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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고고학적 유적
으로 구성된 유산이다.
대한민국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유산은 왕성, 사찰터, 왕릉 그리고
외곽성으로, 이들은 문화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던 백제 후기의 문명을
대표한다.

3. 사비시대 왕궁터인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4. 고대 동아시아 평지 가람건축의 원류를 보여주는 정림사지
5. 사비시대의 백제 왕릉군인 능산리고분군
6. 고대 동아시아 도성의 가장 훌륭한 사례인 나성
마지막으로, 사비시대 복도(複都, Secondary Capital)와 관련된 익산의 유적
2곳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다.
7. 고대 동아시아 왕궁 구조의 모범을 보여주는 왕궁리유적
8. 동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터인 미륵사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시대 왕도와 관련된 공주의 유적 2곳을
포함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적 위치도

충청남도

1. 금강의 강가에 축조되어 왕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공산성

2. 웅진시대의 백제 왕릉군인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포함)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사비시대 왕도와 관련된 부여의 유적
4곳이 해당된다.

나성

미륵사지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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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인류문명사적 가치

백제역사유적지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존재하였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에 진행된 활발한 문물교류를 보여준다. 이들 왕국

구
분

들은 교류를 통해 불교를 확산시켰고, 예술, 건축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
시킨 뒤, 주변 왕국들에게 이를 다시 전하여 준 백제인들의 역사가 살아

문
화
유
산

있는 현장이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문명 형성에 기여한 백제의 역할을

기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
의 대표적 사례일 것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
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
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다음의 세계유산 등재기준 (ii)와 (iii)을 충족
한다.
자
연
유
산

준

(참고: http://heritage.un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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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는?

정림사지는 부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동쪽으로
금성산, 북쪽으로 부소산에 둘러싸여 있다.
사비시대 수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정림사지는 우뚝
서있는 석탑 표면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전승기념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는 백제 왕조의 운명과 직결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정림사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정림사지의 대지는 북동에서 남서로 경사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높은 북동쪽은 깎고, 낮은 서남쪽은 성토하여 조성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정림사지 주변지역이 정림사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찰의 위용이 한껏 과시되었을 것이다.
정림사지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 백제시대의 중문지, 금당지, 강당지
및 그 북·동·서편의 승방지, 회랑지 등이 확인되었다. 회랑과 맞대어
이어진 북·동·서 승방지의 배치는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독특한 모습
으로 백제에서만 나타난다.

정림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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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부여와 백제 사찰
백제는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주서(周書)』 백제조에 ‘승니사탑심다(僧尼寺塔甚多)’로
기록될 정도로 많은 사탑과 불탑이 세워졌다. 특히 사비(현재의 부여)에는 『일본서기
(日本書紀)』의

기사와 같이 554년 즉위한 위덕왕이 100명을 출가시킨 기사와 『삼국사기

(三國史記)』의

왕흥사에 30명을 출가하게 한 법왕의 기사를 통해 보았을 때, 당시 이러한

인원을 머물게 하기 위해 사찰의 창건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비시대 사찰은 31개소이고, 이 가운데 부여에서 발견
된 백제 사찰은 20여 개소에 이른다. 이 사찰들은 대부분 위덕왕대 조영되었고 이후
법왕, 무왕대까지 활발한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부여지역에 백제 사찰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도성의 정비와 사찰의 조영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국가 성장에 사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
이다.

부여지역 백제 사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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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 History

정림사지는 1942년 정림사지 인근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발굴
하였다. 당시 이 절터는 이름도 없는 폐사지로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리면서 부여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는 큰 마당이었고 후일 우시장
(牛市場)이

서는 장터이기도 하였다. 당시 발굴조사는 지금과 같이 장비와

연구진을 제대로 갖춘 조사가 아니라 유적의 윤곽과 규모, 기단의 축조
기법을 살피는 정도의 조사였다. 하지만 강당지에서는 ‘정림사’라는
사찰 이름이 새겨진 기와가 수습되어 비로소 정림사지라는 정식 명칭이
부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정림사가 1탑 1금당의 백제 양식을 띠고
있다는 것과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온 사찰 터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상세한 유적의 전모는 알 수 없었다.

