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학술회의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구

2013. 4. 5(금) 10:00~17: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교육원 대강당

주 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주 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학술회의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구
일 시 : 2013. 4. 5(금) 10:00~17:30
장 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교육원 대강당
주 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주 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시

간

9:30~10:00

내 용
등 록
제1부 개회

10:00~10:30

▪
▪
▪
▪

10:30~10:35

제2부 주제발표 1

10:35~11:05

▪ 백제 능묘의 특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이 훈(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11:05~11:35

▪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고구려 능묘의 비교
: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1:35~12:05

▪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신라 능묘의 비교
: 김용성(한빛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12:05~13:30

개회사
환영사
축 사
축 사

:
:
:
:

사회: 최공호(한국전통문화대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장)
노중국(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봉건(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이용우(부여군수)

중 식
제3부 주제발표 2

13:30~14:00

▪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중국 능묘의 비교
: 임영진(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4:00~14:40

▪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일본 능묘의 비교
: 吉井秀夫(일본 쿄토대학 고고학연구실 교수)

14:40~15:10

▪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백제 능묘의 위상
: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5:10~15:40

▪ 백제 능묘의 보존․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
: 서만철(공주대학교 총장)

15:40~15:50

제4부 종합토론

15:50~17:30

▪ 발표자 전원
▪ 토론자 : 이남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경찬(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영현(대동문화재연구원 원장)
藤田憲司(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교수)

17:30~

좌장 : 노중국(계명대 사학과 교수)

만찬 및 간담

차 례
개회사

최영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장)

7

환영사

노중국(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

9

백제 능묘의 특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11

이 훈(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고구려 능묘의 비교

39

강현숙(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신라 능묘의 비교

65

김용성(한빛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중국 능묘의 비교

93

임영진(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일본 능묘의 비교

113

吉井秀夫(쿄토대학 고고학연구실 교수)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백제 능묘의 위상

133

권오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백제 능묘의 보존․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

151

서만철(공주대학교 총장)

종합토론
‘백제 능묘의 보편적 가치’ 탐색을 위한 토론문

171

이남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문

175
조영현(대동문화재연구원 원장)

백제 능묘의 의의

179

藤田憲司(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교수)
백제 능묘가 지니는 보편적 가치의 설정근거와 보존관리의 관점
이경찬(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83

6

7

개 회 사

화창한 봄날입니다. 산수유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학술대회를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가치와 역사성은 학계에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마침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으로 이어졌습니
다. 여기에 행정적 뒷받침이 곁들여지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익산 원광대학교에
서 있었던 “미륵사지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오늘 학술대회
의 화두는 “백제 능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백제 능묘를 중심으로 하여 고
구려, 신라 및 중국, 일본 능묘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제
능묘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체계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큰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
습니다. 추진 전략을 총괄한 추진위원회의 노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재
단 관계자 여러 분들은 학술대회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러 교수님들은 논문을 준비하시느라 심려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토론자 선생
님들께는 논문 읽고 토론거리를 만들어낼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주민협의회’의 열정적인 성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주고도 육성 및 세계유산관리 주민협의회의
강정길 회장님, 부여군 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의 장선갑 회장님, 익산 고도육
성 및 세계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회의 민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 및 주민
여러분들께 삼가 감사의 염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수차의 학술대회가 밑거름이 되어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숙원이 실현되
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경향 각지에서 찾아주신 여러 내빈들
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5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장

최 영 성

9

환 영 사

2013년 새 학기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사 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시․군민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진행시켜 온 장준철 원광대학교 박물관장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는 왕도인 공주․부여․익산에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공주에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하는 송산리 고분군과 공산성이 있습니다. 부여에는 왕궁이 자리한 관북리 유
적과 멸망의 애환을 간직한 정림사지가 있고, 이를 둘러싼 관방유적으로 부여나성과 부
소산성이 있습니다. 익산에는 삼탑-삼금당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가람구조를 가진 미
륵사지와 왕궁리 궁성 유적이 있습니다.
백제가 남긴 이 문화유산은 대한민국 국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인류가 함께 향유
해야 할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공주시, 부여군, 익
산시는 백제역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등재
목표 시점은 2015년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적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가져야 하며, 탁월
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
야 하며, 각 지역 주민들이 유산을 아끼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학술적인 연
구와 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인‘백제의 능묘 주변국 능묘의 비교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하
겠습니다.
비교 연구는 비교 대상이 되는 유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한 발표를 선뜻 맡아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백제 능묘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이를 토대로 충실한 등재신청서가 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
습니다. 2015년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온 국민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시․군민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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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4월 5일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 노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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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백제 능묘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고
학 자료이다. 왜냐하면 능묘의 구조적 특징, 부장품을 통해 피장자 집단의 출자는 물
론, 한 정치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능묘에는 당시의 정
치, 사회적인 변화와 사람들의 사상까지 투영되어 있어서 능묘 연구는 당시 역사와 문
화의 참모습을 복원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에는 백제사를 연구하는데 문헌자료의 영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고학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및 연구는 1960년대
들어와 백제시대의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던 중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고,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가운데 특히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은 그 축조방법, 규모, 구조형식이나 출토유물들이 당시 사회와
문화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의 국제성과 독자성을 아울러 보
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백제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백제 능묘의 성격을 고
찰해 보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한성기부터 사비기에 이르는 백제 능묘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백제고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백제의 중심묘제인 횡혈식석실분
이 중심인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의 여러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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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백제 고분문화의 전개
백제 고분의 특성을 살펴보면 백제라는 고대국가의 존속시기와 그 최대 강역을 범위
로 삼을 때, 시ㆍ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제는 한강유역에 정착한 후 국가 성장과 더불어 북쪽 혹은 남쪽으로 영역의 변화
가 있었다. 또한 두 차례의 천도를 기준으로 한강유역의 漢城時代, 금강유역의 熊津時
代 그리고 泗沘時代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각 시대에 따라 정치제도나 문화양상
을 달리한다. 그 가운데 고분은 다른 고고학적 자료에 비해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하여
지역적, 시대적인 특징이 강하게 반영된다. 또한 고분은 새로운 묘제의 도입이나 상장
례의 변화 속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형태로 등장하기도 한다.
한성시대에는 적석총이 지배세력의 대표적인 묘제로 채용되고 있었고, 웅진과 사비
시대에는 모두 지배층의 묘제로서 횡혈식석실분을 축조하고 있지만 각각 구조적인 특
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석총은 고구려 세력의 南下와 관련된 묘제
이며, 웅진시대 이후 횡혈식석실분의 지방 확산은 백제 중앙세력의 정치 문화가 지방
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백제 지배세력의 南遷이라는 특수한 역
장법

외형

매장
시설재

화장

매장시
설
화장묘

적석
관곽
토광

축조
방식
적석총
적석묘
순수토
광
목 관
목곽

주구
분구
토장

석곽

봉토
석축

석실
옹관

횡혈

벽돌
기와
토광
옹관

옹관
분구
전축분
와관묘

수혈식
횡구식
횡혈식
횡구식
토광
석곽

사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묘제유형

한편 이러한 지배층의 묘제 외에도

화장묘
기단식적석묘
적석묘

한성시대 백제 전 지역에서는 적석총

순수토광묘

관묘, 석곽묘, 횡혈식석실분 등 다양

관ㆍ곽토광묘

한 묘제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

주구토광묘
분구토광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횡구식석실묘
토광옹관묘
석곽옹관묘
분구옹관묘
전축묘
와관묘
횡혈묘
횡혈옹관묘

징이다. 이것은 묘ㆍ장제적 다양성을

표 1 백제 고분 형식분류표(이남석, 2009)

과 토광묘, 즙석봉토분과 분구묘, 옹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주체
의 문화적 다양성도 내포하고 있으
며, 토착묘제가 상용되는 환경에서
새로운 묘제의 도입과 함께 그들 간
의 습합과 경합에 따른 신유형의 출
현과 맞물려 있다.
백제 고분의 묘ㆍ장제적 특성을 살
펴보면 장법, 외부형상, 축조방식,
매장주체의 재료, 매장방식 등을 근
거하여 구분할 수 있는데 대체로 18

가지

유형1)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연구자들마다 분류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각 왕도를 중심으로 남겨진 분묘 유형을 보면, 한성지역은 토광묘와 기단식적석묘
및 횡혈식석실분이 있고, 웅진지역은 전축분과 횡혈식석실분이 중심을 이루면서 옹관
묘나 수혈식석곽묘가 함께 존재한다. 사비지역은 횡혈식석실분이 중심을 이루나 화장
1) 이남석, 2009, 『백제인의 무덤』, 공주시ㆍ충남역사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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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를 비롯한 옹관묘 등도 함께 공반한다. 이러한 묘제현황을 토대로 한성시기에는 토
광묘 등의 초기 묘제가 기단식적석묘로 변화되었다가 횡혈식석실분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웅진시기는 한성시기에 정착된 횡혈식석실분이 주묘제로 존재하면
서 전축분 등의 새로운 묘제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횡혈식석실분이 지배적이고, 사비시
기에도 횡혈식석실분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면서 옹관묘나 수혈식석곽묘가 함께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왕도 이외의 지방의 묘제에서도 지역과 시간차를 두고 다양
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토광묘나 주구토광묘 및 분구묘를 비롯하여 적석묘, 수혈식석곽
묘, 옹관묘 등이 서로 시간과 지역을 달리하면서 출현하지만 6세기 초반에 이르러 다
양하였던 묘제가 대부분 소멸되면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림 1 백제고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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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묘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한성지역의 주묘제는 기단식적석총으로 4
세기 중ㆍ후반에 횡혈식석실분이 유입되기까지 도읍내의 상층 지배층들이 사용한 유일
한 묘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도읍지역에서도 토광묘나 즙석분구묘도 사용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는데, 경기도 남부지역을 비롯하여 충
남지역의 일원인 중서부지역에는 주구토광묘가 넓게 사용되고, 중부의 내륙지역에는
주구토광묘와 함께 토광묘가 사용된다. 아울러 수혈식석곽묘도 부분적으로 등장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석곽묘는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특히 금강유역에 널리 분포되
어 있다. 물론 충남의 내륙에서는 토광묘와 함께 수혈식석곽묘가 지배적 묘제이다. 이
외에 금강 하류를 포함하여 충남의 서해안 및 호남의 서해안 지역으로 주구토광묘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영산강유역은 특유의 평면 사다리꼴의 분구묘와
옹관묘가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 중후반에 서북지방으로부터 횡혈식석실분이라는 새로운 묘제가 백제지역에 유
입된다. 횡혈식석실분은 도읍지역에서 일정기간 기단식적석총과 병행하여 사용되다가
5세기 중반 무렵에 기단식적석총을 밀어내고 백제 유일의 묘제로 등장하였다. 한성지
역에서 횡혈식석실분은 가락동, 방이동석실분이 대표적이며, 최근 판교나 광암리, 우면
동 등지에서도 초기형 석실분이 확인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화성 마하리와 왕림리, 연
기 송원리, 공주 송산리, 청주 신봉동, 천안 용원리, 공주 금학동, 공주 수촌리고분군
등에서 횡혈식석실분이 나타난다.
한편 이 즈음의 지방사회는 토착적 전통묘제의 다양성이 보다 강화되는 것과 함께
고총고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중서부지역은 기왕의 주구토광묘가
산발적으로 잔존되면서 토광묘가 확대 사용되고, 금강유역 일원에 수혈식석곽묘가 집
중 조영되었으며, 충남의 서해안을 비롯하여 전북의 서쪽지역에는 분구묘가 고총고분
으로, 나아가 영산강유역은 특유의 옹관묘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횡혈식석실분이 지방사회로 파급되면서 墓制에 있어서 새로운 변
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횡혈식석실분은 출입시설이 마련되고 나아가 合葬
혹은 多葬에 추가장이 전제된 특성을 지닌 묘제로 기왕에 사용되던 단장에 직접장으로
이루어지는 수혈식묘제와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한성말기 혹은 웅진 천도 시기부터 석실분이 백제적인 것
으로 정착되고, 더불어 지방사회의 토착적 고유묘제가 소멸된다. 횡혈식석실분만이 백
제 지배층의 주묘제로 채용되어 사용되면서 횡혈식석실분 자체도 새로운 형식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다. 한성말기에 성행하던 횡혈식석실분의 천정형태는 궁륭식의 원형천
정으로 통일된다. 이러한 궁륭식 천정구조에 중국의 전축분이 유입되어 영향을 끼치면
서 터널식을 거쳐 점차 평천정으로 변화한다. 평천정 구조의 횡혈식석실분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수용되던 단계를 탈피하여 전 지역을 망라하면서 포괄적으로 확산되어 각
지방에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고유의 토착묘제가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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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왕릉은 거대한 성토의 분구나 사각추형의 커다란 석조 건축물이고, 먼 곳에서도 그
것을 알 수 있는 거대한 기념물로, 왕릉은 葬送의 제사가 성대히 거행된 장소, 즉 죽
은 왕을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2)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형성의 초기단
계에는 거대한 왕릉이 활발히 축조되었지만, 강력한 관료기구와 성문법을 가진 지배제
도로 정비된 단계의 국가가 되면 왕묘를 장대하게 만드는 것이 중시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 각지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3).
또한 왕릉과 같은 대형분묘는 대체로 특정지역에 밀집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정치체
내에서 이들 분묘의 피장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즉 왕릉과 같은 대형 분묘들로만 구성된 묘역 형성은 곧 그 묘역을 사
용하는 집단들이 해당 정치체 내에서 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사회적 頂点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대형분묘들이 밀집된 곳은 삼국시대의
경우 국가 단계 정치체의 중심지, 즉 도성임을 말해준다4).
여기에서는 왕릉을 포함하고 있는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입지와
환경, 그리고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송산리고분군
송산리고분군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에 있는 사적 제13호로 백제시대의 무덤
군이며, 백제 왕릉 혹은 무령왕릉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강의 남안에 솟
아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작은 구릉과의 기점인 동남향 능선 8부 정도에 고분군이 위치
하는데 표고 75m 내외 지점이다.
송산리고분군에 관하여 『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중기에도 세간의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에도 무덤 자체를 백제의 왕릉
으로 보았다.
1927년 오늘날 1~4호분으로 구분된 석실분이 조사되었으며, 당시 이들을 백제 왕
릉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후 송산리고분군은 백제 왕릉으로 분류되어 보존ㆍ보호조치
가 마련된다. 그 일환으로 1932년에 참관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5호
석실분이 노출되었고 6호 전축분도 발견되었다. 1971년 6호 전축분의 배수로를 공사
하는 과정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써, 송산리고분군은 백제 왕릉군으로 구체성을
얻게 되었다5).
<그림 2>처럼 웅진기 고분군의 분포는 공주시내의 서쪽 완만한 구릉상에 밀집되어
2) 쯔데히로시 지음 고분문화연구회 옮김,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p21.
3) 쯔데히로시 지음 고분문화연구회 옮김, 2011, 앞의 글, p171.
4) 박순발, 2013 「백제 언제 세웠나_고고학적 측면」『백제의 건국시기와 주체세력』, ‘백제사의 쟁점’ 집중토
론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 p47.
5) 이남석, 2010, 『송산리고분군』, 공주시ㆍ공주대학교박물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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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넓게 산
재되어 있다. 중심 고분군은 왕릉이 위치한
송산리고분군이 곰나루 쪽에 약간 이격된
상태로 독립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웅진
동, 교촌리고분군이 근접해서 분포되어 있
다. 그 외의 고분들은 공주 시내를 둘러싼
주변 산악지역을 돌아가며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웅진동과 교촌리고분군의 묘제형식
이나 규모가 송산리 왕릉의 규모에 근접하
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웅진기 지배귀족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송산리고분군은 전축분인 무령왕릉과 6호
분 이외에 횡혈식석실분과, 7~8호분으로
구분된 수혈식석곽묘 등 수십여 기의 무덤
그림 2 송산리고분군 주변 백제고분 분포도

이 함께 있는데 지형과 밀집도에 따라 다시

지역적으로 그룹을 정리하여 자세하게 나눌 수 있다.
즉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 2기의 무덤, 1~5호분 및 29호 석실분과 7~9호 석곽묘
가 하나의 무덤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다시 석실분인 5호분과 29호분,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작은 하나의 단위그룹을 이루고, 1~4호 석실분과 파괴분 그리고
7~8호 석곽묘가 또 다른 작은 단위그룹
을 이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 무령왕릉이 최북단에 있
고 이어서 남으로 약 9~10m 간격을
두고 6호 전축분이 자리한다. 또한 5호
분은 6호분에서 동쪽으로 10m의 거리
를 두고 있으며, 반대 방향의 같은 거리
에 29호분이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무령왕릉을 중심으
로 있는 그룹에서 북으로 20~30m 거
리에 있다. 1~4호분이 동서로 배치되었
그림 3 송산리고분군 배치현황

는데, 하단의 좌우에 7, 8호의 수혈식석
실분이 함께 있다. 다만 파괴분으로 구

분된 자료는 1~4호분 사이에 잔존된 것으로만 확인된다. 7, 8호의 수혈식석곽묘는 1
호와 4호의 하단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9호분은 무령왕릉이 자리한 구릉의 윗부분
에 있는 것으로 전한다. 한편 제사유구인 적석유구는 1~4호분의 동쪽 산봉과 5호분의
하단에 있다.
웅진 도읍기의 백제 왕릉은 무령왕과 함께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의 무덤이 있어야

17

한다. 즉 송산리고분군이 백제의 웅진 도읍기 왕릉으로 유일한 것이라면 무령왕 이외
의 웅진도읍기 백제왕인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의 무덤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웅진에 도읍하던 시기에 백제왕릉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후대의 기록이지만 조선시대에 편찬된『동국여지승람』이란 지리서에는 왕릉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즉 공주의 중심지였던 치소에서 동쪽으로 5리에 능현이 있고, 거
기에 옛 무덤이 있는데 백제 왕릉으로 전한다. 그리고 같은 기록에 향교를 설명하면서
이 향교는 중심부인 치소의 서쪽 3리에 있다는 점과 함께 향교의 서쪽에 옛무덤이 있
고, 그것이 백제 왕릉으로 전하지만 어느 왕의 무덤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기록의 전부
이다.
송산리고분군에 있는 무덤들의 묘제를 토대로 살펴보면, 고분군 내의 개별 고분들은
대체로 백제가 웅진에 도읍하던 전 기간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웅진도읍
초기부터 만들어진 궁륭형석실분이 있는가 하면 비록 전축분이지만 궁륭형석실분 다음
에 등장하는 터널형 묘제도 있다. 따라서 송산리고분군의 각 무덤의 피장자는 웅진도
읍기 재위한 왕 및 왕실 관련 인물로 볼 수 있다6).
송산리고분군에서 또다시 주목되는 것은 축석시설이다. 송산리고분군에 제단시설이
있음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알려져 있었다. 즉 6호 전축분에서 남쪽 하단으로 30m
정도의 거리를 둔 경사의 아래에 방형의 축석시설이 있었고, 이를 제단으로 구분하였
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 제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A구역으로 구분하여 발
굴조사를 진행하여 축석시설의 형상을 완전히 노출시켰다. 그리고 1~4호 석실분에서
동북쪽으로 거리를 둔 구릉 정상을 D구역으로 구분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한 후 동형의
축석시설을 노출시켰다7).
1) 횡혈식석실분
송산리고분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 2기를 제외하면 전축분 2기와 횡혈식석실분 7기가
확인된다.
송산리고분군의 중심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면, 현실 평면 형
태가 방형인 석실은 길이가 너비보다 약간 긴 방형으로서 그 비가 1~1.2인데 송산리
1~5ㆍ29ㆍ파괴분이 해당한다. 장방형의 석실은 너비가 줄어들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그 비율이 1.5 내외인데, 무령왕릉, 송산리 6호 전축분이 이에 해당한다.
석실분들은 모두 4벽이 모두 바닥에서 120~150cm 높이(대개 연도 천장 높이와 일치)
까지는 수직이고, 그 위부터 40~60° 내외로 급격하게 내경하는 형태이며, 천장에는
1매의 뚜껑돌이 덮인 궁륭형으로 추정된다.
송산리고분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 2기를 제외하면 전축분 2기와 횡혈식석실분 7기가
확인된다.
6) 이남석, 2010, 『송산리고분군』, 공주시ㆍ공주대학교박물관, p19.
7) 尹根一, 1988, 「송산리 고분발굴조사 개보」『文化財』21호.

18

고분 형식 재
료

규모

형태 장축 바닥 입구
형태

입구
규모

터널식

전

370×224×313 장방형

남북

전,관대 개구식

무령
왕릉

터널식

전

420×272×293 장방형

남북

전,관대 개구식 290×104
×145

1호분

궁륭식 할석

장방형

25˚동

자갈

2호분

궁륭식 할석 333×279×312 장방형

10˚동

자갈 ․ 개구식 200×85× 우편재 장연
판석
120
도

․

회바름

3호분

궁륭식 할석 337×275×200 장방형 10.5˚동

자갈 ․
장연
판석 개구식 60× ․ × ․ 우편재 도

․

회바름

4호분

궁륭식 할석 345×350×280

자갈 ․ 개구식 210×90× 우편재 장연
판석
120
도

․

회바름,
벽못

방형

11˚동
․

파괴분 궁륭식 할석

350×255× ․

장방형

궁륭식 할석
․ 전

345×326× ․

방형

할석
29호분 궁륭식 ․ 전

340×284× ․

5호분

자갈

개구식

개구식

․

중앙

이중
식 시설

6호분

258×177× ․

․

배
위치 형
태 수 기타
로
벽화

중앙 중간 시설 등감,유
식
자창
장연
우편재 도 시설 회바름

150×95×
장연 ․시
우편재 도 설
90

회바름

12˚편동 벽돌관 개구식 100×100 우편재 장연 시설 회바름
대
× ․
도

장방형 10˚편서

벽돌관
86×120×
장연
개구식
우편재 도 시설 회바름
대
․

7호분

수혈식 할석

․

세장방

남북

자갈

․

․

․

․

․

회바름

8호분

수혈식 할석

250×85×95

세장방

남북

자갈

․

․

․

․

․

회바름

표 2 송산리고분군 현황(이남석, 2010, p15 일부 수정)

송산리고분군의 중심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면, 현실 평면 형
태가 방형인 석실은 길이가 너비보다 약간 긴 방형으로서 그 비가 1~1.2인데 송산리
1~5ㆍ29ㆍ파괴분이 해당한다. 장방형의 석실은 너비가 줄어들고 길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그 비율이 1.5 내외인데, 무령왕릉, 송산리 6호 전축분이 이에 해당한다.
석실분들은 모두 4벽이 모두 바닥에서 120~150cm 높이(대개 연도 천장 높이와 일
치)까지는 수직이고, 그 위부터 40~60° 내외로 급격하게 내경하는 형태이며, 천장에
는 1매의 뚜껑돌이 덮인 궁륭형으로 추정된다.
송산리 1~4호 석실분은 현실 바닥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목관을 안치하여 별도의
관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현실에 별도의 관대를 설치하
였다.

