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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익산 왕궁이 사찰로 바뀐 것에 주목하고 그것이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다. 

익산 왕궁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륵사 서원 건립 즈음으로 추정되며, 더 나아가 왕궁의 일부가 훼손되고 

사찰로 바뀐 것은 의자왕 즉위 후 얼마 안 된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익산으로의 천도는 달성되지 않은 채 사찰 중

심의 도시로 바뀌었다.

사비에서는 무왕대에 대홍수를 겪으며 도시 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이 이

루어지면서 이와 연동하여 왕궁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궁도 조영되었으며 도성 내부 전역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었다. 

이때 유행한 기와가 7엽 꽃술형 수막새다. 

무왕은 익산에 단순한 별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찰이 의미하는 신성을 부여하여 사비와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말년의 무왕이나 무왕 사망 직후의 의자왕은 기반이 되는 정치 세력의 재편에 따라 익산에서 천도와 

관련된 도성 개발을 멈추고 사찰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신 사비의 재정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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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익산시 왕궁면과 금마면 일대에는 고대 도성에 어울

리는 흔적이 남아 있다. 즉 왕궁(왕궁리 유적), 거대한 사

찰(미륵사지, 제석사지), 왕릉(쌍릉), 그리고 산성(익산

토성 등)이 존재한다. 익산 지역의 이러한 고고학적인 현

상을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서 보이는 천도(遷

都)와 결부시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삼국사기』 등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사에는 사비(泗沘)에서 익산(益山)으로 천도했다는 기

록이 없는 점을 근거로 천도를 부정하며 별도(別都) 등 다

른 성격을 부여하는 의견이 아직은 대부분이다. 도로에 

의해 구획된 시가지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도 천도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약점이다. 

『관세음응험기』에 대한 신뢰 여부는 백제가 익산으

로 천도했는지를 논의하는 데 관건이다. 사료로서 신뢰

할 만하다는 연구가 문헌사(홍윤식 2003)나 서지학(송일

기 2005)에서 일부 이루어졌으나 아직 의구심이 가시지

는 않았다. 다만 제석사지와 폐기장 조사 결과 『관세음

응험기』의 백제 관련 기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생겼다.

제석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사비에 세워진 일반적인 

백제 사찰과 가람 배치가 동일한 대규모의 백제 사찰임은 

분명해졌다. 목탑 심초석의 위치와 가람 배치로 보아 가

장 늦은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고려시대 

기와이기는 하지만 ‘제석사(帝釋寺)’명 기와도 출토되었

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2013b). 게다가 제석사지 

사역에서 북동편으로 400여m 떨어진 곳에서는 불탄 건

축 부재를 쌓아둔 대규모 폐기장도 확인되었다(김선기·

조상미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이러한 조사 

결과로 『관세음응험기』 기사의 사료로서의 신뢰도가 높

아졌다. 따라서 천도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왕궁리 유적 등 익산의 여러 백제 유적은 이

곳에 고대 도성의 범주에 포함할 만한 시설이 일정 기간 

존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그것이 천도를 증명하

는지는 『삼국사기』 등 신뢰할 만한 문헌에 기록이 없고, 

복도(複都)나 별도 등 다른 성격을 부여할 여지도 많기 때

문에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여기서는 

천도 여부를 떠나 무왕대에 익산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

발을 ‘익산 경영(益山經營)’(노중국 1988)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익산 백제 유적의 성격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익산과 사비의 개발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도성의 개발 과정에서 전기(轉機)로 볼 만한 고

고학적인 흔적을 익산과 사비에서 찾아보고 그것이 서로 

연동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슷한 시기에 

두 도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천도 등 두 도

시의 성격 변화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비에서 익산으로 천도하였다면 사비에서 도시 쇠퇴의 

흔적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비

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도성의 경관을 갖추었던 

익산에서 나중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연동되어 사비

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백제 왕권의 익산에 대

한 경영 방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익산에서 왕궁이 사찰로 바뀌는 등 도성 

관련 시설에 변화가 있는 것과 연동하여 사비에서도 새롭

게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흔적에 주목하여 관

련된 고고자료를 제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

1. 왕궁에서 사찰로

왕궁은 도성의 핵심 시설이다. 익산 왕궁은 왕궁리 

유적에 있었다. 따라서 왕궁리 유적의 성격 변화는 사비 

도성과 유사한 도성 시설을 갖춘 익산의 변천 과정 혹은 

성격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왕궁리 유적은 1989년부터 30년 넘게 연차적으로 발

굴조사되어 왕궁의 구조와 변천 과정이 거의 밝혀졌다. 

왕궁리 유적의 변천 과정은 발굴조사에 오랫동안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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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익산 왕궁리 유적 대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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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2010)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그는 왕궁리 유적의 변천 과정을 유구의 중복 관계, 

출토 유물 분석 등을 통해 7단계로 설정하였다. 즉 1단계: 

궁성 축조 단계(7세기 전반, 상향 가능), 2단계: 궁성 완성 

단계(7세기 전반~중반), 3단계: 궁성에서 사찰로의 이행 

단계(백제 말, 7세기 중반), 4단계: 궁과 사찰의 병립 단

계(보덕국, 7세기 말), 5단계: 사찰 중심 공간의 확대 단계

(통일신라시대, 상한 7세기 말, 하한 10세기), 6단계: 사찰 

중심 공간의 축소 단계(통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초, 즉 

10세기 전반~중반), 7단계: 궁성 폐기 단계(10세기 후반 

이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단계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을 수 있다. 특히 1·2단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유구나 유물로 볼 때 5단계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반면에 5층 석탑 건립과 관련된 나말여초(6단계)의 흔적

은 많이 보인다. 따라서 5단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6단계의 의미를 ‘축소’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왕궁리 유적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

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백제 때 왕궁이 사찰로 

바뀌는 3단계다. 3단계는 왕궁의 중심 공간이 부분적으

로 파괴되며 사찰이 조성되는 단계다. 

사역이 조성되면서 대형 전각 건물이 있던 동서 축

대 1의 남쪽은 메워졌다. 그리고 동서 축대 2를 파괴하고 

목탑이 세워졌다. 또한 동서 축대 2~3 사이에 위치하는 

금당은 동편의 왕궁 관련 건물(건물지 10·14)보다 1m 정

도 아래에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지면을 삭토하고 

남북 축대를 쌓아 사역을 분명하게 경계 지은 것을 말해

준다. 강당지 하부에서는 공방에서 나온 잔해를 폐기한 

장소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역은 왕궁의 중심 시설 일

부를 파괴하며 조성되었다. 사역은 새롭게 남북 방향 축

대(동)와 배수로(서)에 의해 왕궁의 다른 공간과 구별되

었다. 

3단계의 사찰은 목탑,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

상에 배치된 1탑 1금당식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2008). 사비기 백제의 일반적인 가람 배치와 동일하

나 회랑과 중문이 없는 점은 다르다. 따로 담장을 두르지 

않고 왕궁의 궁장이 그대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남북 중

심축은 기존 왕궁의 중심축과 동일하다(그림 1, 2).