림
사

정
‘정림사’ 가 새겨진 기와

정림사지 전경(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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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9년부터 연차적으로 재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충남대

2007년~2011년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유적 전체에 대한 보다

학교와 국립부여박물관이 합동으로 조사하였다. 이 발굴조사는 사지에

심층적이고 정밀한 재조사를 시행하여 강당을 사이에 두고 동·서 회랑

대한 전면 조사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북단에 각각 건물지가 있었음을 처음 확인하였고, 강당 북편에 동서로

보완하는 조사였다.

긴 건물자리를 북승방지로 추정하였다.

1979년~1980년에 발굴 조사된 내용으로는 강당과 동·서 회랑의
연결부분, 서회랑과 남회랑 연결 부분 금당지 기단과 규모, 그리고

이처럼 이전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
되면서 보다 정확한 가람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석탑 주변에 탐색 피트를 넣어 석탑하부지반 조성방법을 살펴보았고,
중문과 그에 연결되는 남회랑 흔적을 찾아 나갔다. 강당지 북동쪽
에서는 규모와 용도를 알지 못하는 건물 유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정림사지 금당지 발굴조사(1979년)

부여 정림사지 발굴조사 전경(2009년)
정림사지 VOL.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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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정림사지 5층석탑에 쓰여진 글씨,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정림사지 5층석탑의 1층 탑신부에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의 전승기념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4면에 모두 새겨져 있으며 중국 낙주 하남의 권희소가 쓰고 당 현경 5년
(660) 8월 15일에 완성하였다.
내용은 백제 31대 의자왕, 왕자 융, 효 등 13인과 대좌평 사타천복, 국변성 이하
7백여 명을 중국에 압송하였고 당나라는 백제 멸망 후에 5도독과 37주 250현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당시 백제 영토에는 24만 호, 인구 620만 명이었다고 적고 있다.
백제 멸망 당시에 사비성이 7일 동안 밤낮으로 불에 타 거의 건조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군은 철수에 앞서 사비궁터에 있었던 부여 석조와 정림사지 5층석탑에
전승문을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정림사지 VOL.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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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정림사는 사비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매우 중요한

정림사지는 강당을 갖춘 백제식 1탑 1금당 양식으로, 이는 백제

사찰이었으며, 중국을 통해 들어 온 불교문화가 백제 불교문화로 완성

사찰의 특징이며 강당을 배치하는 전통은 이후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백제는 6세기 전반 중국 남조 양나라와의 적극적인

정림사지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시대 유적인 5층석탑도 주목된다.

교류를 통해 웅진지역에 본격적인 사원인 대통사를 건립한 바가 있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목탑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는 백제 고유의 석탑

정림사는 도성 안에 자리했다는 점에서 대통사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이다. 정림사지 석탑을 비롯한 백제의 석탑 건축 기술은 이후 신라에

있다.

이어져 한국이 석탑의 나라가 되는 교두보를 제공했다.

도성 내 사찰의 건설은 이미 중국 남북조시대에 이루어졌다. 북위
낙양성의 사찰은 대략 500여 곳에 달하는데, 효문제는 낙양 천도시 내성
안에 유일하게 영녕사만 허락했다. 영녕사는 낙양성의 남북을 관통하는
어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비도성의 남북중심선에 위치한 백제
정림사와 유사하다.
백제 석탑과 신라 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은 세부 수법 하나하나를 목조 건축양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우아하고 세련된 백제
석조건축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궁리유적에 위치하고 있는 5층석탑은 정림사지 석탑에서 완성된
백제의 석탑기술이 후대로 계승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석탑은 삼국통일 이후에도
석탑양식의 완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백제의 우수한 조탑술을 입증하고 있다.