5ㆍ29호분 석실분은 무령왕릉과 유사한 관대를 설치하였는데, 송산리 29호분

의 경우는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바닥에 전을 깔았다.
또한 2~4호 석실분은 바닥 전면에 잔자갈을 깔았지만, 배수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1
ㆍ29호와 파괴 석실분에서 배수시설이 확인된다.
횡혈식석실분에 시설되는 관대나 배수시설 등은 전축분의 조영과 맞물려 있다. 무령왕
릉과 6호분에서 보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횡혈식석실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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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호 석실분이나 29호 석실분은 묘제상
으로 궁륭형이다. 그러나 평면이 장방형으
로 크게 발전하여 궁륭형의 말기형이면서
벽돌이 사용되어 무령왕릉 혹은 6호 전축
분과 동일시기 혹은 보다 늦은 시기의 것
이다. 나머지 1~4호분과 파괴분은 구조형
식상 무령왕릉을 비롯한 전축분이나 벽돌
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5호, 29호 석실분
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8).
송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령왕
릉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되거나 도굴되
었기 때문에 빈약하다. 횡혈식석실분 중에
서는 2~5호분과 파괴분에서 일부 수습되
었을 뿐이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일부이지
만 순금제 이식을 비롯한 장신구와 각종
금구, 관에 사용한 금동제 관정 등은 최상
급 물품으로 지배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이 고분의 피
장자들의 신분이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서
도 최상위 계층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송산리 횡혈식석실분

8) 홍보식, 2012, 「공주지역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변천」『百濟文化』 제48집,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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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출토유물

1호분

ㆍ

2호분 土器 5점, 鐵製大刀, 鐵矛片, 鐵鏃 3점, 金製耳飾 2점, 輕玉, 胸玉 1점
金銅垂佩金具片, 金銅帶跨 2점, 金銅帶端 金具 1점, 鐵에 金銅을 입힌 杏葉片,
銀製 花形式 金具 1점, 環頭釘,, 棺材 1점, 鐵製 大刀片 2점, 銀製板 등
銀製透雕帶跨 2점, 銀製 柄頭金具, 銀製當 및 頭部에 도금한 棺釘, 金製 透雕帶
4호분
跨 2점, 金銅製 角錐鏃形具 1점, 鐵製 角頭 釘 7점, 목관용 목편 2개, 漆器 파편
金製 繪馬形 裝身具 1점, 純金製 葉形 裝身具 8점, 純金製 菱形 裝身具 14점,
純金製 瓔珞形 裝身具 1점, 純金製 圓形 六瓣花形 裝身具, 純金製 山梔玉 1점,
5호분 銀製 花形의 座飾이 붙은 釘 5점, 土器片 1점, 頭部 銀製 六瓣花形 釘 30여점,
角錐頭 金銅釘 50여점, 鐵製大刀片 1점, 鐵鏃 11점, 黃色 琉璃製 小玉 1점,
銅製器具 파편 1점
3호분

29호분

ㆍ

파괴분

金銅製 鉸具, 金銅跨 八葉金具, 玉類 다수

7호분

胸玉 1점, 銀製 六葉花形 裝身具 1점, 銀製 小玉 7점, 各種 玉類, 金銅製 및
銀製 板狀金具

8호분

土器 3점, 銀製 葉形 裝身具 등

표 3 송산리고분군 출토유물 현황

2) 전축분(무령왕릉과 6호분)
武寧王陵과 송산리 6호분은 당시 중국 남
조의 양나라 지배계층 무덤을 도입하여 축조
한 塼築墳이다. 宋山里 6호 전축분과 校村里
전축분 등이 일제강점기부터 알려져 있었지
만 무령왕릉의 발견으로 백제묘제로서 구체
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백제지역에서 현재 알려진 전축분은 무령
왕릉과 송산리 6호분, 교촌리 2⋅3호분 등이
며 부여 저석리에서 塼槨墓 1기가 확인되었
다.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송
산리 6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발견
그림 5 무령왕릉과 5호, 6호분 배치도

되어 1933년에 조사되었는데 사신도가 그려

져 있어 ‘송산리벽화전축고분’이라 불리었다.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은 전체 송산리고분군 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송산
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데, 6호 전축분을 중심으로
후방에 무령왕릉, 좌우측면에 29호분과 5호분이 위치하여 4기의 고분이 일군을 이루며
밀집되어 있다. 좌우측의 29호분과 5호분은 약 15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후방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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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왕릉과는 17m 정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6 무령왕릉 내부와 평면도

두 전축분은 터널형 천정, 장방형 묘실, 동ㆍ서벽과 북벽에 설치된 복숭아형 등감이
있으며 바닥에는 ‘人’자 모양으로 벽돌을 깔고 벽과 연접하는 부분의 공간은 삼각형
벽돌로 채운 점 등이 특징이다. 다만 등감의 수, 연도의 구조에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
다. 무엇보다도 본체 축조에 쓰인 벽돌의 문양이 큰 차이를 보인다. 6호 전축분은 모
두 전문 계열로 축조된 반면 무령왕릉은 연화문 계열의 벽돌이 주종인 가운데 전문류
가 약간 섞여 있다. 연문의 폐쇄에는 전문과 연화문 계열이 혼용된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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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송산리 6호분(전축분) 내부와 평면도

특히 6호 전축분의 벽화는 전형적인 四神系 벽화에 속한다. 전축분 내에 사신도를
그린 유일한 사례이다. 벽화는 네 벽의 벽화를 그린 위치에 진흙이나 회를 바르고 그
위에 호분으로 사신도를 그렸고, 남벽에는 일월상도 나타난다9). 한편 벽화에 대해서
고구려 계통설, 양나라 계통설, 백제 창안설 등이 있으나, 양나라에는 이러한 유형의
벽화를 발견하기 어렵고, 백제에서도 갑자기 사신도를 네 벽에 그리는 기법을 단시간
내에 창조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적어도 벽화를 제작하는 전통, 그리고 사신도 벽
화의 도상적인 측면은 고구려에서 차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백제 송산리 6호분 벽
화도 고구려를 통한 문화전파 내지는 문화 수용의 소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이
과정에서 백제는 사신도를 전축분이라는 특성상 고구려와는 조금 다른 기법으로 제작
하였을 것10)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의 축조 선후 관계는 이론이 있지만,11) 송산리 6호분이 무
령왕릉보다 먼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무덤을 살펴보면 6호 전축분은 합장이 전제된 것임에도 단장묘로 존재한다는 사
실과

무령왕릉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무덤이지만 6호 전축분이 먼저 축조되고 다음

에 무령왕릉이 축조되면서 동시에 6호 전축분이 폐쇄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9) 정호섭, 2010, 『백제 송산리 6호 벽화고분보존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ㆍ공주시, p18.
10) 한국전통문화학교ㆍ공주시, 2010, 『백제 송산리 6호 벽화고분보존연구』, p118.
11) 尹武炳, 1974, ｢武寧王陵 및 宋山里6號墳의 塼築構造에 관한 考察｣, 百濟硏究 제5호.
鄭在勳, 1987, ｢公州 宋山里6호분에 대하여｣, 문화재 제12호.
岡內三眞, 1980, ｢百濟武寧王陵과 南朝墓比較硏究｣, 百濟硏究 第11輯.
岡內三眞, 1991, ｢東アジアにおける古墳の變遷｣, 古代探叢 Ⅲ.
홍보식, 2012, 「공주지역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변천」『百濟文化』 제48집,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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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의 문양전의 공반관계를 보더라도 오수사격문전이 주로 사용
된 송산리 6호분이 인동문이 시문된 전을 포함하고 있는 무령왕릉보다는 약간 빠른 시
기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양나라의 직접적 영향은 송산리 6호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백제적인 측면은 무령왕릉에서 더 보인다. 따라서 양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이
백제에서 처음으로 설계하고 감독한 무덤은 송산리 6호분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송산
리 6호분의 축조를 토대로 하여 그다음으로 축조한 무덤이 무령왕릉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12).
송산리 6호분

무령왕릉

평면

단실 장방형
동남향(동쪽으로 7°)
길이 3.7m
폭 2.24m

단실 장방형
동남향(동쪽으로 5°)
길이 4.3m
폭 2.72m

바닥
및
관대

‘人’자문
현실과 연도레벨 동일
현실 동편 전축(塼築) 독립관대 1개소

‘人’자문
현실 전면으로부터 1.05m 구역 21㎝낮음
현실 나머지 부분 전면관대

벽체

하단으로부터
十平一竪, 八平一竪, 六平一竪
四平一竪, 七平 (35平 4竪)

四平一竪 6단
(24平 6竪)

천장

반원형 볼트형
북쪽 천장고 3.13m
남쪽 천장고 3.04m
(높이차 9㎝)

반원형 볼트형
북쪽 천장고 2.93m
남쪽 천장고 2.84m
(높이차 10㎝)

燈龕
및
假窓

등감 상부에 가창 조성
총 8개소 : 동서벽 각 3개소, 남북벽 각 1개소
(단, 남벽은 가창만 설치)
‧ 등감 : 보주형으로 도려낸 1매전
감실 주위 적색 화염문 채색
‧ 가창 : 전돌을 일부 들여쌓기하여 살대 표현

등감 하부에 가창 조성
총 5개소 : 동서벽 각 2개소, 북벽 1개소
‧ 등감 : 반절 2매 전으로 만든 보주형 감실
감실 주위 적색 화염문 채색
‧ 가창 : 모서리가 능형인 전(살대)과 무
문전을 이용하여 가창 설치

평면

현실 중앙에 연도 부설
길이 2.3m
폭 내측 1.1m, 외측 0.8m

현실 중앙에 연도 부설
길이 2.9m
폭 1.04m

천장

반원형 볼트형(2단)
천장고 내측 1.49m, 외측 1.32m

반원형 볼트형(1단)
천장고 1.45m

전돌

오수전문
* 연도 입구 폐쇄전에 연화문전 혼용

연화문
* 연도 벽체 및 입구 폐쇄전에 오수전문 혼용

벽화

등감 및 가창 채색
사방 벽면에 사신도
벽체 및 천장부 채색

등감 및 가창에만 채색

배수
시설

연도 밖 무문전 사용 전축 배수구
(길이 약 21m)
기점 : 묘실과 연도가 연결되는 지점

연도 밖 무문전 사용 전축 배수구
(길이 18.7m)
기점 : 현실 바닥 남단 중앙 小圓孔

구분

玄
室

羨
道

기
타

표 4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 비교(강현, 2010, p44)

무령왕릉에서는 모두 108종 4,687점의 유물13)이 출토되었다.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12) 정호섭, 앞의 글, 2010, pp24~25.
13) 국립공주박물관, 2008,『무령왕릉 기초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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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유물들은 백제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출토유물 중 가장 폭넓은 관심을 받은 지석(매지권)은 『三國史記』 백제본기의 정
확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해 무령왕릉 출토 지석이 백제사 및 한
국고대사연구에 대해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한편 목관의 재료가 일본산 금송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반영한 유물과 함께 백제적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주
는 금제 관장식이나, 금동식리, 환두대도와 같은 유물은 백제의 뛰어난 공예기술을 보
여주는 상징적인 유물들이다.

2. 陵山里古墳群
능산리고분군은 충남 부여군 능산리 산
15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14호로 지정
되었다. 이곳에는 모두 7기의 고분이 분
포하고 있는데, 백제 왕릉으로 전하는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동쪽과 서쪽에도
고분군이 존재한다.
백제 왕릉으로 전하는 중앙의 고분군은
동서로 이어지는 해발 121m의 능산리산
의 남사면 산록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3
기씩 앞뒤 2열을 이루고, 여기서 북쪽 후
방으로 50m의 거리를 두고 1기가 자리하
고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부여 시가지를 둘러싼 나성의 동쪽 부분
바로 밖에 위치한다.
그림 8 능산리왕릉군 주변 백제고분 분포도

고분군이 주목된 것은 일제시대이다.

물론 ‘陵山里’란 지명은 『輿地圖書』에 그 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일찍부터
존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陵山里’란 지명이 왕릉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輿地圖書』등의 朝鮮時代 地理
誌에 적은 古跡條에는 부여지역의 왕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15년쯤에 고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어 1916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17년에 2차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916년과 1917년의 兩次에 걸쳐 이루
어진 조사는 현재 능산리고분군으로 알려진 6기의 고분(中上塚, 中下塚, 西上塚, 西下
塚, 東上塚 東下塚)과 이외에 塼床塚․割石塚․遞馬大塚 및 石槨墓로 분류된 여러 기를 대
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들 조사결과는 간략한 보고문과 더불어 도면 및 사진이 제시
되었는데 1차년도의 것은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에 있으나 이중에 서하총은 사진
만 제시되었을 뿐이고, 동상총은 사진이나 도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한편 2차년도
의 조사에서는 왕릉군으로 추정된 구역에서 3기의 고분을 조사한 할석총, 전상총 외에

25

인근의 체마소 고분까지 조사한 내용이 『朝鮮古蹟圖譜』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비
록 내용이 疏略하고, 조사자체도 간략하지만 고분군의 전반적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정도이다.
<그림 8>처럼 부여시내에 분포된 고분군을 보면 대체로 능산리고분군이 도성과 가장
가깝고 그 외의 고분군은 금강 건너에 분포하거나 능산리고분군보다 외곽지역에 분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京外埋葬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비시기의 왕릉인 능산리
고분군도 도성의 외곽을 구획하는 나성 밖에 축조되었다. 또한 도성주민의 묘역으로
추정되는 고분군(능산리, 염창리 주변 고분군)이 도성 동쪽,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의 동쪽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다른 고분군에 비해 그 수량과 분포
밀도가 확연하게 높은 이 지역은 당시 도성 거주민의 묘역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분묘의 축조가 결코 쉽지 않은 급한 산 경사면에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릉에 해당하는 능산리고분군의 입지나 고분 규모
는 주변지역의 고분군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크게 비교가 되며, 왕족의 묘역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다14).
고분

형식

재료

동상총

고임식 판석

동하총

수평식 마연석

중하총

터널식 장대석

서하총

고임식 판석

중상총

고임식 판석

서상총

고임식 판석

할석총

고임식 괴석

전상총

고임식 판석

체마소
대총

터널식 장대석

동1호분 고임식 정치석
동2호분 고임식 정치석
동3호분 고임식 장판석
동4호분 고임식 판석
동5호분 고임식 판석

규모
325×200
×211
250×112
×122
321×198
×215
285×125
×150
325×145
×170
․
264×127
×128
243×110
×165
260×130
×145
268×110
×145
275×112
×155
250×114
×137
300×173
×200
277×107
×140

묘실 장축 바닥 입구 연도규모 위치 배수로 기타
형태
형태
형태
장방형 남북 관대 현문식

․

․

판석
64×100×
현문식
중앙
관대
138
266×170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중앙
×116
장방형 남북

단연도

․

단연도

벽화

장연도 회바름

장방형 남북 판석 현문식

․

중앙

단연도

․

장방형 남북 관대 현문식

110× ․

중앙

단연도

․

․

․

․

․

장방형 남북 생토 개구식 70×60× ․ 편재

장연도

․

장방형 남북 벽돌 현문식

․

편재

단연도

․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

편재

단연도

․

․

․

․

․

100×79×
중앙 단연도
94
125×101
장연도(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중앙
× ․
?)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

장방형 남북 관대 현문식

․

장방형 남북 부석 현문식

․

표 5 능산리고분군 현황

14)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p198.

중앙

․
․

단연도

․

우편재 장연도

․

중앙

단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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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된 능산리고분군의 개별 고분 중에
왕릉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할석총
과 전상총, 그리고 체마소대총을 제외한 서쪽의 고
분 6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능산리고분군의 개별 고분 전체가 모두 횡
혈식석실분이라는 점에는 공통이지만 중하총과 같
은 터널식이 있는가 하면, 중상총과 같은 고임식의
구조가 있고 나아가 동하총과 같은 수평식이 있어
시간상의 배열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이른 것이
중하총으로 보아야 하는데 중하총의 경우 터널식
석실분의 일반적 형태에서 재료가 보다 세련된다거
나 연도가 중앙으로 정착되는 등의 발전된 모습을
그림 9 능산리고분군 배치현황

보이지만 벽면의 회바름 등의 기법은 아직 전단계
의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일단 능산리고분

군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능산리고분군 횡혈식석실분

한편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변천과정에서 보면 수평식은 고임식의 다음에 등장하는
유형으로 백제 횡혈식석실분 중에서는 최말기에 속하는 것인데 나머지 5기의 분묘 중
에 4기가 고임식이고, 동하총만이 수평식일 뿐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 있어 동상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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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 않지만 중상총이나 서상
총, 그리고 서하총은 구조적으로
매우 근사하다는 특징이 있어 단
순 비교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시
기에 조성된 것이란 추정이 가능
할 것이다.
한편으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묘실내의 시신 안치가 단장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장
그림 24 능산리 동하총

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차이

가 발견되는 점이다.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특징은 출입을 위한 입구가 마련된다는 점이고, 이는 장제의
추가장 혹은 합장과 같은 다장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장제는 백제의 웅진 도읍기
의 궁륭식이나 터널식 묘제에서는 일반적이며, 나아가 고임식에서도 매우 유행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중하총은 터널식 구조이고, 이는 당연히 부부 합장이란 전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상총은 관대가 2개로 합장이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상총은 단장을 실현한 것으로 중앙에 1개의 관대만 있을 뿐이다.
다만 서하총은 관대시설이 없고, 단장인가 다장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판단
이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에서 단 ․ 다장이 파악되지 않는 서하총을 예외로 하면 일단
능산리 개별 고분중에서 동상총은 합장이고, 중상총은 단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다
만 서하총은 일단 주시할 필요가 있어 고임식 구조에서는 동상총이 가장 이른 것이고,
중상총이 늦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
리고분군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중하총이고, 이어 동상총 및 서하총, 그리고 중상총
과 동하총의 순서로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능산리 석실분 중 동하총의 경우는 사신 벽화가 그려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하총
은 단면 사각의 묘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실묘로, 연도는 비교적 길고 밖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이다. 묘실의 네 벽과 천장에는 각각 사신도와 연꽃무늬, 그리고 구름
무늬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림 12 송산리 6호분 백호도

그림 13 능산리 동하총 연화도 및 백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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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도는 고구려 강서대묘를 비롯하여 호남리 사신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
제는 공주 송산리 6호분, 부여의 능산리 동하총 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Ⅳ. 백제 왕릉의 특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백제 왕릉의 특징을 찾고자 할 때 우선 생각해 볼 것 중의 하나가 묘역과 그 묘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장례에 관한 것이다.
분묘가 입지하는 위치나 환경은 석실의 구조나 규모, 부장품 등과는 달리 그 자체가
계층구조 등 정치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만 특별한 입지나 특징적인
분포양상을 검토하고 석실구조나 규모에 대한 분석과 종합함으로써 어느 정도 고분군
간의 위상 차이나 개별 분묘 간의 위계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당시의 도읍
으로 추정되는 공간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 고분군은 왕족 또는 중앙귀
족의 묘역으로서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이다.
백제의 경우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이나 부여 능산리고분군은 규모나 구조적인 면에서
도 다른 고분군을 능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웅진과 사비시대의 백제 왕릉은 한
구릉의 좁은 공간에 나란히 인접하여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라나 가
야, 일본, 중국과 같이 독립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왕릉군에
인접하여 능사나 제단, 빈전이 입지하고 있어서 왕족을 매장한 추정지를 확정하는데
하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제례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추정
하게 한다15).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송산리고분군
내의 제단시설인데, 이와 관련하여 2곳
이 확인된다. <그림 14>에서 보듯 A지
구 적석유구는 5호와 6호분, 그리고 무
령왕릉이 있는 구역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상에 방형의 석축시설로서 길
이는 14.2m이며, 5~6단으로 조성되었
고, 높이는 110㎝ 정도이다. 남쪽은 북
쪽의 석축열에서 21m의 너비를 두고 길
이 16.8m로 3~4단의 축석이 남아 있
고, 높이는 약 80㎝이다. D지구 적석유
그림 14 송산리고분군 제사유적

구는 1~4호 석실분에서 동쪽으로 거리

를 두고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 유구는 3단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단은
15m, 2단은 11.4m, 3단은 6.6m의 길이로 정방형이며 높이는 1.8~2.7m로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5) 山本孝文, 2006, 『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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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축석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엇갈리는데, 서울 석촌동 2호분이나 4호분
등의 적석총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허묘 내지는 가묘일 가능성16)과 D구역의 축석시
설을 개로왕의 가묘로 추정17)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지와 구조로 보아 『三國史記』
백제본기 동성왕 11년조의 ‘冬十月 王設壇祭天地’ 기록을 감안했을 때 제단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8). 최근에는 석축유구가 중국 남경 鍾山 유적과 상통
하는 戒壇이거나 중국 육조 때 시작된 계단식토탑과 연계시켜 방형의 기단을 갖춘
2~3단의 방형석탑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19).
이 유구들은 입지환경이나 구조특
성, 또는 유구 배치상으로 보아도
적석총, 또는 석탑이기 보다는 제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촌리고분군에서 조
사된 적석시설과도 비교가 가능하
다20). <그림 15>처럼 수촌리고분군
그림 15 수촌리 고분군 적석유구

에서는 토광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분 등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분묘와 함께 적석시설이 출
토되었다. 비교적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마안형의 평탄한 구릉을 따라 상단으로는 분묘
유적이, 하단의 흘러내리는 끝부분에는 적석시설이 위치한다. 적석시설은 지름 20m의
부정형의 적석시설로 그 상면에 한 변 10m의 방형 기단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훼손
되어 1단만 남아 있다. 입지와 유구형태, 장고형기대편과 토기편들이 적석부에서 출토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제사를 위한 제단시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처럼 송산리고분군에서 보이는 석축시설 역시 이와 연결해 본다면 한성시대 백제
사회에서 행해지던 상장례의 풍습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송산리고분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유적이 정지산유적이다21).
정지산유적은 목책을 두른 백제 웅진시기의 건물지로, 유적내에서 발견된 장고형토기,
삼족토기, 개배, 토제등잔 등으로 볼 때 이 시설물이 제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유적 한 가운데서 발견된 기와건물지의 경우, 다른 일반 건물과 달리 특수한 구조
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제의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지석에 의하면 무령왕릉은 申地, 즉 남서방향의 땅을 사서 왕릉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비는 酉地, 즉 서쪽에서 喪을 치른 것으로 되어 있다. 왕릉보다 30° 정도
북쪽에서 상(喪)을 치렀다는 점에서 정지산유적은 무령왕비의 喪을 치렀다고 하는 유지
16) 尹根一, 1988, 「송산리 고분발굴조사 개보」『文化財』21호. pp307~336.
17) 趙由典, 1991, 「宋山里 方壇階段形 무덤」『百濟武寧王陵』公州大學校百濟文化硏究所.
18) 서정석, 1995,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에 대한 검토」『백제문화』제24집, p54.
19) 임영진, 2013, 「공주 송산리 D지구 적석유구의 성격 검토」『공주지역의 고분과 출토유물』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2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공주 수촌리 2차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21) 국립공주박물관, 1998, 『정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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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릉에
시신을 안치하기 전에 모셨던 殯殿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웅진시대에 있어서 무령왕릉을 중심
으로 한 송산리 왕릉지역에서는 빈전과 제단
이 구비된 상장례가 치러졌던 것을 알 수 있
다.
사비시대의 왕릉지역인 능산리고분군의 경우
는 바로 옆에 陵寺가 조영되었다. 능사(사적
그림 16 공주 정지산유적

434호)는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과 부

여나성(사적 제58호) 사이에 위치하는데 백제 위덕왕 14년(567)에 창건된 것으로 아버
지 성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왕릉 가까이 세운 왕실의 기원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능사는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288호)과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이
출토되면서, 왕실에서 발원한 사찰로서 능산리 왕릉에 대한 기원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의 왕릉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왕실제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웅진시대
송산리 왕릉지역에서 제단과 빈전으로 운영되었던 왕실의 제례가, 사비시대에는 능산
리 왕릉과 능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佛事로 바뀌어가는 변화과정을 특징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다음은 송산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특징이다.
백제의 웅진천도는 개로왕이 사망하고 한성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에서 급하게 단행
된 것이다. 천도 후 초기의 웅진시대는 한성시대 백제의 연장선에서 볼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 백제의 묘제 또한 한성기의 묘제가 지속적을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초기 모습은 송산리고분군에서 그 모습이 현저하다.

