 측면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중심

가람 서편에 인접한 서편대지의 조성은 암반을 쪼갠 자

연석 상면에 적갈색 점질토와 흑갈색 사질점토로 다져지

면서 조성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26~227). 

이 서편대지에서 확인되는 적갈색 점토층은 서건물지 기

단석 하부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중심사역과 서편대지

의 조성 시기는 유사할 것이며 사찰의 건립 단계부터 염

두에 둔 구조라는 의견(정성목 2015: 190)이 있다.

또한, 대지 조성 단계부터 강당지 동·서부속건물지

의 축조를 계획한 양상이 관찰된다. 동부속건물지에서 

대지 조성층 내부에 암기와를 박아놓아 기반을 강화한 것

이 확인된다. 이는 사역 북동편부가 곡간부에 입지하여 

지하수 및 유수 침입에 따른 지반 약화 방지를 위한 것으

로 집와시설이 건물지 하부 전체에 시설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73).

다음으로 사찰의 전반적인 배수 체계 구조에서도 부

속건물지가 사찰 건립 단계에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서부속건물지에는 강당지 북편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배수석렬이 시설된 것이 확인된다. 서건물지의 경우도 

사역 내 유수 처리를 위해 강당지 서편과 서부속건물지 

서편, 서편대지 북편과 동편, 서건물지 남편 배수로가 연

결되어 최종적으로 서편대지 남편 배수로를 통해 사역 경

계 축대 외곽으로 배출하는 구조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

구소 2015: 127~130). 

이렇듯 부속건물지 전반에 계획적인 배수시설이 설

치되어 있으며, 특히 사역 서편의 경우 강당지, 서부속건

물지, 서건물지, 서편대지의 배수 체계가 일괄적으로 구

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축조 계획이 동시기임을 추정

할 수 있다.

다만, 내부 토층조사를 통해서는 건물지 간 축조 순

서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서부속건물지는 강당지 기단 

그림 2   왕흥사지 집와시설 및 배수 관련 시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50~5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130). A: 동부속건물지 대지 조성층 집와

시설, B: 서부속건물지 북편 배수로, C: 사역 서편 배수 체계

A B C

그림 3   왕흥사지 건물지 간 선후관계(홍밝음·이상일 2017: 67). A: 강당지 – 서

부속건물지 축조 모식도, B: 서부속건물지 – 서건물지 축조 모식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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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으로 황갈색 사질점토를 성토하여 다진 층 위에 축조

되었고, 동부속건물지는 강당지 동측기단 축조 이후에 쌓

여진 적명갈 사질점토층 위에 설치되었다. 이를 볼 때 강

당지 좌·우의 부속건물지 2동은 강당지보다 후대에 축조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건물지는 적갈색 사질

점토가 성토된 층에 조성되었고, 서건물지 기단 외곽에 

황갈색 사질점토가 다져진 후 서부속건물지가 조성되어, 

서건물지가 서부속건물지보다 먼저 축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장 먼저 강당지가 축조되고, 이후 동·

서건물지가 축조되었으며, 마지막에 동·서부속건물지가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홍밝음·이상일 2017: 66~67). 

그러나 이러한 건물지 간 토층에서 보이는 축조 순

서는 시간적 차이를 가지고 사찰이 확장되며 건설되었다

고 판단되기보다는 사찰 축조 공정의 순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왕흥사지 동편 가마터에서는 3가지 형태의 수막새

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이른 단계의 가마와 관련하

여 출토되는 삼각돌기형 수막새가 왕흥사의 초축 시 공급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문옥현 2017: 136). 이 형태의 수막

새는 현재 왕흥사지 전 건물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어 

초축 시 모든 건물에 기와가 공급되고 사용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중심가람뿐 아니라 서편건물지에서도 

삼각돌기형 수막새가 확인되어 사역 서편구역의 조성 시

기도 사찰 초축과 관련이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동건물지 치미와 서건물지 치미 배면에서 확

인되는 연화문 장식판은 삼각돌기형 수막새를 띠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범상을 가진 수막새도 사역 내에서 확인되

고 있어 동건물지의 조성 시기를 사역 초축 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기존에는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16호 가마 요전부에서만 1+4과의 연자수를 가진 삼각돌

기형의 수막새가 확인되었으며 사역 내에서는 출토 사례

가 없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176). 그러나 최

근 서부속건물지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어 강당지 부속건

물지도 이른 시기 건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왕흥사지와 능산

리사지의 경우 중심가람에 인접하여 부속건물지가 배치된 

구역을 가지는 공통점이 있으나, 왕흥사지의 경우 부속건

물지가 중심가람과 큰 시차 없이 함께 계획되고 함께 초축

되었음이 추정되며, 능산리사지의 경우 부속건물지와 중

심가람의 건립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먼저 각각 사찰이 입지한 위치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능산리사지는 계곡이

라는 입지 조건상 건물군이 들어서기 좋지 않아 많은 부

분 성토가 필요한 곳이지만, 상부에 구릉이 존재하여 그

곳에 강당지, 공방지Ⅱ, 북편건물지2가 대지 조성 없이 

건물이 건립되었음(김종만 2011: 264~273)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왕흥사지의 경우 드무재산에서 뻗어내린 상대

적으로 좁은 3개의 구릉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

지에 의해 서편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암반을 깎아냈으며, 

사진 1   왕흥사지 초축 수막새 출토 현황(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2009a, 2012, 2014, 2015, 201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7). A

동편 가마터, B: 금당지, C: 강당지, D: 서부속건물지, E: 서회랑지, F: 동회랑지, G: 서편건물지, H: 서건물지, I: 동건물지, J: 동건물지 치미 , K: 서건물지 치미 , 

L: 중앙 진입시설, M: 경계 축대

A B C D E F

G I J K L 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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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 좌·우의 동·서부속건물지 역시 사역의 북동·북서쪽 

암반층과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사역 전반에 

걸쳐 대지를 성토하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단계적으로 축조와 확장이 가능했

고 실시되었던 능산리사지에 비해 왕흥사지의 경우 불리

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 계획 단계부터 부속건물지

와 중심가람의 배치를 염두에 두고 대지를 전반적으로 조

성하고 사찰을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찰의 건립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

성도 존재한다. 능산리사지 가람 배치 변화에서 주목되

는 의견은 사비 천도 직후 성왕의 주도로 대지 조성 이전 

구릉에 강당지, 공방지Ⅱ, 북편건물지2 등이 종묘, 침전, 

빈전 등의 기능으로 건립된 이후 위덕왕대에 강당지 앞을 

대지로 조성하여 사찰로의 기능이 시작되었음을 추정한 

것이다(김종만 2011). 