목탑터는 동서 축대 2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건물지 

3일 가능성이 높다.1 이유는 규모(지하 기초부 터파기 어

깨선 사방 13.6m, 부석면 사방 12.4m)가 사비기 목탑의 

그것과 유사하고, 지하 기초부 조성 과정에 돌을 깔고 성
그림 2   익산 왕궁리 유적 대관사지 가람 배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a 

편집·가필)

1 목탑의 위치를 현 석탑 아래로 보는 견해(김선기 2012 등)도 있으나 이곳의 판축 기초는 동서 16.85m, 남북 12.7m로 백제의 일반적인 목탑 기단의 평면이 정

방형인 점과 달라 후대의 또 다른 건물 기초로 여겨진다(전용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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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방식은 미륵사지 서탑 등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이

다. 지하 기초부가 깊지 않으나 이것은 부여 군수리 사지

처럼 지반층이 제4기 지질층으로 단단하기 때문으로 여

겨진다.

금당지는 지하 기초부와 지상의 기단이 정교한 판축

으로 조성되었다. 금당지의 적심에 사용된 석재는 화강

암 격지, 생토(적갈색 점토)에 섞여 있는 자갈돌이며, 적

심 하부는 황색 마사토로 다졌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의 적심석과 분명 다르고 사비기 백제의 초석 아래 흙다

짐 적심(적심토)과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금

당지가 백제 때도 금당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1992; 전용호 2010).

현재 남아 있는 강당지는 기단토 하부에 토관(土管)

과 공방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적심에 동서 축대에서 빼온 

사구석 등 돌을 사용한 것이 백제와는 달라 5층 석탑과 

함께 나말여초에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 때의 강

당과 관련된 흔적은 현 강당지의 남쪽에 남아 있는 계단

지다. 계단 뒤채움부의 흔적까지 고려하면 기단의 동서 

규모는 최소 50.14m다.2 

금당지와 강당지는 약 15m, 금당지과 목탑지는 약 

10m 떨어져 있다. 

 이 사찰은 『삼국사기』 태종무열왕 8년(661)조에 보

이는 다음 기사와 ‘대관관사(大官官寺)’, ‘관궁사(官宮寺)’ 

및 ‘왕궁사(王宮寺)’명 기와를 통해 대관사(大官寺)로 추

정되고 있다(송상규 1976; 藤澤一夫 1977; 이신효 2006; 

김선기 2012).3 

“6월에 대관사(大官寺) 우물의 물이 피가 되었고, 금마군(金

馬郡)의 땅에 피가 흘러서 그 넓이가 다섯 보(步)가 되었다.”4

그렇다면 왕궁에서 사찰로 언제 바뀌었을까? 이에 

앞서 우선 왕궁의 조성 시기부터 살펴보자.

왕궁리 유적에서는 제석사지, 미륵사지와 달리 사

비에서 유행한 수막새를 비롯한 거의 모든 형식의 사비

기 백제 수막새가 확인되고 있다. 사비에서 유행한 원형

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와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수

막새가 대표적이다. 이 중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표 1). 삼각돌기형 8엽 연

화문 수막새 중에서도 원권(圓圈)이 돌려진 편평한 자방

에 1+7+16과의 연자가 3열로 배치된 형식(111D-②형)이 

가장 많다(사진 1). 다음으로 곡절형(曲折形) 8엽 연화문, 

인동자엽형 8엽 연화문, 꽃술형 8엽 연화문, 복판 6엽 연

화문, 무문, 파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 2013a). 

이에 비해 제석사지와 미륵사지에서는 사비에서 유

행한 원형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는 거의 출토되지 않

고,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도 매우 적게 출토되었

다. 따라서 왕궁이 가장 먼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2 남북 폭을 알 수 있는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미륵사지 강당지(19.8m), 제석사지 강당지(18.3m)의 남북 폭과 부여 왕흥사지 강당지(46.8×19.2m)의 길

이/너비 비율(2.43)을 참고하면 왕궁리 유적 강당지의 남북 폭도 18~20m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 강당지와 대부분 겹친다.

3 다만 이 기사의 대관사라는 이름은 백제 관련 문헌이나 출토 기와 명문에 ‘대관사(大官寺)’가 없으므로 통일신라시대 중후반에 ‘대관관사’ 등으로 불리던 사찰명을 

백제 때 사찰에 소급하여 붙인 것일 가능성도 있다.

4 “六月, 大官寺井水爲血, 金馬郡地流血廣五步”(『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사진 1   익산 왕궁리 유적 출토 수막새(111D-②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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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삼각돌기형 8엽 연화

문 수막새 중 111D-②형은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 사

지, 정림사지 등 부여 지역의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

는 형식으로, 이러한 유적에서 출토된 수막새와 같은 범

상(笵傷)이 확인되어 동범와(同笵瓦)임을 알 수 있다. 

111D-②형은 특히 부여 관북리 유적과 익산 왕궁리 유적

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출토 양상을 통

해 두 유적이 왕실의 주도로 조성된 동일한 성격의 시설

로서 부여에 있는 국가 소속의 공방에서 같은 기와를 공

급받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박원지 2012;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2013a). 

익산 왕궁의 조성 시기는 왕궁리 유적과 관북리 유

적의 수막새 형식별 비율로 살펴볼 수 있다. 관북리 유적

의 수막새 형식별 비율을 살펴보면 삼각돌기형(111D)이 

49.24%로 가장 많고, 원형돌기형(111C)이 17.8%로 그 다

음을 잇는데, 이러한 수막새 대부분은 유구의 중복 관계

로 볼 때 목곽고 등 저장시설 단지가 폐기되고 기와기단

건물의 입주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왕

궁역이 북편으로 확장된 단계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 시

기는 6세기 4/4분기~7세기 1/4분기로 추정된다(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2009a·2012).

이에 비해 왕궁리 유적에서는 원형돌기형 수막새가 

극소수 발견되고 삼각돌기형 수막새가 가장 많으며 곡절

형이라는 새로운 수막새 형식이 등장하여 관북리와 차이

를 보인다. 이로 보아 익산 왕궁의 조성 시기는 부여 관북

리 유적에서 보이는 왕궁의 확장 단계5에서도 늦은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7세기에 들어서서 조영되

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익산 미륵사지 서탑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인동자엽형, 꽃술형 연화문 수막새는 서탑이 세워진 639년 

이전에 미륵사 중원의 창건와로 사용되었다(국립문화재

연구소 2012). 미륵사는 전체 가람에 대한 기획·설계가 한

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삼원의 건설은 대지 조성 과정, 

서탑 기초부에서 출토된 창건와의 존재, 동서 석탑의 차이 

5 뒤에서 살펴볼 관북리 유적 3단계에 해당한다.