吉井秀夫(1991)
이남석(1995)

최영주(2013)

→

→

→

전실분 중하총 동4호 능산리형석실(평사식)

→ ․ →
→평사식(능산리식)
↗
전실분→CⅨ형식(터널식)→FⅨ1형식(평사식)→FⅨ1형식(평사식)
↘
↘GⅨ형식(네벽수직식)
CⅣ형식(터널식(측벽))
돔식천장→↘DⅣ형식(터널식(앞뒤벽))

궁릉식천장 터널식 아치식 터널식(중하총)
무령왕릉

표6 능산리형석실의 변천 비교(최영주, 2013)

송산리고분군에서 나타나는 횡혈식석실분은 方形의 묘실 평면, 右偏在의 羨道, 개구
식의 입구가 특징이다. 특히 穹窿形의 천정 가구방식, 할석 축조, 회벽 등이 특징이다.
궁륭형의 횡혈식석실분은 한성지역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방이동, 가락동으로 대표
되는 석실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판교, 우남동, 광암동에서 속속 발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공주 수촌리, 연기 송원리를 비롯하여 청주 신봉동 등의 횡혈식석
실분이 송산리석실분보다 선행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송산리석실분이 그들의 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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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기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의 분포를 볼 때, 웅진시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웅진유형의 횡혈식석실분이 축조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475년의 급박한 웅진천도 이후 문주왕과 삼근왕이 2년 간격으로 사망하
는 불안한 국정 속에서 새로운 묘제를 창조하거나 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자연
스럽게 웅진지역 최고 지배층의 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성기의 궁륭형의
횡혈식석실분에 변화하는 모습
이 나타나는 것은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의 등장이 계기가
된다. 송산리 5호 석실분과 29
호 석실분에서 보이듯 벽돌 일
부를 사용하면서 그 변화가 나
타난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공
주

신기동,

금학동고분군에서

완전한 터널형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양나라의 전축분을 도입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횡혈식석
그림 17 공주 금학동 1호분(상)과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하)

실분은 백제묘제의 내재적인 발

전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고령의 대가야 왕릉으로도 비정되는 高
靈 古衙洞 壁畵古墳(사적 165호)22)은 터널형의 대형 횡혈식석실분으로 벽면에는 일부
채색 자국과 唐草紋, 草花文과 유사한 모양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그림 17>에서 비교
되듯이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과 가장 유사한 고분은 공주 금학동 1호 석실분인데, 터널
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벽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회벽이 두껍게 발라져 있다. 금
학동 1호 석실분은 웅진기의 전형적인 묘제로서 백제의 묘제는 가야에까지 깊게 영향을
끼친 것을 한 눈에 보여준다.
무령왕릉과 6호 전축분은 중국 양나라 공인과 백제 공인이 공동으로 조영하여 완성
하였다. 백제 왕릉의 구축 전통을 따라 전실묘를 완전 지하에 구축하지 않고, 대부분
지상에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백제 조묘 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
축분의 조영에 백제 조묘 공인이 참여하여 전축분의 축조기술을 습득한 것은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후 백제 횡혈식석실의 새로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령왕릉 조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석재 전을 만들어 묘실을 구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능산리
식 석실의 탄생이다. 전축분의 조영은 무령왕릉 조영 이전에 통일적인 형식을 유지하
던 송산리형 석실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23).
22) 김세기·조영현·김병주, 1985,『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실측조사보고』,계명대학교 박물관.
23) 홍보식, 2012, 「공주지역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변천」『百濟文化』 제48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
소,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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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송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송산리고분군을 대표하는 무령왕릉은 피장자와 매장시기를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매
납된 유물이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된 왕릉이다. 주인공의 실체와 매장시
기가 분명하고, 매납 유물을 온전히 보여주는 발굴이 이루어진 무덤은 중국의 여러 왕
조, 신라, 고구려,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다. 출토유물은 108종 4,687점으로 각종 금속
기부터 중국도자기까지 다양하게 부장되어 있었다. 그 중 몇 가지 의미있는 유물을 살
펴 보기로 한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 중에서 誌石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지대하다. 왕릉에서 함께 출
토된 여러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웅진시대의 백제와 중국 남조, 특히 양
과의 긴밀한 문화적 교섭과 더불어 백제의 주체적 자세를 시사하고 있다.
誌石은

무령왕의

사망연월일의

밝혀짐으로써『三國史

記』 백제본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6세기 전반기 한일양국 사서에 대한 기년 조정
론이 근거를 잃게 되었다. 여기에 무령왕의 향년이 밝혀
짐에 따라 일본서기의 출생기사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이 있다는 점과 개로왕 이후 무령왕에 이르는 웅진시대
백제 욍실계보 확정의 단서가 제공되었다는 점도 주목된
그림 32 무령왕릉 출토 지석

다. 또한 무령왕의 이름 중 ‘斯麻’라는 이름으로 미루

어 코소하치만신사(偶田八幡神社) 소장의 인물화상경을 백제와 관련하여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점, 백제의 역법시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토지매매의 사실을 보여
주는 매지권의 존재로 백제가 중국 남조문물을 도입하여 수용한 실태와 도교사상의 실
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무령왕릉 출토 지석이 백제사 및 한국고대사연구
에 대한 기여가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24).
또한 왕의 사망에 대해 崩의 표현 등은 외래의 장묘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이
고 주체적인 문화수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장례를 27개월의 삼년 만
에 치렀다는 유교적인 사상도 보인다. 왕과 왕비의 사망과 장례기간에 대한 빈과 삼년
상 등에 대한 기록은 삼년상이 백제시대부터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삼년상은 유교적 의례로, 고려 말에 주자가례가 도입된 후 조선 중
기에 이르러서야 민간에까지 퍼지게 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孝’사상의 기본이 되는 삼년상이 백제시대의 기록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中國瓷器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된 물품이지만 鎭墓獸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묘
제의 부산물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 중국자기는 모두 9점이며, 청자, 백자 외 흑유자기
3종이고 기형으로는 壺와 碗(혹은 盞)으로 구분된다. 특이한 것은 토기가 1점도 출토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靑瓷六耳壺는 2점, 黑釉盤口甁 1점, 그리고 나머지는 백자는
24) 이기동, 1991,『百濟武寧王陵』, 충청남도ㆍ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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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은 壁龕에서 등잔으로 사용되었고 1점은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대체로 백제 지배층
무덤에서는 백제토기와 함께 중국 도자기가 1점씩 부장되고 있으나(수촌리 4호분에서
는 4점이 부장되었음), 무령왕릉은 무려 9점씩 부장되어 왕릉이라는 신분적 차이를 보
여준다.
鎭墓獸는 무령왕릉 출토된 부장품 중에서도 특이한 유물이다. 연도 중앙에서 밖으로
향하여 바라보는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이 有角有翼形의 모습은 초기에는 기괴한 형태
로 표현되었다. 진묘수는 묘 안을 진압하여 악귀를 추방하고 死者를 보호한다는 의미
가 부여되어 있다.

그림 33 중국 남조 남경박물원(토제), 중국 남조 남경시박물관(석제), 무령왕릉(석제) 진묘수

무령왕릉의 진묘수가 南齊 최후의 황제 蕭寶融(488~502)의 恭安陵과 마찬가지로 墓
道의 중앙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점, 묘실의 구조나 有翼形 鎭墓獸의 형상 특징을 비롯
하여 발굴 당시 진묘수의 한쪽 뒷다리가 부러진 채 수습되었다는 점25) 등에서 남조의
영향을 깊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江蘇省 南京 靈山 南朝墓에서 출토된 유사한 형태의 진묘수가 등 뒤의 갈
기를 전부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를 위협하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해
서, 무령왕릉의 진묘수는 등 뒤의 갈기와 날개를 좌우로 늘어뜨리고 조용히 웃는 통통
하고 귀여운 동물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평화와 풍요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백제인의 내면을 담고 있으며, 서산마애삼존불의 본존불에서 보이는 고졸한 미소와도
닮아 있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상과 예술세계를 담아내려는 백제
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무령왕릉에서는 다양한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동안 무령왕 대도와 같은 일부 출토 유물에 대해 백제적인 산물인가, 아니면 중국
제품인가에 대해 견해가 엇갈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백제지
역 곳곳에서 발굴이 이어지면서 백제관련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한성기 지배층의 묘제인 수촌리고분군26)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에서도 金銅冠, 金製耳飾, 金銅製 帶金具, 金銅飾履, 金銀裝 裝飾大刀 등 많은 금속공
예품에는 일찍부터 이미 ‘百濟樣式’이 발현되어 있었다27). 이처럼 금속공예품에서
25)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게. pp.200~201.
2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ㆍ공주시, 2007, 『공주 수촌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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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양식이 발현되었다는 것은
곧 전업적으로 공예품 제작에 종사하는 장
인집단이 그곳에 존재하며 그들이 연속적
으로 조업에 참여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
며 그들의 전통성을 의미하는 것이다28).
수촌리 1호분 출토품을 지표로 하는 한성
기 금속공예품의 양식적 특징은 무령왕릉
출토품으로 이어지며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성기와 웅진기 금속공예품 사이에서
이러한 양식적 특징의 계승관계를 보여주
는 것으로는 우선 裝飾大刀를 들 수 있다.
그림 34 ①수촌리 1호②용원리 1호③무령왕릉
환두대도 용문양

이 대도는 그 문양과 장식성이 고대 삼국
의 환도대도 중에서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령왕릉 대도와 천안 용원리 1호 석곽묘29)는 龍頭의 위치와 전체 구도에서 공
통점을 보인다. 좌우에 각 1마리씩의 용이 있는데 중간에서 머리와 몸 일부를 왼쪽으
로 급격히 틀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조각하였다. 문양뿐만이 아니라 상감기법에서
주조기법으로 발전해가는 제작기술의 변천과정도 함께 찾아 볼 수 있다.
용원리 1호 석곽묘나 수촌리 1호 토광묘 환두대도가 발굴되기 전에는 무령왕릉 대도
의 환두 주룡문이 돌출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나 한성기의 환두 주룡문이 속속 공개되면
서 웅진기 장식대도의 계보가 중국이 아닌 백제 자체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30).

그림 35 수촌리 1호, 수촌리 4호(상), 입점리(하), 무령왕, 왕비(상, 하), 에다후나야마(상), 후지노끼(하)

무령왕의 飾履 역시 마찬가지이다. 식리의 측판을 전후면에서 겹쳐 고정한 점, 저판에
존재하는 금속제 못 등 백제적인 특징31)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와 공통적인 특징은
공주 수촌리 1, 3, 4호분32)이나 고창 봉덕리 1호분33) 등 한성기 백제유적에서 확인된
27) 이 훈, 2012, 「금동관을 통해 본 백제의 지방통치와 대외교류」『백제연구』55, 충남대 백제연구소
28) 이한상, 2013, 「공주지역 고분출토 금속공예품의 특징과 함의」, 『공주지역의 고분과 출토유물』백제역사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95~98
29) 이남석, 2000, 『천안 용원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30) 이한상, 2012, 「백제대도의 환두주룡문 검토」『고고학탐구』12, 고고학탐구회.
31) 신라 금동식리는 바닥 판 위에 측판을 앞판과 뒤판으로 만들어 붙여 고정한다.
3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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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금동식리를 장송의례품으로 부장하는 풍습 역시 중국에 없는 문화로 지금까지는 수
촌리 1호분 출토품이 가장 빠르다. 이러한 문화는 가야와 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에
다후나야마, 후지노끼고분 등에서 출토된 금동식리는 백제계 양식을 따르고 있다.
무령왕비의 耳飾은 連結金具의 마감기법, 鏤金細工, 三翼形 垂下飾이 특징이다. 그동
안 계보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최근 수촌리 Ⅱ-8호34)와 용원리 37호 토광묘35) 이식들
이 출토되면서 한성기로부터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송산리 舊2호분 출토
獸面紋跨板이다. 이왕 유사한
예는 이미 한성기의 자료인
공주 수촌리 1호분과 4호분에
존재한다. 이와 유사한 자료
는 가야와 왜의 유적에서도
발견되는데 백제에서 그 기원
그림 36 용원리 37호, 수촌리Ⅱ-8호, 무령왕비 금제이식

을 찾을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금제관식 또한 그 계통이 주목된다. 금속제 관모
는 선비족과 고구려에서 먼저 사용하였으며, 백제, 신라, 가야, 왜 모두 공통으로 나타
난다. 반면에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 금속제 관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제에서 금
동관모가 출토된 곳은 공주 수촌리, 천안 용원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나주 신
촌리, 고흥 길두리 등이며, 무령왕릉에서는 금제관식, 사비도읍기 귀족들의 무덤에는
은제관식만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금동관모는 북방문화적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
는데,

관식은 천으로 만든 관모에 붙이는 장식이므로 이 시기의 관모는 布製관모라

할 수 있다. 이는 웅진도읍기 이후 백제가 양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제 관모에 금속제 관식을 붙인 것은 한성도읍기 금속
제 冠制의 유풍이라 하겠다36).

Ⅴ. 맺음말
백제 능묘는 백제의 국가 성립 및 성장에 따라 연속적인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그 과정 속에는 백제의 내재적 전통에 중국 묘제를 도입하여 새롭게 발전해 가

는, 백제의 성장을 잘 반영하는 근거로서 백제의 능묘는 소중한 인류 유산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33) 이문형ㆍ옥창민, 2009, 「고창 봉덕리 1호분」『제 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 고고학회.
34) 이 훈, 2012, 「공주 수촌리고분군 제2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제11회 백제학회 정기발표회 발표요지
문』, 백제학회.
35) 이남석, 2000, 『천안 용원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36) 노중국, 2007, 「백제 한성도읍기의 역사적 의미」『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 서경,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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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 고분군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중국 梁나라의 묘제를 받아들여 조영한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왕릉을 축조했던 독특한 건축술과 다양한 유물을 통해 동
아시아의 교류의 중심역할을 했던 백제문화의 국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
성백제의 궁륭형의 횡혈식석실분 전통을 이어받아 전축분의 형태를 접목시켜 새로운
터널형 석실분의 시원을 이루는 한편 다양한 백제 묘제를 통일하고 횡혈식석실분으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부여 능산리고분벽화는 송산리 6호분에 남겨진
사신벽화와 함께 고구려와의 교류관계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제의 능묘문화는 가야와 일본열도로 전달되었으므로 중
국-백제-가야, 일본으로 이어지는 고대동아시아 능묘문화 확산을 증명하는 인류사적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백
제 능묘 자료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능묘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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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삼국시대는 고분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많은 고분들이 축조되었다. 특히 높고 큰 분
구를 가진 고총은 그 구조적 복잡함과 고분에 부장된 다종, 다양한 유물로 인하여 해당
사회의 최상위 신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고총 중에는 무령왕릉처럼 묘지
석이 주인공을 알려주기도 하고, <原太王陵安如山固如岳> 명문 벽돌이 출토되어서 왕릉
으로 비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고총이 모두 왕릉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
니어서, 고총 중에서 규모와 구조, 부장품 등에서 월등한 것을 능묘로 총칭하기도 한다.
고구려나 백제의 능묘는 왕성 가까이 무리지어 있는 고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고구
려에서는 중국 길림성 집안 통구 분지의 국내성과 환도산성 주위의 초대형 적석총들과
평양 대성산성 동쪽의 광대산 자락과 대동강 넘어 무진리, 진파리 일대의 제령산 자락,
그리고 강서에 사신도가 그려진 초대형 봉토석실벽화분이 능묘로 인정되고 있다. 그 가
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통구 분지의 초대형 적석총과 평양과 강서의 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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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분이나 사신도가 그려진 봉토석실벽화분이다.
아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백제의 능묘도 고구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풍납토성, 몽촌토성과 석촌동 일대의 초대형 적석총이,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
분군, 부여 부소산성과 능산리고분군이 서로 대응되면서 석촌동의 적석총과 공주 송산
리고분군, 부여 능산리고분군이 한성, 웅진, 사비시기의 능묘로 이해되고 있다. 웅진,
사비시기 능묘는 봉토분으로, 그 중 송산리 6호분이나 능산리1호분은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분이다. 따라서 백제 능묘는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변화하고, 봉토분 중에는 사신
도 벽화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백제 능묘의 전개과정은 고구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초대형 적석총과 백제 한성시기의 초대형 적석총의 분형은 서로 비슷하여
서 고구려와 백제건국집단의 종족적 기반이 같다는 증거로 들기도 하였고, 횡혈식 장법
의 봉토석실분이 삼국에서 유행하였던 묘제인 까닭에 고구려와 관련짓기도 하였다. 그
렇지만, 고구려나 백제의 초대형 적석총은 축조방식, 매장부 구조 등이 서로 다르며, 봉
토석실분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형과 매장부 구조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나 백제의 능묘는

탁월한 무덤 축조 기술이나 벽화의 뛰

어난 예술성은 물론,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매장방식에서의 변화라는 당시 동아시아에
서 보편적이었던 장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고유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양국 능
묘의 구조와 장법에서 관찰되는 상사, 상이점은 당시 동아시아 고분의 보편적인 양상과
함께 고구려나 백제만의 특징으로, 고구려나 백제 능묘의 전개과정은 고대국가로의 발
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과 백제고분을 비교
하여 백제 고분이 가지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고분 중 능묘에 초점
을 두고 능묘의 세계문화사적 가치를 살피고, 이를 백제 능묘와 비교함으로써 백제 능
묘가 가지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고구려 능묘의 특징
중국 길림성 집안 통구 분지에 분포하는 적석총과 북한과 중국에 분포하는 벽화분과
봉토석실분을 포함한 고분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37), 이 가운데 능묘
37) 본문에서 인용되는 고구려 고분은 아래의 도서를 참고하였다.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 高句麗王陵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集安市博物館, 2009, 吉林集安高句麗墓葬補告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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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정되는 것은 고구려 왕릉으로 등재된 중국 통구분지에 있는 초대형적석총과 평양
과 강서의 사신도가 그려진 봉토석실분이다.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무덤은 아직 확실하
지 않으며, 광개토왕릉비를 태왕릉과 연결시켜 광태토왕릉으로 비정하거나, 광개토왕릉
비를 장군총과 연결시켜 광개토왕릉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구려의 능묘 중에
는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예가 없어서 여러 개의 왕릉 비정안이 있다(표1).
왕릉비정
王號

葬地

東明王

龍山

瑠(琉)璃明王

豆谷東原

大武神王

池內宏

吉文考硏

吉文考硏

2002

2004

東潮

여호규

大獸林原

閩中王

閩中原石窟

慕本王

慕本原

張福有

칠성산871

次大王

마선구2378
故國谷

故國川王

故國川原

山上王

山上陵

東川王

柴原

中川王

中川之原

西川王

西川之原(故國原)

烽上王

烽山之原

임기환

永島輝神眞

마선구626

太祖大王

新大王

魏存成

산성하전 창

칠성산871

36
우산하2110
장군총

임강총
임강총

동천왕

칠성산871
칠성산871

마선구626

임강총

임강총

우산하2110 우산하2110
서대총

서천왕

미천왕

칠성산211

칠성산211

칠성산211

서대총

서대총

우산하992

우산하992

우산하992

천추총

마선구2100 천추총

마선구2100
서대총

美川王

美川之原

서대총

마선구2100

서대총

(개장)
故國原王

故國之原

우산하992

小獸林王

小獸林

마선구2100 태왕릉

故國壤王

故國壤

廣開土王

山陵

長壽王

태왕릉
장군총

고국원왕

천추총

천추총

천추총

태왕릉

광개토왕

광개토왕

장군총

장군총

장군총

장군총

文咨王

태왕릉
장군총

천추총

태왕릉

태왕릉

장군총

장군총
한왕묘(실묘)

태왕릉
전동명왕릉

토포리대총

安臧王
安原王
陽原王

호남리사신총

平原王

강서대묘

嬰陽王

강서중묘

榮留王
( )王(寶藏王)

唐京師頡利墓의
왼쪽

1. 국내성 시기의 초대형 적석총
중국 길림성 집안 통구 분지의 마선구2378호분, 마선구626호분, 마선구2100호분,
천추총, 서대총, 칠성산871호분, 칠성산211호분, 태왕릉과 광개토왕비(好太王碑)와 임
강총, 우산하2110호분, 우산하992호분, 장군총과 1호배총 등이 국내성 시기의 왕릉으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32, 33. 고구려 벽화분 (진인진)
사회과학원, 조선유적유물도감 고구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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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재되었다38). 이 초대형적석총들은 입지에서의 우월성, 크고 높은 분구와 분구 중
에서 기와나 와당이 출토되었고, 분구 주위에 제대나 배장묘, 능원 시설 등이 확인되었
다는 점에서 다른 대형 적석총들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39) 능원, 배
장묘, 제대 등의 시설을 갖고 있다(그림1, 표2).
국내성 시기의 능묘로 생각되는 초대형 적석총은 축조와 매장방식에 따라 계장식적석
총에서 광실계단적석총, 석실계단적석총 등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고, 각 형식은 축조
기술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초대형 적석총
의 시간에 따른 구조 형식의 변화가 묘주 비정의 고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마선구2100

서대총

우산하992

마선구 2378

천추총

마선구626

태왕릉과 광개토왕릉비
칠성산871

칠성산211
임강총

우산하2110

장군총과 배총

<그림1. 중국 길림성 집안 고구려 왕릉>

첫째는 계장식 적석총을 분구는

울타리를 쌓듯이 안에서 밖으로 가면서 쌓아 올려

분구의 평면적을 확대시키는 한편, 평면적의 확대에 따라 분구의 높이도 높아지는 방법
이다. 그렇지만, 자연 할석이나 냇돌을 이용하여 축조함으로써 계단상의 형태를 이루지
는 못한 초보적인 축조 기술이다. 마선구 2378호분과 마선구626호분, 칠성산871호분이
38) 2004년도에 출간된 중국의 <<集安 高句麗王陵>> 보고서에서는 산성하 전창 36호분을 왕릉으로 보고하였으
나, 이 무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에서 제외되었고, 등재신청에서 장군총 1호 배총을 별개의 무덤으
로 포함시켰다.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 高句麗王陵
http://www.unesco.or.kr/heritage
39) 제대나 배장묘, 능원는 왕릉으로 비정된 모든 적석총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제대나 배장묘는 이른 시기 적
석총에서부터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제대나 배장묘에는 시간에 따른 무덤 축조기술의 변화가 반영되
어 있지 않으며, 구조적으로도 제대나 배장묘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대나 배장묘가 왕릉을 구
성하는 요소로서 정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연유인지는 몰라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설명서에서
제대나 배장묘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장군총 1호 배총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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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되며, 이중 배장묘는 마선구2378호분과 마선구626호분에서 확인되었고, 능원
은 칠성산871호분에서 확인되었다.
둘째는 계단식으로 축조한 광실적석총이다. 방형 평면으로 돌을 돌리고, 그 내부에
돌을 채워 넣어 기단을 형성하고 그 위로 안쪽으로 들여가면서 계단상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무덤 축조 방식은 계장식보다는 발전된 기술로 분구를 높게 쌓았지만, 자연 할
석이나 부분 가공된 돌로 축조하여서, 분구가 원상대로 계단상의 분형을 유지하고 못하
고 있다. 매장부는 추가합장을 의도한 구조이지만, 돌로 벽과 천장까지 잘 쌓아 올린
석실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이를 석실과 구별하여 중국학자들은 광실로 분류하는데, 광
실 중에는 나무로 만든 목실과 목개석실이 있다. 임강총, 우산하2110호, 칠성산211호
분, 서대총, 우산하992호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임강총, 우산하2110호, 칠성산211호
와 우산하992호분에서 제대가 확인되었고, 서대총에서는 제대와 능원이 함께 발견되었
다. 이 가운데 서대총과 우산하 992호분에서는 간지가 있는 권운문 와당이 출토되어서
서대총의 己丑명은 329년으로, 우산하 992호분의 戊戌은 무술은 338년으로 비정되고
있다.
셋째는 치석이나 축조 기술 등에서 가장 발달된 기술로 축조된 석실계단적석총이다.
매장부는 돌로 벽과 천장까지 잘 만든 석실이고, 분구는 잘 다듬은 가공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만들고 차츰 내축하면서 쌓아 올려, 분구는 계단상이다. 마선구2100호분, 천추
총, 태왕릉, 장군총 등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특히 천추총과 태왕릉에서는 분구 정상부
에서 가형 석곽과 석실 부재로 사용되었던 석재가 확인되어서 매장부는 목관, 가형석곽
과 석실의 3중 구조이다. 천추총은 <千秋萬歲永固>, <保固乾坤相畢> 명문 벽돌이 수습
되어 천추총으로 명명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능원과 제대가 확인되었다. 태왕릉에서도 능
원과 제대가 확인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原太王陵安如山固如岳> 명문 벽돌이 출토되어
서 이 명문 벽돌과 광개토왕릉비를 결부시켜 광개토왕릉으로 비정하고 있으며, 분구 주
변에서 출토된 <辛卯年好太王(巫)造(鈴)九十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방울이 광캐토
왕릉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들고 있다. 장군총에서는 능원과 제대, 배장묘가 보고되었
다. 특히 배장묘는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4-5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두 기가 남
아있고, 그 중에 1호 배장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호 배장묘는 무덤의 구
조 형식과 축조 기술이 장군총과 같아서 장군총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이 세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여러 견해가 있어왔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여러 입장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태왕
릉을 광개토왕릉으로 비정함으로써 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천추총을 고국양왕릉으
로, 늦은 장군총을 장수왕릉으로 비정하였다(표1 참조). 장군총은 잘 가공된 커다란 장
대석으로 쌓아 올린 현존하는 적석총 가운데 가장 발달된 기술로 축조한 것으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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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의 릉이거나 허릉으로 보기도 하며,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을 결부시켜 광개토왕릉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내성 시기의 왕릉으로 비정된 초대형적석총에서 공통된 특징은 돌을 이
용하였고, 지상의 분구 중에 주검을 안치한 무덤이라는 점이다. 이 점이 지하에 나무로
된 葬具를 사용하여 주검을 안치하는 중국 동북의 여타 지방의 여러 종족들의 매장과
구별되는 특징이어서 고구려 고유의 독특한 매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석총
은 고구려 고유 묘제로서 시간에 따라 무기단에서 기단, 계단적석총으로 기술에 따른
발전과 함께 사회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데 왕릉으로 비정된 초대형의 적석총들이 그 대
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대한 돌을 잘 가공하여 계단식으로 축조한 장군총은 동
방의 피라미드로 불릴 만큼 뛰어난 석재 가공술과 축조술을 보여준다.
한편, 초대형적석총이지만, 왕릉이 아닌 귀족묘로 등재된 예도 있다. 우산하3319호분
과 형총, 제총과 절천정총은 횡혈식 구조의 매장부를 가진 계단적석총이다. 그 가운데
우산하3319호분은 벽돌로 쌓은 매장부를 가진 전실적석총으로, 매장부 조사에서 그 내
용을 알 수 없지만 벽화편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우산하3319호분은 고구려 전통인 적
석총과 새로 받아들인 전실과 묘실 벽화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무덤은 분구에
서 출토된 <丁巳>명문이 있는 권운문 와당으로 인하여 354년으로 연대 비정되는데, 분
구에서 기와와 와당 출토되어서 왕릉 후보군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기 왕
릉으로 비정되는 적석총에서 확인되는 제대나 배장묘, 능원 등의 시설은 갖고 있지 않
았다. 절천정총은 우산하3319호분과 같은 구조이나, 석실 매장부로, 여기에서도 묘실벽
화편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대 우산하3319호분과 절천정총은 전통의 적
석총과 횡혈식 장법, 묘실벽화 등의 신 요소가 선택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보여준다. 형
총과 제총도 대형의 석실계단적석총으로 환도산성 아래 산성하 고분군에 자리하는데,
이 산성하 고분군에는 벽화분, 대형 적석총들이 군을 이루고 있어서 귀족묘의 하나로
비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초대형 적석총은 왕릉이나 귀족묘로서 무덤 축조
의 탁월한 기술과 시간에 따른 축조 기술의 발달과 구조형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물질 증거인 동시에 분구의 형태와 능원과 배총 그리고 제대 등의 가시화된 시
설은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 능제의 일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무덤들이 왕도의 왕
성과 주변에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고구려 역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 증거
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적석총은 고구려만의 고유한 매장 건축물인 동시에 동시기 동아
시아에서는 드문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 속의 고구려 문명을 실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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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명

