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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분류 영역

☑ 자율     ☑봉사       ☑ 진로       ☑ 동아리 
☑ 교과학습 연계 체험     □ 교과학습 지원

학교급 중등

관련 교과 및 
단원명

• 2학년 1학기 역사. (2) 삼국의 성립과 발전

• 2학년 1학기 과학. (2)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 1학년 1학기 과학. (1) 과학이란 무엇인가?

• 1학년 1학기 미술. (1) 체험 (2) 표현 (감상)

핵심역량 • 정보활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분석적사고력

관련 진로 역사학자, 학예사, 문화기획자, 문화비평가, 환경연구원, 고고학자, 고미술학자 등

활동목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우리 

지역의 숨은 백제 역사를 3D 프린터를 통해 직접 재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석탑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적전시관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과 보존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다. 

활동종류
 ☑ 야외답사   □  실내강의   ☑ 시설견학   ☑  실험     □ 공연전시관람   
 ☑ 신체활동   □  워크숍 및 토론  □ 캠프활동  ☑  창작활동  □  기타(  )  

활동정원 30명이내 활동시간 3시간 활동비용 무료

■ 자원 정보 

자원명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왕궁리 유적 지역 전라북도 익산 왕궁

유형
☑ 체험시설    ☑ 전시·공연시설    ☑ 문화재, 역사    □ 자연     □ 관공서
□ 안전·의료·복지시설   □ 연구시설   □ 기타(  )  

탐구주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대해 알아보고, 왕궁리 역사유적지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고 유적을 발굴하기 위한 과정과 보존에 대해 탐구 하기.

이용시간

  
 관람시간 : 09:00 ~ 18:00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 

매주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료 무료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왕궁리 562)

전화번호  063-859-4631, 4632, 4635 홈페이지 http://wg.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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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위    치

  

대중교통

• (대중교통)

 - 익산역(김내과 앞)에서 금마, 삼례행 버스 이용 탑리마을 하차(65, 65-1 버스)

 - 익산역(김내과 앞)에서 41, 60, 61, 62, 63, 64번 버스, 금마터미널에서 하차하

여 도보로 20분  

 (승용차)

 - 익산 톨게이트에서 익산시내 방향 금마검문소에서 좌회전, 삼례방향 구 1번 

국도를 따라 직진 2KM

 - 삼례 톨게이트에서 금마, 여산 방향 신 1번 국도 따라 직진, 왕궁리5층석탑 

이정표에서 출구로 나옴

 - 익산시내 방향에서 금마검문소에서 우회전, 삼례방향 구 1번국도 따라 직진  

안   내 

*왕궁리 유적 전시관은 왕궁리 5층 석탑이 위치한 왕궁리 유적 남측에 건립되어 

2008년 개관한 전시관으로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소개하고 출

토유물을 전시하여 문화교육장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 발굴조사 결과 백제 무왕대에 왕궁으로 

건립되어 경영되다 후대에 왕궁의 중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사찰이 건립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왕궁리 유적의 발굴조사 내용을 영상

으로 제작하고 중요 출토유물을 전시하여 왕궁리 유적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백제기와를 관람객이 직접 만져보면서 기와 제작과정을 살펴

볼 수 있으며, 목판 찍기 체험도 준비되었습니다. 백제 왕궁터는 우리나라 고대 

왕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 담장과 함께 왕이 정사를 돌보거나 의식을 행

하던 정전건물지를 비롯한 14개의 백제 건물지와 백제 최고의 정원유적, 금, 유

리, 동 등을 생산하던 공방지, 우리나라 최고의 위생시설인 대형화장실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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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활동

▣ 안전 교육

  <차량 승 ․ 하차 시>

 - 일렬로 줄서기를 하여 차례를 지켜 승하차 질서를 지킨다.

 - 승차하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달리는 차 창문을 열고 손이나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게임하기 및 노래 부르기 등)

 - 주정차 후 휴게실을 이용할 때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 한 후 이동한다. 

 - 차량 탑승 시간을 지키고, 짝꿍의 탑승을 확인한다. 

 - 목적지 도착 후 두고 내린 짐(휴대폰 및 개인 소지품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견학 시>

 - 해설자 동행 시 해설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 음식물을 먹으면서 다니지 않는다. 

 - 일행과 헤어지지 않도록 줄을 잘 따라 다닌다.