표 1 익산 백제 유적 수막새 유형별 구성

유적
수막새 유형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폐기 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 비고

111C 연화문 8엽 원형돌기형 1(0.65) 0 0 3(0.1)

111D 연화문 8엽 삼각돌기형 67(43.68) 0 1(3) 36(2)

111E 연화문 8엽 곡절형 35(20.85)
71

(100)
8(29) 0

113J-③ 연화문 8엽 인동자엽형  7(4.75) 0 16(59.2) 0 연판 곡절

113I-② 연화문 8엽 꽃술형  5(3.26) 0 0 53(3.1)

113J-①② 연화문 6엽 인동자엽형  0 0 0 617(36.9)
639년 직전 등장

(미륵사 창건 기와)

113I-① 연화문 6엽 꽃술형  0 0 0 942(56.4) 〃

12 연화문 6엽 복판 11(7.18) 0 0 12(0.7)

2 무문  8(5.22) 0 0 0

3 파문 22(14.36) 0 2(7.4) 0

유형명, 왕궁리 유적 및 제석사지 자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a, 『백제 사비기 기와 연구 Ⅴ』

미륵사지 자료: 이병호, 2018, 「익산 미륵사지 출토 백제 수막새의 기초적 검토」, 『백제학보』 제24호, 표 1(단, 유형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안에 따라 재분

류하여 계산함)

제석사지 폐기 유적: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제석사지 폐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Ⅲ』

※ ( ) 안은 유적별 각 유형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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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김낙

중 2017). 서원보다 목탑이 있는 중원이 먼저 축조되었는

데 그 시기는 중원 금당지, 동승방지, 강당지 및 접랑지, 북

승방지에서 출토된 ‘정해(丁亥)○○’(627년), ‘을축(己丑)’

(629년)명 인장와로 볼 때 627~629년으로 추정된다(노중

국 1999). 그런데 왕궁리 유적에서는 사비에서 6세기 후반

부터 유행한 삼각돌기형 연화문 수막새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인동자엽형, 꽃술형 수막새는 소수에 그친다. 후자의 

두 형식도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은 꽃잎이 6엽인 것과 

달리 8엽이며 연판은 곡절형과 유사하다. 한편 이러한 인

동자엽형 8엽 연화문 수막새는 제석사지에서는 출토되었

지만 폐기장에서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제석사의 창건

와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전용호 2017). 따라서 익산 

왕궁에서 수량이 얼마 안 되는 인동자엽형 8엽 연화문 수

막새는 639년 이후 보수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익산 왕궁은 미륵사 창

건 이전에 축조되었으며, 미륵사 창건과 제석사 화재(639

년) 이후에는 왕궁의 대대적인 보수나 중건은 없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익산 왕궁의 조영은 부여 관북리 

왕궁의 확장 시기보다는 늦고 익산 미륵사 초창보다 앞서

는 7세기 1/4분기의 무왕대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왕궁에서 사찰로 바뀐 시점은 언제일까? 

왕궁리 유적의 변천 과정 중 3단계는 금당지의 기단 판축 

기법6이 인접한 제석사지의 금당지와 거의 같고, 목탑지

로 추정되는 건물지 3의 암거(暗渠)에 백제 수키와가 사

용되었으며, 백제 무왕의 죽음으로 익산 중심에서 부여 

중심으로 정치 지형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의

자왕대인 7세기 중반으로 추정한 바 있다(전용호 2010).

좀 더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는 왕궁리 유적의 

사찰 유적에서 사용된 와당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당지의 기단 판축토 내에서는 단판 연화문 수막새7, 

인장와, 등에 무문 혹은 단선문이 시문되고 내면에 모골(통

쪽와통)흔이 뚜렷한 평기와 등 백제 기와편만 출토되었다. 

이러한 기와들은 동서 축대 1의 남측에서 출토된 것과 같

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50·153). 사찰을 세우기 위

해 축대 앞을 메웠기 때문에 동서 축대 1의 남측에서 출토

된 것들은 동서 축대 축조 및 사용 시기에 사용된 것이 매

몰된 것, 즉 왕궁의 운영 시기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금

당은 왕궁의 운영 시기보다 한 단계 늦게 축조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금당지 기단토 내 출토 기와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

한다. 우선 백제 이후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당이 백제 때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

음으로 금당을 위시한 사찰 건물을 축조하기 이전에 이미 

막새 등 기와를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으며 그러한 건물은 

왕궁 관련 건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당지 내외에서 백제 수막새로는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만 출토되었다. 이에 비해 강당지에서는 

인동자엽형 6엽 연화문(1점), 꽃술형 8엽 연화문(1점), 복

판 6엽 연화문(4점)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 강당지 주

변에서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1점이 출토되었다는 보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61 연화문 수막새 207)가 있는

데 출토 위치(그리드 N7W1)는 현 강당지 남편의 계단지, 

즉 원 강당지에 해당한다.

이 중 인동자엽형 6엽 수막새는 미륵사 초창기 건물

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91 

도면 20-②). 한편 꽃술형 8엽 연화문 수막새는 미륵사 창

건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꽃술형 6엽 수막새의 영향을 

받아 익산 왕궁과 미륵사에서 기존의 8엽 전통을 이어 만

들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왕궁리 유적 강당지 주변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 두 종류(그림 3B, 3C)는 미륵사 창건기 

수막새와는 확연히 다른 형식이고 639년에 축조된 서탑 

기초부에서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처럼 왕궁리 유적의 금당과 강당에는 왕궁 건물에 

6 지하 기초부(깊이 20~40㎝)와 지면 위로 드러난 기단(두께 80㎝)으로 이루어졌는데 황갈색 마사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정교하게 판축하였다.

7 보고서를 통해서는 어떤 형식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왕궁리 유적의 수막새 종류별 출토 수량을 고려할 때 삼각돌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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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삼각돌기형 연화문 수막새가 주로 재사용되면서 

인동자엽형 6엽 연화문 수막새, 꽃술형 8엽 연화문 수막

새 및 복판 6엽 연화문 수막새가 부분적으로 새롭게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을 고려하면 인동자엽형

과 꽃술형 8엽 연화문 수막새가 대관사 건설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든 기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당지와 강

당지 주변에서 ‘을축(己丑)’, ‘정사(丁巳)’명 인각와도 출토

되었는데(扶餘文化財硏究所 1992), 각각 629년과 657년

에 해당하는 간지로 해석하면 사찰이 조영되며 사용된 수

막새의 연대와 부합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빨라도 미륵사 창건 이후, 아마도 

서원 석탑 건립 직후에 가까운 시점, 즉 무왕대 말년이거

나 의자왕대 초에 익산 왕궁은 사찰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비궁 중수(630년), 궁남지 조성(634년) 등 무왕 말

년에 이루어진 사비에서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고려하면 

익산 왕궁의 위상은 이때부터 이미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왕대 익산 경영의 핵심인 왕궁의 중요 건물

을 파괴하며 건립되었고 쌍릉에 인접한 점을 고려하여 사

찰의 성격을 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볼 경우(이

신효 2006) 그 건립 연대는 의자왕대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고자료와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

할 때 익산 왕궁의 위상은 무왕 말년에 이미 떨어지기 시

작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의자왕 즉위 후 얼마 안 되어 

왕궁에 사찰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왕궁에서 사찰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우선 왕궁이 기능하던 시기의 익산(금마저)의 성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궁 이외에도 왕실 발원의 사찰, 

배후 산성(익산토성)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다만 사비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도로에 의한 공간 구획과 그 안에 분

포하는 벽주건물, 우물, 공방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

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왕궁을 방어하는 산

성으로는 사비 쪽인 북쪽에 위치한 익산토성, 학현산성 

등이 있을 뿐이고, 대(對)신라 방어에 중요한 남쪽의 인접 

지역에는 삼례토성 등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

져 있지 않다. 그리고 왕궁 자체도 일반적인 성곽의 성벽

과 같은 구조가 아니며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지형에 

입지하여 방어에서의 취약성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익산 왕궁은 전쟁까지 고려하여 

축조한 상주용 왕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이

궁, 별궁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이궁이

나 별궁 수준에만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익산은 도성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을 대체로 갖추어 왕도

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비의 개발 과정은 관북리, 쌍북리, 석목리, 능

산리 등지의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천도 전후부

터 연속적이며 점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비

에서는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천도 등과 같은 급격

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익산이 경영되던 시기

에도 사비에서는 도시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익산 개발은 천도와는 다른 관점

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은 무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별도(別都)8였거나 혹은 『구당서』와 『신당서』 에 동서양성

(東西兩城) 혹은 동서이성(東西二城)으로 나오는 것처럼 

8 “本百濟金馬只武康王時築城置別都稱金馬渚 唐滅百濟置馬韓都督部”(『大東地志』 익산 연혁).