입 지

麻線溝

산

2378
山城下

변

塼廠36
麻線溝
626
七星山
871
臨江墓
禹山下
2110
七星山
211

정상부의

형 식

산기슭의 경사지
산기슭의 급경사지
정상부의

46*30*4m
墻積石墓
前圓後方形 階 28-37.7*
墻積石墓
4.5m(主壇)
前圓後方形 階 41-48*?m
墻積石墓
階墻積石墓

평지
산기슭
아래 대지

3.5-5.5m
66*55*

鋪石層(서)

石槨積石墓
大型階段

6.39-14.52m
53.5-62.5*

992

산기슭 대지

石槨積石墓

千秋塚

太王陵

경사지 위의 평탄면

경사지 위의 평탄면

산기슭
將軍塚

경사지 위의
평탄면

규모 차이
시설 누락

祭臺,

石槨積石墓
大型階段

石槨積石墓
大型階段

2100

시설 누락

祭臺

祭臺

완만한

祭臺

미천왕

11m

北墻(北門)

서천왕

36-38*6.5m

祭臺

石槨積石墓

5.6-6.0m

石室積石墓

大型階段
石室積石墓

규모 차이
시설 누락

서천왕

29.6-33*

大型階段

규모 차이
시설 누락

祭臺

方形階段

63*63*11m

고국원왕

南墻(南門)
鋪石層

소수림왕

(서,북, 남)
祭臺,南墻(南門)
鋪石層(서)

고국양왕

건물지(서남)
南墻(南門)
祭臺,
62*62*14m

광개토왕

陪葬墓(남변)

祭臺,

石室積石墓

*13.07m

면)

미천왕릉
시설 누락
규모 차이
시설 누락
규모 차이
시설 누락
규모 차이
시설 누락
규모 차이

鋪石層(4

건물지(서남)

규모 차이
광개토왕릉

鋪石層(4면)
陪葬墓 2기
30.15-31.25

규모 차이
시설 누락

시설 누락

건물지(동북)

大型階段

비교

신청 누락

66.5*45*

禹山下

완만한 경사지

陪葬墓

祭臺

산기슭의 경사지

등록신청서

규모 차이

76*71*10m

石槨積石墓
長方形階段

왕릉비정

陪葬墓

北墻(北門)

西大墓

麻線溝

(主壇)
40-48*

중국측

시설 누락

3.6-9.7m

낭떠러지 大型階段

변

주요시설

(길이*너비*높이)

낭떠러지 前圓後方形 階

산기슭의 급경사지

산

규 모

1호배총왕릉
장수왕

시설 누락
규모 차이

<표2. 집안 왕릉40)

2. 평양성 시기 능묘와 봉토석실벽화분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분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탁월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구조와 함
께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색체로 생동감 있게 사신을 표현함으로써 관심을 끌었었다.
사신도를 포함한 많은 벽화분들이 평양과 서북한 일대, 그리고 중국 길림성 집안 통구
분지에 분포하고 있어서, 벽화분은 분구의 규모와 입지, 묘실벽화 등으로 인하여 고구
려 최상위 계층의 묘제로 인정되고 있다. 중심시기가 6세기대인 사신도 벽화분을 왕릉
으로, 또 생활의 여러 제재를 그린 4, 5세기대의 벽화분을 상위 신분의 무덤으로 보고
40) 신청서에 왕릉에 대한 설명은 <<집안고구려왕릉>>보고서의 내용과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며, 보고서에 실린 제대나
배장묘 등의 분구 주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누락하기도 하였다. 본문은 보고서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
하였고, 표1은 <<집안고구려왕릉>>보고서를 참조하였고, 왕릉 비정은 신청서와 보고서를 참고하였는데, 왕릉보고서
와 서로 다른 경우 굵은 글자로 구별하였고, 굵은 글자가 신청서의 비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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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북한 일대의 벽화분은 평양시, 평안남도 대동, 남
포, 그리고 황해남도의 안악일대 네 개의 지역에 걸쳐 있다(그림 2). 평양시에서는 전
동명왕릉과 배후의 진파리 일대 봉토석실분과 사신도 벽화분 그리고 호남리 사신총과
호남리 북쪽 광대산 자락의

봉토석실분 36기가 등재되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는 생

활풍속도가 그려진 덕화리 1, 2, 3호분 세기가 등재되었고, 남포시 일대는 사신도가 그
려진 강서의 대묘, 중묘와 소묘 세 무덤과 생활풍속도 벽화분인 덕흥리벽화분, 약수리
벽화분, 수산리벽화분, 용강대총, 쌍령총 등이 등재되었다. 황해남도에서는 생활풍속도
가 그려진 안악 1, 2, 3호분이 등재되었다. 특히 북한에 의해 처음 발굴된 안악3호분은
그 구조와 벽화내용, 묵서명 등으로 벽화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는데, 이를 북한에
서는 미천왕릉으로 비정하였다가 근래 고국원왕릉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역
사적 정황이나 고분 구조와 벽화 내용으로 미루어 안악3호분이 고국원왕일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다.

호남리 사신총

현실 서벽 백호

강서삼묘
대묘 북벽 현무
전 동명왕릉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현실북벽

<그림2. 평양성 시기 능묘>

중국에서는 집안 통구 분지에서는 생활풍속도 벽화분인 각저총, 무용총, 마조총(통구
12호분)과 장천 1, 2, 4호분 그리고 연꽃이나 王字, 둥근 무늬 도안의 장식도 벽화분인
산연화총과 왕자묘, 귀갑총, 환문총 그리고 사신도 벽화분인 오회분 4호와 5호분, 통구
사신총이 등재되었다41).
중국과 서북한에 분포하는 봉토석실분 중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덤은 분구와 매
장부 구조, 벽화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41) 이외에도 오회분 1, 2, 3호분과 우산하2112호분, 사회분 1, 2, 3, 4호분 등이 벽화분과 함께 귀족묘로 등재되었
고, 벽화는 없지만 묘지명이 있는 모두루총도 귀족묘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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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기단봉토석실분이다. 전 동명왕릉과 호남리 사신총과 토포리 대총 그리고 세
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초대형분인 경신리 1호분도 이 형식에 해당되는 무덤이
다. 전 동명왕릉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진파리 10호분으로 편호되었던 무덤이다. 방형
현실과 중앙연도, 종장방형 전실과 전실 좌우에 작은 측실이 있는 두칸구조이고, 연꽃
으로 장식한 장식도 벽화분이다. 북한에서는 진파리 10호분과 이 배후에 있는 4호, 5
호, 6호 3기의 무덤을 동명왕릉과 그 배장묘로 파악하고 전면에서 확인된 정릉사와 함
께 새로 개건 복원하였다. 그런 이유로 2003년도 ICOMOS 평가에서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2004년도 회의에서 유적의 진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재평가하였다. 나머지 경신리1호분과 호남리 사신총은 모두 방형 현실의 중앙
연도, 고임식 천장을 가진 봉토석실분이다.

경신리 1호분은 장수왕릉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는데, 재조사에서 벽화가 검출되었다고 하나 벽화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호남리
사신총에서는 사신도 벽화분이다.
둘째는 봉토석실분으로, 봉토석실분은 벽화의 유무와 벽화 내용, 매장부 구조를 기준
으로 볼 때 생활풍속도가 그려진 것과 사신도가 그려진 것 그리고 벽화가 없는 무덤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풍속도가 그려진 봉토석실분은 다시 매장부 구조에 따라 여
러 칸 구조와 단칸 구조로 나뉜다. 여러 칸 구조는 묘주의 단독 초상화가 그려진 안악3
호분, 덕흥리벽화분 그리고 감신총, 약수리벽화분, 무용총, 각저총, 마조총(통구12호분),
산연화총 그리고 왕자묘, 장천 1호와 2호, 4호분을 들 수 있다. 벽화는 없지만 묘지명
이 있는 모두루총도 이에 해당된다. 단칸 구조는 수산리고분과 덕화리 1, 2, 3호분, 환
문총, 귀갑총 등이 있다.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분은 모두 단칸구조로 진파리4호분과 진
파리1 호분, 강서대묘와 중묘, 통구 오회분 4호와 5호분이 이에 해당된다. 분구는 모두
방대형이며, 매장부는 방형 현실에 중앙연도가 우세하지만, 통구 오회분 4호분은 횡장
방형 현실에 우편재 연도이고, 오회분 5호분은 횡장방형 현실에 중앙연도이다. 따라서
생활풍속도가 그려진 벽화분은 단칸 구조보다 여러 칸 구조가 더 많은 비중을 점하며,
사신도 벽화분은 모두 단칸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벽화분 중에 능묘로 인정되는 무덤은 전동명왕
릉을 포함하여 진파리1호분과 진파리4 호분, 호남리사신총과 토포리 대총, 강서대묘와
중묘, 그리고 통구의 오회분 4호와 5호분이다(표1 참조). 이 무덤들은 분구가 20-30m
정도의 대형분구라는 점 외에도 입지 조건과 매장부 구조, 벽화 기법 등 몇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먼저, 분포 정황을 볼 때 진파리1호분과 진파리4 호분은 제령산 자락에 자리
하며, 사신도 벽화분을 정점에 두고 두 기의 대형 봉토석실분이 군을 이루고 있다. 1호
분과 2, 3호분, 4호분과 5호, 6호분이 그러하다. 이러한 삼각상으로 배치된 것은 강서
의 대묘와 중묘, 소묘에서도 관찰된다. 호남리 사신총과 토포리 대총은 대성산성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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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광대산 자락에 자리하는데, 호남리 사신총과 주변의 금사총 등 대형분이 자리하며,
이는 토포리 대총도 마찬가지 이다. 한편 통구 오회분은 5기의 대형 봉토석실분이 일렬
로 분포하고 있으며, 왕릉으로 비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분도 대형분이 일렬로 분포하
고 있다. 구릉상 또는 평지에 입지하더라도 대형분끼리 군을 이룬다는 점이 공통된다.
두 번째로는 매장부 구조는 오회분의 4호와 5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형 현실의 긴
중앙연도, 고임식 천장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석실 내부에 직접 사신을 그
려 넣었다는 점 또한 이전 시기의 생활도 벽화분과 구별되는 이 시기 벽화분의 특징이
다.
이처럼 벽화분을 포함한 봉토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무덤
축조와 관련된 건축술이고, 다른 하나는 장의예술로서 벽화분의 예술적 측면과 그에 반
영된 사후관념, 그리고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변화로 매장 풍습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
다. 그 가운데 축조술과 관련하여서 주목되는 것은 천장가구이다(그림3).

동명왕릉 절천정

덕화리1호분 8각평행고임

덕흥리벽화분 궁륭식천정

마조총 평행고임

안악3호분 평행삼각고임

천왕지신총 궁륭식천정

<그림3. 고구려 벽화분의 여러 천장가구>

오늘날까지 봉토석실분이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분구에서 오는 외압
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석실을 축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구려의 여러 가지 천장가구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고임식이다. 고임식은 고임 방법에 따라 평행고임,
팔각고임, 그리고 모서리에서 돌을 내어 고이는 삼각고임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사용됨으로써 천장을 높게 하였고, 석실 내부 공간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높아진 천장부에는 상서로운 하늘 세계를 표현하고, 이는 벽면의 생활풍속장면
과 함께 계세관념을 구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고구려가 높
은 건축술을 가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6세기대의 능묘로 비정된 사신도 벽화분의 천장부도 잘 다듬은 돌 위에 해와 달, 구
름, 여러 신들, 연꽃과 인동문 등 장식도안을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생동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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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하여서 생활풍속도 벽화분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보여준다. 따
라서 벽화분은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축기술과 장의예술 그리고 고대 사회의 매
장관습과 사후관념이 응집된 고구려의 살아있는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벽화에 표
현된 여러 제재들은 중국과 서역 및 북방왕조와의 관계를, 천문도와 사신도는 일본 벽
화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서 벽화분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 나라들과 교류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III. 고구려와 백제 능묘의 비교
1. 백제의 능묘
백제는 왕도 근처의 능묘로 비정되는 고분들은 그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성 시기에는 초대형 적석총이, 웅진시기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방형 현실의 봉토석실분
에서 장방형 현실의 전실분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사비시기 능산리 고분군의 장방형 현
실의 석실분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고총들이 그러하듯이 백제의 경우에도
무령왕릉을 제외하고는 왕릉을 비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한성시기의 왕성이 풍납토성
과 몽촌토성 그리고 석촌동, 가락동일대의 고분들이 한성시기 백제 지배층의 분묘였을
것이며, 송산리 고분군이나 능산리 고분군의 여러 고분들도 입지나 고분 규모, 축조 기
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백제의 왕릉이거나 최상위 신분의 무덤이었음은 확실하다. 따라
서 백제의 능묘도 적석총에서 봉토석실분으로 변화하였고, 봉토석실분이 조영되었던 시
기에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6호분과 같은 전실분이 축조되기도 하였다42). 따라서 시간에
따른 능묘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으며43), 이러한 능묘의 변화는 백제 역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먼저, 한성기의 왕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적석총이다. 한성기의 적석총은 임진강과
한강유역 그리고 석촌동 일대에서 여러 형식이 확인되지만, 능묘로 비정할 수 있는 적
석총은 석촌동 일원에 분포하는 계단적석총이다. 서울 석촌동의 적석총은 4, 5세기 고
42) 이하 백제 고분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朝鮮總督府, 1917, 大正5年度古蹟調査報告書
------- , 1917,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박물관, 고고학과, 1975, 석촌동적석총발굴조사보고 1975년도
서울대학교박물관, 1986, 석촌동3호분동쪽고분군정리조사보고
서울특별시 석촌동발굴조사단, 1987, 석촌동고분군발굴조사보고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석촌동 1,2호분
충청남도,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2001, 무령왕릉과 동아세아문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百濟의 建築과 土木 (百濟文化史大系 硏究叢書15)
43) 이남석, 2002, 백제의 고분문화,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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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의 적석총과 규모와 외형에서 비견된다. 석촌동 1, 2, 3, 4, 5호분과 4호분과 5호
분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66기의 적석총이 있었다고 하므로, 단위 지
역 내에서 적석총의 분포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고구려에서 남
하해 온 온조로 대표되는 집단이 백제를 건국하였다는『삼국사기』기록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지만44), 건국 집단과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석촌동 1호분은 계단적석총으로 방형분 두기가 남북으로 연결된 연접분으로, 남분과 북
분 사이에는 점토로 메워져있다. 북분은 점토로 중심을 채운 후 할석을 덮었으며, 남분
은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북분이 먼저 축조된 후 남분이 축조되었다. 2호분은 부분만
조사된 것으로, 지면을 정리한 후 할석으로 단을 축조한 3단의 계단식 적석총이다. 3호
분은 계단적석총으로 최하단 주위를 돌아가면 버팀석을 세워놓았다. 현재 3단이 남아있
고, 3단의 중간쯤에서 부곽으로 추정되는 석곽이 확인되었다. 한변 길이 55.5, 43.7m
에 달하는 계단적석총으로 매장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축조 기반층으로 판단되는 점
토섞인 자갈층에서 東晋代 청자반구호가 출토되어 근초고왕릉으로 비정되기도 하였
다45). 4호분도 3호분과 외형이 같은 계단적석총으로, 2층 계단 위에 횡혈식 석실과 유
사한 유구나 남아있으나, 석실의 존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석촌동의 적석
총은 외형은 방형 평면의 계단식이나, 석촌동 1호분 남분과 3호분은 할석으로 축조하였
고, 2호분과 4호분, 1호분 북분은 점토로 중심을 채운 후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으로,
석촌동의 적석총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축조된 것은 아니다.

석촌동2호분 추정 복원

석촌동4호분

장군총(고구려)

<그림4. 서울 석촌동 적석총>

이러한 석촌동의 적석총은 임진강이나 한강유역의 적석총과도 차이가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은 고구려 외 지역에서 가장 적석총이 많이 확인된
44) 한강 유역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임영진, 2005, 서울지역 고분의 연구 현황과 과제, 향토서울 제66호
45) 김원룡,이희준, 1987, 서울석촌동3호분의 연대, 斗溪李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論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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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적석총은, 비교적 높은 자연 구릉이나 하안단구의 충적대지
의 비교적 높은 곳에 다른 무덤과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자리하며, 자연 구릉이나
강가의 사구를 택하여 지면을 정리하여 수평면을 만든 후 주로 냇돌을 이용하여 무덤을
축조하여서 석촌동 적석총과는 무덤 입지와 축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강과 임
진강 유역의 적석총을 석촌동 적석총과 구별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
웅진 시기는 한성 시기와는 달리 봉토분이 최상위 묘제로 자리 잡는데, 이 시기를 대
표하는 능묘군은 송산리 고분군이다. 송산리 고분군은 대략 세 개의 군을 이루는데, 1
호에서 4호분이 가장 높은 곳에 일렬로 배치하고, 그 아래 7호와 8호분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남쪽으로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5호와 6호, 29호분이 배치되고 또 하나의 군을
이루고, 다시 그 아래로 11호와 12호분이 나머지 하나의 군을 이룬다. 모두 반구형의
봉토분구를 가진 횡혈식 구조 무덤으로, 송산리 1호분에서 5호분까지 5기는 봉토석실분
이다. 현실은 평면 방형이며, 천정은 네 벽을 줄여 쌓아 올린 궁륭상 천장이다. 연도는
현실의 동벽을 연장하여 연도의 동벽이 되도록 만든 우편재연도이다. 주검은 목관에 안
치되었을 것인데, 목관은 1호분에서 4호분까지는 현실 바닥에는 냇돌을 깔아 만든 관대
위에 놓이고, 5호분은 벽돌로 만든 관대 위에 놓인다. 주검 처리와 부장양상은 일제 강
점기 조사 당시에서 이미 도굴이 되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송산리 4호분에서 출
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은제 과판은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하다.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은 봉토전실분이다. 이 두 무덤은 1호~5호분의
매장부 구조와는 달리 현실은 장방형 평면이고, 양 장벽으로 줄여 둥글게 쌓아 올린 터
널 천장이다. 연도는 현실의 남벽 중앙에 위치하며 길지 않다. 전체적인 구조는 두 무
덤이 서로 유사하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송산리 6호분은 바닥에서 부터 뉘어쌓기
와 세워쌓기를 반복하여 벽 아래에는 10평1수, 위로 줄여가면서 천장을 쌓고, 벽 중상
부에는 燈龕을 만들었다. 등감은 동ㆍ서 장벽에 각 3개, 북 단벽에 1개를 만들었고, 등
감 위로 벽돌을 빗겨 세워 欞窓을 의도하였다. 네 벽면에는 백회를 화면을 정리하고,
청룡, 백호, 현무가 벽의 중심에 오도록 그리고, 남벽은 현문 위에 주작과 좌우에 해와
달을 표현하였다46).
무령왕릉은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시대 능묘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
덤이다47). 분구는 반구형이고, 지름 약 20m이고, 잔존 높이는 7.7m이다. 무덤 축조에
는 크기와 형태, 무늬가 다른 여러 종류의 벽돌이 사용되었다. 현실 벽은 반으로 나뉜
연화문 벽돌과 동전무늬 벽돌을 이용하여 4평1수 방식으로 축조하였고, 바닥은 장방형

46) 송산리 6호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무령왕의 이복형제인 동성왕으로 보기도 하고, 무령왕의 전처나 무령왕의 혼인
하지 않은 아들로 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다만 구조적 유사함으로 인하여 무령
왕 보다 앞선 그러나 가까운 시기의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47)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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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한쪽에 <대방>이 찍힌 벽돌로 삿자리 모양으로 깔았다. 벽에는 송산리 6호분과
마찬가지로 벽에는 등감과 영창을 만들었는데, 등감은 동, 서 장벽에 각 2개, 그리고
북벽에 한 개를 만들고 등감 아래에 영창을 표현하였다. 관은 현실 바닥보다 한단 높게
만든 관대 위에 왕과 왕비의 관이 나란히 놓여있다. 현실과 연도 경계부 근처 아래에는
벽돌을 이용하여 배수구를 만들었고, 배수구는 연도를 지나 묘도 밖으로 나가게 하였
다. 연도 입구에서 銅鉢과 靑磁六耳壺, 墓誌石 2매와 五銖錢, 石獸 등이 발견되었다. 매
지권의 성격을 갖기도 한 묘지석으로 인하여 무령왕이 523년 5월에 사망하여 525년 8
월에 왕릉에 안치되었고 왕비는 526년 11월에 사망하여 529년 2월에 안치되었음은 물
론, 무덤의 위치나 3년 상을 지낸 장례 의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뿐 아니라 명문 벽
돌과48) 함께 묘지석은 백제의 중요한 문자자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무덤에서는 금으
로 만든 관식, 장식대도와 금, 금동, 은제 장신구 등 다종, 다량의 유물로 중국·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한 백제사회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다.