 - 궁궐 내 새나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 뛰어 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

 - 각종 시설 관람 시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다.

 
▣ 준비물

 - 필기도구, 사진기, 운동화, 편한 옷차림 등

이 조사되어 왕궁의 축조 과정과 왕궁에서의 생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물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중 300여점을 선정·전시하였는데, 왕궁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금제품, 유리제품, 수부(首府)명 인장와, 전달린토기 

등과 함께 연화문 수막새, 각종 인장와와 토기류, 금과 유리제품을 생산하던 도

가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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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계획

2  사전 교육활동

▣ 동기유발

- 백제역사유적지구시리즈 7편 ‘익산 왕궁리 유적’동영상 시청하기(8분 12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lDVNH5fgt4)

 동영상 내용: 익산 왕궁리 유적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유적이 발굴되는 과정과 의미를 볼 

수 있는 영상자료

▣ 전개

•<활동 1> 백제시대 궁궐 이야기하기

 - 궁궐에 가 본 경험 이야기하기

 ․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덕궁 등

 - 궁궐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하기

 ․ 수많은 집들, 정원, 연못, 조각상 등 

 ․ 백제의 궁궐에는 무엇이 있을까? 

 - 궁궐이 왜 사찰이 되었을까?

 ․ 역사의 흥망성쇠(興亡盛衰), 역사는 되풀이된다.

 ․ 사찰의 기본구조와 석탑  

•<활동 2> 익산 왕궁리 역사유적에 대해 알아보기

- 익산 왕궁리 역사 유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백제의 왕궁 유적 비교 : 서울 풍납토성,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 익산 왕궁리유적 

 ․ 왕궁리 유적의 백제 건물 : 기단의 축조 방법, 기와 수막새 등

 ․ 왕궁의 생활 : 금과 유리의 생산, 토기, 정원유적, 화장실 문화 등

 ․ 왕궁에서 사찰로 : 왕궁리 5층 석탑

- 새로운 유물 발굴

차시 교육과정 수업내용 장소

사전 

활동
1 사회

○ 백제시대 궁궐에 대해 알아보기

○ 궁궐이 왜 사찰이 되었을까?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시대 유적

교실

본 

활동
2~4

과학

역사

창체

○ 익산 왕궁리 역사유적 관람하기

 - 상설전시실 관람

 - 역사 유적지 견학

○ 왕궁리 5층 석탑 이모저모

○ 새로운 유물 발굴터

익산 왕궁리 

역사유적

사후 

활동
5~6 창체

○ 3D 두들러를 이용하여 왕궁리 5층 석탑

제작하기 

○ 자신이 만든 작품 발표하기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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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3Doodler를 이용한 석탑 및 구조물 만들기

- 석탑의 구조를 3Doodler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기

 ․ 석탑의 구조

 ․ 황금비

 ․ 3Doodler 사용법 익히기

 ․ 스텐실을 활용하여 구조물 제작하기

- 작품 제작 후 발표하기 

▣ 정리

- 수행과제 안내 및 제시

  익산 왕궁리 유적은 백제 시대의 왕궁 터로 몇 안남은 소중한 현장입니다. 궁궐이 사찰이 되는 과정을 

추리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백제 왕궁의 규모와 구조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문화

유산에 12번째로 등재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곳을 직접 찾아보고, 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

면서 역사학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석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직접 3Doodler로 석탑을 만들어 보면

서 석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궁리 유적 안에 있는 건물터들의 쓰임새와  궁궐의 각 부속 건물에서 과거 백제인들의 숨

결을 느껴가면서 왕궁에 왜 이런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보며 왕궁

리 유적을 견학 합니다.  견학 후에는 모형 석탑을 직접 제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석탑 구조물에는 석탑

의 각 부분별 명칭이 소개되어 있어야 하여 비율이 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
당신의 과제는 익산 왕궁리 유적을 견학하고, (왕궁리 5층 석탑을 소개하는 구조물을 제작)하

는 것입니다.

역할 당신은 (왕궁리 유적과 5층 석탑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관중 목표 대상은 (관광객)들입니다. 