그림 3   익산 왕궁리 유적 강당지 주변 출토 수막새(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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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陪都)로서 사비 도성과 함께 복도(複都)를 구성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박순발 2019). 고구려에도 평양성(장안

성) 외에 별도로서 국내성과 한성(漢城)이 있어 삼경(三

京)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9 

한편 천도론, 별도론 등과는 달리 국가의 정신적 이

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사찰이 두드러진 익산의 종교적·정

신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신도설(神都說)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조경철 2015). 그가 말하는 신도는 도읍의 여러 

요소 가운데 사찰이 표방하는 이념을 중시하고 궁궐, 성

곽 또는 고분 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도시로서 정식 도

읍은 아니지만 종교의 기능만큼은 도읍의 기능을 뛰어넘

는 구실을 하는 도시다. 미륵사, 제석사, 대관사를 통해 

익산은 미륵의 도솔천신, 제석의 도리천신이 보호하는 신

도이며 인왕은 그 신도를 다스리는 무왕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익산 경영 초기부터 신도를 표방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익산 경영 초기부터 본격

적인 왕궁이나 성곽(익산토성) 등 도성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이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무왕의 말년이나 사

후에 왕궁은 사원(대관사)으로 바뀌고, 미륵사에서는 중

원에 이어 서원이 창건(639년)되었으며, 639년에 불탄 제

석정사를 대신하여 다시 절을 지으면서 익산은 명실상부 

사찰의 도시로 온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왕궁에 사찰이 들어서며 익산은 일반 도성보다

는 신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이다. 그리고 그것은 630년 사비궁 중수 등으로 대표되는 

무왕대 말년의 사비 재정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무왕 말년에 이미 익산의 위상은 타격을 입기 시작한 것

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왕궁이 훼손된 것이다.

왕궁의 일부를 훼손하고 사찰을 조영한 행위는 왕궁

이 상징하는 권위가 사라졌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익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익산 왕궁은 의자왕의 즉위와 함께 

이루어진 정치 세력의 재편에 따라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왕을 위한 추모 공간으로 바뀐 것으로 여겨진

다(강종원 2007). 이에 따라 별도 혹은 배도로서의 익산

은 사찰을 중심으로 한 신도로서의 성격이 짙어졌다고 여

겨진다.    

Ⅲ. 사비의 재정비

1. 왕궁역(王宮域)의 확대와 재정비

사비 왕궁의 전모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왕궁

의 북편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부여 관북리 유적을 사

례로 살펴보면 이 일대의 변천 과정은 대규모 성토에 의

한 대지 조성을 기준으로 크게는 두 단계, 유구의 중복과 

폐기의 정황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a·b; 남호현 2010; 심상

육 외 2014).

우선 1단계는 ‘가’-2지구의 석축 연못 축조 이전의 초

기 연못 또는 웅덩이와 이에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배수로, ‘나’지구 공방 관련 유구와 동서 방향의 굴립

주건물 기둥렬, ‘다’, ‘라’지구의 중소형 구덩이와 굴립주

건물 형태의 저장 또는 작업 시설, ‘마’지구의 목탄 집중면 

등이 조성된 웅진기 말～사비 천도 전후, 즉 6세기 2/4분

기다(최하 생활면-초기 생활면).

2단계는 ‘나’지구의 각종 공방 시설, 92-H구 움막 공

방과 소형 구덩이, 백제 가마와 폐기 구덩이, ‘다’지구의 

서쪽 목곽 곳간, ‘라’지구의 목곽 및 석곽 곳간과 중대형의 

구덩이, 굴립주건물 형태의 저장 시설 단지가 조성되고 

일부 지면 평탄화 작업이 병행되던 시기로 6세기 3/4분기

로 추정된다.

3단계는 관북리, 구아리 등 사비 도성의 폭넓은 범위

9 “其王好修宮室, 都平壤城, 亦曰長安城, 東西六里, 隨山屈曲, 南臨浿水. 城內唯積倉儲器, 備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其外復有國內城及漢

城, 亦別都也. 其國中呼爲三京”(『北史』 열전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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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성토 대지 조성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러한 성토 대지 위에는 사비기의 다양한 유

구들이 남아 있다. 당시의 시설물은 공간적인 구분에 따

라 배치되었는데, 부여객사 정남쪽에는 연못 등 조경과 

휴식 시설이 들어서고 그 좌우에 도로, 기와건물 등이 들

어섰다.

이 단계의 대표적인 유구로는 ‘가’지구의 석축 연못, 

‘나’지구 및 2011~2012년 조사 구역의 목조 측구가 달린 

남북 대로, ‘나’지구의 초기 동서 석렬 및 공방 관련 시설

들, 그리고 ‘라’지구의 기와기단건물, ‘마’지구의 목곽 수조

와 기와 관로, ‘바’지구의 방형으로 기와를 깐 시설(敷瓦施

設), 구아리 우물 등을 들 수 있다. 원래의 저장 시설 단지

는 폐기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단계의 연대는 ‘라’～‘바’지구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단서로 추정할 수 있다. 부소산 서남록에 해당하는 ‘라’～

‘바’지구 개발은 6세기 4/4분기에 시작되어 7세기 1/4분기 

초엽에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라’지구 대형 건물지 하부 구덩이와 기단 성

토층에서 출토된 삼각돌기형 연판을 가진 수막새(표 2A, 

2B)는 3단계의 기와기단건물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런데 이런 수막새는 일본 아스카데라(飛鳥寺) 창건 

와당 중 화조(花組) 계열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백

제에서 와박사(瓦博士)를 파견한 588년 이전에 생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아리 우물지 최하층에서는 이

러한 수막새와 함께 ‘정사(丁巳)’(597년)명 인장와가 발견

되었다. 따라서 570~580년대에는 이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병호 2007: 주

299). 또한 ‘바’지구(2008년 조사 구역) 성토층 내에서 출

토된 중국 남조 말～수나라 초기의 것과 유사한 중국 청

자, 방형의 기와 깐 시설에서 나온 ‘을축(乙丑)’(605년으

로 추정)명 인장와, 1차 성토 대지 조성 후 홍수에 의해 이

루어진 퇴적층의 흔적과 『삼국사기』 무왕 13년(612) 홍수 

기록의 연관성 등을 통해 7세기 1/4분기까지 개발이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지구 서북 모서리의 축대

와 다리, 그리고 그 북편의 구릉 등을 고려하면 이 단계에 

왕궁역의 서북 경계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4단계는 ‘가’지구 보축 연못, ‘나’지구 와적기단건물, 

개·보수된 도로(남북 대로 석조 측구, 동서 소로 북편의 

남북 대로 동쪽 측구는 매몰), 1988~1989년 조사 부소산

록 E·F구 축대와 배수구, 우물, 기단건물 및 남북 소로, 기

와기단건물이 폐기되고 들어선 ‘라’지구의 대형 전각건물, 

2012년 조사 1-1지구의 대형 적심을 가진 남북 방향 건물 

그림 4 사비 왕궁역의 유구 분포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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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들어선 시기다. 문헌에서 확인되는 630년대 사비궁 

중수 및 궁남지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

되던 무렵으로 추정된다. 7세기 2/4분기에 해당하는 이 

단계는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수준을 넘어 부분적으로 

재성토되고 새롭게 건물이 구축되기도 했다.