송산리1호분

송산리6호분
무령왕릉
송산리4호분

<그림5. 송산리 고분군>

사비 시기를 대표하는 능산리 고분군에는 벽돌은 아니지만, 송산리 6호분이나 무령왕
릉과 같은 평면구조의 봉토석실분이 자리한다. 능산리에 있는 여러 기의 봉토석실분 중
사비 시기의 능묘로 인정되는 것은 중앙에 있는 7기의 고분이 현재 복원 정비되어있다.
7기의 고분은 3기씩 두 줄로 나란히 있으며, 가장 뒤쪽 높은 곳에 한 기가 떨어져 분포
한다. 석실은 장방형 평면의 현실과 현실 남쪽에 연도를 가졌는데, 연도의 폭이 넓고
길이는 짧은 편이다. 천장가구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1호분(동하총)은 평천
정으로 석실의 횡단면이 사각형이 된다. 무덤은 네 벽과 천장을 모두 거대한 판석 1매
로 축조하였고, 현실 입구도 거대한 판석 한 매를 세워 막았다. 벽면은 잘 다듬은 후에

48)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문자가 있는 벽돌로는 바닥 돌 <大方>, 벽체 돌 <中方>, 천장돌 <急使>, 그리고 무덤 폐쇄한
벽돌 가운데 <-士任辰年作> 등의 명문이 있어서, 여러 벽돌을 사용할 위치에 맞게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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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위에 직접 주·황·청·흑색의 안료로 사신을 그리고 천장에는 연화문과 운문을 그
려 넣은 벽화분이다. 2호분(중하총)은 장대석으로 축조한 무덤으로, 현실은 송산리 6호
분이나 무령왕릉처럼 터널형 천장을 하였다. 현실 바닥에는 모전석을 이용하여 전면 관
대를 만들었다. 3호분(서하총)은 벽면은 커다란 판석 1매를 사용하였고, 석실의 횡단면
은 6각형으로 현실은 장방형 평면의 평사천장이고, 연도는 평천장이다. 현실 내부에는
2개의 관대가 놓여있는데, 관대는 긴 돌을 이용하였다. 5호분(중상총)도 이와 같은 형태
이나 합장했다기 보다는 단장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보아서 2호분이 가장 앞서
조성되었을 것이고, 1호분과 3, 4호분이 그 뒤를 이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무령왕릉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2호분을 사비로 천도한 성왕릉으로 비정하며, 2
호분 아래에 자리한 1호분을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의 무덤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동상총, 서상총, 서하총도 모두 장방형 현실의 중앙연도이거나(중하총, 서하총)
혹은 우편재연도(중상총)로, 판석초조 축조한 평사천정을 가진 매장부라는 점에서 공통
된다.

<그림 6. 부여 능산리 1호분(동하총) 벽화>

능산리2호(중하총)

능산리5호(중상총)

익산 쌍릉(소묘, 대묘)

<그림6. 사비시기의 능묘 - 능산리, 익산>

익산의 쌍릉도 백제의 왕릉으로 보기도 한다. 봉토석실분으로, 북쪽의 대왕묘로 불리
는 것은 분구 지름 30m, 높이 5m 정도, 남쪽의 소왕묘는 지름 24m, 높이 3.5m 정도
의 반구형이다. 매장부는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판석으로 만든 장방형 평면과 평사천
정의 현실과 중앙연도로 능산리 석실과 같은 구조이다. 능산리 석실과 특징을 같이하
고, 부근의 미륵사가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점을 늘어서 무왕과 왕비의 능묘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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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도 한다.

2. 고구려와 백제 능묘의 비교
앞에서 일별하였듯이 고구려와 백제의 능묘는 적석총에서 횡혈식 장법의 봉토분으로
변화, 그리고 사신도 벽화라는 점에서 서로 특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
토분의 평면형태, 석실의 평면구조와 천장가구 등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며, 전실 또
한 고구려 전실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적석분구, 횡혈식 장법, 묘실 벽화라는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양국의 능묘를 비교해보겠다.

1) 적석분구
돌을 덮어 분구를 만든 적석총은 중국 동북의 여타 지방과 구별되는 압록강 중하류
역과 그 지류역의 특징이어서 적석총은 고구려 전기를 대표하는 묘제로 이해되어왔다.
고구려의 적석총과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된 적석총이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부 지방에 집중되고 있어서 이를 백제 건국집단이 고구려에서 출자하였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임진강과 한강의 적
석총과 석촌동의 적석총을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다만, 가시적으로 분형이 같다는
점에서 석촌동의 적석총이 고구려와 대응된다.
석촌동 적석총은 평지에 독립분의 형태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자연 사구를 이용하여
거대분구를 의도한 한강이나 임진강유역의 적석총과 다르며, 계단상의 분형이나 최하단
기단 둘레를 돌아가며 버팀석을 세웠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4, 5세기대 초대형 적석총의
분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축조 방식이나 매장부 구조 등은 서로 차이가 있다. 고구려의
계장식 적석총은 가공하지 않은 석재를 사용하지만, 계단식 적석총은 부분 가공하거나,
또는 밖으로 드러나는 면을 전면 가공한 잘 치석된 돌을 사용한다. 즉 치석된 돌로 기
단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내부를 냇돌이나 할석으로 채우고 상면을 만들고, 그 위에 같
은 방식으로 내축하면서 계단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고구려의 적석총에는 점토가 사용
되지 않는다. 반면 석촌동의 적석총은 할석으로 기단을 축조하지만 내부에는 점토를 채
우고 있다49). 따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방형 평면의 계단상 분형은 같지만 축조재료나
축조 방식은 같다고 할 수 없다. 매장부는 고구려의 경우 목관이나 목곽, 목실에서 석
실로 변화하는데 반해 석촌동에서는 원상 파악이 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분
구 중에 매장부가 있는 분묘일체형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다. 따라서 축조 주민
집단을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어도 출자를 같이 하는 백제가 고구려와의 경쟁 관계에

49) 선행은 즙석봉토분과의 관련을 염두에 둔다면, 점토로 쌓고 그 밖으로 돌기단을 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하다면 고구려 적석총과 다른 축조방식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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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고대한 적석총을 축조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50).
서울 석촌동 적석총
입지
축조방식
외형

고구려 4-5세기 적석총

강변 대지, 평지

강변 대지, 평지, 구릉 사면

할석축조, 할석과 점토채움

가공 석재 사용, 채움석 냇돌, 할석

분구와 매장부 동시 축조-분묘일체형

분구와 매장부 동시 축조-분묘일체형

방형평면, 계단식, 버팀석

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
5단 이상의 계단, 버팀석

매장방식 장 수혈식?, 횡혈식

횡혈식 구조

구

목관, (가형석곽), 석실

목곽, 석실?

장법

?

별도의 관대를 가진 부부 합장

복원된 석촌동 적석총(백제)

장군총(고구려)

<표 3. 석촌동 적석총과 고구려 초대형적석총 비교>

살핀 바와 같이 백제의 적석총이 고구려와 상사, 상이점을 갖고 있지만, 입지 조건이
나 구조적으로 서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 적석총이 평가 받는 높은 건축
기술과 사라진 역사의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점은 서울 석촌동 백제 적석총에게 적용시
킬 수 있을 것이다.

2) 횡혈식 구조
횡혈식은 추가합장이 전제된 매장방식으로, 삼국시대의 횡혈식 구조는 대부분이 돌로
쌓아 올려서 석실로 통칭한다. 석실은 합장이 가능한 규모의 방을 만들고, 방의 한쪽
벽에 추가로 합장할 수 있도록 문을 내고 통로를 만든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통로를
통하여 주검을 매납한 후 통로의 입구를 폐쇄하고, 석실 전체를 흙을 씌워 봉하여서 봉
토석실분이라고 한다. 횡혈식 구조의 매장부는 한반도 삼국시대 뿐 아니라 당시 중국에
서도 보편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왜의 전방후원분에서도 채용되었던 구조로, 동아시아에
서의 보편적인 매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석실은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복잡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평면형이 있
다. 주검이 안치되는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진 단칸구조와
50) 박순발, 2001, 한성백제의 탄생, 서경문화사

현실과 제의가 행해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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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루어진 전, 현실이 종렬배치된 두칸 구조, 여러 개의 관실이나 현실로 이루어진
여러 칸 구조가 있다. 그 중에는 낙랑 전축분의 구조와 유사한 것도 있고, 중국 요령성
의 벽화분과 유사한 것도 있지만, 고구려에서는 방형 현실을 선호하여, 장방형 현실을
선호하였던 중국 남조와는 구별된다. 한편, 현실의 벽을 높이 쌓고, 궁륭상식이나 고임
식 등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천장을 가구하였고, 잘 쌓은 천장가구 덕에 무거운
봉토분구의 무게로부터 석실을 잘 보존할 수 있으며, 석실이 잘 보존되었기에 벽화의
보존이 가능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고구려 석실은 높은 건축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제에서도 백제 고유의 평면도를 갖고 상당히 정형화된 건축술로 무덤을 조성하였
다. 먼저, 무령왕릉에서 볼 수 있듯이 소용 처에 따라 벽돌을 구별하여 제작한 것이나,
웅진 시기 이후의 석실이 정형성을 갖고 있는 데에서 확인 가능하다. 웅진시기 이후 백
제의 석실이나 전실은 모두 단칸구조로, 석실의 정형성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하나는 송산리 1호~ 5호분으로, 모두 방형 현실의 우편재연도를 한 평면구조이고
궁륭상식으로 천장가구를 하였다. 다른 하나는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 등 전실분에서
보이는 것으로 장방형 현실의 중앙연도 그리고 터널형 천장이다. 그리고 사비시기의 능
산리 석실은 모두 장방형 평면의 현실과 중앙연도 또는 우편재연도이다. 천장가구는 터
널천정도 있지만 평천정이나 평사천장이 우위를 점한다. 이처럼 횡혈식 장법이라는 관
념을 고구려나 백제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갖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구현하는데 있
어서 고구려, 백제는 각각 고유한 설계도가 있었다. 한편, 능산리 고분군에서 볼 수 있
는 판석으로 축조한 장방형 현실의 중앙연도, 평사천정 석실이 백제의 전 영역에서 조
성되는 것은 무덤 축조 기술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확대된 영역에
서 같은 방식으로 축조한 석실의 축조는 백제 고분 축조술의 규격화가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무덤을 통해 관료제를 복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며, 이 점이 백제 고분
에 부여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백제의 석실이 평면형이나 천장 가구 등에서 선호하는 형태가 서
로 달랐지만, 당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추가합장이 가능한 매장방식인 횡혈식 구조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또한 고구려나 백제는 공히 구현할만한 높은 수준의 무덤
축조 기술을 가졌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송산리 6호분이나 무령왕릉에
서 보이는 구조적 특징은 묘지석이나 진묘수, 청자 등 무덤에 부장된 부장품과 함께 백
제와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잘 보여준다. 그러한 점이 백제 능묘가 가지는 또 하나의
역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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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봉토석실분 (5. 6세기대)

고
구
려
우산하3319호(계단적석총)
왕릉후보군/고구려왕릉제외

토포리 대총
전 동명왕릉

백
제
송산리 4호분

능산리 동하총

무령왕릉

<그림7. 고구려와 백제 능묘 구조 비교>

3) 묘실벽화 - 사신도
무덤 안에 그림을 그려 넣은 벽화분은 고구려에서 크게 유행하였으나, 벽화분이 고구
려에서만 축조된 것은 아니었다. 신라 영주의 어숙술간묘나 태장리 벽화분이나, 가야의
고령 고아동 벽화분 그리고 백제의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 등이 알려졌고, 이 가
운데 영주의 벽화분은 고구려 생활풍속도 계열 벽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꽃
이 그려진 고령의 고아동 벽화분은 백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백제
의 송산리나 능산리 벽화분은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으로 설명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묘실벽화의 영향으로 단정지울 수 없다.
고구려의 묘실벽화는 석실 내부 전체를 화면으로 삼았다. 벽화는 백회를 바른 후 그
린 것과 벽면에 직접 그린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서, 화면 처리와 벽화 제재에 따라
생활풍속도 계열과 사신도 계열 벽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풍속도 계열의 벽화는
백회를 바른 후에 벽면에는 생활의 여러 장면을, 천장에는 해와 달 그리고 신금이수 등
천상의 하늘세계를 표현하였고, 사신도 계열 벽화는 벽면을 잘 다듬어 화면을 고르게
한 후에 네 벽면에는 방위에 맞추어 사신을 배치하고, 하늘에는 해와 달, 신선과 여러
신 등을 표현하였다.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사신도만으로 무덤
내부를 장식하는 사신도 벽화분이 백제의 벽화분과 비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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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묘실벽화는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 1호분 두 기에서 확인되었
고51), 모두 사신도 벽화분이다. 송산리 6호분의 사신은 벽돌로 쌓은 벽의 중앙부분에
백회을 발라 화면을 만든 후 그 위에 그렸으며, 현재 벽화는 거의 떨어져 나가고 색도
퇴색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부여 능산리 1호분은 판상석으로 축조한 석실 벽을 물갈이
하여 잘 다듬은 후 벽면에 직접 사신을 그려 넣었다. 천장에는 연꽃과 구름을 그렸으나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백호의 머리 부분과 연꽃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이처럼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은 전실과 석실이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묘실벽화
의 화면 처리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며 이 점이 고구려 사신도 벽화분과의 상사, 상이
점이기도 하다.

<그림 8. 고구려와 백제 사신도 벽하분 비교>

사신도가 벽화의 주 제재라는 점은 6세기대 고구려 왕릉으로 비정되는 사신도 벽화분
과 공통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덤의 구조는 서로 차이가 있다. 사신도가
그려진 고구려의 석실분은 방형 현실, 중앙연도이고, 연도는 긴데 반해 백제의 사신도
벽화분은 장방형 현실이고, 연도는 짧은 편이다. 백회를 바른 후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
서 송산리 6호분은 고구려와 화면 처리에서 차이를 보이며, 구조적으로도 무녕왕릉과
같은 중국 남조와 관련을 가진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 남조 화상전 벽화분의 사
신과 관련짓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52). 부여의 능산리 1호분도 천장의 여러 제재들이 표
현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화면 구성은 고구려와 다르다.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분은 천
51) 朝鮮古蹟硏究會, 1935, 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書
52) 전호태, 2001, 무녕왕릉 출토유물에 표현된 도안, 무녕왕릉과 동아세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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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연꽃과 운기문을 포함한 여러 장식도안이나 도교신이나 천장 중앙에 황룡을 배치
하는 등의 제재들이 표현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능산리1호분은 주 화면이 벽면이고
천장부 제재가 축약되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벽면을 물갈이
하여 잘 다듬은 벽면에 직접 사신을 그리는 것은 중국 남조 무덤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
히려 6세기대 고구려 사신도 벽화분의 주요한 화면처리 기법이고, 주작 옆에 해와 달이
하늘세계의 소극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부여 능산리 1호분 사신도 벽화분이 고구려와 무
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비시기 고구려와의 관련은 고구려계 연화문 와당이나 토기
등과 결부시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고구려와 백제의 묘실벽화가 화면 처리나 제재에서 상사점보다는 상이점
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화려한 필치의 벽화 수준이다. 고구려 사신도 벽화가 돌로 된
묘실 벽면을 화면으로 하면서도 유려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사신을 표현
한 것은 높은 예술 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부여 능산리 1호분의 백호 또한 고구려의 강
서대묘의 백호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백제 고분이 가지는 뛰
어난 예술성을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본 백제 고분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세계문화유산이란 역사적, 과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이
나 고고 유적 그리고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
지구나 지역 등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그 유적이 역사적으로 탁월할 가
치를 가졌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유적이 자리한 지역
이나 국가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은 유산이
자리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이를 관
광 자원화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고용과 수입 기회의 증
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 향상시키는 경제효과도 있다. 백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고구려 유적으로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국경분
쟁이나 역사분쟁에서의 실효적인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과 북한이
앞 다투어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에는 이러한 의도가 개재되어있
다.
고구려 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유산 선정 기준 10가지
가운데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평가되었다. 즉 i) 인간의 창조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한다. ii) 세계 문화사적으로 건축, 기술, 장식예술, 도시계획, 조경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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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에 걸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iii)현재 존재하거나 또
는 소멸된 문화전통 또는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
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왕릉으로 등재된 중국 길림성 집안의 초대형 적석총은 당시 도성이었던 국내성과 환
도산성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고구려 문명을 탁월하게 입증해 주는 증거로서, 또 이 일
대의 귀족묘로 등재된 대형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이나 봉토석실벽화분은 적석총과 시간
적 선후관계를 갖고 있어서 역사의 전개에 따른 고분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 받았다. 아울러 적석총의 축조 기술이나 벽화분의 축조 기술은 고구려
건축의 독창적인 축조기술로서 인간의 뛰어난 창의성이 발휘된 걸작이면서, 매장양식의
중요한 사례로서 고분에서 보이는 특수한 매장풍습은 일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문화
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28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에서 결
의된 북한과 중국측의 벽화분에 대한 선정 사유를 보면, 벽화분은 독창적이라는 평가나
창의성이 발휘된 걸작이라는 평가(기준i)와는 달리 중국측의 기준 ii)에서는 고분벽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준i)과 기준ii)가 상호모
순되는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히 인정한 것은 고분벽화 우월한 예술성, 벽화분 축
조 기술의 탁월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성과 평지성과 산성의 도성체계 등과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의 변화로, 이는 고구려 역사의 전개과정을 실증하는 자료로서
주변국과 영향을 주고받는 등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류 보편의 문화재로서 가
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구려의 고분과 비교해 볼 때 백제 고분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도성과 인근의 고분군은 지금은 사라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 모두
해당 지역의 선주민과 부여나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 함께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형성한 후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확대된 영역의 주민을 자국의 주민으로
포함하게 된 다종족 국가로, 고분은 출자를 달리하는 주민들이 차츰 고구려인이나 백제
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는 과정을 고분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압록강
과 혼강 본 지류역의 주민과 부여에서 남하해 온 주몽 집단이 함께 세웠으며, 당시 이
일대의 묘제는 적석총이었다. 적석총은 중국 동북의 여타 지방과는 다른 고구려의 특징
적인 묘제였으나, 3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횡혈식 장법과
봉토분구, 묘실 벽화 등을 채용하고, 고구려 봉토석실분의 전형을 만들어갔다. 마찬가지
로, 한강 유역의 주민과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 집단이 함께 나라를 세운 백제의 경우
에도 한성시기에 여러 형식의 묘제가 병존하지만, 웅진시기를 거쳐 사비시기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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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비식 또는 백제식 봉토석실분이라고 부르는 봉토석실분의 전형이 완성되는 과정은
백제 역사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 i) 인간의 창조성으로 빚어진 걸작
을 대표해야한다. 그리고 기준 iii)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소멸된 문화전통 또는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시켜 준다.
다른 하나는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6호분의 무덤 구조와 묘실벽화, 부장품에서 보이는
중국과의 교류는 기준 ii)에 해당되는 세계 문화사적으로 건축, 기술, 장식예술, 도시계
획, 조경 분야에서 오랜 시간에 걸친 인류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조건에 잘 부
합된다. 장식예술이라는 점에서 묘실벽화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송산리 6호분과 능
산리 1호분 두 기 만이 확인되고 있지만, 무덤 내부에 유려한 필치로 생동감 있게 표현
된 사신은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과 동시에 중국 남조의 화상전과도 비교되어서 중국과
의 교류를 보여준다. 여기에 문자 자료가 더해져서 백제가 중국에 대등한 문자 기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서 봉토전실분은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축기술과 장의
예술 그리고 고대 사회의 매장관습과 사후관념이 응집된 살아있는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봉토석실분의 축조술에서도 해당된다. 능산리 석실에서 보이는 규격화
된 축조술과 천장가구는 백제의 높은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한편, 공산성이나 부소산성
등 도성 유적과 결부되어 기준 iv)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
형, 건축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과 비교해 볼 때 백제의 능묘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세계문화
유산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10개의 기준 가운데 기준 i, ii, iii, iv를 충족시키므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가치에 대한 이론이 없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고구려 고분에 비추어 볼 때 백제 능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전제와 과
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짖고자 한다.
먼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까지 유적을 조사하고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백제 능묘군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사된
이래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받았다는 점에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석촌동 일
원의 적석총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고
구려의 동명왕릉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사된 이래 북한에서 재조사를 통해 동명왕릉
으로 비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건이 이루어진 무덤이다. 이 경우 2003년도 실사에서 유
적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듬 해 실사에서 개건이 유적의 진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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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석촌동 일원의 적석총도 발굴을 거친 것이고, 그
에 준하여 복원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해시킨다면, 한성 시기에서부터 사비 시기에
이르는 백제 능묘의 특징과 변천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석촌동의 적석총에 대해
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석촌동의 적석총을 제외시킨다면, 백제 능묘의 변천은 웅진, 사비 두 시기에 국
한되어서 능묘를 통한 백제 문화와 역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성 시기가 누락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치, 중국 길림성 집안에 있는 초대형적석총을 고구려 왕릉으로
등재하고, 평양에 있는 사신도가 그려진 왕릉으로 비정되는 벽화분을 고구려 벽화분으
로 등재함으로써 능묘를 통한 일관적인 고구려사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
는 영토분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백제 능묘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전술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점은 고구려의 예에 비추어 보면 꼭 완벽한 구조를 가진 보존상
태가 양호한 고분만이 등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구려의 경우 토포리남총이나
금사총, 중국의 산연화총, 귀갑총은 일제 강점기 조사 당시 크게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벽화도 일부분에 불과하고 지금은 판별이 쉽지 않은 고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장천 1호
분은 도굴의 화를 당하여 현재는 벽화가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발굴조사와 보존을 위한 관리가 병행됨으로써 인위적, 자연적 훼손을 최소화 하려는 노
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동시기 유사한 구조와 벽화의 고분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이 되
기도 하였다.
결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첫째, 문화유산에 대한 원
칙을 세움으로써 유적의 조사와 보존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일제 강점기 하에 알려진
유적에 대한 재조사와 보존을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 필요할 것이
다. 즉 백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조사와 연구, 그리고 보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는 보편적이고도 탁월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고분의 구조
뿐 아니라 매장풍습과 사후관념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의미, 동시기 고구려, 신
라, 가야 는 물론 중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한 차별성과 백제 고분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능산리 고분에서 보이는 고분 입지의 탁월성 등 자연 환경과의 조화
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유적의 완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구려의 벽화분은 주변국으
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인류 자산의 보편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백제 고분에서도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부여할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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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 남조와의 교류나, 고분 문물에서 보이는
가야나 신라, 왜와의 교류 등을 비교하여 백제의 국제적 면모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백제 능묘는 자연 경관을 이용함으로써 고대 사회에서 고총이 가지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중요한 유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자연 경관과 지형 조
건의 이용 방식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백제 능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조
사와 관리가 전제되어야함을 다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유적이 완전할수록 그로부
터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럴 때 유적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진정
성과 완전성을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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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왕릉은 왕을 매장한 무덤으로 특별히 축조한 거대한 기념물이며 왕을 신격화해서 제사
를 지내는 장소(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로 인식된다. 그리고 능원은 왕릉과 이를 둘러
싼 여러 시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왕릉을 포함한 복합형무덤건축(김용성 역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왕릉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는 연구도 연대부여 등을 위한 왕릉 자체의 구조에 매달린 경향

이 있다. 즉 묘제와 그 구조 등에 매달려 특히 능원이 가진 전체적은 문화적 양상을 파
악하는 데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왕릉이 포함된 능원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지형적 조건, 능묘의 배치 형태, 제의
시설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조건과 형식, 시설 등은 시대의 사조에 따라 변화했
을 것이고, 그것의 파악은 왕릉을 통한 당시 문화상의 이해에 많은 토대를 제공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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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여기서의 신라와 백제 능묘의 비교를 통한 백제 능묘의 특성 부
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능원의 파악이라는 관점이 더 필요할 듯하다. 그렇다고 능묘
자체의 분석이 무시되어서는 제대로 된 결과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기에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능묘나 능원의 파악에는 주변 국가, 중국의 능원과 그 변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하는 백제 웅진기 이후는 특히 백제와 남조의 밀착이 심화된 시기이
고, 사비기 후기는 수당시기에 해당되어 상호간의 접촉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밀착과 접촉에서 백제는 중국 문물을 지속적으로 유입하였을 것이고, 그 시대사조에 따
라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받아들여져 사생관과 세계관도 변화했을 것이고 능묘와 능원
이 변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먼저 백제의 능원과 능묘를 지금까지 연구되어 나누어진
도읍시기별로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백제의 고분 연구는 한성기, 웅진기,
사비기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어 공주 송산리의 능원과 부여 능산리의 능원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백제 말기의 무왕릉으로 익산 쌍릉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능
원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검토한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53)
와 그에 대해 근래에 연구로 검토된 것(강인구 1977, 이남석 1995, 2002, 최완규
1997, 2003)을 활용한다. 다음 백제의 웅진기와 사비기에 대응하는 신라의 능원인 마
립간기의 대능원, 중고기 전기의 서악동 능원, 중고기 후기의 왕릉으로 알려진 것을 능
원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김용성 2012)을 자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검토를 바탕으로 여기서 파악된 백제의 능원에 나타나는 특징을 잡아 이를 신라와 비교
하면서, 그 연원 등을 중국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함으로써 백제 능묘와 능원의 특성을
드러내 보도록 한다.

