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인들이 꿈꾼 미래

익산

함께 가볼만한 곳 # 주변 관광지

함께 즐길수 있는곳 # 지역 축제

Baekje Historic Areas # Key map
수촌리고분군

공주

백제와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존속한
한반도의 한 나라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도읍들과

정지산 유적

연관된 백제 후기(475~660)의 유산으로 웅진 왕도 관련 유적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사비도성 관련 유적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사비시대의 복도 (複都)

대천 해수욕장

백제문화제

관련 유적인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 등 8개의 유적으로 구성된

백사장 길이가 3.5km에 달하며 해수욕을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이다.

기간 09 - 10월 중, 장소 공주, 부여

휴양객들의 편의시설 및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백제문화제는 700년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왕궁리유적

있다. 7월 17일~26일까지 보령 머드축제가 열린다.

백제의 문화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이며 각종 다양한 체험들과 볼거리가

왕궁리유적은 사비시기 수도(부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성된 복도의

T. 041)933.7051 / daecheonbeach.kr

준비되어 있다.

연속유산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주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왕궁으로서 지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장방형의 궁장 내부에서는 왕궁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남쪽에는 의례나 정치와 관련된 건물이,

전주 한옥마을

공주 고마나루 축제

북쪽에는 후원이 배치된 왕궁 내부구조를 알 수 있다.

 목탑지  금당  강당지  승방지

전주 완산구 풍남동·교동 일대로

기간 07 - 08월 중, 장소 웅진동 고마나루 야외

 석탑복원 현장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600여채의 한옥이 위치하며 한옥

곰과 인간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왕궁리 5층석탑

생활체험관, 공방촌, 각종 전시관

시민의 공연·예술축제로, 해마다 7~8월에 개최

왕궁에서 사찰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제작시기에

등의 볼거리가 있으며, 다양한

되며 국악, 연극, 관현악, 사물놀이, 시민어울림 마당

대해서는 백제 또는 그 이후 시기로 보고 있지만

맛집을 방문하는 재미도 있다.

등 다양한 이벤트로 이어지는 여름밤 축제이다.

백제의 석탑건축의 기본이 후대로 전해준 양상을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경기전 또한

명확하게 보여준다.

독특한 볼거리이다.

부여 서동 연꽃 축제

T. 063)284.1126

기간 07월 중, 장소 부여군 서동공원 일원

hanok.jeonju.go.kr

궁남지 38만㎡ 면적에 50여종의 연꽃이 주를

미륵사지

문화적 발전이 절정에 이른 백제 후기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킨 뒤, 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해주었음을
증명하는 유산이다.

대형건물지
너비 35m, 길이18m의 규모. 왕궁 내에서 가장

왕궁리
유적

 왕궁리유적 전시관  궁장

있는 축제이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

구조의 건물이 부여의 관북리유적에서도 확인

1899년 근대적 항구로 개항한

축제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되었다.

군산 내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대형건물지  5층석탑  후원영역

미륵사지

시대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

일본식 가옥이 들어선 장미동·

기간 10 - 11월 중, 장소 중앙체육공원

월명동·신흥동 일대를 돌아보면

익산의 시화이자 백제 기록에도 등장하는 국화를

역사적 애환이 묻어있는 근대문화

감상할 수 있는 축제 로 천만송이 국화들의

유산을 만날수 있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긋한 꽃내음을 감상할 수 있다.

T. 063)453.4986

국화 야외전시와 함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tour.gunsan.go.kr

국화작품 경연대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중 하나이다. 미륵사는 미륵이 세상에

천정대

백제문화단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나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국립부여박물관
궁남지

Baekje

익산

Historic Areas

진행하고 있다.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가람으로 구체화한

계룡산 국립공원

백제문화의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탑과 금당을 3곳에 배치한 독특한

대전시, 공주시, 논산시에 걸쳐 있는

가람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으로 한국 4대 명산 중
하나이다. 주변에 백제 유적과

(302-828)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 KT&G빌딩 5층
Tel 042.488.9726 / Fax 042.488.6817 ©2015

부여

이루는 축제로 유구한 백제역사문화를 느낄 수
군산 근대문화유산거리

중요한 건물지로 생각된다. 거의 동일한 규모와

www. baekje-heritage.or.kr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서탑의 복원과 정비

고찰·명승이 많아 관광지로도

미륵사지의 서탑은 2001년 본격적인 해체작업이

유명하며 동학사, 갑사, 신원사,

진행되어 2010년 해체 완료 후 복원을 진행하고

각종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있다. 석탑 보수정비 현장에서는 석재가공모습,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수려한

석탑해체부재, 석재의 보존처리방법 등을 관람

산봉, 계곡, 폭포, 동굴이 있다.

할 수 있으며 수리전문가 및 해설사의 안내를

T. 042)825.3002

받을 수도 있다.

gyeryong.knps.or.kr

함께 즐길수 있는 먹거리 # 지역 특산품
공주 # 알밤 (판매처 공주시청)
T. 041)840.8244 / www.gmjangter.com

부여 # 수박, 메론 (판매처 굿뜨래장터)
T. 080)750.3535 / www.goodtraemarket.net

입점리
고분군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 # 서동마 (판매처 금마농협)
T. 063)836.6008

유적지구
백제역사

국립공주
박물관

왕궁리유적

www. baekje-heritage.or.kr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 다시 강국이 되다.