상황

(숨겨진 백제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왕궁에서 사찰로 변했는지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는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한 건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과 하는 일들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며, 

3Doodler를 활용하여 직접 석탑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결과물

당신은 (왕궁리 역사유적지)를 견학하고, 

견학 결과에 기초하여 (왕궁리 5층 석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왕궁의 건물터를 통해 그 당시에 

백제인의 생활과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제계 석탑)을 만들어낸다. 

기준
당신의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왕궁리 5층 석탑 사진, 왕궁리 유적지, 건물의 흔적, 석탑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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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활동

▣ 익산 왕궁리 역사 유적 전시관 견학

 • 상설전시실

체험 장소

백제의 왕궁

왕궁리 역사 유적
왕궁리 유적의 백제건물 왕궁의 생활

장소 안내

백제의 왕궁과 사찰 유

적 전경을 확인할 수 있

는 곳으로 지금까지 발

굴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왕궁리 유적에서 백제 

건물은 총 14개가 조사

되었는데, 정전 성격의 

건물지는 중문의 중심축

과 같은 중심선상에 위

치하며 가장 큰 건물이

다.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일부 생산 유물

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왕궁의 생활과정

에서 사용된 유물로써 

금, 유리, 토기, 도가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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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장소

왕궁에서 사찰로 변화 백제 왕궁

장소 안내

백제 무왕대 조성된 왕궁은 후에 왕

궁의 주요 건물을 헐어내고 그 위에 

다시 사찰을 건립하게 된다. 사찰로

의 변화 시기는 백제 말기로 추정되

고 있으나 출토 유물을 보면 통일 신

라 후기까지 경영 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 유적과 담장 주변에는 왕궁사, 

대관관사, 관궁사 등의 사찰명 기와

가 출토되었다.

백제 왕궁은 왕궁리 유적의 발굴 내

용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서울, 공주, 

부여 등에서 백제 왕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끝부분에서는 왕궁리 유적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어떠한 의미인

가를 정리하고 있다. 

▣ 익산 왕궁리 역사 유적 견학

• 왕궁리 유적 둘러 보기 (공간 구획 : 백제의 왕궁 구조 형태)

<왕궁리 유적의 모형>

 - 백제의 왕궁 구조의 공간구획의 전모를 밝힘 : 직접 견학하면서 왕궁구조를 느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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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1     1

2

- 건물의 배치 구조

1 (북측)
  후원 – 전조 후원의 형태

1

    

 
   (남측)

정전 및 왕궁시설물
주요 관청 건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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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문화 연표 : 백제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백제 역사

초기 중기 후기

장소 안내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 유적 왕궁리 유적

• 기와를 만져보면서 관찰하기 

 1. 기와 등에 무늬가 있을까? 없을까?

 2. 기와 내면에서 마포 흔적이 보이는가? 쓸림 흔적이 보이는가?

 3. 기와 내면에 와통(모골) 흔적이 남아있을까?

 4. 기와 측면에 와도로 자른 흔적이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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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vs 정림사지 5층 석탑 (비교하기) 

 - 왕궁리 5층석탑을 보면서 느낀 점 기록하기

 - 1금당 1(석)탑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기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정리사지 5층 석탑 

1.
2.
3.
4.
5.

1.
2.
3.
4.
5.

 - 석탑에 대한 이해



2007년 발굴조사당시 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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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

2015년 7월 발굴현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

2015년 10월 발굴현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

부엌터 발굴 유적 (서쪽 궁성 부근-입구) 세계유산 등재 기념비 설치

 - 유적 발굴을 위한 과정(국립부여문화연구소)을 살펴보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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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활동 

3Doodler를 이용한 석탑 및 구조물 만들기

- 석탑의 구조를 3Doodler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기

 ․ 석탑의 구조

 ․ 황금비

 ․ 3Doodler 사용법 익히기

 ․ 스텐실을 활용하여 구조물 제작하기

- 작품 제작 후 발표하기 

▣ 도입

- 석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 3Doodler를 이용하여 석탑 구조물을 만들어 보자.

▣ 교수 · 학습 활동 

-   3Doodler 소개 : 출처 YTN 사이언스 사과나무 85회 (22분)

   https://youtu.be/bhP8PxJxiHo

  동영상 내용 : 3D 펜, 3Doodler, 무한상상, 펜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

▣ 전개

• <활동 1> 석탑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 왕궁리 5층 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대해 알아보기

  ․ 정림사지 5층석탑 : 백제시대의 석탑

  ․ 왕궁리 5층석탑 : 백제시대의 석탑을 계승한 석탑

 - 사진 자료를 통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수학적 비율에 대해 알아보기

  ․ 기단(석탑의 개별층), 옥개(탑신의 지붕), 옥신(기둥 및 벽면) 

  ․ 탑의 하층에서 상층 부분의 비율 (체감비율)

  ․ 황금비 1:1.618를 석탑에서 볼 수 있을까?   

