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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에 발굴조사 된 제석사지는 1탑1금당의 백제사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백제 무왕시기에 창건된 사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새로운 고고자료가 축적되었다. 이에 제석사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목탑지 기초부 출토 삼족기 편년 및 가람배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창건시기를
추정하고 제석사 폐기장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창건시기의 폭을 좁혀보았다.
다수의 출토 유물 중 목탑지 조성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기단기초부 출토 삼족기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비기 출토 삼족기 69개체에 대한 형식분류와 편년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비기 삼족기는 3개의 형식으로 분류되었고 Ⅰ형식은 6세기 전반, Ⅱ형식은
6세기 중후반, Ⅲ형식은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었다. 제석사지 목탑지 출토
삼족기는 Ⅱ형식에 속하며, 정림사지 출토 삼족기와 수치가 거의 일치하여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가람배치는 동·서건물의 형태변화에 주목하여 백제
사비기 사찰을 3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제석사지는 정림사지와 동일한 유형의 사찰로서
왕흥사지보다 늦은 6세기 말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제석사지에 인접하여 조사된 폐기장은 제석사의 화재로 인한 부산물을 폐기한
것으로 639년 화재 시 조성된 유구이다. 제석사 폐기장 출토유물 중에서 연화문수막새
분석 및 주변유적과의 비교를 통해서 왕궁리유적→제석사→미륵사 순으로 창건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폐기장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 가운데
인장와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제석사 창건가람 조성에 있어
인장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장와가 건물축조에 사용되기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간지명 인장와 가운데 가장 고식에 해당하는
丁巳명와의 편년인 597년을 근거로 제석사지 창건은 597년보다 이전에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석사는 위덕왕의 세력기반을 확대시켜 왕권중심의 정치운영을 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창건되었다. 따라서 제석사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대
신라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상징하는 것으로, 위덕왕에 의해 기획된
정치·사회적 건축물인 것이다.

주제어 : 제석사지, 제석사 폐기장, 삼족기, 동·서건물지, 연화문수막새, 인장와, 위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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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익산은 백제의 고도로 추정되는 지역이며 금마면과 왕궁면 일원을 중심으로 백제의
대표유적인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등이 있고 관방유적 역시 지역 곳곳에 분포
되어 있다. 특히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제석사지는 인근
에 위치한 미륵사지와 더불어 익산지역 백제사찰로써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제석사지는 1993년 시굴조사와 2007∼2012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가
람 배치가 밝혀졌으며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문헌기록이 부족한 제석사지에 관한 연구
1)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제석사 관련 문헌은 『觀世音應驗記』 기록이 유일
기

하며 여기에는 천도기록, 사찰명, 가람 구성, 화재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무왕(武廣王)이
익산지역(枳慕蜜地)으로 천도한 이후 제석사를 운영하였다는 『觀世音應驗記』내용은 그동
안 제석사가 무왕 대에 창건되었다는 사실이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최근 제석사지와 제석사 폐기장 발굴조사를 통해 제석사의 창건연대를 재론
할 만한 고고자료가 축적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제석사지의 가람배치는 자북에서 동쪽으로 5.45∼6.42° 기
운 남북 중심축선상에 중문-탑-금당-강당-승방을 배치하고 주변을 회랑과 동·서건물
로 구획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가람배치를 따르고 있다. 사역의 규모는 서건물지의 외
측기단과 북승방지의 북측기단, 중문지의 남측축기부를 기준으로 동서 약 115m 남북 약
2)

173m로 1탑1금당의 백제 사비기 사찰 가운데 가장 크다 . 그러나 제석사지는 이러한 발
굴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왕의 익산경영을 언급하는 단편적인 예로서 혹은 미륵사지, 왕궁
리 출토유물의 비교분석 자료로서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다. 또한 제석사의 창건시기는
문헌에 기대어 무왕의 재위기간(600∼641)인 7세기 전반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고학적 분석과 검증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석사의 창건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출토유물 분석과 사찰 간 비
교연구를 통해 제석사의 구체적인 창건시기를 살펴보고, 아울러 백제 6세기말 정치·사
회적인 역할을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석사의 창건배경에 대해서 검토해보
고자 한다.

1) 百濟 武廣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 冬十一月 天大雷雨遂災 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消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水精甁 又以銅作紙 寫金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消盡 唯佛舍利甁與波若經漆
函 與故 水精甁內外徹見 盖亦不動而舍利悉無 不知所出 六個悉 見於是 大王 及 諸宮人 倍加敬信發卽供養 更造寺貯焉.
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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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석사의 구조
제석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3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서회랑지, 서건물지 등 일부를 제
외한 사역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 제석사지 발굴조사 현황
연차

조사기간

조사내용

1차

2007.06.22∼2008.01.04.

목탑지, 금당지 등

2차

2008.11.26∼2009.12.29.

중문지, 동회랑지 등

3차

2011.09.07∼2012.10.12.

강당지, 남회랑지 등

조사기관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탑, 금당, 강당 등 사역의 중심을 구성하는 건물과 이를 둘러싼 회랑 및 동·
서건물지, 승방지 등이 확인되었다. 대지조성은 지형이 낮아지는 금당지를 기준으로 사
역 남단에 대대적인 성토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경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남회랑지 남단
은 수평성토→경사성토→수평성토의 3단계에 걸쳐 대지조성이 이루어졌다. 먼저 점토층
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 및 배수기능의 강화를 위해 와편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성토하였고, 이후 갈색사질점토계열의 흙과 파쇄석(破碎
石)등을 경사지게 성토하였다. 경사성토층은 일정한 경사도를 보이며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쌓았다. 일정한 높이에 이르러 2㎝두께의 회황색 점토를 수평으로 평탄하게 깔아
경사성토면을 정지하고, 이후 적갈색사질토를 수평으로 성토하여 평탄대지를 조성하였
다. 구지표면 하부 성토층에서는 백제시대 유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토층 하부
에도 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제석사지 조영 이전에는 해당지역은 공백
지(空白地)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지를 통해 연결된 중심영역은 예배건물인 목탑과 금당, 설법과 강론의 공간인 강
당이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남북일직선상에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이를 중심으로 양 옆
에는 동회랑지와 장방형의 동건물지, 승방지가 위치해 있다. 서건물지 등 사역 서편은 조
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동건물지와 동일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지에서 답도를 통해 연결되는 목탑지는 가구식 석조기단으로 축조되었으
며, 기단규모는 하층기단 길이 21.2m, 상층기단 길이 19m로 대형목탑에 속한다. 굴광판
축을 통해서 기단 기초를 조성하였는데, 지하굴광 축기부의 두께는 76㎝로 얇은 반면 지
상 기단은 2.52m두께로 높게 쌓아 올렸다. 이러한 굴광 축기부 조성을 위한 계단 형태의
작업통로가 네 모서리에 돌출된 형태로 확인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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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익산 제석사지 유구현황도 (제석사지 보고서Ⅱ, 2013 : 40 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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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금당지는 목탑지와 마찬가지로 가구식 석조기단으로 축조
되었으며, 기단규모는 하층기단이 동서 31.8m, 남북 23.6m이고, 상층기단이 동서 29.6m,
남북 20.8m로 백제시대 금당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지하굴광 축기부 깊이는 57㎝, 지
상 기단은 높이 약 60㎝이다. 초석 및 초석 하부 기초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상부구
조 파악이 불가능하나, 기단과 계단 폭 등을 감안하면 금당 구조는 7×5칸으로 추정된다.
중심사역 북편에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강당지는 남북길이 18.4m 동서너비
52.7m이며 동·서건물과 더불어 중심사역을 에워싸듯 배치된 형태이다. 삭평이 심해 기
단구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잔존해 있는 기단 내·외측의 높낮이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보
아 단층기단으로 추정된다. 성토 후 다시 성토층을 굴광하여 판축한 중문지, 목탑지, 금
당지와는 달리 강당지의 경우 일정한 높이로 성토한 뒤 상부에 더하여 판축하였다.
동·서회랑과 동·서건물은 중심사역 양옆에 자리하여 강당의 중간지점까지 기단열
이 이어지기 때문에 목탑과 금당을 에워싸는 형태이다. 동건물지의 너비는 7.8m이며, 내
부시설은 1방이 2기씩 한조를 이루어 총 8개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역 북편에
위치한 승방지는 동-서 길이가 112m에 이르는 세장방형의 대형건물지이다. 상부구조는
남아있지 않지만 동건물지와 마찬가지로 1방이 2기씩 한조를 이루며 나란하게 배치된 형
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석사지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지점에 제석사 폐기장이 위치한다. 조
사 이전에 소토와 함께 기와가 출토되어 기와를 구웠던 요지로 추정되어 왔으나, 2003∼
2004년 원광대학교의 시굴조사를 통해 기와가마가 아닌 제석사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매
립한 폐기장임을 용도를 밝혀냈다. 이후 2016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제석사 폐
기장 전체범위(4,463㎡)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유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기장의 평면 형태는 아래쪽이 약간 각진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북길이 32.4m, 동서
길이 28m이다. 내부토층은 불에 의해 직간접으로 산화되고 훼손된 채 옮겨진 적갈색 및
갈색사질점토가 두터운 퇴적층을 이루고 있으며 소토덩이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대체적
으로 2개의 층위로 퇴적층을 구분할 수 있으나 일시에 매몰한 것으로 층위상의 시기 편차
3)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익산 제석사지 4차 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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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석사 폐기장 전경