2008년 조사 구역(‘바’지구)에서 성토 대지 마감 석

렬이 이중이고 재성토의 흔적이 확인되어 택지의 재정비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성토와 관련된 기와 매

립층에서 개원통보(開元通寶)가 출토되었는데, 이 동전

은 당나라 무덕(武德) 4년(621)에 처음 주조된 것이므로 

재정비의 상한을 추정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신라 토기

편과 1차 성토층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던 소문 수막새 및 

꽃술자엽형 수막새가 출토되어 두 성토층 사이의 시차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단계에 ‘라’, ‘바’지구도 왕궁역의 중심 

공간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5단계는 대형 전각건물이 개·보수된 시기로 7세기 

중기 이후로 추정된다.

사비 도성 내 왕궁역의 추정은 물론이고 익산 왕

궁리 유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건물이 부여 관북리 유

적 ‘라’지구에서 확인된 대형 전각건물이다. 기단은 동서 

35m, 남북 18.5m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주칸은 7×4칸이

다(그림 5). 이 건물은 기와 파편을 다량 섞어 흙을 다지

며 터를 돋은 후에 초석이 놓일 자리에 한 변이 2.4m 안

팎인 방형의 적심 시설 총 36개를 만들었다. 기둥의 배치 

형태로 보아 4면에 툇간이 있고 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있

었던 중층의 대형 전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기

단은 돌과 기와를 혼합하여 마감하였다. 지붕에는 기와

를 이었는데 처마 끝에는 꽃술형 7엽 연화문 수막새로 장

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거의 똑같은 규모와 형태의 건물이 익산 왕궁

리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는데 4단으로 구획된 전각 구역 

중 가장 아래쪽인 남쪽에 위치하는 중심 건물이다(그림 

6). 익산 왕궁리 유적 대형 건물지는 그 위치로 보아 외조 

태극전일 가능성이 높은 점(박순발 2009)으로 볼 때 관북

리 유적의 대형 전각건물이 왕궁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

지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왕궁 내 위치, 주변 건물 

등을 고려할 때 정전보다 영빈관이나 귀족을 위한 공간일 

가능성도 있다(이병호 2011). 어쨌든 이 건물은 대지 조

성 과정과 유구의 중복 관계로 볼 때 이 일대에서 가장 늦

게 조성되었고, 전각건물 상부 및 주변 퇴적층에서 출토

된 꽃술자엽형 수막새(표 2C), 즉 전각건물에 이었던 기

와가 사비기 수막새 가운데 가장 늦은 형식의 하나인 점

을 고려하면 612년 대홍수 이후 이루어진 630년대 사비 

왕궁의 중수나 655년(의자왕 15) 2월에 태자궁을 지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관련된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김낙중 2012). 

익산 왕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의 창건와는 삼각돌

기형 8엽 연화문 수막새인데, 부여 관북리 유적 대형 전

각건물지에서는 이러한 수막새가 전각건물의 하부 구덩

이나 기단 성토층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2A, 2B). 이것은 

관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이 왕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

그림 5 부여 관북리 유적 대형 전각건물(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a)

그림 6 익산 왕궁리 유적 대형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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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한 단계 늦다는 것을 말해준다. 꽃술형 수막새는 관

북리 유적의 거의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 2012a: 28). 이것은 대형 전각건물의 건축과 함

께 이 일대의 재정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

사한다. 부소산 사지에서도 꽃술형 수막새가 출토된 점

으로 보아 대형 전각건물과 이 사찰의 건립이 시기적으로 

연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궁리 유적과 관북리 유적의 대형 전각건물이 규모

와 평면 구조에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고, 두 건물

지의 폐기와 축조에서 시간적인 연속성이 관찰되는 점을 

들어 무왕의 사비궁 중수에 따라 익산 왕궁의 전각이 ‘이

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남호현 

2006).

 

2. 이궁(離宮)의 건설과 확장(화지산 유적) 

화지산은 부소산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48m의 낮은 산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

자왕 15년(655)조에 “왕궁 남쪽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

다”는 기록이 있는데, 화지산 주변의 경관을 고려할 때 이 

망해정은 궁남지와 관련하여 화지산에 존재했을 가능성

이 높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화지산 일대에 이궁터가 남

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1986년에는 팔각 우물

이 발굴되었다.

화지산에 대한 발굴조사는 궁남지를 바라보는 서남

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국립부여문화재연

구소 2000; 심상육·이명호 2018;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성현화·김문옥 2020). 이곳은 완만한 경사의 골짜기와 그 

남편의 능선부로 구분된다. 골짜기에 계단식으로 성토 

대지를 조성하여 주초건물 등을 배치하였다(그림 7).

화지산 유적의 변천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 1기는 

원삼국시대~사비기 이전(3~5세기)으로 토광묘, 수혈유

구 등이 확인되었다. 2기는 사비기 하층으로 골짜기와 주

변 구릉부의 원지반을 깎거나 성토하여 정지하고 시설

이 들어섰는데 수혈주거지, 벽주건물지, 수혈, 굴립주건

표 2 ‘라’지구 대형 전각건물 관련 수막새(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a·2012)

출토 위치 전각건물 하부 대형 구덩이 전각건물 기단 성토층 전각건물 상부 및 주변 퇴적층

대표 수막새

출토 맥락

전각건물 하부와 동쪽 및 남쪽 주변에서는 

곳간의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어려운 대

형 구덩이들이 다수 발견됨. 이들은 황갈색 

사질점토 위주의 토양 안에 다량의 기와 파

편을 포함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거의 

동일한 시기, 즉 성토 지대 조성 시기에 지단 

성토에 필요한 마사토를 얻기 위해 구덩이를 

굴토하였다가 이전 단계의 곳간이나 주변의 

건물에서 유래된 기와 파편을 비롯한 쓰레기

를 매립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대형 전각건물이 놓인 구역의 층위는 a부터 

h까지 8개의 층군으로 나뉨. 이 중 b층군부

터 d층군까지가 백제 사비기 전각건물의 지

단 성토층임. d층군부터 b층군은 대형 전각

건물의 성토 지단 조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쌓인 것으로 기와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

일 하부의 d층군이 다른 층들보다 상대적으

로 더 많은 기와편을 포함하고 있음

전각건물의 동쪽 외곽에는 전각건물이 존속

하는 동안과 멸망 직후에 이르기까지 퇴적된 

것이라 판단되는 적갈색조 혼합토층이 퇴적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꽃술형 7엽 단판 연화

문 수막새가 5점 출토됨

출토 수막새 형식

1호 대형 구덩이: 

원형돌기형 8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

(111C-①a형 4점, 111C-⑤형 1점)

전각건물 하부 대형 구덩이: 

삼각돌기형 8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

원형돌기형 8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

(111C -①a형 2점, 111C -①b형 1점, 

111C-④형 1점) 

삼각돌기형 8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

(111D-⑫형 1점)

삼각돌기형 8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

(111D-⑤형 1점, 111D-⑦형 1점)

꽃술형 7엽 단판 연화문 수막새(113I형 5점)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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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지산 서남부 구역 유구 분포도(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물지, 구상 유구(자연 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3기는 사비

기 상층으로 후기에 해당하는데 주초건물(2015-1·2018-

1~3·2019-1~3호 건물지), 석조 계단과 축대, 판석으로 짠 

팔각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4기는 통일신라 이후 층이다. 