이 의견을 참고하면 왕흥사지의 경우 577년1 위덕왕

에 의해 건립된 사찰로 능산리사지가 부속건물지에 중심

가람이 더해져 확장되는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왕흥

사지의 계획과 건설 과정에 중심가람과 부속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동시에 대지 조성을 실시하여 건립되었을 것으

로 생각해볼 수 있다.2

Ⅳ.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

백제 사찰 부속건물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2010

년대 초 일부 실시된 것에 비해, 최근 신라 지역의 경우 황

룡사지를 중심으로 구조와 기능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중심가람 부속건물지에 집중된 백제지

역과 대조적으로, 회랑 외곽의 공간 구조에 대해 고고학적

으로 생활공간, 수행·의례공간, 생산공간, 진입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찰의 전체 가람 구조 파악을 통해 사찰 문화를 

복원한 연구(정여선 2020)가 주목되며, 불교 경전을 통해 

사찰의 가람공간을 불지, 경계, 승지 등으로 구분한 연구

(최태선 2020) 등 폭넓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지역 역시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능산리사지의 

경우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

행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왕흥사지의 경우 이러한 논의에

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왕흥사지의 경우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1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가람

뿐만 아니라 사역 전면에 대한 발굴이 실시되어 앞으로 부

사진 2   왕흥사지와 능산리사지의 입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37, 126). A: 왕흥사지 전경, B: 능산리사지 전경

A B

1 과거 왕흥사지 사리장엄구의 명문(577년)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기록(600년) 간 차이에 의해 목탑이 선행되었음을 추정한 의견(이도학 2007; 양

기석 2009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목탑과 금당 간 토층조사 결과, 목탑보다 금당이 먼저 조성되었음이 분명하며 시차를 상정하는 데 무리가 있

으며, 왕흥사 창건 당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막새가 금당, 목탑, 서회랑, 서건물, 강당지 등에서 모두 출토된 것을 고려하면 사원을 구성하

는 각 건물이 시차를 두고 건립된 것이 아니라 공사 기획 단계부터 일정한 계획 하에 함께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a: 

142~145)이 확인되었다.           

    

 

 

 

2 또한, 왕흥사지의 경우 7세기를 전후한 즈음에야 성행하는 인장와의 출토 사례가 극히 드무나, 능산리사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장와가 출토(김환희 2014)

되는 점도 사찰의 단계적 확장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금당지 – 목탑지 축조 모식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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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와 부속시설의 배치와 규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43 그림 재편집)

유구명 규모 구조

중심가람 구역

동부속건물지
남북 12.80m
동서 14.90m

독립 2실

서부속건물지
남북 15.06m
동서 13.20m

독립 2실

동건물지
남북 44.45m
동서 11.86m

본채 5실

독립 2실

서건물지
남북 44.50m
동서 12.53m

본채 8실

소형건물지
남북 3.10m
동서 3.00m

미상

사역서편 구역

서편건물지
남북 13.75m
동서 23.37m

 1단계: 건물지 1·2 

(굴립주+초석)

2단계: 건물지 3

서편대지 내

건물지

남북 2.90m
동서 31.90m

11칸

노시설
남북 4.20m
너비 2.25m

기와를 세워 벽체 

조성

굴립주건물지
남북 2.95m
동서 2.50m

각 2칸

서편대지
남북 35.50m
동서 33.10m

구획석렬을 통해 

대지 설정

서북편대지
남북 약 15m
동서 약 33m

자연 암반과 연결

하여 석축 조성

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

이다. 

왕흥사지의 부속건물지를 ‘건물’에 한정지어 생각하

면, 중심가람 구역의 경우 강당지 좌·우의 동·서부속건물

지, 금당지 좌·우의 동·서건물지, 서건물지에 인접한 소형

건물지가 존재한다. 사역 서편구역의 경우 삭평이 심해 

정확한 유구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중복 축조가 추정되

는 서편건물지, 서편대지 내 건물지, 굴립주건물지, 노시

설 등이 현재 확인된다. 이밖에 건물로 분류되지는 않지

만, 사찰을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대지로 서편대지와 서

북편대지, 그리고 서편대지와 대칭되어 동편대지도 축조

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에 대해 중

심가람과 외부구역으로 나누어 건물지 내부 구조와 출토

된 유물의 종류를 통해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

능에 대해 간략하게 추정해보려고 한다. 

1. 중심가람 내부

1) 동·서부속건물지 - 생활공간

왕흥사지 강당지 동·서부속건물지를 살펴보면, 내부 

구조의 경우 모두 퇴칸초석과 본채초석으로 이루어진 2

개의 방과 공간을 갖는 1동 2실의 구조이다. 

1동 2실 건물지는 동·서실의 큰방과 사이의 좁은 통

로, 그리고 이를 에워싼 툇칸으로 구성된 구조로 고구려 

동대자 유적과 정릉사지의 주거용 건축물, 백제 능산리

사지의 강당지·공방지와 미륵사지 승방지, 왕궁리 유적 

건물지1·2 등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왕궁리 유적에서 이

런 건물이 주로 중심건물의 주변에서 쌍을 이뤄 나란하

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중심건물의 보조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는 추정이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c: 417~418). 