Ⅲ. 창건연대 검토
1. 삼족기의 분석 및 편년
유구의 창건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층위 내에서 출토된 공반유물 분석이 필수
적이지만 제석사지는 유구의 훼손이 심해 안정된 층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제석사지의
경우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이 목탑지 기단토 내에서 출토된 삼족기 1점이 유일하다.
제석사 목탑지는 일부 초석 및 기저부 판축토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목탑지 상부에서
는 기와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니므로 목탑의
초축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짓기는 어렵다. 그런데 목탑지 기단판축층을 조사하는 과정
4)

에서 삼족기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 제석사지에서 출토된 삼족기는 유개식 삼족기로
배신부는 낮고 오목하며 뚜껑받이턱은 단면 삼각형으로 처리하였으며 다리는 역삼각형이
다. 사역 내 탐색트렌치조사에서 제석사지 창건 이전의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
므로 목탑지 축조 과정에서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석사지 창건시기 검토에
대한 첫 번째 시도로 백제 사비기 출토 유개식 삼족기의 편년을 통해 목탑지 출토 삼족기
5)

의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탑지의 축조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 목탑지 조사내용에서는 삼족기 출토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고찰(p.238)에서 삼족기의
출토위치가 기단토 내부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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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성검토
삼족기는 한반도 내 백제에서만 출토되는 토기로써, 한성기부터 사비기에 걸쳐 지속
적으로 제작되었던 기종이다.
뚜껑의 유무로 유개식과 무개식, 배신의 형태와 구경의 규모로 배형과 반형으로 대별
6)

된다 . 삼족기는 기형이 비교적 복잡하고 정교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형식분류에 유용
7)

한 속성들이 많이 간취되고 있다. 박순발 은 배신 심도(배신깊이/배신최대경), 삼족분산
8)

도(삼족접합외경/배신최대경), 구연비고(구연높이/구경), 강원표 는 구연부형태, 견부형
9)

태, 배신 심도지수, 구연부 높이지수, 土田純子 는 어깨형태, 다리형태 등을 주요 속성으
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한성기에서 사비기까지의 삼족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다양한 속성이 검출되지만 시기를 사비기로 한정할 경우 유효한 속성을 파
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약 100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삼족기의 변화상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비기 내의 시간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여, 익산 지역 출토 유개식
배형삼족기 중 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 완형 또는 도상복원 가능한 69개체를 대상으로 하
였다. 속성의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속성만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사비기 출토 삼족기를 예찰한 결과 배신부의 심도, 다리
의 각도 등 2가지 속성을 검출하였다. 배신부의 심도는 구경과 배고의 계측을 통해서 수

A : 구경
B : 배고
C : 다리 하단각
• 배신부의 심도 = 구경 / 배고
• 다리의 하단각 = 다리 하단 내각

<그림 3> 유개삼족기 계측 기준
5) 단 1점의 유물로 유구의 축조시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나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점, 이 일대에 제석사지 이전
의 유구가 없었던 점, 판축된 기단토 내에 의도되지 않은 유물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삼족기를 통한 유구분
석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물론 삼족기 1점이 유일하고 다른 공반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위험성
은 다음 장에서 가람배치 검토와 폐기장 유물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보완 및 검증하고자 한다.
6) 반형삼족기는 넓은 구경, 얕은 배신을 가지고 있으며, 각부는 매우 짧은 편이다. 배형삼족기는 작은 구경, 깊은 배신을 가지고 있으
며 각부는 반형삼족기에 비해 긴 편이다.
7) 박순발, 2003, 「熊津·泗沘期 百濟土器 編年에 대하여, 「백제연구」3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8) 강원표, 2004, 「百濟 三足土器의 擴散·消滅 過程에 대한 一考察, 「호서고고학」10, 호서고고학회.
9) 土田純子, 2004, 「百濟 土器의 編年 硏究 : 三族器·高杯·뚜껑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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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화하며 다리의 각도는 다리 하단의 내각을 측정하여 다리의 외반정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들에 대한 산출은 <표 2>와 같다.

2) 형식분류
이들 속성을 2차원 평면에 비교하기 위해 X축에는 배신부의 심도지수(구경 / 배고), Y
축에는 다리 하단각의 값을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표 2> 유개삼족기 계측치
번호

출토지

1

가탑리

2

궁남지

3

궁남지

도면번호10)