여기서 왕궁리 유적의 변동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

은 3기다. 3기의 건물 등은 2기층 위에 대규모로 성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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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조성한 후 세워졌다. 특히 골짜기에서는 수평식

과 경사식 성토로 대지가 두껍게 조성되었는데, 최소 4단

의 평탄면이 마련되었다. 경사식 성토 방식은 부여 일원

은 물론이고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도 보이는 백제의 독특

한 토목 공법이다. 3기의 건물은 현재 상단과 하단 대지

에만 남아 있는데 모두 주초건물이다. 계단식 대지에 세

워진 건물들은 초석, 계단은 물론 축대에도 잘 다듬은 석

재가 사용된 점으로 보아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

다. 이처럼 3기는 화지산 일대 개발의 최전성기다. 3기는 

성토 대지 조성에서 한 차례의 변화가 관찰된다. 즉 원지

반에 조성된 시설을 폐기하고 수평 성토하는 단계와 그 

위에 수평-경사-수평식 성토를 두껍게 하는 단계이다. 그

런데 동쪽 상단의 대지에서는 이러한 상하 중복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세우기 위한 대지의 평면과 도랑의 

굴광선에서 차이가 보여 각 건물의 조영에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초건물은 3기 하층부터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규모 성토 대지가 조성된 마지막 단계, 즉 사

비기 후반에 큰 경관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금강을 바라보는 화지산 서사면의 곡간부에 

대규모 대지를 조성하고 주초건물을 배치한 시설의 성격

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높은 곳인 동쪽 상단 대지에는 서

쪽을 바라보는 건물 6채가 남북으로 줄지어 있다. 건물 

사이에 바닥의 높이차가 있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터파기

와 건물을 둘러싼 도랑의 윤곽선에서 확장한 흔적이 확인

되어 이 건물들 모두가 동시에 존재한 것은 아니다. 앞뒤

가 넓은 건물과 좁은 건물이 짝을 이루고 있다(2019-3·2, 

2018-1·2, 2018-3·2019-1호 건물). 앞뒤가 좁은 건물의 측

면은 모두 1칸이다. 앞뒤가 넓은 건물은 남아 있는 상태

가 좋지 않아 칸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기단의 너비

는 4m 내외다. 이로 보아 2칸 이상은 안 된다. 기단은 석

축하여 마감한 흔적이 2018-2호 건물에서 보이지만 다른 

건물지에서는 따로 외장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삼족기, 원통형 기대, 대부완, 전달린토기, 고배 

등 제의와 관련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2019-2

호 건물지 내부에서는 백제 사비기 후기에 유행한 소형 

토기인 완, 뚜껑, 대부완과 기대편, 수각(獸脚)이 달린 대

형 토기편, 등잔, 녹유도기, 연가(煙家)편 등이 출토되었

다. 꼭지를 일부러 떼어낸 뚜껑도 많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대지 하단에는 잘 치석된 판석으로 조립한 

팔각 우물이 존재한다(그림 8).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화지산 건물 구역을 일상적

인 거주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의, 관상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물들이 들어선 공간으로 여겨진다. 

경사진 곳에 단을 이루는 대지를 조성하고 최하단에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을 배치하고, 상단에는 관상에 알맞은 누

각과 회랑형 건물이 배치된 모습은 익산 왕궁리 유적의 

전각 구역과 유사한 양상이다.

화지산 유적은 2015-1호 건물지 등 주초건물지와 백

자 벼루(1986년 조사에서 출토), 7엽의 꽃술형 연화문 수

막새, 판유리, 그리고 평면이 일반적인 원형과 방형이 아

닌 팔각형으로서 잘 다듬은 일정한 규격의 판석을 이용한 

우물의 존재 등을 통해 최고 위상의 건물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 왕궁의 전각 구역과 유사한 배치도 함께 

고려하면 이곳은 이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지산 일대의 경관이 일신된 것은 3기다. 동단 대

지의 북편에 위치한 2019-3호 건물지에서 원형돌기형 수

막새가 출토되고 그 남쪽의 2019-2호 건물지에서 삼각돌

기형 수막새가 출토되어 3기의 시작이 6세기 후반으로 올

라가며 건물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세워

졌을 가능성이 높다. 3기에 다시 한 번 성토가 이루어지

그림 8 화지산 유적 팔각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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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간의 대지에서는 건물의 흔적이 남

아 있지 않지만 상단에는 2018-3·2019-1호 건물, 그리고 

하단에는 2015-1호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며 화지산 이궁

의 경관이 다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사용된 기와

가 주목된다(그림 9).

2015-1호 건물지의 동측과 남측에는 불탄 평기와

와 수막새가 기와무지를 이루고 있다. 기와 밑에 넣었던 

홍두깨흙이 소토로 변한 것을 통해 이 건물이 화재로 폐

기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와무지층 유물의 폐기 동시성

과 그 속의 기와가 이 건물에 사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여

기서 출토된 수막새는 7엽의 꽃술형 연화문 수막새뿐이

다. 동일한 수막새는 대지 동편 상단부에 세워진 2018-3

호·2019-1호 주초건물의 와적층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두 건물은 도랑을 공유하며 짝을 이룬다.

꽃술형 7엽 연화문 수막새는 드림새가 비교적 크고 

두꺼운 형태로 구상권대(溝狀圈帶)가 거의 없다. 연판 끝

은 삼각형으로 살짝 반전되어 있으며 연판은 볼륨감 없이 

편평하다. 연판 외곽은 굵은 화륜권(花輪圈)으로 처리되었

다. 연판 내부에는 꽃술 자엽 장식이 있다. 간판은 연판 사

이에 작게 형성되어 있다. 넓고 편평한 자방 내부에는 1+8

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3열로 소형 연자

가 촘촘하게 돌아간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2a: 55).

꽃술형 수막새는 익산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익산 지역의 꽃술형 수막새는 연꽃잎이 6엽이다. 7엽의 

꽃술형 연화문 수막새는 부여에서만 출토되었다. 예를 

들면 부여 관북리 유적의 대형 전각건물·석축 연못·남북 

대로 측구·동서 축대 앞 건물, 그리고 관북리의 대형 전각

건물과 중축선이 일치하는 부소산 사지, 부소산성의 서문

지 주변, 구아리 434번지 대로 측구 등 왕궁역과 주변뿐

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도성 밖의 외리 유적, 임강사지 

주변의 현북리 요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동일한 문양

이 찍힌 벽돌이 궁남지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그림 10). 

이 형식의 수막새는 현북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여에서 출토된 이러한 수막새 모두

에서 동일한 범상이 관찰되어 동범와로 판단된다(국립부

여문화재연구소 2012a: 73).