Ⅱ. 백제의 능묘와 능원
1. 송산리 능원
송산리 능원은 해발 130m의 송산을 북에 두고 그 남사면에 좌북조남의 방향으로 능묘
가 조성되었다. 중앙의 계곡을 사이에 두고 그 동쪽과 서쪽에 짧게 능선이 뻗고 있으며
그 사이에 능묘가 조성된 셈이다. 강인구(1977)는 이러한 형국을 풍수지리에 합당한 지
형으로 보고 있다. 즉 북쪽의 송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서의 짧은 능선을 청룡과 백호
의 형국이라고 보았다. 또한 전면의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야트막한 산이 위치하여
이를 안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능선의 사이 전체가 송산리 능원으로 볼 수 있
다.
능원 내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3기의 능묘가 확인되었다. 전실을 내부 주체로 한 무
53) 이러한 자료로는 關野貞(1915), 關野貞·黑版勝美(1915), 梅原末治(1938), 野守建 外(1935), 野守建·小川京吉
(1920)의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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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왕릉과 6호분 외에 횡
혈식석실을 내부 주체로
한 1~5호분과 파괴분,
9호분, 29호분을 비롯한
다수와 7호와 8호로 번
호가 부여된 수혈식석곽
묘가

그것이다(이남석

2002). 이 고분들 가운
데 주목되는 것이 중앙
에 동서로 배열된 10기
이다. 이들은 지형과 밀
집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좌측 능선의 무

<그림 1>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령왕릉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앞에 배치된 전실묘인 6호와 석실묘인 5호와 29호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이것과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측 능선에 동에서 서로 가며 일렬을 이루며 분포하는
1~4호 석실묘와 그 열의 전면 양단에 각각 분포하는 7호와 8호 석곽묘가 함께 나머지
하나의 단위가 된다(이남석 2002).
지금까지 밝혀진 송산리 능원의 주요 능묘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23> 송산리 능원의 능묘 현황
주체시설
천장
연도

고분

봉분(m)

1호

?

석실묘

2.58×1.77

궁륭

우편

할석

2호

?

석실묘

3.33×2.79×3.12

궁륭

우편

할석

3호

?

석실묘

3.37×2.75×2.6

궁륭

우편

할석

4호

?

석실묘

3.45×3.5×2.8

궁륭

우편

할석

5호

?

석실묘

3.45×3.26

궁륭

우편

할석

벽돌, 관대?

6호

?

전실묘

3.7×2.24×3.13

터널

중앙

소전

벽돌, 단관대

29호

?

석실묘

3.4×2.84

궁륭?

우편

할석

벽돌, 복관대?

무령왕릉

20내외×2이상
호석사용

전실묘

4.2×2.72×3.14

터널

중앙

소전

벽돌, 복관대

묘제

현실 크기(m)

축재

바닥
자갈+판석

이들 능묘 가운데 봉분의 흔적이 남아 있던 것은 무령왕릉뿐이다. 무령왕릉은 발굴
시에 호석을 두른 봉분이 확인되었고, 직경 20m 내외, 높이 2m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능묘들도 봉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능묘가
배치된 점에서는 비록 큰 봉분은 아니라도 표식을 위한 봉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금강유역 백제의 석실묘들에서 봉분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음은 원래 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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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능묘를 표지하고자하는 의도가 크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전실묘 2기(무령왕릉과 6호)는 남조묘제를 그대로 본떠 축조한 것으로 장방형의 현실
남쪽 중앙에 연도를 달았고, 천장은 터널식으로 꾸몄다. 나머지 묘제가 명확하게 확인
되는 것은 석실묘인 1~5호와 29호, 그리고 석곽묘로 확인된 7호와 8호이다. 이 중 6
기의 석실묘는 할석으로 축조한 것으로 방형의 현실 동편(우편)에 연도를 달았고, 천장
은 궁륭형이다.
지금까지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강인구 1977, 이남석 1995, 2002)에서 이 능묘군
의 묘제는 대략 석실묘에서 전실묘로 변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주인공이
확실한 무령왕릉이 전실묘인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2기의 전실묘와 6기의
석실묘가 이 능원의 중심 능묘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왕릉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다
면 7호와 8호 석곽묘는 동측군 석실들의 배장묘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무령왕릉의 전면에 배치된 6호 전실묘와 5호와 29호 석실묘의 경우도 무령왕릉
의 배장묘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2기의 석실묘는 비록 비교적 규
모가 커 앞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1~4호 석실묘와는 차이가 별로 없으나 바닥에 벽
돌을 사용하는 등 전실묘의 색채가 일부 보이고 있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무령왕릉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차등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웅진으로 천도한 후 무령왕 이전의
왕들이 모두 천수를 누리지 못했고, 무령왕에 이르러 중흥의 기틀이 마련되고 왕의 위
세를 되찾았던 것(권오영 2005)과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주인공이 확실한 무령왕릉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측 능선에 분포하는 석실이 무
령왕 이전의 왕이나 그 가족의 능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4호 석실묘 가운
데 무령왕의 선대 왕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누구의 능인가는 문
제가 되나 그 대상으로는 문주왕(477년 몰), 삼근왕(477년 몰), 동성왕(501년 몰)이 될
것이고, 무령왕이나 동성왕의 부로 알려진 곤지의 묘 역시 그 대상이 된다.54) 이렇게
본다면 이 능원의 동쪽 능선에 자리한 능묘의 경우 대략 5세기 후반과 6세기 초에 축
조된 것이 되고, 무령왕릉을 위시한 서쪽 능선의 능묘는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이 된
다. 또한 이들 능묘가 모두 왕이나 왕족의 무덤이 되어 이 능원 전체가 백제 웅진기의
공동능원이며 왕가(王家)의 능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능원에서는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적석유구로 알
려진 것으로 하나는 무령왕릉에서 남쪽으로 뻗는 능선의 상부에 있는 석축시설(A지구)
이고, 하나는 1~4호 석실이 있는 동쪽 능선의 상부에 계단식 적석총과 같이 축조된 시
설물이다. 전자의 경우 송산리 고분군이 처음 조사되던 때부터 확인되어 제사유적으로
비정(輕部慈恩 1946)되었고, 후자의 경우는 제사시설로 보는 측이 있는 반면 허묘 혹은
가묘(윤근일 1988)로 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개로왕을 위한 가묘(조유전 1991)로 보
54) 이남석(2002)은 송산리 능원이 무령왕과 관련된 가계의 매장지역이고, 무령왕과 상대적으로 가계상 거리가 있는
문주왕과 삼근왕, 혹은 동성왕의 능은 다른 곳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독립된 능원이 존재
한 것이 되어 백제 능원제도의 발전상과 배치된다. 만약 가계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령왕릉이 전대의 능묘
군집과 구별되는 곳에 축조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큰 봉분을
갖추었고, 배장묘가 다수 배치되는 등의 현상은 웅진 천도 후 무령왕대에 흥성하여 왕다운 왕이 되었었음에 기인하
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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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식 적석총과는 그 구조가 달라 단시설(서정석 1995) 혹은
불탑과 관련된 시설(임영진 2013)로 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송산리 능원은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 이후의 웅진기 왕릉과 그 가족
의 묘인 배장묘로 구성되었고, 능묘는 대략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며 순차적으로 축조되
었다. 배장묘는 왕릉의 전면에 배치된 특징이 있고, 본격적인 봉분의 조성은 무령왕릉
에서 이루어졌다. 능원의 동북과 서남에는 단류의 축조물을 설치하여 제의를 시행하였
다.

2. 능산리 능원
능산리 능원은 반월형인 부여 나성의 동쪽 성벽 바로 밖에 위치한다. 이곳은 산성이 위
치한 청마산의 남향사면 말단에 해당하고, 능묘는 군집을 이루며 사면에 좌북조남의 방
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능묘군의 북쪽에는 해발 100m의 산이 기복하고 거기에서 동쪽
과 서쪽으로 약 500m의 거리를 두고 거의 같은 길이의 능선이 뻗어 남쪽으로 열린 삼
각형의 지형을 이룬다. 그 속 가장 위에 7호분이 배치되었고, 그 아래에 전후 2열로 각
열 3기씩 능묘가 축조되어 있다. 고분군 양쪽의 두 능선이 끝나는 바로 앞에 왕포천이
흘러 산곡 평야를 이루고 그 남편 1km 거리에 해발 100m의 필서봉이 자리하였다. 이
러한 입지는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에 상응하여 전형적인 풍수지리 형국으로
이해되고 있다(강인구 1977).
이 능묘군에서 동쪽으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역시 남향한 능선 사면의 말단 가까이에
능산리 동고분군이 조성되었고, 훨씬 더 멀리 동쪽으로 약 1.6km 지점에 능안골고분군
이, 그 남쪽 평지를 건넌 구릉지에 염창리고분군이 자리하였다. 또한 나성과 능묘군의
사이에는 능사가 자리하고 있다.
능원에서는 모두 8기의 능묘가 확인되었다. 능묘는 가장 상위에 7호를 두고 그 남쪽
하단에 6기가 2열을 지어 분포한다. 전면의 1호(동하총), 2호(중하총), 3호(서하총)가
열을 이루고, 5호(중상총)와 4호(동상총)가 나란하게 배열되었으며 6호(서상총)가 3호의
후면, 4호와 5호보다 약간 전면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2호와 1호 사이의 약간 후면에서
8호가 조사되었다. 이들 능묘가 분포하는 곳은 후면 산지에서 내려오는 사면 가운데 경
사가 완만하여 약간 평평한 곳이고, 그 전면에는 좌우로 능선이 뻗고 중앙은 평평한 지
대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저평한 곳에서 바라보면 능묘는 기단을 설치하고 그 위
에 마련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능묘군 전면의 저평한 공간은 배례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능원은 능묘군, 그 전면의 배례공간, 좌측의
능사로 이루어진 능묘군집능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능산리 능원 능묘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능묘 가운데 6기가 일제강점기의 조사에서 봉분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봉분은 직경이
대략 20m 이상이었고, 높이는 2m 정도가 남아 있었다. 이로 보아 능묘를 봉분으로 표
지하려는 의식은 확실하였으나 아주 높이려는 의지는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중하총과 중상총의 봉분이 비교적 커 직경 30m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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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는 모두 횡혈식석
실묘로 평면은 장방형이
고 중앙에 연도를 단 형
식에서 동일하나 대략 3
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장대석을 이용하여
전실묘인 송산리 무령왕
릉과 같이 터널형 천장을
가진 묘실을 축조한 중하
총이 한 종류이고, 두 번
째 판석으로 집지붕을 본
뜬 방대형55)의 천장구조
를 가진 서하총, 서상총,
중상총,

<그림 2> 능산리 지역의 고분군
<표 2> 능산리 능원의 능묘 현황
고분

봉분(m)

동상총,

7호가

* 봉분의 크기는 강인구(1977)의 견해를 따름.
현실 크기(m)

주체시설
천장
연도

동하총

27×2 이상
자연석 호석

묘제
석실묘
(벽화)

중앙

축재
판석
수마

2.50×1.12×1.22

평천장

중하총

30×2 이상

석실묘

3.21×1.98×2.15

서하총

20×2 정도

석실묘

2.85×1.25×1.5

서상총

25×2.5 정도
자연석 호석

석실묘

중상총

30×2 정도

동상총

21×?

모전석 복관대

터널

중앙

장대

모전석

방대

중앙

판석

판석

?

방대

중앙

판석

판석

석실묘

3.25×1.45×1.58

방대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석실묘

3.25×2.00×2.11

방대

중앙

판석

판석, 복관대

중앙

7호

?

석실묘

2.79×1.25×1.42

방대

8호

?(동하총 배총)

석곽?

1.74×0.76×0.9

평천장

장방
판석
장방
판석

바닥

판석
전석관대

그것이고, 세 번째 평천장의 구조인 동하총과 8호가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바닥시설로
벽돌을 본 뜬 모전석을 사용한 것이 동하총, 중하총, 8호이고, 나머지는 모두 벽면과
같이 판석을 이용하였다.
능묘 가운데 7호와 8호는 사용된 석재나 크기에서 다른 능묘보다 하등으로 볼 수 있

55) 이남석(1995)은 백제 횡혈식석실의 천장구조를 네벽조임식, 궁륭식, 터널식과 아치식, 고임식과 수평식, 맞배식,
조임식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 변화를 살폈다. 그리고 최완규(1997)는 궁륭상, 네벽조임식, 단벽조임식, 터널형, 괴
임식, 맞배식, 평천장으로 나누었다. 이중 능묘급에는 궁륭식, 터널식, 고임식, 수평식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네
벽조임식과 단벽조임식은 능묘의 주된 형식의 아류로서 축재와 축조기술의 문제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임식과 맛배식은 모두 집지붕모양을 한 것으로 맛배식은 고임식을 본 떠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능묘급에서
는 맛배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백제 능묘의 천장을 궁륭천장, 터널형천장, 방대형천장(집지붕모양
으로 현실 측벽을 제외한 천장의 단면이 방대형을 이루는 것), 평천장(방대형천장에서 사방향의 사면을 생략한 것)
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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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왕릉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은 6기인데, 이 가운데 중하총, 중상총, 동상총의 현실
크기가 다른 것들보다 커 일단 왕릉의 대상이 된다. 어떤 것이 누구의 왕릉인가를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천장구조가 터널모양에서 집지붕모양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에서 보면
중하총이 이르고 동상총과 중상총이 늦은 것이 되어 중하총이 부여로 천도한 첫 왕인
성왕(554년 몰)의 능(강인구 1977, 이남석 1995)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때는 능묘가
아래에서 위로 축조되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능묘의 배치상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능묘군은 아래 동측의 동하총, 중하총, 8호를 한 그룹으로, 위열의 중상총과 동상총을
한 그룹으로, 서측의 서하총과 서상총을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동하총,
중하총, 8호의 그룹은 모두 모전석이 사용된 특징이 있다. 이것이 시기적인 속성이라면
능묘의 세분된 군집은 다시 동에서 서로 가며 축조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그룹의 규
모 등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왕릉과 그 배장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준다. 배
장묘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능묘의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면 일반 귀족이
아닌 왕족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성왕릉으로 추정되는 중하총, 중상총과 동상총,
서하총이 왕릉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동일 세대의 가족이 세분된 군집으로 나타난 것
이라고 보면 중하총 이외의 왕릉은 중상총과 동상총, 서하총의 순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하지 않다면 중상총과 동상총이 왕릉이고 서하총과 서상총은 왕이 되지 못한 왕가
의 가족묘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익산 쌍릉이 무왕릉이라면 성왕
의 뒤를 이은 위덕왕(598년 몰), 그 형제 혜왕(599년 몰), 그 아들 법왕(600년 몰)의
능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56) 그리고 이 능원의 능묘는 이들 왕과 그 가
족이 세대를 이어가며 축조한 것으로 왕릉에 그 가족을 배장한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능묘군의 동쪽에는 능산리 동고분군으로 알려진 고분이 일제강점기에 확인되어 조
사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동쪽으로 약간 먼 지점에 능안골고분군이 분포한다. 이 고
분들은 왕족의 방계나 귀족의 묘가 군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능산리 동고분군
의 고분은 그 규모나 구조적 특성에서 능산리 능원 내부의 배장묘로 볼 수 있는 것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능산리 동고분군은 별도로 조성된 배장묘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능산리 능원은 중심에 왕릉과 왕과 비교적 가까운 왕족의 능묘를 군집
시켜 조성하였고 능묘는 아래에서 위로, 동에서 서로 가며 소군집을 이루며 축조되었
다. 이들 능묘의 전면에 배례공간을 두었다. 또 전면을 향한 우측에 제의를 담당하고
선왕의 명복을 빌었던 능사를 설치하고, 좌측에 방계의 왕족이나 귀족의 묘인 배장묘를
군집시켜 배장구를 설정한 것이 된다.

3. 익산 쌍릉
익산 쌍릉은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왕뫼라고 불리는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는 2기의
원형봉토분이다. 이 쌍릉에 대해서는 일찍이 『고려사』에 후조선 무강왕(武康王)과 그
56) 법왕과 무왕의 혈계가 석연치 않은 점(이남석 2002)을 염두에 둔다면 서하총은 법왕릉일 가능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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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의 능으로 기록되었고, 『신증동국
여지승람』 익산군 고적조에 기록이 있
어 왕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제강
점기에 북쪽의 대왕릉과 남쪽의 소왕릉
이 조사되어 백제 왕족의 능묘로 확인
되기도

하였다.

이후의

연구(이남석

2002, 최완규 2003)에서는 백제 무왕
릉으로 비정되어 자리매김이 되고 있
다.
쌍릉은 북 후면에 오금산성이 있는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전면에 펼쳐
진 야트막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쌍릉이 자리한 구릉은 주변의 평지에
<그림 3> 익산 쌍릉의 입지

비해 그리 높지 않아 비고 1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미고지이다. 쌍릉에서 정북으로 약 900m에 동서로 뻗는 산지의 서남단
봉우리(해발 97m)가 위치하여 이 봉우리를 기준으로 정남에 위치하는 셈이다. 따라서
쌍릉은 비교적 먼 곳에 산지를 두고 그를 배경으로 평지에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의 대왕릉은 호석을 가진 원형봉토분으로 직경 30m, 높이 5m가 남아 있어 그
크기는 남아 있는 백제고분 가운데 가장 월등하다. 내부에 축조된 매장주체는 횡혈식석
실묘로 장방형의 현실 중앙에 연도를 단 것이다. 현실은 판석으로 축조하였고 천장구조
는 집지붕모양인 방대형으로 능산리 능원의 왕릉으로 보이는 중상총, 동상총 등과 연결
된다. 현실은 백제의 석실 가운데 가장 커 길이가 3.8m에 달한다. 대왕릉의 전면 우편
남쪽으로 15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소왕릉은 직경 24m, 높이 3.5m의 호석을 가진
원형봉토가 남아 있었다. 내부에 축조된 매장주체부는 역시 횡혈식석실묘이고 그 구조
는 앞의 대왕릉과 같다. 현실의 규모는 약간 작아 능산리의 중상총과 유사하다. 대왕릉
에서 무령왕릉과 같은 금송으로 제작한 목관과 옥제장신구가 발견되었고, 소왕릉에서
도금관식금교구, 금동투조금구 등이 발견되어 왕릉의 품격을 갖추고 있다. 그 연대는 7
세기 전반 무렵에 해당하여 무왕(641년 몰)과 그의 왕비릉으로 판단되고 있다(최완규
<표 25> 익산 쌍릉
고분
대왕릉
소왕릉

봉분(m)
30×5
(호석열)
24×3.5
(호석열)

주체시설
천장
연도

묘제

현실 크기(m)

축재

바닥

석실묘

3.80×1.78×2.27

방대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석실묘

3.20×1.30×1.70

방대

중앙

판석

판석 단관대

2003).
왕릉이 북쪽에 자리하고, 왕비릉이 남쪽에 자리하는 점에서 왕비릉은 배장적인 성격
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쌍릉 능원은 백제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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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뿐인 독립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묘제 등은 능산리 능원
의 능묘 것을 그대로 이어왔으나 능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 시행된 것이
된다. 봉분이 남아 있는 두 능만 조사되어 능원의 상세한 형식 등을 알 수 없으나 앞으
로 더 진전된 조사가 시행되면 주변에서 다른 배장묘나 능원시설 등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Ⅲ. 신라 마립간기와 중고기의 능묘와 능원
1. 마립간기의 대능원
월성의 서북부에 분포하는 마립간기 왕족의 능묘구역이다. 평지에 축조된 대능원지구의
고분군 가운데 다른 귀족이나 일반민의 묘와 구분되는 가장 서측의 구역에 분포하는 대
형의 고분은 마립간기 마립간과 그 가족의 고분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능원은 마립
간과 그 가족의 능묘가 구분되지 않고 군집을 이루며 배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마립간
릉이 별도의 능역을 가지지 않고 그 가족묘와 함께 일정한 군집을 이루며 배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능묘군집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개별 마립간릉마다의 배례
공간도 성립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월성을 기준으로 그 서북에 남에서 북으로 고분
이 조성되어갔다고 한다면 그 전면을 남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왕궁 내부나 그 주
변에 그 의례 공간이나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계림과 첨성대 사이에
서 조사된 대형건물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는 그러한 시설물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능묘는 대부분 적석목곽묘로 조성되었다. 크고 작은 봉분이 많이 분포하고 주위에서
는 봉분이 소멸되거나 원래 봉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묘도 많이 조
사되었다. 이 중 적어도 마립간릉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봉황대, 서봉황대는 봉분의
직경이 80m 내외, 높이 20m 이상에 해당한다. 이외 119호분, 미추왕릉, 134호 등도
전자보다는 작지만 금관총, 천마총 등의 직경 45m 내외의 고분에 비해 월등하게 커서
마립간의 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김용성 2009). 봉분의 외표시설은 천석을 돌
담식으로 쌓은 호석이 전부이고 묘제는 적석목곽이다. 황남대총과 같이 부부를 합장한
표형분이 존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월성 서북편의 이들 마립간기 왕족의 무덤으로 보이는 황남동에서 노서동까지의 고분
분포상을 분석하면 대형분을 기준으로 6개의 군집으로 묶을 수 있다<그림 4>. 이들 군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남대총이 포함된 Ⅲ군, 봉황대가 포함된 Ⅳ군, 서봉황대가 포
함된 Ⅴ군, 134호가 포함된 Ⅵ군의 경우 가장 큰 고분을 뒤에 두고 작은 고분이 옆이
나 앞에 배열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유사한 형태의 배열인 임당지역고분군의 이러한
현상은 세대관계를 의미하는데(김용성 1998), 이 고분들도 그러할 경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이들 대형분이 남에서 북으로 조영되어간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데에서 뒷받침
될 수 있다. 또 이 군집 각각의 최대형분인 119호, Ⅱ군의 105호, Ⅲ군의 황남대총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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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Ⅳ군의 봉황대고분이 일직선상에 배치되
었음은 이들 고분이 일정한 기획아래 조성되
었음을 의미57)하는 것이므로 그 축조서열과
군집의 배치 파악에 필요한 방증이 될 수 있
다. 그런데 현미추왕릉이 포함된 Ⅱ군의 경
우 대형을 뒤에 두고 작은 고분이 앞에 배열
되지 않았고, 비교적 유사한 크기의 100호
(검총), 101호, 102호, 103호, 105호가 서
쪽에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보다 작은 107
호, 108호, 110호, 111호 등이 동쪽에 군집
되어 가장 큰 현미추왕릉을 앞에 두고 배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군집의 배열상은 다른
것들과 아주 다르다.
이러한 사실이 이 군집의 서측에 배열된
고분의 수즙 가능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
닌가 한다.58) 특히 이 군집 가운데 가장 북
<그림 98> 신라 마립간기 능원의 고분
분포
(김용성 2009에서)

서측에 위치하며 일부 조사된 100호(검총)가
수축되었을 가능성(최병현 1992)이 이미 제
기되어 있다. 따라서 수즙기사와 연결시키면

서 이 고분군의 대형분 축조방향, 배치상황을 같이 고려하면 황남대총 남분은 눌지마립
간릉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황남대총이 소속된 Ⅲ군의 경우 좌우측과 앞에 비교적
대형분에 해당되는 천마총(155호), 90호, 97호, 99호 등이 배열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
세대의 친연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덤일 가능
성이 크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왕제로서 등장하는 인물로서 눌지마립간의 형제
가 많으며, 그 자식들의 혼인으로 왕계가 이어져 나간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렇게 파악하면 119호를 나물마립간, 황남대총을 눌지마립간, 봉황대를 자비마립간, 서
봉황대나 134호를 소지마립간 또는 지증마립간의 능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용성
2009).