• <활동 2> 스텐실 기법으로 석탑 만들기

 - 석탑을 3D 펜으로 만들어 보기(사후 학습지 활용)

  ․ 3Doodler 사용법 익히기

  ․ 스텐실을 활용하여 구조물 제작하기

▣ 정리

- 제작된 3D 석탑에 대해 소개하기

- 익산 왕궁리 유적을 통해 알게 된 백제 문화에 대해 말해보기 

- 왕궁리 역사유적을 관람하며 인상 깊었던 장소 말해보기

- 견학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활동 시 반성할 점 발표하기

- 석탑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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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 사용요령>

<스텐실 도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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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가자료 1 자기 평가표
(  )학년 (  )반 번호(   )

이름:

주제 백제역사유적지구 - 익산왕궁리5층석탑

평가지표
평가 점수

5 4 3 2 1

1 나는 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왕궁리유적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3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알게 되었다.

4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왕궁리유적의 석탑에 대해 알게 되

었다

총 점         점

활 동  소 감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과제를 수행하면서 

좋았던 점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와 이유

1. 평가 기준에 따라 평점을 주며, 잘하면 5점부터 1점까지 줄 수 있다

2. ‘총점’에 각 평가 기준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는다.

평가자료 2 교사 평가표
(  )학년 (  )반 번호(   )

이름:

주제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왕궁리5층석탑

영역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내용
왕궁리유적에서 본 인상 깊게 본 내용을 이야기 함

(5가지 이상-우수, 3~4가지-보통, 2가지이하-노력요함)

표현 3D펜을 이용하여 석탑의 모양과 구조가 잘 표현됨

태도
준비 및 활동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협력함

※ 교사 평가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평가 대상’에는 평가할 학생의 이름을 적는다.

2.  평가 척도’는 우수, 보통, 노력 요함이며 학생평가 후 해당되는 란에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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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화 활동 

▣ 심화 탐구 주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석탑을 시대 순으로 지도상(다음 페이지)에 표시해보고, 석탑의 특징을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로 나누어 설명해 봅시다. 특히 삼국시대의 석탑이 이웃나라(일

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조사해 봅시다.

▣ 유사체험기관

유사장소 홈페이지 비고 

정림사지

http://tour.buyeo.go.kr/_prog/culture/in

dex.php?mode=V&mng_no=11&site_dvs

_cd=tour&menu_dvs_cd=030102

- 관람료 : 어른1,500원 

          청소년/군경 900원

          어린이 700원(단체:500원) 

- 관람시간 : 09:00~17:00

   (계절별 상이하니 확인바람)

국립부여박

물관
http://buyeo.museum.go.kr/

- 관람료 : 무료

- 관람시간 : 09:00~18:00

  (계절별 상이하니 확인바람,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http://www.mireuksaji.org

- 관람료 : 무료

- 관람시간 :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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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문화재청 제공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정보

□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정보

왕궁리성지 라고도 부르며 마한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이나 별도설, 안승의 보덕국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이 전해지는 유적이다.

발굴조사한 결과, 이 유적은 적어도 세 시기(백제 후기∼통일신라 후기)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석탑 동쪽으로 30m 지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기와 가마 2

기를 발견했다. 특히 탑을 에워싼 주변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평지성으로 생각

되는 성곽 유물을 찾았다.