관북리 유적에서 확인된 대형 전각건물의 층서 관계

를 고려하면 이러한 꽃술형 수막새는 사비기 후기의 도성 

재정비와 관련되어 주요 건물에 공급된 수막새 양식으로 

추정된다.

부여의 꽃술형 수막새는 익산의 꽃술형 수막새와 연

판수와 연자수가 다르지만 두 수막새의 기본적인 양식은 

동일하므로 비슷한 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익산에서 이러한 꽃술형 수막새는 미륵

사의 창건와로 사용되었으므로 유행의 시작도 그 즈음인 

630년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연판수의 차이는 부

여와 익산의 구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지산 유적에서 보이는 계단식 대지의 조성과 가장 

위쪽에 관상을 위한 건물군이 존재하는 양상은 익산 왕

궁리 유적과 유사하다. 특히 꽃술형 7엽 연화문 수막새가 

사용된 단계는 익산 왕궁이 부여 화지산 산록에 이궁으로 

재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익산 왕궁의 변화와 연

동되었을 것이다.

3. 도성 내 외곽 지역의 개발

사비기 후기가 되면 도성 내부 중 외곽 지역의 저지

대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개발 양상을 잘 보

그림 9   화지산 건물지 및 기와무지 출토 수막새. A: 2015-1호 건물지와 수막새 

(심상육·이명호 2018), B: 2018-1~3·2019-1~3호 건물 분포도 및 

2019-1호 건물 출토 수막새(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A-1 A-2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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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사례로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20)을 들 수 있다(그림 11).

이 유적은 저구릉성 산지의 곡부로 활발한 하천 활

동이 이루어진 저습지에 입지한다. 주로 하도 연변에 형

성된 범람원(모래사주)을 중심으로 취락이 조성되거나 

인간 활동이 이루어졌다.

유적은 상하 중층으로 이루어졌다. 일부만 조사된 

하층에서는 소로, 수혈, 울타리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

물로는 격자문의 암문이 시문된 대상파수부옹, 삼각돌기

식 연화문 수막새 등이 있다. 

상층은 능산리 방면에서 부소산 동측의 북포로 이어

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및 이와 교차하는 두 동서 도

로로 구획되고 그 내부 또한 소로, 울타리, 도랑 등으로 

다시 구획되었으며 각 구획 안에는 벽주건물, 우물, 공방, 

화장실 등이 분포한다. 

도로는 모두 측구를 갖추고 있다. 북서-남동 방향

(N42.5°W)의 도로 1은 노면 폭 6.0~6.1m로 148m가 확

인되었다. 이 도로는 이 유적의 남동편에 위치한 골짜기

인 석목리 143-16번지에서 조사된 도로(심상육 외 2019)

와 방향이나 노면 폭이 일치하여 서로 이어질 것으로 여

겨진다. 가탑리에서 고개를 넘어와 골짜기의 중앙을 지

나가는 것으로 보아 지형에 맞춰 도로의 축이 설정된 것

으로 여겨진다. 노폭 6m는 석목리, 쌍북리 일대에서는 넓

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성 동문에서 왕궁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교차하는 동서 도로 2는 

노폭이 좀 좁아 2.5~3.9m며 137m가 확인되었다. 방향은 

그림 10 7엽 꽃술형 연화문 수막새 출토 유적(삼상육·이명호 2018: 삽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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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7°E다. 교차로에는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소로는 

노폭 1.5~2.0m로 가장자리를 따라 목열이 나란히 배치되

어 있다. 

이러한 도로와 함께 울타리, 도랑으로 구획된 최소 

단위 구획은 50×30m, 30×30m, 15×30m, 30×20m 등으

로 규모가 다양하다. 내부에는 벽주건물이 1~5채 들어서 

있으나 정연한 배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유적에서 확인된 건물 43채 중 27채가 전형적인 

벽주건물이다. 벽주건물의 평면은 대부분 방형이지만 일

부 장방형(8·10·20·34호)을 띠기도 한다. 기둥으로 사용

된 목재는 굵기가 20㎝ 이하다. 비슷한 굵기의 기둥을 촘

촘히 세웠는데 대부분 지면에 그대로 박았지만 구덩이를 

파고 세우기도 했다. 도랑을 파고 기둥을 세운 사례(건물 

2)는 매우 적다. 지면에 작은 초석을 놓고 기둥을 받치는 

초석식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초석식은 능산리 사

지 등 사찰에서 주로 보이며 지붕에 기와를 인 경우가 많

그림 11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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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굴립주식보다 건물의 격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

재 건물인 11호 건물지에서는 탄화 곡물과 함께 파수부

호, 시루,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고, 대형인 42호 건물지에

서는 노, 부뚜막 등이 출토되어 이 유적의 벽주건물은 주

거와 공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공방지가 2곳 확인되었는데, 1호 공

방의 경우 노 시설 5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노지와 

함께 도가니, 집게, 가위 등과 같은 공방 관련 유물도 출

토되었다.

하층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암문 토기와 삼각돌기식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므로 상층은 이러한 유물의 

유행 연대보다는 늦게 조성되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상층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원통보와 오수전이 있다. 개원통

보는 621년부터 주조되었고 오수전은 개원통보의 유통과 

함께 쓰이지 않게 된 화폐다. 그런데 두 동전이 함께 출

토되었다. 이것은 이 두 동전이 개원통보 주조 개시기에

서 멀지 않은 시기에 유통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중권

문(이중원문)과 침선문이 시문된 인화문 청자인 중국 홍

주요(洪州窯) 잔(보고서 유물번호 326번)은 수~당초(6세

기 말~7세기 전반)에 한정되어 유행한 것이다. 그리고 정

사년(丁巳年)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함께 출토된 토기류

를 고려하면 657년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다수 출토

된 토기류는 웅진기부터 유행한 양식과 사비기에 새로 등

장한 양식이 혼재하지만 신기종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러한 자료를 고려하면 상층의 존속기간은 7세기 초~중

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세기 2/4분기가 중심인 것으

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 유적은 7세기 2/4분기를 중심으

로 한 사비 도성 내 외곽 지역의 본격적인 개발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왕궁의 확대와 함께 관북리 일대의 공방 구역이 기

와기단건물 구역으로 변모하면서 공방이 다른 곳으로 이

동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왕궁 주변에 새롭게 조성되

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쌍북리 56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성의 동편 외곽에 노지, 도가니 등이 산재하는 것(심상

육 외 2019: 325~327)은 왕궁역의 확대, 도성의 재정비와 

함께 쌍북리 일대가 공방 구역으로 새롭게 운용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차하는 가로망, 도로와 도랑 등으로 구획된 공간

과 그 내부에 벽주건물, 우물 등이 배치되어 이전과는 전

혀 다른 수준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

는 흔적은 도성의 동남 외곽인 가탑리, 능산리 일대에서

도 확인되었다. 특히 나성 동문지 바로 앞까지 이러한 도

시화가 진행되었다(이호형·구익종 2006).10 하천의 영향

을 크게 받는 지역까지 도성 내부의 대부분에 대한 개발

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4. 사비의 재정비 필요성과 시기

관북리 유적 2008년 조사 구역(‘바’지구)에서는 성토 

대지의 서북 모서리에서 축대와 목교로 추정되는 시설이 

발견되었는데, 축대 앞으로 부소산에서 내려오는 골이 형

성되어 있고 이곳에 유수 퇴적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b). 유수 퇴적층 중 가장 하층

의 회황색 굵은 모래층에서는 백제 사비기 유물들이 집중

적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축대 노출을 위한 하강 조사 도

중 축대 부재로 추정되는 많은 수량의 석재들이 회황색 굵

은 모래층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축대의 파괴와 모래층

의 형성에 시기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12).