정림사지 VOL.4 19

북승방

동승방

서승방
강당

금당
서회랑

동회랑
탑

남회랑

중문

남회랑

정림사지 발굴 회차별 유구발굴 현황
정림사지 5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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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 5층석탑은 완벽한 비례미를 가지고 있다. 정림사지 석탑의
건립에 쓴 자[尺]는 1자의 길이가 약 35㎝ 정도인 ‘고려척’이었다. 탑의
지대석 너비는 고려척으로 14척이고, 그 절반인 7척이 이 탑의 건립에
기본 척도로 쓰였다. 이러한 증거들은 각 부분의 측량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 1층 탑신과 1층 지붕돌을 합한 높이가 7척이며, 1층탑의
너비 역시 7척, 기단의 높이는 7척의 반인 3.5척, 기단 너비는 7척에서
3.5척을 더한 10.5척이었다. 말하자면 7척이 가진 등할적(等割的) 원리로
이 탑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탑의 세부를 살펴보면 1층 너비인 7척에 대하여 2층과 5층의
합이 7.2척, 3층과 4층의 합이 7척으로 거의 7척에 맞춰진다. 이러한
원리는 탑의 높이에도 적용되어 탑신과 지붕돌을 합한 1층 높이 7척에
대하여 2층과 5층의 합이 7척, 3층과 4층의 합이 6.9척으로 거의 7척에
맞춰진다.

석탑 만드는 과정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정림사지 5층석탑 비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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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je Historic Areas Guide Book

백제는 백제적 사원 형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림사지의 건립과

웅진·사비기 백제 불교 사찰들에서는 와적기단이 유행하는 모습을

더불어 능산리사지,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등을 건립하면서 백제적인

보인다. 기와를 쌓아 기단으로 삼는 와적기단은 그동안의 발굴 조사를

사원형태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 이러한 바탕에서 588년 일본의

바탕으로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자료가 없다. 신라의

아스카데라[飛鳥寺] 건설에 기술자 집단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

경우에는 천관사지 및 전 인용사지 등에서 와적기단의 아류작으로

에서는 아스카데라[飛鳥寺]를 비롯하여 시텐노지[四天王寺], 호류지[法隆寺] 등의

보이는 기단이 출토된 바 있다. 이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대부분의 와적

백제계 사찰이 건립되었다.

기단이 백제에서 비롯되었음을 판단케 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와적

이처럼 사비시대의 중요한 사찰인 정림사는 중국의 불교문화를
수용한 백제가 사비시대에 이르러 자신만의 사찰건축과 불교문화를
만개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 건축 기술은 한국의
후대 사찰 건축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

기단이 사원에서 뿐만 아니라 관아건물에까지 조성되고 있어서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주체는 백제장인이었음이 분명하다. 백제의
독창적인 와적기단은 신라 및 일본에까지 그 기술이 전파된 국제성을
내포한 기단 형식이었던 것이다.

했던 일본의 사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시텐노지

정림사지 와적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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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

더 알아보기

현재 강당지 자리에는 석불좌상의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강당지는 석탑 중심부로
부터 북쪽으로 57.5m 거리에 있다. 건물은 정면 39.1m, 측면 16.3m로 세장형 건물이다.
기존에 확인된 고려시대의 강당(정면 31.8m, 측면 17.9m)은 이보다 작게 조성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림사지 부속 건물들

중문지
중문지는 석탑기단에서 남쪽으로 약 14m 거리에 있다. 초석을 놓았던 적심석
(積心石)은

동서 2열로 9개가 배치되어 있어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정면 11.3m,

측면 5.3m 크기이다. 고려시대 중문지의 기단은 깬돌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금당지

서측기단 전경

금당지는 석탑기단에서 북쪽으로 약 15m 거리에 있다. 금당지의 하층기단에
적심석이 남아 있는데 북편 7개, 남편 6개, 서편 4개, 동편 7개, 건물 내부에 1개소
이다. 적심석의 배치로 보아 건물은 (퇴칸을 포함)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정면 18.75m,
측면 13.80m 크기이다.

금당지 북동편 근경

금당지(1979년)

강당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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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지

서편건물지

회랑지는 중문지에서 강당지까지 연결되는 합원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서편건물지는 강당지 서측으로 1m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동편건물지와 대칭을

된다. 회랑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볼 때 동서너비 약 40m, 남북길이 82m인

이루고 있다. 건물의 규모는 동편건물지와 같은 정면(남북길이) 39.3m, 측면(동서

것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적심석의 간격으로 보아 회랑지의 평면은 정면 21칸, 측면

너비) 12.1m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훼손상태가 심각해 일부에서만 기와열이

1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확인되었다.

서회랑지 전경(동에서)

동회랑지 전경(북에서)

동편건물지
동편건물지는 강당지 동측으로 1.2m의 간격을 두고 있다. 건물의 남단은 동회랑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북측의 건물과 4m 정도 떨어져 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남북길이)
39.3m, 측면(동서너비) 12.1m로 강당의 규모와 비슷하다. 기단은 평적식 와적기단으로
구축되었다.