강당 좌우 부속건물의 기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

펴보면, 먼저 중국 남조의 강당 중심 불교 경향이 백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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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 결과 강당에서 강습과 강론을 할 때 꼭 필요한 

경루와 종루로 추정한 의견이 있다(주동훈 2011: 79~80).4

능산리사지의 경우 왕흥사지와 유사하게 강당지 동·

서에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서편의 경우 공방지Ⅱ로 보

고되었고 동편의 경우 별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불명

건물지Ⅰ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공방지Ⅱ의 경우 서실에서는 생활용기인 각

종 토기류와 등잔, 동실에서는 장식용기인 첩화문자기편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공방지보다는 사람들이 생활하

고 휴게하는 공간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불명건물지는 

고구려 정릉사지의 강당 동편 건물지에서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어 강당의 부속 기능을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자영 2010: 147). 이밖에 법당(法堂)과 방장(方丈)의 관

계성에 주목하여 강설이 이루어지는 강당과 함께 공방지Ⅱ

3 폐기 과정과 이후 퇴적 과정에서 유물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과 발굴보고서에 출토된 유물 전량이 수록되지 않고 일부 선별되어 수록되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왕흥사지의 경우 동건물지 남·북측에 올려졌던 치미 및 기와가 그대로 군집해서 매몰된 양상이 확인되며, 수록된 유물 중 다수가 건물 기단토 상면

에서 출토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발굴보고서에 작은 편이라도 각각 기종이 고르게 선별되어 수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징적인 기종의 출토 양상에 대한 비

교·분석은 건물지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 동·서회랑지의 경우 북측만이 잔존하고 있고 통로의 기능을 하는 특성상, 출토된 유물은 동·서건물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하여 출토 

유물을 합하여 집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서편대지와 서측에 인접한 서편배수로 유물, 서편건물지와 북측에 인접한 서편대지 북측배수로 유물을 함께 파악

하였다. 앞으로 미수록된 학술 유물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면, 출토 수량을 통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4  종루와 경루의 발생에 남조 불교의 영향이 있었다는 추정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종루가 사원에 세워진 시기는 수대로 추정하며 당대에 이르러 사원에서 중

요한 건축으로 종루와 경루를 채택하고 밀접한 공간관계를 이룬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남조 불교사원에서 강당공간 확장은 신도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

용 요구의 변화에 따르며, 당대에는 더 많은 신도를 수용하기 위해 매우 큰 규모의 강당도 세워졌다고 보았다(王貴祥 2013: 285~290).  

최근 서천 신검리 유적에서 AMS 분석 결과 백제시대(605년)로 편년되는 주종유구가 확인된 바 있어(국강문화재연구원 2018: 265~267), 백제 사찰에 종루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종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백제시대 건물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3 왕흥사지 부속건물지 주요 출토 유물 현황3

출토지

기종

중심 가람 서편 구역 서북편 구역

서부속건물지 동부속건물지 서건물지 동건물지 서편대지 서편건물지 서북편대지

제의

기대 ●(1) ●(1) ●(1) ●(1) ●(7) ●(2) -

삼족기·전달린토기 ●(1) - - - ●(2) - ●(1)

이형토기·중국 자기 - - ●(3) ●(3) ●(1) ●(1) -

나발·소조상·구슬 - ●(1) ●(3) - ●(1) - -

등잔 ●(1) ●(1) ●(5) ●(2) ●(3) ●(2) -

행정 벼루 ●(2) ●(2) - - ●(3) ●(2) -

석제추 - - ●(2) - ●(1) ●(2) -

저장 호·옹 ●(2) ●(1) ●(8) ●(3) ●(8) - -

토기편

(저장·취사용기 추정)
- - ●(7) ●(6) - - -

취사

동이 - - ●(7) - ●(3) ●(5) -

시루 - - - ●(1) ●(1) - -

솥형토기·솥 - - - ●(2) - ●(1) -

연가 ●(2) - ●(3) ●(2) ●(1) - -

생활

완·대부완 ●(1) ●(6) ●(3)  ●(11) ●(7) -

개배·반 ●(3) ●(3) ●(5) ●(2) ●(7) ●(4) ●(1)

병 ●(1) - - ●(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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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승려들의 접객이나 생활의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조은경 2013: 96).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왕흥사지 동·서부속건물지의 

경우 능산리사지 강당지 서편건물지와 유사한 기능을 가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실과 서실 모두 연도시설이 확인

된 능산리사지와 같이, 왕흥사지의 경우도 서부속건물지 

내부에 배연시설로 추정되는 판석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된 

점(정석목 2015: 175~176)과 연가가 출토됨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이러한 난방시설이 설치된 1동 2실의 건물지

에 대해 거주와 관련된 건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승려들이 거처하는 승역으로 잠을 이루기 위해

선 온돌이 시설된 난방시설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직이 높

은 승려의 경우 능산리사지 북편건물지2와 같이 소형의 

독방을 차지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조원창 2013: 150~166)

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주 황룡사의 경우도 강당지가 

위치한 영역은 승려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시설이 

입지한다고 짐작하며, 특히 강당지 북쪽영역에 양쪽으로 

작은 건물지가 배치된 정면 8칸, 측면 3칸의 큰 건물지는 

가장 위계가 있고 중요한 건물지로, 사찰의 운영과 관련

된 사무공간 또는 위계가 있는 고승이 기거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정여선 2020: 75). 또한, 대개 혼자서 

생활하는 승방시설은 잠자리와 관련하여 난방시설이 필

요한 구조란 점도 고려할 수 있다(최태선 2020: 137). 

출토 유물에서도 위의 가능성이 뒷받침되는데, 동부

속건물지와 서부속건물지에서 등잔과 벼루가 함께 출토되

는 점이 주목된다. 등잔은 승려들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

고 경전 연구와 수도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왔으며,5 등

잔과 함께 벼루가 출토됨을 통해 당시 승려들이 최고 지식

인으로서 글을 쓰고 경전을 읽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7: 60). 이를 생각하

면, 동·서부속건물지는 독방을 사용하는 고위 승려가 거주

하며 생활한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다만 시루, 동이, 솥형토기 등 자비용기가 출토되지 

않아 직접적인 취사행위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조리된 음

그림 4    왕흥사지 동·서부속건물지 및 능산리사지·왕궁리 건물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0; 조은경 2013 그림 재편집). A: 동부속건물

지 전경, B: 서부속건물지 전경, C: 서부속건물지 출토 유물, D: 서부속건물지 모식도, E: 능산리사지 공방지Ⅱ F: 왕궁리 유적 건물지1, G: 동부속건물지 출토 유물

A B C

D E F G

5 출토된 등잔은 경전 연구와 수도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와 역할도 부여할 수 있다. 불교에서 불전(佛前)에 불을 밝히는 연등공양(燃燈供養)을 매우 중요시하

여 초기 경전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 연등공양은 중국 남북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국가적으로 사찰 건립과 불교 보급이 실시된 백제에서도 연등공

양의 풍습은 널리 퍼졌을 것이다. 특히 100구의 불상, 100구의 보살상, 100구의 나한상, 100개의 고좌, 100개의 등, 향, 꽃을 준비하는 백고자법회(百高座法

會)가 신라에서 566, 613, 636년 실시된 것을 보면, 백제 사찰에서도 등잔을 공양품으로 사용했을 것이다(이상일 2019: 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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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받거나 수행과 거주의 공간으로만 사용되었을 가능

성도 존재한다. 