성곽의 모습은 현재 발굴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곽 안팎으로 폭이 약 1m정도로 

평평한 돌을 깔아 만든 시설이 발견되어 성곽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289호)과 절터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바

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이 발견되어, 백제 후기의 익산 천도설이나 별도설을 뒷받

침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 (왕궁리유적 → 익산 왕궁리 유적)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2011.07.28. 고시) 

종 목  사적  제408호 

명 칭 익산 왕궁리 유적 (益山 王宮里 遺蹟) 

분 류  유적건조물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육상유물산포지/ 선사유물 

수량/면적 218,155㎡

지정(등록)일 1998.09.17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1109-8외 

시 대 백제

소유자(소유단체) 김준룡

관리자(관리단체)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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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림사지오층석탑과 석불좌상 >
❶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❷ 건립시기 : 7세기 중반 

❸ 크기 : 현재 높이 8.3m 

❹ 문화적 가치 : 국보 9호 

❺ 특징 : 백제 석탑의 정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석탑임 

❻ 내용 
 ✥ 부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림사지는 백제인이 만든 

2개 남은 석탑 중 하나가 위치한 절터이다.
 ✥ 백제 시대에는 이 절터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발굴 작업 중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기
와 조각에 정림사라는 사찰 명칭이 있어 그렇게 불리
울 뿐 백제시대의 이름은 아니다

 ✥ 백제인이 만든 탑이고 도성 내에 세워진 사찰이니 상
당한 규모로 추측되고, 부소산과 왕실 연못이었던 궁
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상으로 보아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이나, 현재는 탑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다. 

 ✥ 뒤쪽에 위치한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그 안에는 고려 때 만들어진 석불이 안치되어 있
다. 그나마 머리 부분은 훗날 연자맷돌을 깎아 다시 올려놓은 것인데 좌대(받침돌)부분의 연꽃 
문양이 그 석불의 아름다움을 증명해 줄 뿐이다.

 ✥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더불어 목탑의 양식을 충실히 재현한 삼국시대 석
탑의 시원양식이다.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 조사를 통해 익산 미륵사지석탑보다 먼저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림사지오층석탑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이 익산 미륵사지석탑 주변에서 나오는 유물보
다 연대가 빠르기 때문에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후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
다. 백제인의 건축기술이 상당했음은 여러 기록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돌을 다루는 기술은 
삼국 중에 으뜸이었다. 고구려인들은 석탑을 만들지 않았고 신라인들은 초기에 벽돌모양으로 다
듬은 모전 석탑(벽돌모양을 모방한 돌탑)을 만들었는데 재질은 화강암이 아니다.  경주의 분황사 
모전석탑과 부여 정림사지석탑이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비교해 보면 그 기술적 차이를 확연
히 알 수 있다. 그 뛰어난 돌기술자였던 백제인들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 정림사지오층
석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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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리오층석탑 >
❶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80

❷ 건립시기 : 통일신라~고려시대

❸ 크기 : 현재 높이 8.5m 

❹ 문화적 가치 : 국보 289호 

❺ 특징 : 백제 석탑의 정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 석탑임 

❻ 내용 
 ✥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지정되었다. 마한시대 도읍지로 알려진 전라북도 익산시 왕

궁면에서 남쪽으로 2㎞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석탑이다. 
 ✥ 1기단 위로 5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기단부가 파묻혀 있던 것을 1965년 해체·수리

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높이 8.5m이다. 
 ✥ 기단부에 탱주(撑柱)가 2개 있는 사각형 석탑이며 옥신(屋身)과 옥개석은 모두 여러 개의 석

재(石材)로 구성되었다. 옥신부는 4우주(四隅柱)와 탱주가 각출된 중간석 등 모두 8개로 되었
고, 2층은 4면 1석으로 4개, 3층 이상은 2개의 석재로 조립하였다. 옥개석은 넓은 편이며 개
석과 받침이 각각 다른 돌이고 받침은 3단씩이다. 개석은 1층부터 3층까지 8석, 4층과 5층은 
4석으로 구성되었다. 

 ✥ 1965년 해체·수리하면서 탑의 1층 지붕돌 가운데와 탑의 중심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에서 사리
장치가 발견되었다. 이때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은 국보 제289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
에 보관하고 있다. 건립 시기는 옛 백제 영토 안에서 고려시대까지 유행하던 백제계 석탑 양
식에 신라탑의 형식이 일부 어우러진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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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왕궁리 5층석탑 및 정림사지 5층석탑 요약

탑명 개요 인물/사상/설화 유물/문양/의례

왕궁리 
5층 석탑

지정 국보 289호

용화산
미륵신앙

왕궁터 설화

순금금강경판
유리제사리병/금제병합
청동여래입상/청동요령

마한민속예술제/익산돌문
화축제

위치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기 고려시대 초기(추정)