서승방지

정림사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외곽 보강시설

동측 기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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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 복원도

· 정림사지박물관
· 백제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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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은 123년간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었던 부여, 왕실의

· 관람료

상징적인 공간이며 불교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 그 중심,
정림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문화권 핵심사업인 정림사지박물관

개인
구분

건립은 백제문화를 이해하는 명소로서 역사적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박물관의 성격을 백제 불교문화와 정림사지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박물관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서도 백제문화의 특성을 전시
연출에 투영하도록 하였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 관람시간 : 동절기(3월~10월) 09:00~18:00
하절기(11월~2월) 09:00~17:00

관람료

단체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

어른

어린이

청소년
및 군경

어른

700원

900원

1,500원

500원

700원

1,200원

- 단체는 30명 이상

· 휴관일
- 지정휴관일 : 1월 1일, 설날, 추석
- 임시휴관일 : 박물관의 수리·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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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

백제불교문화관

백제 건축양식을 볼 수 있도록 배흘림기둥, 주두, 첨차, 소로, 인자방

· 백제의 불교전래 :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부터 중국, 고구려,

등 고증을 바탕으로 한 건축양식으로 20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웅장

백제,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여 일본에 전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기록과

했던 백제 건축기술을 느낄 수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된 사비성의 사찰 분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백제의 기술 :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인 전돌과 기와를 제작하는
과정을 65% 축소모형으로 연출하였고, 백제시대 부여지역에서만 확인된
건축기술과 백제의 금동불 제작과정을 각 단계별로 재현하여 백제만의
기술과 특징을 모형과 영상을 중심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중앙홀

백제의 불교전래
정림사지 VOL.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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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사지관

· 정림사지로 가는 길 : 백제불교의 중심이었던 정림사를 1/12로
축소하여 복원하였으며 정림사지 발굴모습과 발굴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림사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정림사지 출토 유물 : 정림사지는 여러 시대에 걸친 유물이 출토
되고 있으나 특히 창건기인 백제시대와 중건기인 고려시대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백제시대 불교와 관련된 유물로는 삼존불
입상과 소조불, 도용 등이 출토되었고 고대 불상 조각사의 연구와 중국
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도록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백제불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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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연표

연도

사건

백제 (기원전)
18
18 (5월)

연도

백제 (기원전)

242 (2월)

남쪽 습지에 도전을 개척

온조왕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 건국

260 (1월)

6좌평 · 16관등제를 실시함

동명왕묘를 세움

260 (2월)

복색제도 마련

6 (8월)

마한에 사신을 보내고, 사방의 국경을 정함

5 (1월)

도읍을 한산으로 옮김

2 (4월)

국모(國母)의 묘(廟)를 세움

백제 (기원후)

마한을 병합

28 (2월)

온조왕 사망, 다루왕 즉위

298 (9월)

304 (10월)
327 (9월)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의 술 빚는 것을 금지시킴
344 (10월)

다루왕 사망, 기루왕 즉위

89 (6월)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넘어지고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강화를 요청

128 (11월)

기루왕 사망, 개루왕 즉위

166

개루왕 사망, 초고왕 즉위

200
214 (10월)

초고왕 사망, 구수왕 즉위

222 (2월)

관리에게 명을 내려 제방을 수리하게 함

222 (3월)

농사를 권하는 명령을 내림

234

고이왕 사망, 책계왕 즉위
한과 맥인의 침공을 받아 책계왕 사망, 분서왕 즉위

300

77 (9월)

105 (1월)

286 (11월)

백제 (기원후)

8 (10월)

38 (가을)

사건

구수왕 사망, 고이왕 즉위

346

분서왕이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함, 비류왕 즉위
내신좌평 우복이 북한산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평정함
비류왕 사망, 계왕 즉위
계왕 사망, 근초고왕 즉위

366 (3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교빙

372 (9월)

왜왕에게 칠지도를 하사, 동진에 조공, 동진에서 근초고왕 봉책

375 (11월)

근초고왕 사망, 근구수왕 즉위

377 (10월)

왕이 3만의 병력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함

384

근구수왕 사망, 침류왕 즉위

384 (9월)

동진의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래

385 (2월)