구경

배고

배심지수

다리 하단각

보고서명

34-2

13

1.7

32-187

9.4

3

7.64

90

부여 가탑리·왕포리·군수리유적, 2003

3.13

80

32-191

10.8

2.5

4.32

궁남지Ⅲ, 2007

85

궁남지Ⅲ, 2007

4

궁남지

32-194

12.5

2.3

5.43

90

궁남지Ⅲ, 2007

5

궁남지

51-312

11

2.1

5.2

90

궁남지Ⅲ, 2007

6

궁남지

168-9

10.8

1.8

6

85

궁남지Ⅲ, 2007

7

궁남지

44-243

12.8

2.1

6.09

85

궁남지Ⅲ, 2007

8

궁남지

44-242

11

2.5

4.4

85

궁남지Ⅲ, 2007

9

나성

37-1

13.6

2.4

5.66

80

부여 석목리 나성유적, 2009

10

능사

55-12

9.8

2.2

4.45

80

능사, 2000

11

능사

69-5

11.2

2

5.6

90

능사, 2007

12

능사

69-6

10.8

2

5.4

80

능사, 2007

13

능사

69-11

10.4

1.7

6.11

90

능사, 2007

14

능사

69-12

11

2.6

4.23

75

능사, 2007

15

능사

111-13

9.2

2

4.6

70

능사, 2007

16

능사

111-14

12

2

6

90

능사, 2007

17

동나성

35-4

11.5

2.8

4.1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18

동나성

35-5

12.6

2.4

5.25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19

동나성

35-6

11.7

2.5

4.68

75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0

동나성

35-9

10.8

2.3

4.69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1

동나성

35-11

14.1

2.4

5.87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2

동나성

90-4

14

2.1

6.66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3

동나성

100-8

13

2.8

4.64

7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4

동나성

115-3

11.6

2.8

4.14

75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5

동나성

115-4

10.7

2.5

4.28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6

동나성

115-5

10.3

2.2

4.68

85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7

동나성

115-6

10.5

1.9

5.52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28

동나성

115-7

11.5

1.9

6.05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10) 해당 보고서 상 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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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출토지

도면번호10)

구경

배고

배심지수

다리 하단각

보고서명

29

동나성

115-9

11.4

2.4

4/75

85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0

동나성

115-10

13.3

2.5

5.32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1

동남리

38-101

11

1.9

5.78

8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2

동남리

41-135

11.5

2.2

5.22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3

동남리

41-139

12

1.7

7.05

9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4

동남리

10-70

11.7

3.6

3.25

70

부여 능산리 동나성 백제유적, 2007

35

두시럭골

41-3

10.9

2.3

4.73

70

부여 쌍북리 두시럭골유적, 2008

36

두시럭골

55-4

11.2

3.4

3.29

70

부여 쌍북리 두시럭골유적, 2008

37

두시럭골

100-7

11.7

2.5

4.68

85

부여 쌍북리 두시럭골유적, 2008
사비도성, 2003

38

사비도성

35-1

13.4

3

4.46

85

39

사비도성

33-2

10.7

1.4

7.64

100

사비도성, 2003

40

사비도성

34-3

15.8

2

7.9

100

사비도성, 2003

41

사비도성

34-7

12.4

1.4

8.8

100

사비도성, 2003

42

사비도성

34-8

13.4

2

6.7

90

사비도성, 2003

43

사비도성

34-9

11.5

1.7

6.76

90

사비도성, 2003

44

사비도성

34-13

10.8

2

5.4

90

사비도성, 2003

45

사비도성

34-14

11.4

2.6

4.38

85

사비도성, 2003

46

산동리

73

18.9

5.3

3.56

70

익산 신동리유적, 2005

47

쌍북리

10-49

12.5

4.4

2.84

60

부여 쌍북리 252-1번지유적, 2008

48

쌍북리

10-50

11.6

2.8

4.14

80

부여 쌍북리 252-1번지유적, 2008

49

쌍북리

10-51

11

2.4

4.58

75

부여 쌍북리 252-1번지유적, 2008

50

왕흥사지

1

10.5

3.5

3

70

왕흥사지Ⅲ

51

웅포리

4-3

10.3

3.6

2.86

80

익산 웅포리유적, 1988

52

웅포리

4-4

11.4

3.4

3.35

70

익산 웅포리유적, 1988

53

웅포리

4-5

10.9

3.2

3.4

60

익산 웅포리유적, 1988

54

웅포리

64

11.2

4.1

2.73

70

익산 웅포리유적, 1988

55

정림사지

27-3

9.4

3.4

2.76

80

정림사지 보고서, 1981

56

정림사지

27-4

9

3.6

2.5

65

정림사지 보고서, 1981

57

정림사지

27-6

10.6

2

5.3

90

정림사지 보고서, 1981

58

정림사지

93-192

9.4

2.2

4.27

90

정림사지, 2011

59

정림사지

93-193

11.6

2.5

4.64

85

정림사지, 2011
정림사지, 2011

60

정림사지

93-196

11

2.3

4.78

85

61

정림사지

93-197

10.3

2

5.15

90

정림사지, 2011

62

정림사지

93-201

11.2

2

5.6

90

정림사지, 2011

63

정림사지

93-292

10.9

2.2

4.95

80

정림사지, 2011

64

정림사지

12

14.6

3.3

4.42

85

정림사지 연지, 1982

65

정림사지

13

11.4

2.2

5.18

85

정림사지 연지, 1982

66

제석사지

10

11.8

2.5

4.72

85

제석사지Ⅰ, 2012

67

현내들

32-15

11.8

2.4

4.72

85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 2009

68

현내들

70-1

11

1.9

5.78

90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 2009

69

현내들

84-2

12

2.5

4.8

80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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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개삼족기의 배심지수, 하단각의 상관관계

유개삼족기는 배심지수가 커질수록 하단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총 3개의 그룹
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배심지수와 하단각을 기준으로 형식을 정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유개삼족기 각 형식
Ⅰ

Ⅱ

Ⅲ

부여 쌍북리 252-1(10-49)

부여 동나성(115-3)

부여 사비도성(34-7)

• Ⅰ형식 : 배심지수 2 ∼ 4 / 하단각 60° ∼ 80°
• Ⅱ형식 : 배심지수 4 ∼ 6.5 / 하단각 70° ∼ 90°
• Ⅲ형식 : 배심지수 6.5 이상 / 하단각 90° ∼ 100°

3) 편년 검토
이상 형식 분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형식별 공반유물과 역연대자료를 검토하여 편년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Ⅰ형식
Ⅰ형식 삼족기가 출토된 유적은 부여 정림사지, 쌍북리, 동남리, 궁남지, 익산 웅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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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리 등이다. Ⅰ형식 삼족기가 출토된 쌍북리 252-1번지 유적의 공반유물을 살펴보면,
전체 288점의 백제유물 중 심발형토기가 총 11점 출토되었다. 전체 유물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사비기에 심발형토기가 소멸되는 양상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출
토량이라고 볼 수 있다. 기형은 동최대경이 견부에 위치하며 저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
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미세한 승문을 타날한 후 견부에는 횡선을 2∼4줄 돌리고 구연 및
경부, 저부는 회전손질하여 문양을 지웠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심발형토기는 논산 육곡
11)

12)

리 2호분 , 서천 칠지리 16호분 등에서 확인된다. 해당 형식의 심발형토기가 웅진기 말
13)

에서 사비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점 을 고려하면, 공반하는 Ⅰ형식 삼족기의 편년은 6세
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2) Ⅱ형식
Ⅱ형식 삼족기는 궁남지, 능산리사지, 동나성, 사비도성, 정림사지, 제석사지 등 다수
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능산리사지는 사리감 명문을 통해 창왕 13년(567)에 창건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능산리사지 서건물지에서 출토된 삼족기는 배심지수 4.45, 하단각 80°의
속성을 가지는 Ⅱ형식의 삼족기로 능산리사지의 창건연대와 편년 상 큰 차이가 없을 것
14)

으로 보인다.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삼족기들은 Ⅱ형식에 대부분 포함되는데, 배심지수
와 하단각이 능산리사지 출토 삼족기보다 큰 양상(4.64∼5.6 / 80°∼90°)을 보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배심지수와 하단각이 증가하는 것이 <그림 4>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정림사지
출토 삼족기는 능산리사지(567년)보다 다소 늦은 6세기 후반으로 편년가능하다. 능산리
사지의 역연대자료와 정림사지출토 삼족기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Ⅱ형식 삼족기의
편년은 6세기 중반∼후반으로 판단된다.