공주

700년 대백제의 꿈

부여

판축토성

능산리고분군

부소산성은 흙으로 축조한 토성으로, 나무로
거푸집을 만들고 점토질과 마사토를 번갈아

정림사지

 정림사지 박물관  정림사지 5층석탑

능산리고분군은 나성 밖에 위치하여, 왕실의

 금당지  강당지 (석조여래좌상)  와적기단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도시 한복판에 조성하였던

다져 올려 성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판축 공법은

이전 시기의 왕릉군들과는 다른 입지여건을

나성을 건설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보여준다. 발굴조사 이전에 대부분 도굴되었으며,
고분군의 서쪽 절터에서는 567년에 제작된 석제

낙화암

사리감과 함께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었다.

부소산성 서편에 위치하였으며 백제 최후의 날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장소로 백마강의 모습이

능산리 사지

한 눈에 들어오는 장소이다.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위치한 백제시대
절터이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금동대향로’와
‘백제창왕명사리감’가 출토되었으며, 능산리의
왕릉원에 모셔진 왕족들의 명복을 빌던 사찰로

공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공산성은 웅진시기(475~538) 백제의 왕궁이 있었던 산성으로 금강이라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사비시기(538~660) 백제의 왕궁 관련 유적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왕궁지, 왕궁부속

발굴 조사결과 대형건물지 등의 왕궁의 주요 시설들과 정교하게 판축된 토성이

시설지, 백제시대의 토성 등이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 부소산성은 비상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었다.

송산리
고분군

왕궁지

추정된다.

부소산성
정림사지
관북리 유적

 송산리고분군 전시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대형건물지

공주 시가지와 금강, 송산리고분군이 조망되는

가로 35m, 세로 18m의 규모로, 왕궁 내에서

우월한 입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와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속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거의 동일한 구조와 규모의 건물이 익산의 왕궁리

왕궁지로 판단된다.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능산리 고분군
나성
금강

왕궁부속시설지

사비도성

산성 내 가장 넓고 평탄한 공간에 위치해 있다.

불교의 권위가 잘 드러나는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왕궁은 수도의 북편에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축대, 도로, 저수시설,
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왕궁의 부속건물지로

공산성

위치하며 사찰이 수도의 중심에 위치한다. 중국의 수도 조성 원리를 채택 하면

 금서루  왕궁지  진남루  영은사

서도 백제만의 고유한 특징을 더하였다. 중국의 도성 조성 원리는 왕궁과 도시를

 왕궁부속시설지  공북루  체험학습장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판단된다. 저수시설에서 출토된 갑옷 등은 유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공산성 성벽

 삼충사  부소산성 성벽길  부소산성 성벽

외곽성이 감싸야 하나 금강에 의한 방어의 장점으로 나성은 동쪽에만 축조하였다.

 수혈주거지 전시관  반월루  낙화암
 부소산 서복사지  백마강유람선  대형건물지

또한 왕궁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성을 사용한 전통은 지속되었다.
정림사지

나성

정림사지는 사비도성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절터로, 도심에 세워진 절로는

백제 후기의 수도였던 사비는 북, 서, 남을 금강이 천연의 해자 역할을

국립부여박물관

대부분의 구간이 조선시대 축조된 석성으로

송산리고분군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이다. 목탑의 한계를 극복한 높이

하였고, 동쪽부분만 인공적인 방어시설(나성)을 설치하였다. 나성은

백제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사비시기의

그 석성 밑으로 백제 시대의 토성이 지나가고 있다.

송산리고분군은 웅진시기의 백제 왕릉군으로 7기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8.3m의 석탑이 남아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등이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출현한 도시 외곽성의 가장 이른 예 중 하나로,

유물들을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대표적인

다만 공산성의 동남부에는 백제시대의 토성 구간이

그 중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어 왕릉의 주인공과

확인되어 불(佛)·법(法)·승(僧)의 불교의 3보를 모두 구비한 백제 고유의

도시 방어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유물로는 백제금동대향로가 있다.

현재도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축조시기(525)가 확인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사찰 건축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징적 경계로서 역할을 하였다.

송산리고분군의 무덤양식

정림사지 5층석탑

석실분은 돌을 쌓아올려 만든 무덤이며 전축분은

백제시대 5층석탑으로 탑의 원형은 거의 완전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송산리고분군에서는

형태로 남아있는데, 완벽한 균형미와 비례미를

1~5호분이 석실분에 해당하며 백제 전통의 고분

보여준다.

형식이다. 전축분은 6호분과 무령왕릉이 해당되며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고분형식이다.

와적기단
정림사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와를 쌓아 건물의

국립공주박물관

기단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한 와적기단이

무령왕릉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충남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기와로 기단을 만드는 방식은 부여

출토된 관련 유물이 보관·전시되어 있다.

지역의 백제시대 왕궁지와 사찰유적에서

웅진시기 찬란한 백제문화의 다양한 면모들을

빈번하게 발견되며, 익산의 왕궁리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수 확인되고 일본에 전해져 널리 유행하였다.

나성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전시관
 능산리 사지  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