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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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VOL.8 5

Baekje Historic Areas Guide Book

BAEKJE HISTORIC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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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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uksa Temple Site

미륵사지는?

미륵사지는 익산시 금마면 표고 430m의 미륵산 아래의 넓은 평지에
펼쳐져 있어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을 자랑한다. 백제 사찰로는
이례적으로『삼국유사(三國遺事)』에 창건 설화가 전하고 있으며,임진왜란
(壬辰倭亂)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밝혀졌다.

3탑 3금당 양식의 사찰인 미륵사지는 세 개의 금당이 나란히 배치
되고 각각의 사원이 독립적으로 배치되었다. 중원에는 목탑이 동·서원
에는 석탑이 각각 배치되었다. 중앙의 목탑이나 동탑의 건립연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서탑의 경우 사리봉안기가 출토되어 무왕의 비인
사택왕후(沙宅王后)가 발원하여 639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미륵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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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History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조사(1974년)

미륵사지 발굴조사(1975년)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조영된 백제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로,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조에 자세한 창건 설화가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미륵사 석탑이 동방에서 가장

폐사된 이후 미륵사는 방치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서탑 및 가람

큰 석탑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17세기경 영조 때 강후진이 편찬한 『와유록

배치 등에 대한 글이 발표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광복 후인

(臥遊錄)』

1962년에 서탑이 국보 제11호, 1963년에 당간지주가 보물 제236호,

에는 폐허가 된 후의 미륵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1966년에는 미륵사지가 사적 제150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륵사지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
지고 가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소규모의 발굴조사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유적의 중요성과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5개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차발굴을 진행하였다.

미륵사 창건 설화
『삼국유사』 무왕조에 전하고 있는 미륵사 창건 설화를 QR코드를 통해 살펴봅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삼국유사』 무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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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는 서탑에 대해 본격적인 해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2009년 1층 해체조사를 추진하던 중 심주석 상면 중앙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내부에서 금동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등이 발견
되었다. 특히 금제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 목적과 시주, 석탑의
건립연대 등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문헌사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륵사지 서탑 출토 유물들
해체 이전의 미륵사지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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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미륵사지 서탑 출토 금제사리봉안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는 앞면 99자, 뒷면 94자가 각자되어
있었으며 앞면에는 글자에 주칠이 되어 있었다. 문장은 사륙변려체로 대구법을 잘 활용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체는 거의 같은 시기인 645년에 쓴 사택지적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하건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왕궁에 의탁해 태어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를 남겨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마침내 오색으로 빛나는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리를 7번 요잡(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함)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
할 것이다.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沙宅積德)의 딸로서 지극히 오랜 세월
[曠劫]에

선인을 심어 금생(今生)에 뛰어난 과보[勝報]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

시고 불교[三寶]의 기둥이 되셨기에 능히 깨끗한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
시고, 기해년(己亥年, 639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
원하옵건대,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善根)으로
우러러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寶曆]는 천지와 함께 영구
하여, 위로는 정법(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왕후의 몸에 나아가서는 마음은 수경(水鏡)과 같아서 법계
(法界)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며, 몸은 금강(金剛)과 같아서 허공과 나란히 불멸(不滅)

하시어 칠세(七世)를 영원토록 다함께 복리(福利)를 입게 하시고, 모든 중생들이
다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번역 : 김상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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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년이라는 연대와 무왕의 왕후라는 확실한 발원자의 존재가 확인된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역사와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탑은 창건당시
석탑의 사리공 구조와 유물 배치 양상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확인한 예이자, 발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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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의 세계유산적 가치

통하여 석탑 하부의 사리공양 의례 관련 유물을 본격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백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탑과 사리장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평지사원 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가지며,
미륵사상을 물질적으로 구현한 독창성을 가진다. 미륵사지에는 현재
해체 보수중인 석탑이 1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
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는 미륵사지와 관련하여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
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회랑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1974년부터 이어진 수 십 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미륵사는 중문-탑-금당이 일직상에 배열된, 이른바 1탑 1금당 형식의
가람 세 동을 나란히 병렬시킨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양쪽의
동원(東院)과 서원(西院)보다는 가운데 중원(中院)의 면적과 금당 및 탑의
규모가 더 커 중심을 형성하였다.

사리봉안기 출토 모습
미륵사지 VOL.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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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복원도

동원, 중원, 서원은 각기 긴 회랑으로 구획되어 독립된 공간을 이루
지만, 북쪽으로는 1동의 큰 강당터로 연결된다. 즉 예불공간은 3개
원으로 나누었지만, 강당은 하나로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강당과 연결된 북·동·서 회랑터에는 후대 승방(僧房)으로 사용된 흔적도
발견되었다.
백제시대의 사찰지 규모는 강당에서 중문까지 134m이며, 폭은
동원과 서원의 외곽 기준 172m이다. 뒤쪽 미륵산에서 발원한 물길은
가람의 네 면에 걸쳐 인공 물길로 정리되었고, 가람의 남쪽 정면에 큰
연못을 조성했던 흔적도 나타났다. 또한 강당 북쪽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어서 인공 물길을 건너 뒤편의 후원(後園)지역으로 연결되었다. 원래
미륵사지 배치도
미륵사지 VOL.8 19