(3) Ⅲ형식
Ⅲ형식 삼족기가 출토된 유적은 사비도성, 동남리 172-2번지, 부여 가탑리유적 등이
다. 그 중에서 사비도성이 4점으로 출토비율이 높은 편인데, 사비도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특정한 유구에 확실하게 귀속시킬 수 있는 유물이 많지 않으므로 해당유적 출토 삼족기

1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논산 육곡리 백제고분 발굴조사보고서』.
1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1, 『서천 칠지리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부여 쌍북리 252-1번지 유적』.
14) 2008∼2010년 발굴조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출토된 삼족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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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5)

동남리 172-2번지 유적 의 경우 유적에서 함께 출토된 벼루를 통해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벼루의 기형은 원형다족연(圓形多足硯)에 해당하며 다리의 형태는 수적형(水
滴形)이다. 유사한 형태의 벼루는 부여 관북리유적, 부소산성, 궁남지, 군수리유적 등에
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다족연이 중국에서는 7세기 초의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
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백제지역에서 보편화되는 시점 역시 그보다 올라가
16)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공반하는 Ⅲ형식 삼족기 역시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하
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북리 출토 심발형토기

능산리사지 출토 삼족기

동남리 출토 원형다족연
※축척부동

<그림 5> 각 형식별 편년검증 유물

이상과 같은 형식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제석사지
목탑지 내부에서 출토된 삼족기를 살펴보면, 배심지수
4.72, 하단각 85°로 Ⅱ형식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기형
은 능산리사지 출토 삼족기와 유사하나 배심지수와 하
단각이 다소 큰 형태이며, 정림사지 출토 삼족기(93196, 4.78 / 85°)와 수치상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제석

<그림 6> 제석사 출토 삼족기

사지 출토 삼족기의 편년은 능산리사지 출토 삼족기보
다 다소 늦은 6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석사지 목탑지 조성시기 역시
17)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 목탑이 조성된 6세기 후반에 금당과 탑을 갖춘 사찰로서 면
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동남리 172-2번지 일원 유적』.
16) 山本孝文, 2003, 「百濟 泗沘期의 陶硯, 『백제연구』38,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7) 왕흥사지의 경우 금당이 축조공정상 목탑에 앞서 조성된 사실이 토층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제석사지 역시 목탑이 조성되기
이전에 금당이 앞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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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람배치
사비기 백제사찰 가운데 발굴조사 등을 통해 가람배치가 확인된 사찰은 11개소이다.
<표 4> 사비기 백제사찰 현황
유적명

지역

가람배치

가람구성

비고

군수리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회랑, 부속건물

부소산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용정리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동남리사지

부여

1금당

금당, 강당, 부속건물

능산리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부속건물, 승방

567년

왕흥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부속건물, 승방

577년

금강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승방

정림사지

부여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승방

제석사지

익산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승방

미륵사지

익산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승방

오합사지

보령

1탑1금당

탑, 금당, 강당, 동서건물

639년

이중에서 석조사리감 명문, 사리기 내합 명문 등이 확인되어 창건시기가 확실한 사찰
은 능사(567년), 왕흥사(577년), 미륵사(639년) 등이 있으며 기록을 통해서 창건시기가 추
정되는 사찰로 오합사지(616년)가 있다. 그러나 오합사지의 경우 법왕이 창건하였다고 기
18)

록되어 있어 창건연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
능산리사지 이후 창건된 사비기 사찰은 탑과 금당, 강당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회랑
및 동·서건물이 이를 둘러싼 1탑 1금당 구조를 보인다. 이후에 창건된 왕흥사지, 오합사
지, 정림사지, 제석사지 등도 1탑 1금당의 가람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각 사찰 건물
의 크기는 사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물의 배치나 장단비 등에 있어서는 사찰
18) 오
 합사지는 숭암산성주사사적(崇巖山聖住寺事蹟)에 따르면 수나라 양제 대업(大業) 12년(616)에 법왕이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616년은 법왕이 사망한 시기이므로 법왕이 왕자시절에 건립하였다는 기록은 신뢰하기 어렵다. 문헌에서의 창건기록과 고
고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왕흥사, 미륵사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오합사의 창건연대 역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오합사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원찰이다. 전쟁에서의 패배가 창건배경이 된 사찰이므로 오합사의 창건시기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전쟁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지왕 2년(577년)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의 주(州)
와 군(郡)에 침입하였으므로 이찬(伊湌) 세종(世宗)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일선(一善)의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천 7백여 명의
목을 베었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위덕왕은 즉위 이후 의욕적으로 대신라전쟁을 수행하였으나 번번히 참패를 거두고 만다. 특히
577년 전쟁패배는 왕자의 사망과 맞물려 입지 불안이 여느 때보다 컸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왕자와 사망한 병사들을
위해 왕흥사와 오합사를 각각 건립한 것은 아닐까. 사찰의 구조를 보더라도 백제사찰에서 시기적 속성을 반영하는 동서건물지 북
측기단열 위치가 왕흥사와 마찬가지로 강당지의 남측기단열까지 이어지며, 동서건물의 형태도 세장한 형태로 능사보다는 왕흥사
에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오합사는 왕흥사와 비슷한 시기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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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서건물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물의 형태가 다소
변화하는 점이 주목된다. 동·서건물과 부속건물의 변화양상을 통한 사비기 가람변천연
구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사비기 가람배치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어왔
다(문옥현 2010, 정자영 2010, 주동훈 2011, 민경선 2011, 한나래 2012). 본 고에서는 동·
서건물이 확인되지 않는 동남리사지, 금강사지를 제외하고 동·서건물이 최초로 확인되
는 능산리사지를 기점으로 역연대 자료 검토를 통해 편년 안을 제시하고 이를 제석사지
가람구조에 적용하여 제석사지의 창건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서건물은 능산리사지, 오합사지, 왕흥사지, 정림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 등에서
확인되는데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며 각 사찰에 조성되었으며 567년에 창건된 능산리사지
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서건물지 규모는 길이 15.72m, 너비 5.16m로 장방형에 가까운 형
태이며 북측 경계가 강당지의 남측경계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건물 내부는 벽체가 있
19)

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흥사지는 능산리사지가 건립되고 10년 뒤인 577년
에 조영되었는데, 건물의 배치양상은 능산리사지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동·서건
물은 형태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왕흥사지 동·서건물은 평면형태 세장방형으로 규모는
동건물지가 길이 48m, 너비 14m이며 서건물지는 길이 48m, 너비 13.2m이다. 능산지사지
의 동·서건물에 비해 길이가 3배 이상 확장되었으며 평면형태도 장방형에서 세장방형
으로 변화하였다. 규모는 커졌지만 동·서건물의 북측 경계는 능산리사지와 동일하게 강
당 남측경계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정림사지의 동·서건물은 평면형태 세장방형이며
20)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39.3m, 너비 12.1m이다 .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동·서건물 북
측 경계가 강당 남측경계와 동일선상인데 반해, 정림사지 동·서건물의 북측경계는 강당
북측경계를 지나서까지 확인된다. 또한 동·서건물의 외측기단과 북승방 외측기단이 나
란하게 시설된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동·서건물의 형태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백제 사비기 사찰을 분석하면, <표 5>
와 같이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Ⅲ유형에 해당하는 정림사지는 가람배치에 있

