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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사비시대, 왕실과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던 곳 

정림사지는 백제가 도읍을 사비로 옮긴 시기의 대표적인 사찰이 있던 자리이다. 1942년

발굴조사 때, ‘정림사(定林寺)’라고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어 그 후부터 정림사지라고 부

르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정림사의 가람 배치와 규모가 밝혀졌다. 정림사는 금당과 강당이 남

북으로 일직선상에 배치되는 ‘1탑 1금당식 가람’으로 전형적인 백제의 가람 배치를 보여준

다. 이는 더 후대에 조성된 일본의 시텐노지[四天王寺]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백제의

가람 배치 양식이 왜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백제가 사비에 도읍하던 시기의 도성 풍경을 중국 사서인 『주서(周書)』 백제전에서는 “절

과 탑이 매우 많았다(寺塔甚多).”고 하였다. 실제 부여 지역에서는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가탑리사지, 금강사지, 부소산사지, 용정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호암사지, 향교

밭 사지, 외리 사지, 임강사지, 가탑리사지, 천왕사지 등이 확인됨으로써 중국 사서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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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웅진에 도읍하던 시기의 사찰은 대통사와 수원사 및 부여 일대의 용정리사지에 불과하다.

그 반면 사비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찰들이 창건되고, 불교가 흥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불교는 왕권 강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 공간이 사찰이었기

에 사찰은 왕실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백제인 전체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특히 정림

사는 사비도성 내의 가장 중심적인 사찰이어서 그 상징성이 더 큰 사찰이었던 것이다.  

정림사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 장

수 소정방은 정림사에 있는 정림사지오층석탑에다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글귀를

남겼던 것이다. 정림사지오층석탑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 있다.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밖으로는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는 요부(妖婦)를 믿어 형벌이 미치는 것은 오직 충량

(忠良)에게 있으며 총애와 신임이 더해지는 것은 반드시 먼저 아첨꾼이었다.

이처럼 당의 장수 소정방은 당의 시각에서 백제 멸망의 이유를 적었다. 

이로 인해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처음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세운 전승기념탑이

라는 오해를 받는 수모를 겪었고, 해방 후에는 치욕적인 탑을 허물어 버리자는 논의가 있

정림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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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정도였다. 

소정방이 정림사의 탑에 글귀를 남긴 것은 정림사가 백제 도읍 사비를 대표하는 사찰, 왕

실과 국가의 명운을 상징하는 중심 사찰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괴했지만 정림사지와 정림사지오층석탑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0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백제의 탑

소정방이 당나라의 시각으로 전승 내용을 새긴 정림사지탑은 오히려 가장 백제다운 탑이

었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의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부여에서 1,400년 동안 큰 훼손

없이 원래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격의 백제 문화재에 해당한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미륵사지탑과 더불어 백제탑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특히 정림사지 오

층석탑은 당초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화강암으로 짜인 장중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이 오층탑은 7세기 초기의 작품으로 보이는데, 우아한 아름다움의 한 표상으

로 일컬어진다. 아침 안개 속의 정림사탑은 고혹적인 느낌마저 자아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은 이 탑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훤칠한 키에 늘씬한 몸매 그러나 단정한 몸가짐에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 절대로 완력이나

난폭한 언행을 할 리 없는 착한 품성과 어진 눈빛, 조용한 걸음걸이에 따뜻한 눈인사를 보

낼 것 같은 그런 인상의 석탑이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창의적으로 표현되었다는 평과 함께 목조탑의 양식을 계승한 한국 석탑의 시원

정림사지 오층석탑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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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源) 양식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화재로 꼽힌다. 

현재 정림사지에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인 정림사지 오층석탑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석불 ‘부여 정림사지 석불좌상’도 남아 있어서,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

속 법통이 이어졌음을 말해준다. 또한 발굴조사 때 백제와 고려시대의 기와 편을 비롯하여

백제시대의 벼루, 토기 등의 생활용구와 흙으로 빚은 불상 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부여 정림사지

간접 관련된 유적(물)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부여 정림사지 석조여래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