Baekje Historic Areas Guide Book

습지였던 곳이어서 각별히 치밀하게 배수 처리를 한 점과 아울러, 각

본래 미륵사에는 3기의 탑이 있었다.중원(中院)에는 목탑이,동원(東院)과

원의 금당도 특별한 구조로 습기를 예방하였다. 금당 바닥에는 지대석

서원(西院)에는 각각 석탑이 있었다. 중원의 목탑이 언제 소실되었는지는

깔고 그 위에 1m 정도 높이의 주춧돌을 마름모꼴로 놓았으며,

알 수 없다. 동·서원의 석탑 중 동원의 석탑은 발굴 당시 완전히 무너져

초석 위에 귀틀목을 걸친 흔적이 있다. 따라서 금당 바닥에 빈 공간을

내려 석탑에 이용된 석재들이 주변에 흩어진 상태였다. 서원의 석탑은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 동북 측면으로만 6층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地臺石)을

이렇듯 백제는 1탑 1금당의 사찰구조를 바탕으로 불교의 미륵
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미륵사를
만들었다. 백제인들은 이 미륵사를 통하여 누구나 평등한 삶을 염원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석탑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체조사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부터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했던 미륵하생의 꿈을 이룩하려 하였고, 이로써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려는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고대 백제인들의 신념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륵신앙을 구현한 가람배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미륵사지 서금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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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reuksa Temple Site

미륵사지 석탑의 과거, 현재, 미래

미륵사지 석탑은 발굴조사 때 동탑지에서 노반석(露盤石)과 없어졌던
지붕돌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서탑과의 비례를 바탕으로 컴퓨터로 계산
하여 복원한 결과 9층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1992년 미륵사지 동원에 석탑을 복원하였는데, 복원된 높이는
총 24m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높은 경주
감은사지 석탑이 13m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륵사지 석탑은 그 두 배에
가까운 규모가 되는 셈이다.
한편 2009년 서원의 석탑에 대한 해체조사를 진행하던 중 1층 심주석
상면 중앙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사리공 주변에는 십자(十字) 먹선과
석회로 밀봉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리장엄은 사리공 안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은제관식, 청동합 등 다양한 공양품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 과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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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탑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를 통해 미륵사지 탑이 639년에 건립

미륵사지 석탑은 2001년 10월 6층 옥개석을 시작으로 해체가 실시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미륵사가 백제시대 무왕 재위기간

되어 2004년 2층까지 해체 및 콘크리트 제거를 완료하였다. 이후 1층

동안에 창건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보기 드문

해체에 앞서 내부의 십자형 공간과 석축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유물로 여겨진다. 해체되어 보존처리가 완료된 서탑은 2018년을

2005년부터 1층 해체를 시작하였다. 석축은 2008년에 해체가 완료

목표로 재조립 중에 있다.

되었고 1층 및 기단은 2010년에 해체가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학술
연구와 시험결과 등을 검토하여 백제시대 창건 기초는 석탑을 6층
까지 복원하여도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재조립을 진행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복원도

미륵사지 서탑 해체(2009년)
미륵사지 VOL.8 25

· 익산 둘레길 여행
- 미륵산길
· 미륵산과 백제유적
· 백제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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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둘레길 여행 – 미륵산길

미륵산

미륵산은 높이는 430m로, 원래 이름은 용화산이었으나, 미륵사가
지어진 후부터 미륵산이라고 부른다. 또한 봉우리가 사자의 형상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자봉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미륵산성이 축성되어
있는데, 성곽의 둘레가 1,822m이다.
미륵산 내에는 기름 한 말을 끓일 수 있을 정도의 큰 홈이 패인 등잔암
외에 4m의 높이에 구멍이 나 있는 투구바위, 안질에 좋다는 약수터,
사자암, 심곡사 등 명소와 볼거리가 많다.

미륵사지 VOL.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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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산과 백제 유적

사자사지 전라북도 기념물 제104호
사자사지는 백제시대 사자사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절터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자사는 미륵사보다 앞서
세워진 익산 지역의 초기 백제 사찰로 미륵사 창건의 계기가 된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 무왕과 왕비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하여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한다. 사자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미륵산성

1993년 발굴조사에서 사자사의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이

미륵산성 전라북도 기념물 제12호

사자사 터임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과 스님들이

미륵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미륵산성은 1973년 6월 23일 전라북도

기거하는 요사채 등이 남아 있다.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미륵산성은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는 준왕 즉 기준의 고사와 관련해서 기준성
이라고도 불린다. 백제 무왕 때 세운 성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신검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성내에서 백제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1990년의 발굴조사로 백제
이후에 성을 쌓아 조선 초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축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성내에는 건물터, 우물터 등이 남아 있는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옹성과 성벽은 발굴조사 이후 정비되었다.
사자사
미륵사지 VOL.8 31

미륵산에서 바라본 미륵사지

Baekje Historic Areas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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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사지 VOL.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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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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