2) 동·서건물지 – 업무 및 생활공간

기존 연구에서 금당지 좌·우측의 건물지는 대체로 

승방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능산리사지의 경우 금당

지 서편건물지(공방지Ⅰ)가 공방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도가니와 같은 생산과 관련된 도구나 시설이 확인되지 않

았으므로 유물의 ‘질적’인 부분만으로 공방지로 규정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한나래 2012: 

80~81). 또한, 능산리사지 금당지 동편건물지(불명건물

지Ⅱ)에서 목간이 출토됨을 통해 필사(書寫)나 행정행위, 

의례 준비, 접견 등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이병호 2011: 123; 김낙중 2011: 215). 

금당지 좌·우측의 부속건물이 회랑에서 승방으로 변

화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의 수행을 중시하는 북조 불교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침선과 수행을 행하는 동·서건물의 

기능이 강화되어 중심영역으로 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주동훈 2011: 80~82). 

중국 사례를 살펴보아도 동편과 서편에 승방이 위치

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수대(隋代) 쑤저우(蘇州) 

중쉬엔스(重玄寺)와 샹저우(襄州) 찬쥐스(禪居寺)의 가

람 배치 관련 기록을 보면 사찰에는 불전, 강당, 낭무, 주

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심축에 탑-전-당을 배치하고 주

위를 낭무(회랑)로 두른 다음, 측면에 주고(주방)와 창름

(창고), 승방 등의 부속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王貴祥 2013: 247~249).

삼국시대 이후에도 승려들의 개인공간이자 생활공

간인 승방은 서편과 동편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측면 2칸 또는 3칸의 규모이며 주로 북쪽에 배치되

는 형태로 식당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측면 1칸이거나 툇간이 있어 1.5칸의 구조가 길

게 연결된 형태를 승방으로 해석하며, 구산선문가람이나 

선종가람과 고려시대 이후 산지가람에서는 주로 동편과 

서편에서 확인되고 있다(최태선 2020: 137). 

위의 의견을 고려하면, 먼저 왕흥사지 동·서건물지

는 승방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기능은 승

려들의 생활공간으로 생각된다. 왕흥사지 동·서건물지

에서는 승려가 직접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완, 반, 개배 

등 다양한 배식용 생활용기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동이, 

시루, 솥형토기 등 자비용기도 출토되어 취사행위가 실시

됨을 알 수 있으며, 연가편의 출토는 난방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생활공간의 성격은 동건물지에서 더 강하게 확인된

다. 동건물지는 남편의 1동 5실 건물에 북편에 별도의 2

실로 구성되었다. 동·서부속건물지의 경우 별도의 단독

실이 확인되어 승려의 개인공간으로 추정되었는데, 동건

물지의 별도 2실이 부속건물지에 인접해 북측에 위치하

그림 5   동·서건물지 배치 및 출토 유물(정성목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017 그림 재편집). A: 서건물지 배치도, B: 서건물지 출토 유물, C: 동건물지 배치도, 

D: 동건물지 출토 유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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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점을 보면 개인공간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남편의 1동 5실 건물은 다수의 승려가 머무

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동 8실의 서건물지 경우도 완, 개배, 반과 연가편이 

출토되어 생활공간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다만, 동·서

건물지의 경우 단일건물 구조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공

간마다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건물일 가능성(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294)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서건물지에서는 무게를 재기 위한 원형의 석제추와 

호·옹 등의 저장용기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건물

지에서 식량과 물품 등 원재료의 출납을 검수·계량하며 

물건을 저장하는 등 사찰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행

위가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건물지에서 공적 

업무가 실시된 요인은 서측 외부로 서편대지, 서편건물지

와 인접한 것에 기인할 것이다.6 서편대지와 서편건물지

는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제의공간 또는 창고와 생산시설

의 기능이 추정되는 곳으로, 보도로 추정되는 즙와시설이 

서건물지 서측기단 외측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서건물지는 서편대지, 서편건물지를 관리하기 위

한 공적인 성격이 좀 더 강했을 것이다.7 ‘왕(王)’명 인장이 

찍힌 대형 호가 확인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형건물지 - 제의공간

소형건물지는 서건물지 남단 서측기단에 잇대어 조

성된 건물지로 내부에 수혈이 6곳 확인되고 있다. 이 건물

지 북측에는 보도시설로 추정되는 서편대지와 연결된 즙

와시설이 동서로 시설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

형건물지는 보도시설과 함께 서건물지 및 사역 서편 일대

를 중심가람과 구분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

련한 시설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28).

다만, 소형건물지에서 유물이나 내부 구조가 확인

되지 않아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

슷한 구조의 건물이 능산리사지에도 존재하고 있어 주목

된다. 능산리사지 서회랑지 서쪽 바깥에 정면 8.5m, 측면 

4m의 소형건물지가 존재하는데, 건물 가운데 타원형의 

재구덩이가 발견되어 불씨를 저장하는 장소로 추정되었

다(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0). 

이렇듯 서회랑지 또는 서건물지 서편에 인접하여 축

그림 6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의 소형건물지(국립부여박물관·부여군 200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김종만 2016 

그림 재편집). A: 능산리사지 소형건물지 배치, B: 소형건물지 전경 및 불씨 구덩이, C: 왕흥사지 소형건물지 배치, D: 소형건물지 전경 및 보도시설

A B C D

6 서건물지 내부에 암키와를 수직으로 세워 방형으로 돌린 시설물이 확인되었는데, 비슷한 예로 미륵사지 사역 내 고려시대 건물지와 고려시대의 사찰인 강진 월

남사지가 있으며, 승려들이 정수를 교체하는 일상적인 수행 의식이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한나래 2012: 81~82).

7 다만 서건물지에서도 연가와 동이 등 난방·취사용기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서건물지는 승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별도의 방이 존재

하는 동건물지는 생활공간의 성격, 서건물지는 공적 업무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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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소형건물지는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외에는 다른 

백제 사찰과 신라 사찰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구조로, 두 유

적 모두 위덕왕대에 왕실사찰로서의 기능을 시작했다는 점

을 고려하면 어떠한 제의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향로 또는 등잔을 위한 불씨를 보

관하고 불을 공급하는 용도로, 빈번히 실시되는 제의행위

나 연등공양 과정에서 소형건물지가 활용되었을 것이다.