축대 및 뒤채움부의 윗면까지 모래층이 두껍게 형성

되어 있고 축대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으며 모래층에 포함

되어 있는 유물의 크기나 종류 등을 고려했을 때 꽤나 큰 

운반 에너지를 동반한 물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이 근방을 

10 보고서에서는 유적의 조성 연대를 6세기 전반으로 보고하였으나 유구의 구성, 전달린토기 등 새로운 기종의 토기류 등으로 보아 최상층인 3단계는 쌍북리 56번

지 일대의 최상층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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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흔적은 『삼국사기』

에 기록되어 있는 612년의 홍수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에 홍수가 나서 인가(人家)가 유실되었다.”11

퇴적층의 형성을 홍수와 연결시키는 근거는 유물을 

포함하여 모래층을 이루고 있는 퇴적 입자들의 질량이 다

른 유수 퇴적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고 수습되는 유물들

의 다수가 기와와 전돌 같은 건축 부재뿐만 아니라 생활

용으로 쓰이던 유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생활 유

물 중에도 벼루나 비녀같이 일정한 격식을 가지는 유물들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더구나 그 가운데 완형이 빈번

하게 발견되는 점은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의 폐기

가 당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비 도성의 표준 층서를 잘 보여주는 쌍북리 154-

10번지 유적에서도 넓게 분포하는 모래 퇴적층과 지반 침

식에 따른 급경사면으로 보아 대규모 홍수가 있었던 흔

적이 3-2차 생활면과 4-1차 생활면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홍수 이후 이 유적도 도로, 벽주건물, 우물, 수로 등으로 

더욱 정연한 구획 체계를 갖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김

성남 외 2014).

도시의 난개발에 따른 자연재해의 양상은 부여읍 내 

충적지의 백제 사비기 문화층이 두껍게 누층을 이루고 있

는 점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심상육 2020: 41).

무왕 13년의 홍수 기사와 관북리 유적 ‘바’지구의 토

층 등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비에서는 재정비가 필

요할 정도로 홍수에 의한 대규모의 도시 파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홍수는 사비 도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천도 75년째인 서기 612년에 이르러 도

성의 배수 체계가 도시의 성장에 따른 가로 구획과 택지

의 변화 및 확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

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성 내부를 관

류하는 세 소하천 하류역과 나성과의 접경 지역에 대규모 

저수지의 건설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무왕 35년

(634)의 궁남지 조성 기사는 이러한 도성의 홍수와 범람

의 예방 기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견해

(김경택 2012)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라 무왕대 후반

인 630년대에는 사비 도성 여러 곳에서 궁전의 중수와 같

은 재정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31년(630년) 봄 2월에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였다. 왕이 웅

진성으로 갔다. 여름에 가뭄이 들어 사비의 궁전을 중수하는 

일을 중지하였다.”12

“(634년) 3월에 대궐 남쪽에 못을 파서 20여 리 밖에서 물

을 끌어들이고, 사면 언덕에 버들을 심고 물 가운데 방장선산

(方丈仙山)을 모방하여 섬을 쌓았다.”13

그림 12   부여 관북리 유적 ‘바’지구 축대 앞 모래 퇴적층(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b: 도판 55)

11 “五月, 大水, 漂沒人家”(『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13년).

12 “三⼗一年, 春二月, 重修泗沘之宫. 王幸熊津城. 夏旱, 停泗沘之役”(『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조).

13 “三月, 穿池於宫南, 引水二⼗餘里, 四岸植以楊栁, 水中築㠀嶼, 擬方丈仙山”(『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35년조).



189  백제의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과 사비(泗沘) 재정비

“(636년) 가을 8월에 왕이 망해루(望海樓)에서 군신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14

 

현재 사적 제135호로 지정된 궁남지에 대한 발굴조

사 결과 연못과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그곳이 기

록에 보이는 궁남지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사비의 궁

궐을 중수한 후 4년 뒤에 대궐 남쪽에 연못을 팠다는 것은 

도성의 재정비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비의 궁을 중수할 때 이미 왕궁이 있던 익산

이 아니라 웅진으로 행행(行幸)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익산 왕궁으로 가지 못할 사정, 즉 이때는 이미 익

산 왕궁이 그 역할이나 위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사비 도성은 무왕대에 대홍수 등을 겪으며 

도시 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

라 왕궁역이 확대되고 이궁도 조영되었으며 도성 내부 전

역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비 도성의 재개발은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과 시기적

으로 연동되어 있다. 즉 미륵사 창건을 전후로 익산은 사

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말년의 무왕이나 무왕 붕

어 직후의 의자왕은 익산에 사찰이 의미하는 신성을 부여

하여 사비와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 기반 

세력의 약화 등 정치 세력 재편 과정과 맞물려 도성으로

서의 익산의 위상은 약화되었고 왕궁이 사찰로 바뀐 것은 

그러한 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익산 경

영 방식의 전환과 함께 사비의 재정비가 본격화된 것으로 

추진된다.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익산 왕궁이 사찰로 바뀐 것에 주목하

고 그것이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

겼다. 익산 왕궁의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륵사 

서원 건립 즈음으로 추정되며, 더 나아가 왕궁의 일부가 

훼손되고 사찰로 바뀐 것은 의자왕 즉위 후 얼마 안 된 시

점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익산으로의 천도는 달성되지 

않은 채 사찰 중심의 도시로 바뀌었다.

사비에서는 무왕대에 대홍수를 겪으며 도시 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익산 경영 방식의 전환

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연동하여 왕궁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궁도 조영되었으며 도성 내부 전역으로 시가지가 확대

되었다. 이때 유행한 기와가 7엽 꽃술형 수막새다. 

무왕은 익산에 단순한 별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찰

이 의미하는 신성을 부여하여 사비와 차별을 두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다 말년의 무왕이나 무왕 사망 직후의 

의자왕은 기반이 되는 정치 세력의 재편에 따라 익산에서 

천도와 관련된 도성 개발을 멈추고 사찰 중심으로 운영하

는 대신 사비의 재정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14 “秋八月, 燕羣臣於望海樓”(『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37년조).

*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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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the Iksan Royal Palace into a temple. And it was considered 

to mean a change in the way Iksan was managed by Baekje. The Iksan Royal Palace was converted into a temple 

between the establishment of  Mireuksa Temple and Stone Pagoda. As a result,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Iksan 

was not achieved, and Iksan was transformed into a temple-centered city.

In connection with this, the need to re-establishment the urban system in Sabi was increased, as it suffered a great 

flood in the Muwang era.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royal palace was expanded, the secondary palace was built, and 

the urban district was expanded throughout the capital city.

It is presumed that King Mu gave a divine nature to Iksan and discriminated against Sabi. Accordingly, it is 

believed that the King Mu or King Uija stopped developing the city in Iksan and focused on the rearrangement of  

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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