구조 5층 석탑 / 8.5m

의의 백제탑계승

탑명 개요 인물/사상/설화 유물/문양/의례

정림사지 
5층 석탑

지정
국보 9호

(1962. 12. 20)

소정방
나당연합군
미륵신앙

매지창사설

‘정림사’
석불좌상/소조불상조각

백제 벼루/기와/삼족토기
백제문화제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시기 백제 7C 중엽 

구조 5층 석탑 / 8.33m

의의 백제탑전형

자료 출처 : http://www.culturecontent.com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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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방법

제1단계 : 발굴계획을 세운다.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발굴대상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굴기간, 발굴경비, 발굴조사단 구성, 발굴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굴을 수행
하는 발굴조사단은 유적의 성격에 알맞은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고고학 전문가도 유적의 시
대와 성격에 따라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발굴은 유적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또한 발굴
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야외작업이 어려운 혹한기, 혹서기, 우기 등을 피해
야 합니다. 

발굴경비는 유적의 규모와 발굴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그밖에도 유적의 성격이나 발굴방법
이 다르면 발굴경비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서 나타난 유적의 규모와 성
격이 실제 발굴과정에서 더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진행 과정에서 발굴기간이
나 경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굴결과에 따라 중요한 유적을 이전· 복원해
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 예상외의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굴조사단은 통상 발굴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인부 등으로 구성되
며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단계 : 발굴과정

①발굴방법

발굴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굴방법이 다르고 동원되는 인력이 
다릅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유적·유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발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나온 방법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일
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먼저 긴 구덩이를 만들어 발굴하는 것으로 트렌치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유적을 가로
지르는 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것으로 유적이 넓게 분포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바둑판식으로 발굴 구덩이를 만들어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적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고분을 발굴할 때에는 사분법을 많이 
쓰는데 유적의 지층을 확인하면서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발굴은 어느 경우에나 유적의 쌓인 층을 잘 아는 것이 중
요한데, 따라서 어느 방법을 쓰든지 위에서부터 차례로 지층 순서에 따라 흙을 걷어내야 합니
다. 

② 발굴기록

-현장조사일지: 발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
게 됩니다. 그날그날 발굴한 내용, 출토유물, 현장기록 내
용으로부터 사무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일지처럼 만들어 두
어야 합니다. 

-실측도면 작성: 발굴에서 나온 유구 유물을 하나하나 측
량하여 도면화합니다. 실측도면은 발굴 뒤에 남는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물
이 나온 자리, 유구의 구조는 곧 유물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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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록: 발굴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유물이 드러나는 과정과 놓인 상태 등은 유적의 성격을 이
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유구전사: 중요 유구가 나왔을 때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구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유구
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복제하여 옮기는 방법
을 씁니다. 이것을 유구전사라고 합니다. 유구전사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이전복원이라고 합니다. 

③실험실분석

발굴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물들이 온전
한 형태로 나오지 않고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대 측정, 물리분석 등 과학기자재를 써서 분석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이 끝나면 실험실로 옮겨 분석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현장발굴이 한 달 걸리면 실
험실에서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④결과보고

현장발굴과 실험실 분석이 모두 끝나면 조사 정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면 발굴
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⑤발굴기자재

발굴현장 작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유적에 따라 다양한 유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발굴 기자재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우선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고르는 일에 필
요한 장비로부터 발굴 내용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측량기, 사진기 등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며 
유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밀 기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
다. 그 가운데는 소모성 도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 24 -

▣ 참고 도서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2008)

석탑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양식을 유지하며 건립

되어 각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의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더욱이 석재라는 재료

를 사용하면서도 내면적으로 목조 건축 양식을 온전히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

서 석탑이 지닌 의의는 한층 더 크다. 이 책은 그러한 한국의 석탑들을 정리

해놓고 있다. 

전남의 석탑 

(전남대학교출판사

/2015)

전남·광주지역의 석탑을 총 망라하여 조사ㆍ연구한 개론서이다. 전남대학교 

천득염 교수가 30여 년 간 수집한 자료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전남ㆍ광주지역 

석탑의 특성을 규명하고 현존하는 100여 기의 전남ㆍ광주지역의 석탑을 상세

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석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찰의 연혁뿐만 아

니라 장엄조식이나 부장품에 관한 내용도 고찰하였다. 