2. 중심가람 외부 

1) 서편대지(1단계) – 제의공간

서편대지는 서건물지 서측기단으로부터 서쪽으로 

6.6m 떨어진 지점에 조성된 공간이다. 배수, 축대, 구획

의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중석렬을 동서남북 사

방으로 설정하여 구획되었다. 내부에는 서편건물지, 서

편대지 내 건물지, 굴립주건물지, 추정 노시설 등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간 구획은 중심가람 외부에 북·동·

서대배수로를 설정하고 그 외부로 부속건물지를 배치한 

능산리사지와 유사하다. 

서편대지 내부조사를 통해 서건물지 기단석 하부에

서도 확인되는 적갈색 점토층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서편대지가 중심사역의 조성과 함께 축조되었

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홍밝음·이상일 2017: 67). 또한, 

암반층을 깎아낸 후 내부를 석재와 유구, 이밖에 초축 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삼각돌기형 수막새가 서편건

물지에서 출토된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서편구역는 중

심사역과 함께 조성되었으며 ‘사찰’의 일부로 구획되고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서편대지는 남북 35.5m, 동

서 33.1m의 방형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남북으로 2단으

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북편기단에 인접해서는 백제시

대 개·보수가 실시된 서편건물지가, 남편기단에 인접해서

는 11칸 구조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밖

에 서편기단에 걸쳐 굴립주건물지와 대지 내부에 노시설

과 용도 미상의 주공, 석렬, 와열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중복되고 다양한 성격의 부속건물이 존재하
그림 7   서편 및 서북편구역 유구 배치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53 그림 

재편집)

그림 8  서편대지 구획 이중석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09 그림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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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사찰 초축 구조가 유지된 중심사역공간과 차이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편대지 북측기단에 잇대

어 축조된 서편건물지의 경우 5차례 정도에 걸쳐 중복 축

조가 추정되고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동서 23.37m, 남북 

13.75m 정도로 1·2차 활용 단계의 건물지1·2와 이후 건물

지3을 활용한 3차 활용 단계가 백제시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69). 

이렇듯 서편건물지를 보면, 사역 서편구역이 백제시

대에 크게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의례공간으로 활용이 추정된

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 서편구역이 중심가람 못지않

은 격식을 차린 점이 주목된다. 

서편건물지의 잔존 기단토는 해발 11.0m이며 금당

지의 기단토는 해발 10.6m로 서편건물지가 사역에서 가

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 또한, 서편대지의 중앙지점에

서 서건물지와 연결되는 보도시설을 마련하여 통행에 격

식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편대지가 사찰 공간 

구성에 있어 단순히 사역 외곽에 배치된 생활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정성목 2015: 189~190). 

통행에 격식을 갖춘 양상은 서편진입시설이 별도로 

존재했음으로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백제 사

찰에서 중앙진입시설만 확인되는 것과 다르게, 왕흥사지

에서는 서편구역의 진입을 위한 별도의 진입시설이 존재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서편대지 남편 구획석렬 인근에

는 주칸 간격이 동서 및 남북 2.9m로 11칸의 구조를 갖는 

서편대지 내 건물지가 확인된다. 이 건물지의 주칸 간격

이 회랑의 초석 간 거리와 유사하여 통행을 위한 구조물이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129).

이러한 점을 보면 서편구역이 중심가람과는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못지않은 위계를 가지고 있어 

전용 출입시설과 회랑 또한 설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치미의 형태에서도 서편구역은 중심가람과 비슷한 

위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중심가람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이 서편구역에 부여되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왕흥사지의 경우 금당지를 제외한 대다수 건물이 적

색 점토층으로 다짐한 대지 조성 양상을 통해 조성 시점

이 가장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정성목 2015: 190). 

그림 9    왕흥사지 출토 치미(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0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그림 재편집). A: 서편대지, B: 강당지, C: 서건물지, D: 중

앙진입시설, E: 서편진입시설

A B C D E

사진 3    사역 서편구역 출토 제의 관련 유물(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0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박물관 2017 사진 재편집). A: 명문토기, B: 인장토기, C: 

기대, D: 이형토기 및 중국 자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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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 동건물지, 서건물지, 서부속건물지, 서회랑지, 중

앙진입시설 등 사찰 내 주요 건물에서 출토된 치미는 유

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화한 치미는 

서편진입시설과 경계 축대 등 사찰의 외곽에 위치한 유구

에서 사용되었다(조현준 2020: 17~2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종대면에 2조의 삼각점토대

가 부착되고 당초문이 시문·부착된 서편대지 출토 치미

편은 강당지, 서건물지 또는 중앙진입시설 치미와 유사한 

형태로, 단순화된 치미가 아닌 주요 건물에서 사용된 치

미가 서편구역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편구역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생활공간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편대지와 서편건물지에서 출토

되는 ‘王(왕)’명 대호, ‘德(덕)’명 토기는 왕흥사를 건립한 

위덕왕과의 관련성과 국가사찰로서의 특수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인동문이 시문된 인장토기와 제의용품으로 

보이는 이형토기, 녹유가 발려진 기대와 중국제 자기, 삼

족기와 전달린토기 등은 서편구역에서 제의행위가 실시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명문과 인장이 확인되

는 토기와 녹유기가 주로 서편구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왕흥사지 서편구역이 제의공간으로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이렇듯 사찰 내부에 별도

의 제의공간이 존재하는 예는 능산리사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3실 구조의 건축물인 북편건물지2가 주목되는데, 능

침제도와 관련하여 지어진 유교시설로서 능사와는 구별

되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북편건물지2 뒤편

의 ㄩ 모양의 석축단시설에 대해서도 빈장 기간에 사용했

던 제단시설로 보고 있다. 

이들 제의공간의 경우 성왕 재위 시에 본인의 능묘

를 조성하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 만든 것일 것이며, 사

원공간은 성왕 사후 위덕왕에 의해 만들어진 추복시설로 

6세기 중엽 경부터 기존의 제사시설과 함께 복합적으로 

조성·운영된 것으로 파악된다(김종만 2016). 