한산에 불사를 세우고 승려 10명을 출가시킴

385

침류왕 사망, 진사왕 즉위

392

고구려의 담덕(광개토왕)이 침입하여 석현 등을 함락함, 한수 이북의
많은 성이 함락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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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건

392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함락함

392 (11월)

진사왕 죽음, 아신왕 즉위

397 (5월)

연도

사건
516
523 (5월)

왜와 국교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보냄

400

오경박사 고안무를 왜에 파견
무령왕 사망, 성왕 즉위

527

대통사 창건

538

왜에 불교전수, 역박사 · 오경박사 · 의학박사를 보냄

538 (봄)

사비(부여)로 천도. 국호를 남부여로 함

아신왕 사망, 전지왕 즉위

541

양에 사신을 보내 모시박사와 열반경의 및 공장, 화사 등을 청함

여신을 상좌평으로 삼아 군국정사를 맡김. 상좌평의 직이 처음으로 생김

544

왜에 사신 파견, 득문, 기마 왜에서 귀국

420 (3월)

전지왕 사망, 구이신왕 즉위

552

금동석가상과 경론을 일본에 보냄,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교전파

427 (12월)

구이신왕 사망, 비유왕 즉위

554 (7월)

405 (9월)
408 (1월)

왕이 4부 순무, 왜의 사신과 수행인 50명이 옴

위덕왕 즉위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굶주리자 신라로 도망가는 백성들이 많음

554

담혜 등 승려 9명 일본에 건너감, 일본에 역박사 · 오경박사 · 의박사
보냄

567

위덕왕의 누이 형공주가 발원하여 원찰 세움(능사)

577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왕흥사를 세움

598

위덕왕 사망, 혜왕 즉위

599

혜왕 사망, 법왕 즉위

447 (7월)
455 (9월)

비유왕 사망, 개로왕 즉위

457
475 (9월)
475 (10월)

송에 관작 요청, 송에서 책봉함
고구려 침공으로 한성 함락, 개로왕 사망
문주왕 즉위, 웅진으로 천도

476 (2월)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강 이북의 민호를 이주시킴

476 (4월)

탐라국이 백제에 신속해 옴

477 (9월)

문주왕 피살, 삼근왕 즉위

479

삼근왕 사망, 동성왕 즉위

498 (8월)

600

탐라를 정벌하려 하자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 사죄함

500
501 (12월)
510 (1월)
513 (6월)

성왕이 관산성에서 신라 복병의 공격을 받아 전사함

554

428 (2월)

웅천 북쪽 벌판에서 전렵, 백가가 동성왕을 살해, 무령왕 즉위
명을 내려 제방을 축조하고 유민을 정착시킴
왜에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

600

왕흥사 중창

600

법왕 사망, 무왕 즉위

602

승려 관륵이 일본에 천문 · 지리 · 역서 · 방술서 등을 전함

626

당에 사신 파견, 명광개를 보냄

630 (2월)

사비의 궁성 수리, 왕이 웅진성으로 행차함

634 (2월)

왕흥사 준공

639

무왕의 비(사택적덕의 딸)가 발원하여 익산 미륵사 서탑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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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건
641

무왕 죽음, 의자왕 즉위

642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성을 점령

642 (8월)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얻음

660

나당군의 백제 침략, 당의 군대와 기벌포에서 대치, 계백이 황산벌에서
김유신에게 패함

660

나당군에 의해 사비도성 함락, 의자왕 웅진으로 피신

660 (7월 18일)
660
660 (9월)
660 (9월 3일)

의자왕 나당연합군에게 항복
흑치상지 등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킴
백제 영토에 5도독부 설치함, 웅진도독부 설치
소정방이 백제 의자왕과 왕자 · 신하 · 백성들을 데리고 당으로 돌아감.

661

복신 · 도침 등 주류성을 거점으로 부흥운동 전개

661

백제 부흥군, 백제 서북부 일원 회복, 부흥군, 근거지를 임존성으로
옮김

662 (5월)

일본에 가 있던 왕자 풍이 귀국, 부흥운동을 지휘함

662 (7월)

웅진강 동쪽의 지라성 · 윤성 · 사정성 · 대산 등의 4성책을 함락

663 (8월 28일)

일본원병 백강구에서 패배, 풍왕이 복신을 살해함, 풍왕 고구려로 도피

663 (9월 8일)

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인 주류성 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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