2. 중고기 전기의 서악동 능원
서악동고분군은 신라도성 구역(김용성 2009)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분지의 서편에 위치
한다. 신라의 왕궁인 월성에서는 서남쪽에 해당되고 도시 구획이 된 신라왕경 범위의
서단을 서천으로 본다면 그 외곽에 존재하는 셈이다.
서악동고분군<그림 5>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열왕릉과 그 전면의 두 고분, 그리고

57) 같은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신라 왕릉의 기획성은 뒤의 중고기 서악동능원에서 잘 드러난다.
58) 유사한 크기의 고분이 군집하고 있음은 이들이 획일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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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의 중고기 왕릉으로 추정되어
온 네 능을 말하는데, 이들 고분 외
에도 이 능선을 둘러싼 선도산(해발
390m)에서 남쪽으로 뻗는 여러 능
선에 고분이 분포하여 이 모두를
서악동고분군이라고 통칭할 수 있
다. 2008년 간행된 『경주문화유적
지도』에 의하면 중앙 능선의 왕릉
급 고분들을 서악동고분군 6, 그
북측의 능선들에 분포하는 고분군을
서악동고분군 4, 서측 능선에 분포
<그림 99> 서악동고분군 6

하는 고분군을 서악동고분군 5, 서
남에 분포하는 고분군을 서악동고분

군 7, 남동쪽 장산에 분포하는 고분군을 서악동장산고분군으로 표기하여 나누고 있다.
이 전체 서악동고분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고분군은 동남을 향해 열리고 북에서 서
를 거쳐 남동까지 연결된 능선, 즉 서악동고분군 4, 5, 7, 서악동 장산고분군이 둘러
싼 서악동고분군 6이다. 이 고분군은 무열왕릉을 중심에 두고 그 전면에 전김양묘와 전
김인문묘가 분포하고 그 후면에 4기(서악동 1〜4호)의 왕릉급 고분이 낮은 능선의 정상
을 따라 일렬을 이루며 분포한다. 무열왕릉과 그 전면의 그 배장분으로 추정되는 전김
양묘, 전김인문묘 외의 무열왕릉 서편의 고분은 서에서부터 동으로 가며 1호, 2호, 3
호, 4호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 네 왕릉급 고분은 서로 인접하여 배치된 특징을
보이며 그 전면에 분포하는 무열왕릉과는 약 2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곳은 편평
한 대지상으로 남아 있다. 이 1〜4호분은 각자의 견해가 다르지만 『삼국사기』 본기
와 『삼국유사』 왕력의 장지기록에 함께 영경사(永敬寺) 또는 애공사(哀公寺)가 등장하
는 중고기의 왕릉이거나 왕비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타당성이 있는 견해로 받아
들여지고 구체적으로 법흥왕릉, 진흥왕릉, 진지왕릉과 한 명의 왕비릉으로 비정되고 있
다.(이근직 2012, 김용성 2012) 이 고분들의 현황을 최근의 정밀한 조사 결과(경주시
외 2011)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악동 1호분은 고분이 분포한 능선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약간의 경사면을
정지하고 봉분이 들어서 서쪽의 지면이 동쪽의 지면보다 약간 높다. 동면의 봉분 전면
은 약간의 편평한 부분을 두고 다시 경사져 내려가 2호분에 닿는다. 이 중 편평한 부분
은 이 고분의 전면 배례공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너무 좁다. 봉분은 원형으로 동서 직
경 48.01m, 남북 직경 50.2m, 사면 지면부터 높이는 평균 12.9m이고 둘레는
151.3m이다. 봉분의 아래에 돌아가며 호석의 흔적이 보이는데, 할석을 안쪽으로 들여
가며 돌담처럼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악동 2호분은 고분군의 위에서 두 번째 고분으로 전면의 3호분과 연접해 있다. 봉
분이 들어선 곳은 경사가 거의 없는 편평한 지형이다. 봉분은 원형으로 동서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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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m, 남북 직경 47m, 사면 지면부터 높이는 평균 11.3m이고 둘레는 146.4m이다.
봉분의 아래에 돌아가며 호석의 흔적이 보이는데, 역시 할석을 안으로 들여가며 돌담처
럼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악동 3호분은 고분군의 아래에서 두 번째 고분으로 후면의 2호분, 전면의 4호분과
연접해 있다. 봉분이 들어선 곳은 경사가 거의 없는 편평한 지형이다. 봉분은 원형으로
동서 직경 40.58m, 남북 직경 52m, 사면 지면부터 높이는 평균 11m이고 둘레는
165.3m이다. 봉분의 아래에 돌아가며 호석의 흔적이 보이는데, 역시 할석을 안으로 들
여가며 돌담처럼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악동 4호분은 고분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후면의 3호분과 연접해 있
다. 봉분이 들어선 곳은 경사가 거의 없는 편평한 지형이다. 봉분의 전면에는 봉분이
자리한 곳에서 편평하게 연결되어 무열왕릉의 후면에 이르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길
이는 약 150여m, 너비는 약 50m이다. 이 공간은 이 고분과 뒤에 연접한 1~3호분 모
두를 위한 배례공간으로 볼 수 있다. 봉분은 타원형으로 동서 직경 48.13m, 남북 직경
64.08m, 사면 지면부터 높이는 평균 15.13m이고 둘레는 189m이다. 봉분의 아래에
돌아가며 호석의 흔적이 보이는데, 역시 할석을 안으로 들여가며 돌담처럼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서악동고분군과 무열왕릉의 남쪽에서는 사지가 한 곳 조사되었다. 사지는
서악동고분군 6의 능선 하단에 접하여 그 남쪽 능선과의 사이 곡간의 평지에 자리하였
고, 기와편, 무문전편 등의 유물이 채집되고 있다. 서악동 고분군의 왕릉급을 중고기의
왕릉으로 본다면 이 사지는 영경사 혹은 애공사로 기록에 전하는 사찰이 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근직 2006).59) 현재 이 사지 위치와 중고기 왕의 장지에 대한 기록
을 대비하면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 믿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악동고분군 6 이외에 주목해야할 고분군이 서악동고분군 4이다. 여기의 고분은
서악동고분군 6의 북측에 서북에서 동남으로 뻗는 여러 능선에 분포하는 고분들로 이
가운데 서악동고분군 6과 인접한 두 개의 가지능선에 비교적 대형의 고분이 많이 분포
한다. 이 고분군 가운데는 전진흥왕릉, 전진지왕릉, 전헌안왕릉, 전문성왕릉 등이 분포
하는데, 고분군 가운데 비교적 대형으로 대표하는 고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조사
현황(경주시 외 2011)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진흥왕릉은 동서 직경 19.14m, 남북 직경 21.17m로 둘레는 63.2m이고, 사면에
서 높이의 평균은 4.57m이다. 봉분에는 호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할석이 노출되
어 있다. 전진지왕릉은 동서 직경 20.35m, 남북 직경 20.26m로 둘레는 63.65m이다.
사면에서 높이의 평균은 4.63m이다. 전문성왕릉은 동서직경 18.88m, 남북 직경
18.51m로 둘레는 58.7m이고, 사면에의 높이 평균은 3.64m이다. 전헌안왕릉은 동서
직경 15.62m, 남북 직경 16.58m로 둘레는 50m이고, 사면에서 평균 높이는 2.82m이
다. 봉분에는 괴석의 받침석 혹은 호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대형분 이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입지나 규모
59) 2008년에 간행된 『경주문화유적지도』(경주시 외)에는 영경사지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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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보아 서악동고분군 6의 중고기 왕릉들과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하다면 동시기 신라영역의 고분군 가운데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서악동고분군 6의 왕
릉급을 비롯한 고분을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큰 고분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악동고분군 6의 네 고분이 모두 왕이나 왕비의 능이라면 이들은 당시의 왕
족이나 최고 위계의 귀족묘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중고기 서악동 능원은 중앙에 왕릉급의 고분만 열을 이루며 왕궁 방향인
동쪽을 보며 분포하고, 그 북측 즉 좌편에 왕족과 최고 위계의 귀족묘가 군집 분포하여
배장구를 이루고 나머지 서쪽과 남쪽에 비교적 하위의 묘들이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남측 즉 우측에 사찰이 배치되어 왕릉에 대한 제례를 담당하였고, 왕릉군의 전
면에는 비교적 넓은 배례공간이 마련되었다.

3. 중고기 후기의 단독능원
중고기 후기의 왕릉으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것이 선덕여왕릉이다. 그리고 전헌덕왕릉이
진평왕릉이 개축된 능으로 추정(강인구 2002, 김용성 외 2012)되고, 진덕여왕릉은 아
직 추정조차 힘든 입장에 있다. 이 가운데 선덕여왕릉과 전헌덕왕릉은 중고기 전기의
군집능원제에서 벗어나 독립능원
으로 형성된 특징이 있다.
전헌덕왕릉은 소금강산의 서쪽
에 해당하는 북천의 북안 평원에
위치한다. 왕릉은 현재 전면을
남쪽으로 택하고 있고, 능의 전
면에 상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지대석, 면석과 탱석, 갑석으로
구성된 호석과 이를 돌아가며 석
난간을 설치한 완성된 신라 왕릉
의 봉분 외표시설을 갖추고 있
다. 호석의 탱석에 돌아가며 십
<그림 6> 전헌덕왕릉

이지신장상을

새겼으나

지금은

소금강산 쪽인 서쪽의 일부만 남
아 있다. 이외 원래 능원의 상석 전면에는 호인상과 화표석이 배치되었던 것이 확인되
고, 석사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통일기 신라의 완성된 능원으로 구성되었을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봉분은 직경 25.9m, 높이 6.3m로 복원되어 있다.
이 능은 헌덕왕릉으로 비정되기도 하나 진평왕(632년 몰)의 능으로 비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싶다. 진평왕릉에 대해서 『삼국사기』 본기에 “葬于漢只”라고 하였고, 헌
덕왕릉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본기에는 “葬于泉林寺北”, 『삼국유사』 왕력에는
“葬于泉林村北”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헌덕왕릉이라면 현 왕릉의 남쪽 부
분에 사찰이나 마을의 흔적이 찾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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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현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것은 이 능이 현재 북천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
아, 항시 홍수의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북천은 수시로 범람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상류의 유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고학의 조사 성과에서 알 수 있다. 북천의 유수는 분황사
동북편의 원지를 가진 건물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등의 위치로 보아 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범람의 대상은 바로 그 북안이었고, 북안지역은 현재 하역에서 북
쪽으로 100m 이상의 지점부터 방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차순철
2011). 지금까지 이 왕릉의 주변에서 발견된 사지는 북동편의 (전)동천사지와 남동편의
(전)임천사지(국립경주박물관 2008)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천변에서 수습된 석재에 근
거한 것으로 더 상류 왕릉 동편의 소금강산 남쪽 말단에 존재했던 사지의 유물이 북천
의 범람으로 여기로 떠내려 온 것일 수 있다. 또 봉분의 크기는 헌덕왕 앞 시대의 원성
왕릉(괘릉)이 직경 22m이고, 바로 뒤의 흥덕왕릉이 직경 20.6m로 유사한데 비하여 훨
씬 커서 직경 25.9m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입지도 통일기 하대 왕릉이 대
부분 산지에 자리한 것과는 달리 평지여서 그 가능성을 줄여준다. 따라서 왕릉은 원래
진평왕릉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어 하대에 십이지신장상을 새긴 탱석의 배치와 함께 개
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홍수의 피해를 입어 하대에 시설된 석
물 등도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다른 왕릉들보다 훨씬 큰
봉분을 가진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하대에 남쪽을 전면으로 한 왕릉으로 개축되었다면 이 왕릉은 한지(漢只)에
축조되었다는 진평왕의 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축 시의 왕릉은 서악동 중고기 왕
릉들과 같이 전면을 왕궁방향으로 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배례공간이 마련되
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독능원으로 소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평지에 조성되
었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능원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선덕여왕릉은 낭산의 정상부 바로 남쪽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능원의 방향은 좌북조
남이다. 왕릉은 호석을 갖춘 원형봉토분으로 봉분은 전헌덕왕릉보다 약간 작아 직경
23.4m, 높이 6.8m로 계측되고 있다. 왕릉의 전면에 평평한 배례공간이 마련되어 있
다. 현재 호석은 자연석을 쌓은 돌담형만 남아 있으나 이는 후대 복원된 결과이다. 현
재 호석의 중간 중간에는 다른 석재들보다 훨씬 큰 석재가 들어가 있고, 그 수는 17개
가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원래 호석은 안에 자연석을 돌담식으로 쌓고, 그것에 이
큰 석재를 기댄 부석(扶石)이 있었으나 이들이 허물어져 현재와 같이 복원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김용성 외 2012). 이렇게 부석을 기댄 호석의 형식은 무열왕릉에서 보이
고 있어 통일 초기의 호석 형식이 이미 선덕여왕릉에서 출현한 것을 알려 준다.
왕릉은 이미 일찍부터 선덕여왕릉으로 확실시되어 왔다. 그것은 선덕여왕(647년 몰)
의 능에 대해서 『삼국사기』 본기에 “葬于狼山” 이라 하였고, 『삼국유사』 기이에
는 “葬於狼山之陽”이라 하여 현재의 위치와 부합하고, 『삼국유사』 기이의 선덕여왕
지기 삼사에 나오는 도리천과 사천왕사의 관계도 현 위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왕릉과 능원의 형식도 신라 능원의 변천상에 위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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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직 진덕여왕릉을 찾지 못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신라 중고기 후기에는 단
독능원이 형성되었고, 각 능원은 왕릉의 전면에 배례공간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상석을 비롯한 능원 석물은 중고기 후기까지 출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무열왕릉부터 상석이 출현하여 다른 형식의 능원으로 변화한다.

Ⅳ. 백제 능묘와 능원의 특성
1. 능묘의 특성
백제가 한성에 도읍했을 때는 중앙의 경우 고구려계인 기단식적석총(基壇式積石塚)이 축
조되었고, 지방의 일부지역에는 석실묘와 석곽묘가 들어와 축조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전시기 마한의 분구묘나 주구를 돌린 토광묘, 목관묘, 목곽묘가 지속된다.
한성기의 무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석촌동 일대에 분포하는 기단식적석총이다. 이
묘제는 4, 5세기 백제의 왕과 왕족, 그리고 중앙 귀족의 능묘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
는데, 지표 위에 돌을 쌓아 방형의 계단식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매장주체시설을 설치
하고 돌로 봉석한 것과 토축 기단과 봉토의 외면을 정리하고 돌을 덧댄 것 등이다. 제
대로 발굴이 시행되기에 앞서 대부분의 고분이 훼손되어 그 명확한 매장시설의 종류를
알기 어려우나 목곽이나 목실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적석총은 그 형태뿐
만 아니라 평지에 입지하며 매장시설을 기단의 위에 설치한 특징 등이 고구려 전기의
적석총과 통하고 있다. 특히 한성기의 능묘로 보이는 서울 석촌동 4호분의 경우는 매장
주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횡혈식석실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조가영 2013). 그
러나 고력묘자 11호 등 유사한 고구려 적석총의 묘제(김용성 2005)로 보면 석축 연도
를 가진 목실묘를 계단식 기단 위에 설치하고 봉석·봉토하여 기와가 덮인 목실의 지붕
이 천공으로 노출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백제가 475년 금강유역으로 남천한 이후의 능묘는 횡혈식석실묘가 주묘제로 사용되
었다.

횡혈식석실은 한성기의 4세기 후반에 이미 백제의 지방으로 유입되어 축조된

것으로 믿어진다. 충남 공주, 연기, 충북 청원, 강원 원주 등지의 몇 곳에서 조사된 석
실묘가 이러한 것으로 특히 충남 연기에서 조사된 석실은 그 벽면을 배가 부르게 곡선
으로 처리하는 등 낙랑지역의 전축분과 유사한 특징을 가져 그것의 유입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으나 증명되지 않고 있다. 석실은 할석으로 평면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쌓았고,
연도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았고, 궁륭천장이고, 현실 바닥에는 작은 할석이나 자갈을
깔아 바닥시설을 마련하였고, 목관을 사용하여 주검을 안치하였다. 묘광을 파고 축조한
완전한 지하식이며 봉토가 두드러지지 않은데, 이는 고구려나 신라의 지표 위로 올라간
석실과는 차이가 있다.
웅진기에는 먼저 한성기의 지방묘제였던 석실묘가 왕실의 능묘로 사용되었다. 지방에
먼저 석실묘가 축조되고 그것이 중앙에 수용되는 현상은 신라에서도 관찰된다. 후기에
는 전실묘가 능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사비기 능묘는 지속적으로 횡혈식석실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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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웅진기 전기에 사용된 횡혈식석실묘는 송산리식, 사비기의 횡혈식
석실묘는 능산리식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으며 그 구조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송산리식은 할석으로 쌓은 평면 방형이나 장방형 현실 남쪽의 우측에 연도를 붙이고,
궁륭천장을 덮은 것이다. 현실의 안에는 하나 혹은 두 사람분의 관대가 마련되어 있어
부부합장을 의식한 것이다. 이 석실은 한성기 지방의 것과 같이 묘광을 깊이 파고 축조
한 지하식이다. 이러한 석실의 사용 직후 백제의 능묘로 사용된 것이 무령왕릉과 송산
리 6호에서 나타나는 전실묘이다. 이 전실묘 역시 깊이 판 묘광에 축조된 지하식이나
현실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중앙 남쪽으로 연도를 단 특징이 있다. 이 전실묘는 중국
남조의 묘제와 너무 닮아 그것이 그대로 이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능산리식의 석실은 묘광을 파고 축조된 지하식이고 입지 또한 유사하다. 고구려의 영
향으로 생각되는 잘 물갈이한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하기도 하고 정제된 할석으로 축조
한 것으로 평면 장방형의 현실 남쪽 중앙에 긴 연도와 묘도를 달아낸 구조이다. 바닥에
는 넓적한 돌을 깔고 판석으로 된 관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축재를 바꿨을 뿐 웅진기
전실묘의 평면구조를 닮고 있어 이를 이어받아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장은 전실
묘에서 이어지는 터널형도 있으나 집지붕모양을 한 방대형 혹은 삼각형으로 축조된 것
이 있고, 평천장도 있는데, 터널형에서 나머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백제의 능묘는 도읍지의 변천에 따라 계기적으로 묘제가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표 4>. 즉 한성기의 기단식적석총, 웅진기의 송산리식 석실과 전실묘, 사비기
의 능산리식 석실의 형성기와 전형기 변천과정이 아주 명확하다. 즉 백제의 능묘는 5세
기 중엽까지 적석총, 5세기 후엽과 6세기 초 송산리식 횡혈식석실, 6세기 전반 무령왕
대에 한하여 전실묘, 6세기 후반 이후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이 묘제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송산리식 석실은 한성기의 지방묘제를 수용하여 정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실묘는 중국 남조묘제의 이식, 능산리식 석실은 전실묘를 기반으로 하여 축재를 바꿔
백제에서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백제 능묘 가운데 남천 이후의 것을 신라의 능묘와 비교해 특성을 찾아보자.
신라의 왕릉이나 그에 버금가는 등급의 능묘가 발굴되지 않아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지
금까지 조사된 고분과 비교하면 백제 능묘의 특성은 지하식의 구조, 봉분이 현저하지
않은 점, 전실묘가 사용된 점, 능산리식의 장방형 평면에 중앙연도식, 잘 다듬은 장대석
이나 판석을 사용한 축재, 집지붕모양의 천장구조, 가형목관의 사용, 좌북조남의 능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송산리 6호와 능산리 동하총에서 나타나는 사신도 벽화
역시 신라 영역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신라의 왕릉은 마립간기에 적석봉토분이 축조되었고, 중고기에는 분명치 않지만 횡혈
식석실이 채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석봉토분의 경우 왕릉급은 평지의 지상에 목곽을
설치하고 적석한 다음 다시 봉토를 덮은 것이다. 따라서 봉토가 커질 수밖에 없어 황남
대총은 단일분의 직경이 80m, 높이가 20m 이상에 달한다. 그리고 서악동 능원의 경우
왕릉은 봉토의 저경이 45m 이상, 높이 10m 이상으로 백제의 같은 시기 봉토 크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지 않으나 석실이 얕은 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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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고 축조되어 상당 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오거나 봉토 중에 석실이 축조되었을 가능
성을 높여 준다. 그리

<표 4> 백제 능묘의 변천
묘

제

능

고

묘

지금까지

조사된

신라의 석실묘는 초기
것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반지상식 혹은
기단적석총

지상식으로 백제의 완

(한성기)

전한 지하식과는 분명
하게 구별된다.
이렇게 능묘를 완전

석촌동 4호분

한 지하식으로 축조하
고 현저하지 않은 봉
송산리식석실

분을 가졌음은 백제의

(웅진 전기)

경우 개별 능묘의 표
식을 중시한 것이 아
송산리 5호분

송산리 4호분

니라

전체

능원으로

선조의 능역을 표시하
는 공동체적인 성격에

전실묘

서 기인한 것으로 보

(웅진 후기)

인다. 송산리 동측의
능묘가 봉분이 분명치

무령왕릉

않음이 그러한 연유일
것이다. 무령왕릉 이
형성기

후

(사비초)
능산리

개별적인

능묘의

봉분이 분명하게 표현
능산리 중하총

식석실

되고 있지만 같은 시
기 신라의 것과 비교
하면 더 작은 것도 그

전형기

러한 연유로 보인다.