19) 서건물지와 서부속건물지에서 공방 관련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고 바닥에는 소토층이 깔려 있어 공방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역
내에 공방지가 확인된 예는 중국, 일본에는 없으며, 국내에는 능산리사지와 감은사지가 있는데 감은사지는 공방지가 후대에 운영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능사의 공방지 역시 벽체시설과 배연구가 수평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시기 유구가 아닐 가능성
이 있다.(조원창 2006) 따라서 서건물지는 사찰운영 초기에는 공방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 정림사지 동·서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정림사지를 발굴한 후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의 발굴 도면에
서 강당지 동쪽과 서쪽, 금당지 서쪽에 별개의 건물 흔적이 있고 최근의 재조사에서도 강당지 남서쪽 모서리 서쪽 부근에서 배수시
설의 흔적이 발견된 점을 들어 회랑 북단에 두 동의 건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람배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이병호, 2007)
그런데 후지사와의 도면에서 강당 서편 건물과 회랑은 서로 다른 시대의 건물임이 밝혀졌고, 강당 좌측 건물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표현된 것은 암거의 배수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에서 동·서건물이 중간에 분리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같은 폭과 내부구조를 가지는 건물이 분리된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김낙중, 2013)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정림사지 가람배치안을 적용해서 동·서건물의 형태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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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석사지와 동일하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가 10년의 시기차를 두고 조성되었지만
동·서건물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형태가 동일한 정림사지와 제석사
지는 동시기에 가깝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백제 사비기 사찰 가람유형
Ⅰ

Ⅱ

Ⅲ

Ⅰ유형 : 능산리사지
동·서건물의 형태가 장방형이며, 북측경계가 강당 남측경계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강당 좌우에 소형의 부속건물이 배치된다.
Ⅱ유형 : 왕흥사지, 오합사지
동·서건물의 형태가 세장방형이며, 북측경계가 강당 남측경계와 동일선상에 위치한다.
강당 좌우에 소형의 부속건물이 배치된다.
Ⅲ유형 : 정림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
동·서건물의 형태가 세장방형이며, 북측경계가 강당 북측경계를 지나서 위치한다.
강당 좌우에 소형의 부속건물이 사라진다.

정림사지의 창건연대는 사비천도 직후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견해(운무병 1981, 이병
호 2006, 박순발 2010, 2015)와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6세기후반 또는 7세기 전반
으로 보는 견해(정자영 2010, 주동훈 2011, 민경선 2011, 김낙중 2012)로 나눌 수 있다.
사비기 천도 직후로 보는 견해의 근거로는 성왕 19년(541) 양에 견사하여 경의(經義),
21)

공장(工匠), 화승(畵師) 등을 청한 기록 과 대지조성층 출토 삼족기, 일제강점기 조사에
서 수습된 청자연화준 파편, 도용의 농관 형태 등이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점 등이 있
22)

23)

다 . 그러나 최근발굴조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2010년)

에서 정림사 일대의

대지조성 시기가 6세기 4/4분기로 추정되며 대지조성토와 기단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21) 이병호, 2006, 「扶餘 定林寺址 出土 塑造像의 製作時期와系統, 『美術資料』74, 국립중앙박물관.
22) 박순발, 2015, 「定林寺, 어떤 사찰인가, 『백제 정림사와 북위 영녕사』, 국립부여박물관.
23) 중문지 성토층 하부에서 확인된 노지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에서 AD 625±20년이라는 절대연대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노지나
아궁이의 소토는 소성범위가 넓지 않으며 또한 그다지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지의 소토와 비교하여 정밀도가
떨어지는 고고지자기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료분석결과를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념변화곡선에 대입하여 검토하였
는데, 한국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의 개형을 일본과 비교하면 형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며 시대에 따라서는 방향
이 다르고 연대도 어긋난다.(성형미 2005) 그러므로 정림사지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는 신뢰 있는 절대연대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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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청자연화문호의 출
토맥락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어 정림
사의 창건을 사비천도 직후로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김낙중 2012: 40-45).
실제로 정림사지 각 건물지 기단토 내부에서
출토된 삼족기 대부분이 6세기 중후반으로 편년
된다.(표 2참조) 동회랑지 성토층 내부에서 출토
된 권대형 개는 능산리사지에서 동일한 형태가
출토되었으며(김종만, 2003: 124-125) 강당지 기
단토와 동건물지 기단토 내부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 역시 6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된다(조원창,
2013: 135-144).
정림사지 성토층 및 기단토에서 출토된 유물
들이 주로 6세기 중반∼후반에 편년되며 정림사
지의 가람배치(Ⅲ유형)가 왕흥사지보다 늦은 것

<그림 7> 정림사지 가람배치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110 도37)

으로 파악되므로 정림사의 창건시기는 왕흥사가 창건된 577년보다 다소 늦은 6세기 후반
으로 추정되며, 제석사 창건시기도 이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석사 폐기장 출토유물
삼족기의 편년과 가람배치를 통해서 제석사가 6세기 후반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해당 시기에 대한 검증 및 구체적인 창건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석사 폐기장 출토
유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기장에서는 제석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동일한 형식의 소조상, 연화문수막새를
비롯하여 기와, 토기, 벽체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폐기장은 제석사지의 화
재로 인한 폐기물로 이루어진 유구로써 일시적인 폐기로 파악되므로 고고학적으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즉 제석사 폐기장 내에 수습된 유물들은 화재 폐기 이전이라는 시간적
속성 아래에서 제석사의 창건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연화문수막새
제석사 폐기장에서는 총 5종의 곡절형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다. 곡절형 연화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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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막새는 연판의 끝이 반전되면서 위로 꺾여 겹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수막새형이다 .
<표 6> 제석사지 폐기장 출토 수막새 현황 (제석사지 4차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 표2, 인용 후 수정)25)
유형

탁본

특징

동범

1형

·8엽의 곡절형
·양각원권의 자방
·1+5과 연자배치

·제석사지
·왕궁리유적

2형

·8엽의 곡절형
·양각원권의 자방
·1+6과 연자배치

·제석사지
·왕궁리유적

3형

·8엽의 곡절형
·양각원권의 자방
·1+4과 연자배치

·제석사지
·왕궁리유적

4형

·8엽의 곡절형
·부조형 자방
·1+5과 연자배치

·8엽의 곡절형
·부조형 자방
·1+6과 연자배치

5형25)

·공주 중동
·관북리유적
·금강사지
·동남리사지
·왕흥사지
·용정리사지
·청양 관현리 요지
·청양 왕진리 요지

24) 본고에서 연화문수막새 분류에 사용한 명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분류 안(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백제사비기 기와
연구』)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25) 제석사지 4차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폐기장 출토 5형의 수막새 도면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폐기장 출
토 5형의 수막새와 동범와 관계에 있는 관북리유적 출토 수막새(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관북리유적Ⅳ』, 연화문수막
새-15)로 대체하여 수록하였다.