위덕왕대에 능산리사지가 제사시설과 사찰로 동시 

운영되었다는 의견은 왕흥사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왕흥사지 목탑지 사리공에서 출토된 ‘창왕 청동사리

함 명문’에서는 577년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위덕왕이 능산리사지에 기존 존

재하던 제사시설에 사원의 기능을 부여한 복합적 사찰을 

만들었다면, 왕흥사지의 창건에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

여 사찰과 제의시설의 기능을 모두 설정하여 건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8 

다만 중심가람 북편에 제의공간이 부여된 능산리사

지와 다르게, 왕흥사지는 서편에 제의공간이 부여된 차이

점이 있다. 이는 사찰이 입지한 자연적 공간의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가람 북편에도 대지가 존재하

여 건물지를 배치할 수 있는 능산리사지와 다르게, 왕흥

사지의 경우 서부속건물지 북편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자연 암반이 존재하여 확장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편의 경우 가마터가 존재하고 있어 제의공간으로 활용

하기엔 부적합한 공간이어서, 확장에 용이한 서편구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사지의 북편, 왕흥사지의 

서편에 제의공간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배수시

설을 통해 중심가람과 구분한 공간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서편대지(2단계) - 저장 및 생산공간

앞서 서편대지가 중심가람과 함께 초축되었으며 제

의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보았다. 다만, 초

축 이후 큰 구조의 변화 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중심

가람구역과 다르게 사역 서편구역은 서편건물지를 중심

으로 구조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러한 차이는 서편구역

이 어느 시점에서는 제의공간이 아닌 다른 기능이 추가되

8 사찰 건립을 계획하고 목탑이 건립되기(577년) 이전에 왕궁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왕흥사지의 위치에 위덕왕이 죽은 왕자의 빈전을 운영했으며, 왕흥사 조성 이

후에도 계속 제의공간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정성목 2015: 190)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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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화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여주는 유구는 서편건물지군의 건물지1·2가 

폐기된 이후 조성된 갈색 사질점토층에 자리한 건물지3

에 해당할 것이며, ‘승역’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

다. 승역이란 승려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숙식, 식수 공

급, 부식 저장과 같은 창고의 기능을 하며 사원의 입지와 

멀리 떨어질 수 없다. 

승역의 역할을 가정할 때, 왕흥사지 서편구역의 변

화된 기능으로 먼저 물품이나 부식을 저장하는 창고시설

의 가능성이 있다. 많은 수가 확인되는 호·옹은 서편구역

에서 저장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석제추의 출토는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 반입된 물

건을 저장하기 전 계량하거나 출납 시 사용되었을 것이

다. 또한, 사역 내에서 확인되는 모든 기종의 토기가 출토

되는 점은 사찰에서 사용되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밖에 서편구역의 경우 유구의 중

복과 교란이 심해 부엌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시루와 

동이, 개인 배식기인 완 등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보면 취

사도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공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사찰의 생산공간은 소규모의 공방지가 확인되는 경

우가 많으며, 신라 사찰인 감은사의 경우 서쪽에서 공방

지가 확인된 바 있으며, 분황사 북쪽지역에서도 노시설

이 확인된 바 있다. 백제 사찰의 경우 능산리사지에서 사

역 서편에 공방지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미륵사지에서는 

철기류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공방시설이 확인된 바 있

다. 이렇듯 백제와 신라지역 사찰의 공방지는 대체로 회

랑 외곽 서편에서 확인된다(정여선 2020: 79).

왕흥사지의 경우 서편건물지군 동측기단에서 2m 

떨어진 곳에 ‘노’시설이 확인되었다. 재층이 퇴적된 부정

형 수혈, 약 25~40㎝ 크기의 할석으로 벽체를 축조한 동

서 길이 1.3m, 폭 70㎝ 가량의 구조물, 얇은 판석 2매를 

세워서 벽체를 조성한 수혈과 백제시대 평기와를 세워 벽

체를 이룬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이 지점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층에 걸쳐 10㎝ 이상 되는 재층이 퇴적된 점 등으

로 볼 때 공방시설의 일종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생산 

그림 10 서편건물지 중복 관계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70~171 그림 재편집)

그림 11 사역 서편구역 출토 계량·저장·취사 관련 유물(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2017 그림 재편집). A: 석제추, B: 호·옹, C: 시루·동이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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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와 함께 서편대지 구획석렬과 서편배수로 내부에서 

중간 소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철괴 3점과 철 생

산 조업 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가 출토된 점은 서편구역

에서 생산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노시설은 서편건물지 성토층을 굴광하고 조성되었

다. 이를 통해 서편대지와 서편건물지를 어느 정도 사용

한 이후에 노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어느 시점에 서편건

물지가 공방지로 기능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2016: 196~230). 층위관계에서도 노시설은 

초석건물지1·2가 사용된 1차 활용면에 후행하고 있어 건

물지3과 동일한 단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출토 유물의 성격과 생산시설의 존재로 

볼 때 서편구역이 승역으로 활용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편대지 내에서 확인되는 구

역마다 다른 상부 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 석렬시

설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129)과 구체적인 용도

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주공9들도 저장 또는 생산과 관련된 

승역의 일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심

가람 외부 승역의 존재는 능산리사지에서도 제시되었다. 

능산리사지 북편구역에 대해 승방과 선방, 연지, 그리고 

창고, 우물 등의 건물이 한 세트를 이루며 승역이 조성되

었고, 능산리사지에서 보이는 불계와 승역의 구역 설정은 

당시 사찰 조성의 기본 패턴일 것으로 추정한 의견(조원

창 169~170)이 있다.