그간 한국의 탑에 대한 개론서가 여럿 발간되어 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줬지만, 전남지역에 있는 탑이 어떤 탑이고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 

설명해준 책은 없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에 일조하는 책

으로, 석탑에 대해 한 발짝 더 알기 원하는 일반 대중과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는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석탑 장엄조식

(한국학술정보/2008)

인왕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상 등의 장엄과 관련된 내용을 석탑의 분

포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어느 조형물보다 다양하고 다채롭게 나타

나는 석탑의 표면장엄을 생생한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사진집이라 부를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출처: 인터넷 YES24)

▣ 참고 사이트

• 국립문화재연구소 : http://www.nrich.go.kr/index.jsp

• 익산왕궁리역사유적 : http://wg.iksan.go.kr/home/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http://www.bch.go.kr/ 

• YES 24 : http://www.yes24.com 

•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culturecontent.com 

▣ 자료 출처

• 익산왕궁리역사유적 : http://wg.iksan.go.kr/home/

• 동영상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clDVNH5fgt4

              유튜브    https://youtu.be/bhP8PxJxiHo

• EBS 지식채널e 문화유산시리즈 http://www.ebs.co.kr

• 참고 도서: 인터넷 YES24



- 25 -

사전

활동지 수행 과제!
_______  중학교

____학년   ____반

이름:

※ 수행과제를 읽고, 바르게 이해해 봅시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백제 시대의 왕궁 터로 몇 안남은 소중한 현장입니다. 궁궐이 사찰

이 되는 과정을 추리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백제 왕궁의 규모와 구조를 함께 살

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계문화유산에 12번째로 등재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곳

을 직접 찾아보고, 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역사학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석

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직접 3Doodler로 석탑을 만들어 보면서 석탑에 대한 관심

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궁리 유적 안에 있는 건물터들의 쓰임새와  궁궐의 각 부속 건물에서 과

거 백제인들의 숨결을 느껴가면서 왕궁에 왜 이런 곳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았던 사람

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보며 왕궁리 유적을 견학 합니다.  견학 후에는 모형 석탑을 직

접 제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석탑 구조물에는 석탑의 각 부분별 명칭이 소개되어 있어

야 하여 비율이 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
당신의 과제는 익산 왕궁리 유적을 견학하고, (                            )

하는 것입니다.

역할 당신은 (                                         )입니다.

관중 목표 대상은 (           )들입니다. 

상황

(숨겨진 백제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어떻게 왕궁에서 사찰로 변했는지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는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한 건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과 하는 

일들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며, 3Doodler를 활용하여 직접 석탑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결과물

당신은 (                )를 견학하고, 견학 결과에 기초하여 (왕궁리 5층 석

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왕궁의 건물터를 통해 그 당시에 백제인의 생활과  살

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백제계 석탑)을 만들어낸다. 

기준
당신의 결과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26 -

학습지1 

(사전활동) 왕궁리 5층 석탑
_______  중학교

____학년   ____반

이름:

왕궁리 5층 석탑에 대해 적어 봅시다.

구  분 왕궁리 5층 석탑

지정종목
지정번호
지정일
소재지
크기

특징

목탑, 전탑, 석탑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탑의 종류 특징

  나만의 탑

    탑의 이름 : 

    서산동문동 5층 석탑을 보고 나만의 탑을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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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2 

(본 활동) 왕궁리 학습지 1
_______  중학교

____학년   ____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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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2 

(본 활동) 왕궁리 학습지 2
_______  중학교

____학년   ____반

이름:



- 29 -

활동지 정답

1. 서울 (풍납토성)      부여 (관북리유적)              

2. (  서동  )       

3. (지모밀)지

4. (  왕궁리  ) 유적

5.

6. 

   가.                   나.                 ㉰. 

7.

금 제 품 • •

유리제품 • •

수부(首府)명기와 • •

전달린토기 • •

백제 왕궁터
(왕궁리유적)

•                •

제석사지 •                •

미륵사지 •                •



- 30 -

8. ( 생산지 )나 ( 생산자 ), ( 생산연대 )

9.  가. (뒤처리용 마무막대)

    나. ( 회충  )알, ( 편충 )알 /

10. (  금  ), (  유리  )      

11. (  왕실  )  ( 관세음응험기 ) 

12. 

왕  궁  사  •                •

대 관 관 사  •                •

관  궁  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