22

제28호

1형∼4형 수막새는 제석사지 시굴·발굴조사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어 제석사 창건기
와로 판단되며(김선기 2010: 139) 5형 수막새는 발굴조사에서 1점 출토된 점으로 보아 창
26)

건기와보다는 후대 보수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4형 수막새는 제석사 폐기
장에서만 출토되었고 1형∼3형 수막새의 출토지는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폐기장 등 출
토지가 제한적이고 출토량도 폐기장을 제외하면 수량이 적은 편이므로 제석사 창건 시에
사용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수막새들의 편년이 제석사
지 창건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생산기간이 짧고, 출토지가 제석사
지와 폐기장을 제외하면 왕궁리유적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편년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따
른다. 그러므로 주변 유적인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출토 수막새를 함께 검토하여 제석
사의 창건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왕궁리유적의 초축시기는 무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동서석축 출토 청자연화
준편의 연대(박순발 2009)나 고대 동아시아 도성 구조 비교(김용민 2009, 박순발 2010) 등을
통해 유적의 초축연대를 6세기 3/4분기(박순발 2009)로 올려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왕궁리유적에서는 약 500여점의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서 약 300여점이 삼각
27)

돌기형수막새이다 . 해당 수막새는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출토 수막새와 동범와 관계가
28)

확인되고 있어 부여지역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이며 약 60%의 출토량으로 보았을 때 왕
궁리유적 초축에 사용되었던 기와로 추정된다. 제석사 폐기장 출토 수막새와 같은 유형
의 수막새는 약 40점으로 소량 출토되어 창건와 보다는 후대 건물 축조 또는 건물 보수과
정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에서는 6엽의 인동자엽형 수막새, 6엽의 꽃술형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는데
해당 유형의 수막새는 미륵사지에서만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미륵사 창건기와로 판단된
다. 또한 왕궁리유적 출토 삼각돌기형수막새도 소량 출토되었으며 제석사 폐기장 출토
수막새는 단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미륵사지 서탑의 축조시기는 내부출토 사리장엄구
를 통해 정해년(639)임이 확인되었으나 미륵사의 초축시기는 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탑 기단토 내부에서 미륵사지 창건기와인 인동자엽형수막새와 꽃술형수막새가
출토된 점은 해당 수막새들이 639년 이전에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6세기 후반∼7세
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간지명 인장와들이 다른 유적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출토
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법왕 2년(599) 왕흥사

26) 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출토량을 살펴보면, 1형 143점, 2형 233점, 3형 235점, 4형 16점이 출토되었다.
27) 소문수막새로 연판 끝의 형태에 따라 삼각형의 돌기가 표현된 형태의 수막새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분류안으로는 111D에
해당한다.
2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사비기 기와연구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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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기록을 익산 미륵사로 보아야한다는 견해(최완규 2009, 최연식 2012)가 주목된다. 사
료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도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丁巳명와(597)가 사
역 내에서 출토되므로 적어도 7세기 1/4분기에는 미륵사 초축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석사 폐기장 출토 수막새는 연판 수와 곡절형의 연판형태, 화판 내의 인동자엽문 시
문, 주연부 성형수법, 수키와 결합방식 등을 검토해 볼 때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를 연
29)

결하는 과도기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므로 각 유적의 초축시기는 왕궁리유적→제
석사→미륵사 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왕궁리유적의 초
축시기가 6세기 3/4분기라는 견해에 대해서 필자 역시 동의하며, 미륵사의 초축이 7세기
1/4분기에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 제석사의 창건연대를 6세기 4/4분기로 추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인장와
인장와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평기와를 일컫는데,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와는 공주 대통사지에서 출토된 大通명 인장와로 6세기 전반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인장와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7세기를 전후한 즈음에야 성행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김환희 2014: 65). 백제지역 내에서 출토된 1,794점의 인장와 가운데 약
70%에 달하는 1,189점이 익산지역에서 출토되는 만큼 익산지역 건물축조에 인장와가 일
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석사 폐기장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 가운데 인장와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제
석사 창건가람 조성에 있어 인장와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장와가 건물축조에 보
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제석사가 창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77년 창건된 부여 왕흥사지와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정암리가마터에서 인장와가 전혀
30)

확인되지 않은 점 으로 보아 적어도 577년 이후에 인장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와의 보편적 사용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연대 추정이 가능한
간지명 인장와를 편년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장와에서 확인되는 명문은 관청명, 사찰명, 간지명, 천간명, 지지명 등 다양하게 나
타난다. 간지명이 새겨진 인장와는 원형인장와로 1개의 인장을 이용하여 간지를 인장 안

2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보고서.
30) 567년에 창건된 능산리사지의 창건가람에는 공방지Ⅱ에서 인장와가 1점 출토된 바 있다. 공방지Ⅱ는 후대에 공방으로 이용되었
으므로 출토된 인장와는 공방으로 사용될 당시의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공방지Ⅱ를 제외한 칭건가람 건물지에서는 인장와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능산리사지 역시 창건 당시 인장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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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긴 형태이다. 부여·익산지역에서 출토되는 간지명 인장와는 5종류이며 출토현황
은 다음과 같다(김환희 2014: 21-23).
<표 7> 간지명 인장와 현황(김선기 2010: 152 도 68 인용 후 수정)

丁巳

壬戌

乙丑

丁亥

己丑

(1) 丁巳명
丁巳명와는 익산지역과 부여지역에서 총 61점이 출토되었다. 유적별 현황은 왕궁리유적
15점, 미륵사지 27점, 관북리유적 6점, 부소산성 6점, 구아리유적 3점, 군수리사지 4점이다.
인장은 양각에 권선이 돌아가는 형태이며 인장의 크기에 따라 3.0㎝ 내외와 3.5㎝ 내외 두
종류로 구분된다. 丁巳명와의 편년은 정사년에 해당하는 597년과 657년으로 나뉜다.

(2) 壬戌○○명
壬戌○○명와는 4개의 글자를 하나의 인장에 새겨 타날한 것으로 인장 내 우측부는 판
독이 불가능하다. 익산지역과 부여지역에서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유적별 현황은 왕궁
리유적 10점, 미륵사지 3점, 부소산성 2점, 가탑리유적 1점이다. 인장은 양각에 권선이 돌
아간 형태이며, 크기는 3.0㎝이다. 壬戌○○명와의 편년은 임술년에 해당하는 602년으로
추정된다.
31)

(3) 乙丑명

乙丑명와는 익산지역과 부여지역에서 총 19점이 출토되었다. 유적별 현황은 미륵사

31) 乙丑, 己丑명와의 丑는 판독 상 甲이나 申자를 옆으로 쓴 것처럼 보여 판독 상 이견이 제기된다.(심상육 2013, 이병호 2015) 그
러나 한 개의 도장이 찍힌 단독식 인장와의 경우 글자가 약간 틀어져 새겨진 경우는 확인되지만 인장 내에 두 글자가 각기 전혀 다
른 방향으로 새겨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관북리유적에서 해당 인장와의 폐기시점이 7세기 1/4분기에 해당(남호현 2011)
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상기 인장와에 대한 판독 및 편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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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7점, 부소산성 1점, 능산리사지 1점이다. 인장은 양각에 권선이 돌아간 형태이며, 크
기는 3.7㎝이다. 미륵사지에서 乙자를 좌서로 새겨져 날인된 사례가 2점 확인되어 최소 2
종류 이상의 인장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乙丑명와의 편년은 을축년에 해당하는
605년으로 추정된다.