그렇다면, 사찰 초축 당시 제의공간으로 사용되던 

왕흥사지 사역 서편구역이 승역으로 변화되는 시기와 원

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간략히 추정해보면, 

『삼국사기』에 기록된 법왕 2년(600) 왕흥사 창건[創]과 무

왕 35년(634) 왕흥사의 준공[成]과 관련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왕흥사지 사리기에서 확인된 577

년 입찰(立刹) 명문을 해석하기 위해, 577년은 탑이 선행

하여 축조되고 600년 왕흥사가 완성된 것으로 해석한 사

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내부 토층조사

를 통해 목탑지보다 금당지가 선행하는 것이 밝혀져 이러

한 의견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577년 입찰 이후 600년 창건과 634년 준공 

기록에 대입할 수 있는 고고학적 변화는 사역 서편구역

으로 생각된다. 서편건물지가 제의시설에서 창고와 생산

시설로까지 변화하는 양상을 보면, 기존 위덕왕대에 제의 

성격이 강했던 왕흥사지 서편구역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승역으로 변화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600년) 봄 정월에 왕흥사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을 두었다(二年春正月創王興寺度僧

三十人)”로 생각해보려 한다. 왕흥사에 거주하고 활동하

는 승려의 수가 증가하고 자원의 저장과 물품 생산 필요성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위덕왕 대에 사용되었던 제의시설

그림 12   사역 서편구역 노시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정성목 2015: 186 사진 재편집). A: 서편구역 출토 철괴 및 철 슬래그, B: 추정 노시설, C: 추정 노시설 

층위관계

A B C

9 관북리 유적 ‘나’지구에서 노시설과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구덩이가 확인되며 공방과 관련된 크고 작은 구덩이도 존재하고 있는 점을 보면(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b: 102~107), 서편대지 내부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주공들도 공방 또는 폐기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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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장과 생산의 공간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634년) 봄 2월,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절

은 강가에 있었는데, 채색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은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三十五年春二

月王興寺成其寺臨水彩飾壯麗王每乘舟入寺行香)”의 기록

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이 자주 사찰을 방

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을 위한 자원과 물품의 필요성

과 출납이 증가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3) 서북편대지 – 수리시설

서북편대지는 서부속건물지, 서편대지와 경계를 이

루고 있으며, 남북석축 및 동서석축을 마련하여 부분적인 

대지를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 능산리사지의 경우도 제

의공간 또는 승역으로 추정되는 북편구역에서 좀 더 올라

간 북쪽 일대에 작업장 및 폐기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

하면, 왕흥사지 서편구역 북쪽으로 존재한 서북편구역 역

시 사찰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수 있다.

서북편대지의 조성은 배수와 관련한 수리시설의 목

적으로 추정된다. 동쪽에 형성된 축대는 서부속건물지 

서쪽의 배수 문제를 고려하여 축조되었으며, 석축 외부

의 모래층은 서부속건물지 서측 외곽 배수시설과 연결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부분적으로 자연 암반

을 굴착하여 축조되기도 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97~198). 서부속건물지의 조성 시기가 초축 시로 

추정된 점을 고려하면 서북편대지 또한 이른 단계부터 함

께 조성되었을 것이다. 

이밖에 서북편대지 내부에서 경사면을 따라 백제시

대 평기와를 겹쳐 시설한 남북 방향의 기와 도수관이 확

인된다. 이러한 기와 도수관은 서편대지에서도 확인되는

데, 서편건물지 초석이 확인된 곳 남편에 수키와와 암키

와를 겹쳐 조성한 남북 4.1m, 동서 4m 길이의 T형 와열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와열시설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배수 또는 도수의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관북리 유적에서도 와열시설

이 다수 확인되는데, ‘가’지구 석축 연못과 연결된 기와 도

수관로, ‘나’지구 방형 저수장과 연결된 기와 도수관, ‘마’

지구 Ⅰ·Ⅱ호 목곽 수조 연결 기와 관로 등으로 입수와 배

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2009b: 93~180). 왕흥사지에서 확인된 와열시설

은 관북리에 비해 소규모이나, 능산리사지 북편구역에서 

북쪽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집수시설로 유입하기 위

한 6.2m와 5.4m 길이의 와열시설이 확인된 점을 보면(한

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2010: 246~248) 

왕흥사지에서도 사찰 운영을 위한 수리시설을 조성했던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10 

와열시설은 초축 시보다는 사찰 운영 과정 중에 조

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북편대지 와열시설은 대

지 퇴적토를 굴광하여 시설되었으며(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125), 서편대지 와열시설이 조성된 적갈색 사질점

토층은 하부에는 초석건물지1·2가 조성된 회색·사질점토

층, 상부에는 고려시대 성토 및 퇴적층이 있어(부여문화

10 이밖에 수리시설로 서편대지 서측기단 외부의 서편배수로와 동건물지 동쪽의 동편배수시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암반층과 인접하고 있어 사역 경계의 

역할을 하며 계곡에서 흘러오는 유수의 배수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서편대지 서측기단과 서편배수로에 매우 인접하여 축조된 굴립주건물지도 현

재 정확한 기능은 밝히지 못하였으나 배수로와 인접해 지어졌다는 점에서 수리시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 화장실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

는데, 화장실은 숙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정여선 2020: 69) 변소시설에 대해서는 초기 경전에서부터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바, 

사찰 유적에서는 화장실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최태선 2020: 136). 다만, 익산 왕궁리와 부여 구아리 319 성결교회 유적에서 확인된 화장실과 형태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창고 등 다양한 기능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림 13   서북편대지 및 서편대지 와열시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 

2016 그림 재편집). A: 서북편대지 와열시설, B: 서편대지 와열시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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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소 2016: 173) 서편대지가 승역으로 활용된 건물지

3과 동일한 단계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동편대지

현재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되지 않

았지만, 왕흥사지에서는 서편구역과 대칭되게 동편구역

에 동편대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되어왔다. 

능산리사지에서도 중심가람 서대배수로 서쪽 밖에서 석

축기단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발굴조사에서 동대배수로

의 동쪽 일대에서 건물지들이 확인되어 동·서 구역을 모

두 활용하였음이 밝혀졌다. 

동편대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면, 2009년 트렌치 조사를 통해 초석과 기단 등의 시설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 4.3m 이상 기단토가 잔존하고 

있어 건물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편대지를 가

람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하였을 때, 이 기단토의 시작 

위치가 추정 동편대지 서측기단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으

며, 동편대지와 동편출입시설이 추정되는 입지가 지형도

상에 평평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이를 주

목한다면, 왕흥사지의 동편대지 또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흥사지가 익산 미륵사지와 유사

한 삼원식 구조였을 것이라 추정하며, 백제 사찰의 삼원

식 구조가 7세기 미륵사가 조영되며 나타난 것이 아닌 이

미 6세기 후엽경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292~300). 또한,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회랑 외곽의 건물지들은 

중국 남북조시대의 다원식 사원과 고구려의 삼금당 가람 

배치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며, 사상적 배경으로 미륵

신앙을 주목하였다. 성격이나 기능은 미륵사지의 동·서

원과 일정하게 연관된 것으로, 단순히 승려의 침식들을 

위한 거주공간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며 백제 사원의 신요

소로 판단되었다(이병호 2013).