(4) 丁亥○○명
丁亥○○명와는 4개의 글자를 하나에 인장에 새겨 타날한 것으로 인장 내 좌우편의 글
자판독이 쉽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부여지역에서는 출토 예가 없으며, 익산
미륵사지에서만 80점이 출토되었다. 인장은 양각에 권선이 돌아간 형태이며 크기는 4.0
㎝이다. 丁亥○○명와의 편년은 정해년에 해당하는 627년으로 추정된다.

(5) 己丑명
己丑명와는 양각과 음각으로 구분된다. 양각으로 날인된 己丑명와는 왕궁리유적 22
점, 미륵사지 23점, 관북리유적 7점, 부소산성 2점, 가탑리유적 1점 등 총 55점이 출토되
었으며, 음각으로 날인된 己丑명와는 왕궁리유적 4점, 미륵사지 21점, 관북리유적 1점 등
26점이 출토되었다. 양각 인장은 권선이 돌아가며 크기는 3.8∼4.5㎝이고 음각 인장은 권
선이 없으며 크기는 3.6㎝내외이다. 己丑명와의 편년은 기축년에 해당하는 629년으로 추
정된다.
<표 8> 백제 간지명 인장와 편년표
인장명문

추정연대

분류

丁巳

597

1인장 2글자

壬戌

602

1인장 4글자

乙丑

605

1인장 2글자

丁亥

627

1인장 4글자

己丑

629

1인장 2글자

5종의 간지명 인장와 중 丁巳명와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인장와로 파악된다.
편년은 정사년을 기준으로 60년의 간격이 있어 597년으로 보는 견해(홍재선1981, 이다운
2007, 김환희 2014)와 657년으로 보는 견해(윤덕향 1989, 최맹식 1999, 심상육 2005, 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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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07)로 나뉜다. 丁巳명와 편년에 이견이 있으므로 명확한 편년을 위해 공반유물에 대
한 합리적인 분석과 유물의 후퇴적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丁巳명와는
미륵사지에서 27점, 왕궁리유적에서 15점이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부여 관북리유적, 부
소산성, 구아리유적, 군수리사지 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丁巳명와가 확인된다. 부여 구
32)

아리유적 내 북편우물지 바닥층에서 丁巳명와가 1점 출토되었는데 우물지의 경우 다른
유구에 비해 안정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 층위의 공반유물 분석을 통해 보
다 객관적인 丁巳명와에 대한 편년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아리유적 북편우물은 규모를 보면, 석축 상면은 남벽 163㎝, 동벽 185㎝로 장방형에
가까우며 바닥면 최하단 석축은 남벽 138㎝, 동벽 144㎝ 크기의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최
상단에서 바닥까지의 총 높이는 약 270㎝정도인데, 丁巳명와가 출토된 층위는 우물의 바
닥층 상부인 D-275지점에서 출토되었다. 丁巳명와와 공반한 유물로는 벼루편, 파수부호,
납석제 전, 완, 목기편, 연화문수막새, 방추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시기 추정이 가능한
연화문수막새는 연꽃의 볼륨이 약하며 판단의 중앙에는 비교적 높은 삼각형 돌기를 두어
복엽형식을 취하였다. 연꽃과 연꽃 사이의 가늘고 섬세한 구획선은 자방 쪽에서 연결되어
주연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높은 돌기로 마무리되며 원권을 두른 자
방에는 1+8의 연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에서 삼각돌기형수막새
33)

(111Dc-1)로 분류 하고 있으며, 관북리
라지구 대형전각건물 하층의 와적기단
건물 주변에서도 확인된다. 관북리 대형
전각건물지의 축조 시기는 왕궁리유적에
서 확인된 대형건물지의 축조기법과 출
토 수막새를 통해 7세기 전반이후로 파
악되고 있으므로(김용민 2006) 삼각돌기
형수막새(111Dc-1)의 하한 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로 판

<그림 8> 부여 구아리유적 북편 우물지
바닥층(D-275)출토유물

3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
3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백제사비기 기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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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연화문수막새와 함께 丁巳명와가 출토되고 있다. 이처럼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과 공반하는 점으로 보았을 때 丁巳명와의 편년은 657년 보다는 597년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丁巳명와에 대한 편년은 위덕왕44년(597년)으로 파악된다. 인장와가 건물축
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제석사가 창건된 것으로 본다면 제석사의 창건은 가장
이른 시기의 간지명 인장와 편년인 597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석사지의 가람배치(Ⅲ유형)가 왕흥사지(Ⅱ유형)보다 늦은 단계에 해
당하므로 왕흥사지 창건연대인 577년 이후에 창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
적인 제석사의 창건시기는 577년∼597년 사이로 추정된다.
34)

사찰 조영 기간은 비조사의 건축과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 승준 3년(590)에
사찰 조성에 필요한 용재를 제작하고, 승준 5년(592)에는 불당(금당)과 보랑(회랑)의 기공
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추고 1년(593)에는 탑의 심초에 사리를 납입하고 찰주를 세웠으
며, 추고 4년(596)에는 탑의 노반과 사찰 조영이 완성하게 된다(조원창 2013: 283). 기록을
통해 살펴본 비조사의 조영은 592년∼596년으로 4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백제사찰에 단
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비조사가 백제 조사공(造寺工)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대규모사찰임을 고려한다면 제석사의 조영기간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6세기 말 어느 시점에 조영이 진행되더라도 597년 이전에 제석사 완
공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제석사의 창건 의미
1. 역사적 배경
백제 27대왕 위덕왕(재위 554∼598)은 외부적으로는 활발한 대외관계를 추진하였으며, 내
부적으로는 대규모 사찰 창건 등의 불교진흥을 통해 정국안정 및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다.
고대사회의 대외교섭은 국제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왕실의 권위회복과 왕권을 강화
35)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위덕왕의 활발한 대외교섭은 성왕의 패사 이후 실
추된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대외교섭과 더불어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34) 비조사 창건 기록은 『日本書紀』, 『元興寺伽藍緣記竝流記資材帳』를 통해 살필 수 있다.
35) 梁起錫, 1990, 「百濟威德王代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硏究』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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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것은 불교의 진흥이다. 집권 초기 위덕왕이 출가수도를 표명한 사실에서 드러나
듯이, 불교는 집권초기부터 왕권회복과 정국운영에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위덕왕은 이
러한 불교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능사, 왕흥사 등 다수의 사찰을 조성하였으며 제석사도
그 중 하나로 생각된다.
562년 대가야 멸망 이후, 백제와 신라가 완충지대 없이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위덕왕은 대외교섭과 불교진흥으로 왕권강화에 대
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더욱 효과적인 왕권강화 방편은 대 신라전쟁을 승리로 이끄
는 것이었다. 신라와의 전쟁은 관산성패배에 대한 설욕이라는 징벌적 성격과 더불어 백
제 왕실의 명예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덕왕의 대 신라전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번번이 패배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진기지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리라 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익산은 지리적으로 군사상 거점도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충청도와 전라도를 잇는 교통로 상의 중심지이며, 수도(사비)와 거리가 멀지 않
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금강과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 두 강을 이용한 해상진출에 유
리하며, 경제적요충지로서도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익산지역은 대부분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창지대인 김제, 정읍 등이 인근에 위치하여 군량미확보에 매우 유리
하다. 그러므로 익산지역 개발은 위덕왕의 세력기반을 확대시켜 왕권중심의 정치운영을
행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김형준 2013: 43-48). 제석사의 창건은 이러한 위덕왕의 도
시개발과 더불어 불교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 종교적 의미
우리나라에서 제석신앙은 하늘에 대한 외경심리와 결부된다. 불교가 도입되기 전 막
연하게 숭배의 사상이 되었던 하늘에 제석이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과 합치되면서 고대
천신관념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천신관념은 불교수용기 왕권의 신성화
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불교 도입 후 불교 세계관에서의 천의 관념은 고유의 ‘하
늘’ 관념을 매개로 하여 우리 사회에 수용되어졌다. 제석천이 거주하는 도리천이 관념적
인 다른 제천들보다 머리 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쉬웠다. 그래서 불교의 도리천이 우리 고유의 하늘 관념으로 수용되어 고대적 천신
과 제석이 동일시됨으로서, 제왕이 천손이라는 고대 이데올로기가 불교의 제석신앙과 습
합되어져 제석신앙이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이기동 2006: 1013). 위덕왕은 제석신앙을 통해 천신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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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종래의 천신관과 합쳐져 왕권의 강화를 원하던 위덕왕에게 적극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석신왕과 왕권강화의 상관관계는 신라의 제석신앙 수용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진
평왕은 자신의 이름을 석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백정(白淨)으로, 왕비도 석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야(摩倻)라 칭하는 등 불교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왕권강화에
이용하였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실천방법으로 제석신앙
36)