하지만 삼원식(다원식) 구조의 추정은 신중하게 접

근할 필요성이 있다. 사역 동편부의 경우 서편부와 달리 

원형의 배수석렬이 확인되어 서편부와 대칭되게 동일한 

구조로 사역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

하며(정성목 2015: 173~191), 서건물지 서측기단에서 약 

6m 떨어져 이중석렬로 축조된 서편대지와 달리 동편대

지는 이중석렬의 구조가 확인되지 않으며, 동건물지 동편

11 강당지 북쪽 평탄지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조선시대 유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4 왕흥사지 동편대지의 입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34 재편집), 부여 왕흥사지 동편대지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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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남북 방향의 추가적인 석렬

유구12가 존재하여 서편대지와 구조 및 규모의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고중세 사원의 3금당 가람의 전개를 살펴보아

도 다원다전식 가람 배치는 수·당대 불교사상과 신앙대

상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하여 변화함이 확인되는데(이경

화 2017: 52), 앞서 서편대지의 조성 시기가 사찰 초축 시

(577년)13로 추정됨을 고려하면 삼원식의 개념이 아닌 동·

서 구역의 활용 측면에서 조성되었을 수 있다. 최근 6세

기 말기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여 금강사지에서도 발

굴조사를 통해 강당 북쪽과 동·서회랑 외부에 북·동·서 승

방이 존재하며, 백제시대에 초축하여 통일신라시대에 확

장된 점(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126~127)을 생각하

면 다원이 아닌 승방 등 사찰 운영과 관련한 구조일 가능

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왕흥사지 동편에 기와가

마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역 서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생산된 기와를 검수하거나 보관하던 시설 또는 승

려들과 사찰 운영과 관련된 인원들의 거주시설이 존재했

을 가능성도 있다. 

Ⅴ. 맺음말

왕흥사지는 1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중심가람

과 함께 동·서에 부속건물지를 배치하였음이 확인되었

고, 특징적으로 사역 서편구역에 대지를 설정하고 내부에 

다양한 건물지가 배치되었으며 동편구역에도 이러한 양

상이 추정되는 대규모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렇듯 다양한 부속건물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역 서편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는 실시되

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존 부속건물지 연구가 주로 강당

과 금당 좌우의 부속건물지에 한정되어 실시된 것에 기인

한다. 그러나 사찰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가람 인접 구역 또한 부속건물지의 범주에 

포함해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평면 구조와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왕

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가람과 함께 초

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속건물지가 단계적으로 확장

된 능산리사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동 2실의 동·서부속건물지는 

독방을 사용하는 승려의 거주공간으로 추정되며 동·서건

물지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 의례 준비, 접견 등 공적인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조합된 복합적 성격일 것이다. 

다만, 독립실이 존재하는 동건물지가 생활공간 성격이 좀 

더 강할 것이며 사역 서편구역과 인접한 서건물지는 공적

인 성격이 강할 것이다. 

중심가람 외부 공간에 대해 알아보면, 서편대지는 

대지 조성 양상과 초축 수막새의 출토를 고려할 때 중심

가람과 함께 조영되었을 것이다. 다만, 내부의 서편건물

지를 살펴보면 단계별 기능 변화가 추정된다.

1단계는 제의공간으로서 별도의 진입시설과 보도

시설이 조성되어 중심가람 못지않은 위계를 가지고 있으

며, 치미와 출토 유물을 살펴보아도 높은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에는 공방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석제추와 

다양한 기종의 유물이 출토됨을 볼 때 승역의 기능이 부

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600년 승려 30명을 

두었다는 기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서북편대지는 사역의 배수를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었을 것이며 와열 배수로 등 유구를 주목할 수 있

을 것이다.

12 기존 동건물지 동측기단으로 인식되어 13.7m 폭을 가지는 건물로 인식되었으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56), 이후 전면조사를 통해 북동측 및 동측기단

이 확인되어 11.86m 폭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116).

13 왕흥사 초창 단계인 위덕왕대는 1탑 1금당에서 무왕대에 미륵신앙의 요소가 첨부된 1탑 3금당으로 완공했다는 의견(조경철 2015: 31)을 고려하면 동편대지는 

후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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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구체적인 양상이 확인되지는 않았

으나, 동편대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삼

원식 구조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서편대지와 동일한 구조

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 승방 등 사찰 운영과 관련한 

구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왕흥사지 부속건물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

해 알아보았다. 이렇듯 부속건물지를 통해 사찰에서 실

시된 다양한 행위와 운영 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사

찰 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추가된 발굴자료의 해석에서 부

속건물지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이 실시된다면 

백제 사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국립문화재연구소 정성목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밖에 홍밝음, 우상은, 오현욱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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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o Wangheungsa Temple was excavated 15 times by the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y 2015. In doing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ttached buildings were placed in the east and west along 

with the central Sangharama building. Various building sites were established in the western section of  the temple, 

and various buildings were placed inside, and this pattern was estimated in the eastern section.

In this articl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attached buildings of  the Wangheungsa Temple were focused on 

the planar structure and excavated artifact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the attached buildings of  the Wangheungsa Temple is their construction 

alongside the central Sangharama building. It is different from the building to the Neungsan-ri Temple, which was 

expanded gradually.

The attached buildings in the east and west of  the lecture hall are presumed to be living space for monks who 

used solitary rooms, and the attached buildings in the east and west of  the main hall were a combination of  public 

work space used for things such as administration, ceremonies, and reception.

Next, looking at the outer space of  the central Sangharama, the western section was likely constructed at the 

same time as the central Sangharama. However, if  you look at the building site inside the western section, the 

function has been changed in two stages. The first stage was a ritual space, and it is evident that the western section 

has a separate entrance and sidewalk and that the workshop was used as a monastery space in the second stage .

Finally, there is a distinct possibility that the eastern part of  the complex was an important section. Although this 

space is presumed to be composed of  triple towers and halls, it must be have been approached in various ways and 

included structur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emples, such as the monastery space.

From this point on, the overall appearance of  Baekje temples can be recovered through access to temple 

structures in a wide variety of  ways, including studies of  the attached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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