을 설치하고 내제석궁(內帝釋宮)을 설치하였다 . 신라 진평왕과 마찬가지로 위덕왕은 왕
궁 주변에 내불당 성격의 제석사를 창건함으로써 제석신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석천은 아수라와 대립관계로 리그베다에서 인드라라는 이름으로 전쟁에서 승
리의 신으로 열렬한 찬가와 공희(供犧)를 받았다. 불교경전에서도 악신인 아수라와 싸워
이기는 정의의 선신(善神)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제석천이 전쟁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길기태 2010: 43-46).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대
신라전쟁을 위한 사상적 배경으로도 제석신앙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제석사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대 신라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상징하는 것으로, 위덕왕에 의해 기획된 정치·사회
적 건축물인 것이다.

Ⅴ. 맺음말
제석사지는 1탑 1금당의 백제사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찰
임에도 고고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한 문헌자료에 기대어 백제
무왕시기에 창건된 사찰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석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목탑지 기단토 출토 삼
족기 편년과 가람배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창건시기를 추정하고, 제석사 폐기장 출토유
물 중 연화문 수막새와 인장와의 출토 여부를 고려하여 창건시기의 폭을 좁혀보았다.
다수의 출토 유물 중 목탑지 조성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기단기초부 출토 삼족기에 대
한 분석을 위해 사비기 출토 삼족기 69개체에 대한 형식분류와 편년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사비기 삼족기는 3개의 형식으로 분류되었고 Ⅰ형식은 6세기 전반, Ⅱ형식은 6

36) 『三國遺事』, 紀異1 天賜玉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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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후반, Ⅲ형식은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었다. 제석사지 목탑지 출토 삼족기
는 Ⅱ형식에 속하며, 정림사지 출토 삼족기와 수치가 거의 일치하여 6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가람배치에 관해서는 동·서건물의 형태변화에 주목하였다. 사비기 백제사찰의 가람
배치는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제석사지의 가람배치는 정림사지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
하였다.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가 10년의 시기차를 두고 조성되었지만 동·서건물의 형
태에서 차이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형태가 동일한 정림사지와 제석사지는 동시기에 가
깝게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림사지 기단토 출토유물 검토를 통해서 제
석사지와 동일한 6세기 말에 창건된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인 창건연대 파악을 위해서 제석사 폐기장 출토유물을 살펴
보았다. 제석사폐기장에서는 5개 유형의 곡절형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그 중 1형∼4형
의 수막새를 창건기와로 파악하였다. 제석사 폐기장 출토 연화문수막새는 형태와 제작기
법 등을 보았을 때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경향을 보이는 점을 근거
로 제석사의 창건연대를 6세기 4/4분기로 추정하였다. 한편 폐기장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에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 가운데 인장와가 단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
다. 이는 제석사 창건가람 조성에 있어 인장와를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인장와가
건물축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제석사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대
파악이 가능한 간지명 인장와 가운데 丁巳명와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597년에 제
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제석사의 창건은 597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석사지의 가람배치(Ⅲ유형)가 왕흥사지(Ⅱ유형)보다 늦은 단계에 해당하므로 왕흥
사지 창건연대인 577년 이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제석사
의 창건연대는 577년∼597년 사이로 추정된다.
제석사는 위덕왕의 세력기반을 확대시켜 왕권중심의 정치운영을 행하기 위한 일환으
로 창건되었다. 제석사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집권체제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대 신
라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상징하는 것으로, 위덕왕에 의해 기획된 정
치·사회적 건축물인 것이다.
김정현 ▶논문접수일(2016.8.26) ▶심사완료일(2017.1.30) ▶게재확정일(20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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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ounding period of Jesoek Temple
Jeong-hyun Kim

(The Korea Archaeology & Art History Research Institute)
Jesoek Temple Site excavated recently shows the largest scale among Baekje
Temples of single pagoda-single main temple building but there are only a few
individual studies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Due to the lack of proper analysis and
recognition of Jesoek Temple Site, it has been recognized as a temple founded during
the reign of Baekje King Mu until now. Thus, adhering to a new perspective of Jesoek
Temple Site, we examined the founding period of Jesoek Temple Site not properly
identified in the past through the analysis of three-legged vessels excavated from
wooden pagoda site stereobate soil and artifacts excavated from Jesoek Temple Site
graveyard and comparison of temple site layout during Sabi Perio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ree-legged vessels during the Sabi Period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typeⅠ, typeⅡ and type Ⅲ could be chronicled
to the first half of 6th century, middle and latter half of 6th century and first half of
7th century, respectively. Three-legged vessels excavated from Jesoek Temple Site
wooden pagoda site belong to typeⅡ and the number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ree-legged vessels excavated from Jeonglim Temple Site, indicating that they were
produced in the late 6th century. By also paying attention to the shape change of the
east and west building site in site layout, we divided temples during Baekje Sabi Period
into three types. As a temple of the same type as Jeonglim Temple, Jesoek Temple
was estimated to be built in the late 6th century later than Wangheung Temple Site. In
order to identify specific foundation year, artifacts excavated from Jesoek Temple Site
graveyard were examined and as a result, we took note of the fact that no stamped roof
tiles were excavated among a lot of relics excavated in a graveyard trial excavation and
excavation survey. It means that stamped roof tiles were not used in creating Jesoeksa
Foundation Buddhist Temple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stamped roof tiles may
have been created before used in building construction. Accordingly, based on 597, the
chronology of Jeongsamyeong roof tiles corresponding to the most ancient type among
Ganji inscribed stamped roof tiles, Jeseok Temple Site was identified to have been
founded before 597.
Jeseok Temple was founded as part for performing royal power-centered political
operation by expanding King Uideok’s power base. Symbolizing the ideological base
to provide a stable ruling system politically and effectively perform war against Silla
socially, Jeseok Temple is a political and social building planned by King Uideok.
Key words : Jesoek Temple Site, Jesoek Temple Site graveyard, three-legged vessel,
east and west building site, stamped roof tile, King Ui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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