(사비기)

또한 완전한 지하식으
능산리 동하총

능산리 서하총

로
높은

묘실을
봉분을

축조하고
올리지

않은 것은 중국 남조 묘제의 수용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남조의 묘제 역시 무덤
이 입지할 지점의 산세가 높으면 봉분을 올리지 않았고, 지세가 낮을 때 봉분을 올린
것(권오영 2005)이 확인되고, 묘는 완전한 지하식으로 축조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중에
설명할 가족묘지 전체를 중시하였지 개별 능묘의 표식에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일 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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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을 비롯한 전실묘는 신라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전실묘는 남조
양나라의 묘제가 이식된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
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전실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전후 무렵에 신라의 능묘는 적
석목곽묘에서 석실묘로 변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은 백제 고유의 묘제이다. 이 석
실은 장방형이라는 평면 구조, 연도를 중앙 남쪽으로 내는 방식이 앞 시기 전실묘와 동
일하다. 그리고 본격적인 집지붕모양 천장구조를 가지기 전에 과도기로 나타나는 터널
형 천장구조의 능산리 중하총으로 보아 이것이 축재만 바꿨을 뿐 무령왕릉의 구조를 본
받아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하총에 사용된 석재가 판석이 아닌 장대석임도 그
러한 연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형성기의 능산리식 석실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에
출현하는 전형적인 능산리식 석실은 중하총의 형식에서 천장을 바꿔 집지붕모양을 채택
하였고, 축재도 판석을 이용하였다. 이는 중하총을 거치면서 백제가 그들 특유의 석실
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의 창출은 당시 국제관계, 국내정세 등과 연동되어 나타
났을 가능성이 크다. 즉 석재의 채용 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읽을 수 있는데, 신라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고구려와는 좀 더 밀착되어 그 문화요소가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어쨌든 이 석실은 가옥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데, 살아서의 집과 죽어
서의 집이 같아야 된다는 사고의 표현일 것이다. 가옥형의 지하에 들어간 석실이 백제
왕족의 사후세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목관 역시 쌍릉의 목관을 감안하
면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가옥형 목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사후의 집이라
는 관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적석봉토분의 목곽 내부에 목관을 사용
한 흔적이 찾아진다. 그러나 석실에서는 적석봉토분과 거의 동시기 것에서만 목관의 사
용이 확인60)될 뿐 이후 중앙에서도 석실을 채용한 단계에는 시상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석침, 견좌 등의 시신을 바로 안치하는 시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목관 없이 직접
시신을 안치하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다만 구정동방형분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이르러
서 다시 가형목관이 출현한다.
능산리식 석실의 축재인 잘 다듬은 판석은 고구려의 석실에서는 예가 보이나 신라에
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라의 석실은 대부분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잘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한 경우는 신라 하대 구정동방형분에만 보이고, 그 이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잘 다듬은 판석을 설계된 크기로 잘라 무덤을 축조하는 것은 규격
화된 석실의 축조법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백제 능묘 축조자가 발달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고 전문적인 능묘 축조집단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송산리와 능산리의 능묘는 모두 좌북조남의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역시 남조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백제 능묘가 풍수에 따른 지형에
서 모두 남향 사면을 택해 축조된 입지와도 관련된 것이다. 신라의 경우는 산지에 축조
60) 예컨대 달성 쌍계리의 석실, 의성 학미리 석실, 포항 대련리 석실의 목관 흔적 등이 그것이다. 이중 달성 쌍계리의
목관은 신라 하대의 구정동방형분과 함께 가형목관으로 복원된다(허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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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석실묘는 방향의 선택보다는 능선의 지형적 조건이 중시되었고 주축선에 엇갈리게
축조된 것도 있으며 동향 또는 남향의 머리방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평지
에 축조된 석실과 마립간기 적석봉토분의 경우는 대부분 머리방향이 더 중시되었다. 이
러한 백제의 좌북조남 방향의 특징 역시 중국 남조의 풍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벽화를 그린 능묘의 존재이다. 신라에서는 아직 중앙부에서 벽화고분이
발견되지 않고 먼 변경인 영주지역에서 고구려계의 벽화가 발견될 뿐이다. 송산리 6호
분과 능산리 동하총에 그려진 사신도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중국 남
조의 영향(권오영 2005)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남조에서는 벽화보다는 화상
전(畵像磚)을 이어 그림의 주제를 나타내는 병감전화(拼嵌磚畵)가 유행하였는데, 백제의
사신도와 구도가 같은 백호도<그림 7>가 단양(丹陽) 금가촌(金家村)의 고분에서 확인되
었다(韋正 2011).
벽화가 발견된 송산리
6호와 능산리 동하총은
모두 배장분이라는 특징
이 있다. 즉 전자는 무
령왕릉의
<그림 7> 단양 금가촌 남조 고분의 백호도(韋正 2011에서)

배장분이고,

후자는 성왕릉(중하총)의
배장분이 된다. 따라서

이 벽화가 그려진 능묘는 당시 제의를 담당하는 등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인물의 무덤으
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동하총의 평천장이 훨씬 늦게 등장(이남석 1995)하는 것이 아니
라 방대형의 천장과 동시기 아류의 형식으로 출현한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순서로 보
아야 익산 쌍릉의 방대형 천장이 이해된다.

2. 능원의 특성
백제 능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능원을 설치하였고, 그 능원에
왕가만의 능묘를 군집시켜 배치하는 가족장제를 시행하여 왕가의 능원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원은 송산리와 능산리 능원 모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말기에 이르
러서는 단독능원을 조성한 것이 무왕릉으로 볼 수 있는 익산 쌍릉에서 관찰된다.
송산리와 능산리에서 풍수지리설을 적용하고 가족장제를 택한 것은 중국 남조의 영향
으로 보인다(권오영 2002). 남조 고분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풍수의
적용과 취족이장(聚族而葬)이라 부르는 가족장제의 선택(羅宗眞 2001)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풍수란 고대 ‘감여(堪舆)’의 술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일자열전(史記․日者
列傳』에 “孝武帝時, 聚會占家門之, 某日可取婦乎? 五行家曰可, 堪輿家曰不可 ….”
이라 하였고, 『후한서․애안전(後漢書․哀安傳』에 “安父沒, 母使安訪求葬地, 道逢三書
生, 安問何之, 安爲言其故, 生乃指一處, 云, 葬此地, 當世爲上公 … 于是遂葬其所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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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故累世隆盛焉.”이라고 하여 한대에 이미 감여의 술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
(晋) 이후에 이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음은 『진서(晋書)』, 『송서(宋書)』, 『남제서南
齊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위서(魏書)』, 『이십이사예기(二十二史禮
記)』 등 문헌에 묘지를 고르는 술사가 많이 등장할 뿐더러 제왕들이 이를 신봉하면서
일반 사족들도 이를 모방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육조 및 그 이전 각 대의 ‘풍수’를
종합하면 모두 “배의산봉(背倚山峰), 면림평원(面臨平原)”, 즉 분묘는 두 산이 둘러싼
산허리에 있어야하고 앞으로 넓은 평원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
다.(羅宗眞 2001)
송산리와 능산리 능원이 모두 뒤에 주산을 두고 양쪽에 능선이 감싸있는 주산의 남사
면에 능묘가 배치되었고, 전면에는 들판이 자리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풍수에 따
라 선지된 것임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다(강인구 1977).
신라의 경우 풍수에 적합한 곳에 능묘를 배치한 것은 서악동 능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 주산인 선도산의 남쪽 봉우리를 두고 좌우로 뻗는 능선의 사이 중
앙 능선에 능묘를 배치한 모습은 바로 풍수를 염두에 둔 선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의 두 능원은 모두 방향도 좌북조남을 택해 중국 남조의 풍수 입지를 그대
로 따랐으나 신라 서악동 능원은 방향이 좌서조동으로 다르다. 이는 서악동 능원의 경
우 완벽한 풍수라고 보기 어렵게 하는데, 서악동 능원은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지형만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신라의 서악동 능원은 아직 그들이 생전에 살았던 왕
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서 풍수의 지형에 적합한 곳을 찾아 왕릉을 조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악동 능원이 적석봉토분 이래의 계세사상도 고려하여 선지
된 것과도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산리와 능산리 능원은 왕가의 능원이라 할 수 있다. 설정된 능원에 왕과 왕비, 그
리고 그와 가까운 인물만 매장되었음은 철저한 가족장제이다. 다만 아직 송산리 능원에
서는 왕과의 관계가 좀 먼 인물의 배장구가 확인되지 않으나 능산리에서는 그러한 배장
구가 바로 전면 방향으로 좌측(동측)에서 발견되고 있어 다르다. 이러한 장제는 중국 남
북조의 취족이장이라는 세가대족묘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제도가 남북조에 유행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북위(北魏) 대
동(大同) 방산(方山) 풍태후(馮太后)의 영고릉(永固陵)과 효문제(孝文帝)의 수릉 만년당
(万年堂)(大同市博物館 外 1978)은 긴 능선의 남북에 열을 지어 분포한다. 『건강실록
(健康實錄)』의 기록에 의하면 남조 동진의 황제 11위 중 9위를 계롱산지양(鷄籠山之
陽) 혹은 종산지양(鐘山之陽)에 장사하였다. 『남제서(南齊書)』 경릉문선왕자양전(竟陵
文宣王子良傳)에 의하면 남제의 소억(蕭嶷), 소자량(蕭子良), 소장무(蕭長懋)라는 숙질
삼인은 가족의 신분으로 한 곳에 장사지냈다. 단양(丹陽)의 이들 능의 입구에는 대형석
각이 있어 황릉 족장지구의 전체 입구임을 표시한다. 또 양(梁)의 안성강왕(安城姜王)
소수(蕭秀)와 그의 가족이 감가항(甘家巷)에 있는 배합기건공정소(配合基建工程所) 육조
고분군 가운데 그 중심의 M4, M6, M30으로 추정되는데, 이 범위 내에는(묘 앞
1000m에 있는 입구의 석각이 위치한 곳 포함) 같은 시대의 다른 묘들이 하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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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산(栖霞山)이

있는

태평촌(太平村)에

이르

기까지 10㎢ 범위 내에
는

양대의

황실성원인

왕후묘 9기가 분포한다
(羅宗眞 2001). 또 동진
대의 남경 노호산(老虎
山) 안씨(顔氏)묘군(南京
市 文 物 保 管 委 員 會
1957), 상산(象山) 왕씨
(王氏)묘군(南京市文物保
管委員會 1965, 南京市
博物館 1972), 여가산
(呂家山) 이씨(李氏) 가
족묘군(南京市博物館
2000)과 강소 의흥(宜
興) 주씨(朱氏)묘군(羅宗
眞
<그림 8> 남경 상산 왕씨 가족묘지와 피장자
(韋正 2011을 개변)

1957,

南京博物院

1977) 등의 예가 증명
하듯 위진남북조시기 세

가대족 역시 가족장을 많이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중 대표적인 남경 상산 왕씨 가족묘지<그림 8>는 동진대 권문세가의 묘원으로 동
서로 긴 능선에 자리하였다. 지금까지 발견된 11기의 묘는 모두 전실구조이고, 장방형
단실의 아치천장, ‘凸’자형 단실 아치천장과 ‘凸’자형 단실 궁륭천장묘 3종으로 나
누어진다. 후대의 2호묘 외에는 모두 동진시기에 속한다. 출토된 묘지에서 묘주를 알
수 있는 것은 동진의 낭야(琅琊) 왕씨 왕빈(王彬)의 가계에 속하고, 그 가운데 1호 묘주
는 왕빈의 아들 왕흥지(王興之) 및 그 부인 송화지(宋和之), 3호 묘주는 왕빈의 장녀 왕
단호(王丹虎), 5호 묘주는 왕흥지의 장자 왕민지(王閩之), 6호 묘주는 왕빈의 후처 하금
호(夏金虎), 8호 묘주는 하금호의 아들 왕선지(王屳之), 9호의 묘주는 왕빈의 손자 왕팽
지(王彭之)의 장자 왕건지(王建之) 및 그 부인 유씨(劉氏), 11호 묘주는 왕강지(王康之)
및 그 부인 하씨(何氏)이다. 7호묘에서는 묘지가 출토되지 않았으나 이 묘의 규모가 가
장 크고, 연도에 목문이 설치되지 않아 묘주는 왕빈의 형 평남장군(平南將軍) 형주자사
(荊州刺史) 무릉후(武陵侯) 왕이(王廙)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분은 장유존비(長幼尊卑)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앞뒤로 규율을 이루며 상산 서록, 남록 서단, 중단과 동록 4개 지
구에 분포하고 범위는 약 5만㎡로 가족묘지 내에 세계의 배분과 존비가 원칙인 장지배
열의 규칙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張之恒 2009). 이 묘지의 배열은 축조 서열의
방향만 다를 뿐 횡으로 열을 짓고 소군집으로 나뉘어 배치된 것은 송산리와 능산리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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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능묘 배치와 아주 유사하다.
이러한 가족장제는 신라 서악동 능원에서도 관찰된다. 왕릉이나 욍비릉으로 추정되는
서악동 1~4호분은 종으로 일렬을 이루며 분포되었고, 공동의 배례공간이 마련되어 있
다. 따라서 군집능원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가족장제의 성격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능원의 전면 방향으로 좌측에 배장구가 따로 성립되어 있는 점에서 능산리
의 능원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능묘들은 일렬로 분포하는 점, 왕릉만 군집시킨 것에
해당하여 횡으로 배열하고 배장 성격의 능묘를 함께 배치한 송산리나 능산리의 왕가능
원제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서악동의 지형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서악동의 왕릉이 들어선 능선이 좁고
길게 뻗은 특징 때문에 풍수에 가장 적합한 이 능선에 왕릉만 군집시키고, 따로 그 좌
측 능선에 배장구를 설정하여 능원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는 것이 지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61) 그러나 북위 방산(方山)의 영고릉과 만년당의 배치가 서악동의 배치와 같기
때문에 서악동 능원의 경우는 남조의 영향이 아니라 북위의 영향을 점쳐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위 대동 방산 풍태후(490년 몰)의 영고릉과 효
문제의 수릉 만년당(大同市博物館 外 1978)은 긴 능
선의 남북에 열을 지어 분포한다<그림 9>. 여기서
긴 능선의 후면, 즉 만년당의 뒤편에는 넓은 공지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만약 효문제가 낙양으로 남천하
지 않았다면 후대의 능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여
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원래 이 능원의 기획 시 북
위의 후대 황제릉을 배치하고자하였으나 효문제의
남천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장묘 없이 능만을 열을 지어 군집시킨 서악동 능
원의 제도는 이 방산 능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
성이 크다.
1. 영고릉 2. 만년당 3. 사원불사
4. 영고당 5. 재당 6. 영천지

<그림 9> 영고릉 능원의 배치
(大同市博物館 2007에서)

결국 같은 위진남북조의 영향이 백제의 송산리와
능산리, 신라의 서악동 능원에서 찾을 수 있으나 백
제의 것은 좀 더 남조의 성격에 가까워 그대로 이식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라의 것은 북위의 요소가

강하게 작동되었고, 재래의 계세사상적인 요소가 백제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송산리 능원과 능산리 능원에서 능묘의 배치에 있어서는 약간
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송산리에서는 배장묘를 왕릉의 전면에 배치하였으나 능
산리에서는 후면에 배치한 점이 그것이다. 이 차이점은 신라 마립간기의 능묘 배치로
보아 송산리에는 아직 전대의 성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61)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종렬로 배치된 권문세가의 가족묘지로는 진의 평서장군 주처(周處)와 그의 가족 묘원을
들 수 있다(김용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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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족장제의 왕가능원과 군집능원에서 벗어나 백제와 신라는 같이 단독능원제
가 시행되었다. 백제의 무왕(641년 몰) 능원과 신라의 진평왕(632년 몰) 이후 능원이
그러하다. 양자는 모두 약간 먼 곳의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전면 평지나 야트막한
미고지에 능원이 형성되었고, 봉분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무왕릉
은 이제까지 발견된 백제 고분의 봉분 가운데는 가장 큰 것으로 그 직경이 30m에 달하
고 있다. 진평왕릉으로 추정되는 전헌덕왕릉도 직경이 25m가 넘어 이전의 서악동 능원
왕릉들보다는 작지만 이후 신라의 왕릉들보다는 훨씬 큰 특징을 가진다. 이들 단독능원
제는 수와 당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시기에 살았던 신라 진평왕과 백제의 무왕 시기는 중국의 경우 당초에 해당한
다. 중국의 능원제에서 당의 제도가 확립되어 정착되는 당 태종(649년 몰)의 소릉(昭陵)
에 앞서서는 먼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평지에 봉분을 세우는 제도가 채택된 것이 확인
된다. 수 문제(581∼604)
의 태릉(泰陵)(羅西章1985)
은 독립된 능원에 해당하
며 위수(渭水)와 종남산(終
南山) 사이 먼 산지를 배
경으로

평지에

방대형의

봉토를 축조한 것이고, 당
고조(618∼626)의 헌릉(獻
陵)<그림 10>은 수의 제도
를 이어 북산산맥의 전면
형산원(荊山原)이라는 평탄

<그림 10> 당의 헌릉, 단릉, 장릉(來村 2001에서)

지에 독립된 능원을 가진
방대형 봉토분으로 조성되었다(來村多加史 2001). 이후 당의 소릉부터 황제릉은 산체를
능총으로 하는 의산위릉(倚山爲陵)의 형식으로 변화하여 정착된다. 수와 당초 이 제도는
남조의 황제릉이나 세력가문의 가족묘제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무왕릉과 진평왕릉으
로 추정할 수 있는 전헌덕왕릉과 너무도 유사하다.
송산리의 능원에는 두 곳의 제의시설이 존재하고, 능산리의 능원에 능사가 설치된 것
도 백제 능원의 한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송산리 능원의 제의시설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특히
계단식 적석총형의 동북부 시설은 단(壇) 종류의 제사시설로 볼 수 있고, 무령왕릉 남부
의 시설 역시 제의와 관련된 시설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동북부 단류의 시설은 중
국 남조 종산(鍾山) 단류 건축<그림 11>을 닮았다.62) 다만 종산의 것은 커다란 석축의
계단식 기단 위에 네 개의 방대형 토축단을 배치한 것이나 능산리의 것은 하나만 배치
62) 송산리의 이 축조물은 3단의 계단 위에 원형의 토축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조유전 1991)되었으나 제1단 상면 너
비(1.8m)보다 제2단 상면 너비(2.24m)가 넓은 점으로 보아 제2단까지가 계단식 기단이고 그 위에 둘레를 호석식
으로 돌아가며 석축한 방대형의 토축부를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토축부에서 묘(墓)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발견
되지 않은 점에서 단류의 건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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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를 뿐이다. 종산의 건축지는 도
성의 북교단(北郊壇)으로 추정(南京市文
物硏究所等 2003)되고 있는데, 불교와
관련된

계단(戒壇)(張學鋒

2006)으로

보기도 한다. 백제의 것은 개로왕의 가
묘(조유전 1991)로도 추정되고 있기도
한다는 점, 능원 내부에 조성된 점 등
에서 조상과 관련된 시설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조묘(祖廟) 성격의 묘단(廟壇)
시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63) 고구려
의 전동명왕릉이 평양에 재건된 동명왕
릉(강인구 2002)인지 아니면 남천한 첫
왕인 장수왕릉(조영현 2004)인지 불명
확하지만 만약 동명왕릉이라면 평양으
<그림 11> 남경 종산 남조 단류건축지
(張之恒 主編 2009에서)

로 천도한 후의 시조묘로 축조되어 무
덤과 사묘의 성격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수왕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１号墳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의 정릉사가 마치 종묘와 사찰을

■

? 珠池

■
■

겸한 배치형태로 보이는 것이 그 증
좌의

하나이다.64)

９号墳

이를 감안하면 이

송산리의 단류 건축은 조상에 대한
제사와 관련된 불교적인 시설물(임영
진 2013) 또는 시조묘적인 성격으로

定陵寺

정릉사

볼 수 있게 된다. 신라에서는 능원에
서 아직 이러한 단류시설이 발견되지

<그림 12> 진파리고분군과 정릉사(東潮 2011에서)

않았다.
능산리 능원에는 전면 방향으로 우측에 능사가 축조되어 제의를 담당하고 왕의 명복
을 빈 것이 확인된다.65) 서악동 능원에도 같은 방향에 애공사 혹은 영경사로 불리던 사
63) 백제의 시조묘가 한성에 있었을 것이기에 남천 후 실지한 곳에 있는 시조묘에 제사를 시행할 수 없어 이곳에 시조
묘를 재건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는 “온조왕 20년 2월에 단(壇)을 베풀고 천지에 제사하
였다”고 하였고, 시조 동명묘(東明廟)에 여러 왕이 배알한 기사가 있다. 남천 후의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한
의례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동성왕 11년에 “동 시월 단을 베풀고 천지에 제사지냈
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서정석 1995).
64)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고구려가 남천한 이후 안장왕, 평원왕, 영류왕 때에도 졸본의 시조묘에 제사
하는 등으로 보아 장수왕릉설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동명왕릉의 동북에 배치된 고분들을 배장분으로 보
면 장수왕릉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하더라도 장수왕이 남천한 첫 왕으로써 중시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는 시조묘적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 정릉사는 방산에서 분리되어 있는 祠廟와 사찰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65) 능산리사지는 유교식 오제제사를 위한 건물로 축조되었다가 성왕을 추복하는 기능의 불교사원으로 변화했다(이장웅
2010)는 점에서 보면 고구려 정릉사와 유사한 성격이 된다. 또 신라의 경우 애공사나 영경사의 구조를 알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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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이 존재하여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능원에 사찰을 조영하여 선조의
명복을 빌고 제의를 담당하게 한 능원제도는 북위 방산의 능원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
다. 그리고 고구려의 정릉사도 전동명왕릉 전면에 배치되어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관찰
된다<그림 12>.
방산 능원은 앞에서 설명한 영고릉과 만년당으로 구성된 능침의 전면에 사묘(祠廟)(永
固堂), 사원불사(思遠佛寺), 재당(齋堂)(靈泉宮)을 결합시켜 후대 능구에 불교 건축 축조
의 시원이 되었다<그림 8>. 이는 풍태후가 한족의 제도와 선비의 제도를 결합시켜 새로
운 능침제도를 창조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張之恒 2009). 이러한 사실은 성왕의 사
후 백제가 신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고구려와 좀 더 밀착되면서 고구려로 유입되었
던 북위적 문화 요소가 백제로 들어온 결과로 보인다.
한편 능산리 능원의 군집된 능묘 하단인 전면에는 배례공간으로 볼 수 있는 평평한
공지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전체 능원의 능묘를 대상으로 한 배례공간은 서악동의
네 왕릉급 고분 전면에도 존재한다. 이는 신라나 백제나 헌전(獻殿) 등의 제사를 위한
건축물을 세우지 않고 공간만 마련하여 능묘에 대해 노천 제의를 시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제도와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서악동 능원과
같이 개별 왕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능원 내 전체 능묘에 대한 제사라는 점에서도 특징
이 있다.

Ⅴ. 맺음말
백제의 능묘와 능원의 특성을 정리하여 결론에 대하도록 한다. 먼저 능묘의 특성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적석총이 능묘로 채택되던 한성기를 지나 금강유역으로 천도 후 능묘는 송산리식의
횡혈식석실묘→남조식의 전실묘→능산리식의 횡혈식석실묘로 변천하였다. 송산리식 횡
혈식석실묘는 한성기 지방묘제를 수용하여 정형화한 것이고, 능산리식 횡혈식석실묘는
전 시기 전실묘를 본뜬 과도기를 거쳐 형성되었다.
이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천장 구조의 변화이다. 천장은 궁륭천장(송산리식)
→터널형(전실묘와 능산리식 과도기)→집지붕천장(능산리식으로 방대형, 삼각형, 평천장
세 아류의 형식)으로 변천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능산리식 횡
혈식석실로 이는 백제에서 창출된 특수한 형식이다. 이 형식의 축재 또한 신라영역에서
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백제의 능묘는 봉분을 중시하지 않아 처음에는 봉분이 현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실
묘가 축조되는 무령왕릉에 이르러 봉분이 무덤의 표지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능산리로
이어져 지속되나 그 크기는 신라에 비해 작았다. 이는 개별 능묘를 과시하여 표지하고
자 하는 의도보다는 능원의 영역을 중시하는 가족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고 역
나 중대 황복사탑 사리함의 ‘宗廟聖靈禪院伽藍’이란 표현도 사묘와 사찰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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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송산리와 능산리 능묘에는 각각 사신도를 그린 벽화가 등장하였다. 이 벽화는 전실묘
와 함께 남조에서 유입된 것이고, 일정한 시기인 송산리 후기와 능산리 초기에 특수한
신분 인물의 무덤에 그려진 것이다.
능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백제가 남천한 후의 능원은 왕가의 능원에서 단독의 독립능원으로 변천한다. 전
자는 송산리와 능산리의 능원이고, 후자는 익산의 쌍릉이다. 전자는 완벽한 풍수지리와
함께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중국이 재통일된 수와 당초의 능원제 영향이
다. 왕가의 능원에는 왕릉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 있는 인물을 배장한 특징
이 있다. 그리고 능산리 능원에서는 좀 더 거리가 먼 왕족이나 최고 귀족을 위한 배장
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백제 능원이 비록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나
백제만의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능원에는 제의 시설이 존재했다. 송산리 능원에는 제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는 시조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단의 형식은 남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능원의 내부에 이를 설치하여 명확한 성격을 드러낸 것은 백제만의 고유
한 특징이다.
능산리 능원에는 공동의 능묘에 대해 제의를 시행할 수 있는 노천의 제의공간이 마련
되었고, 이 제의를 담당하면서 선왕에 대한 명복을 빌기 위한 능사가 설치되었다. 이는
신라의 서악동 능원과 구조나 배치 등이 아주 유사하다. 능사가 설치되는 제도는 북위
에서 고구려로, 다시 백제와 신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백제와 신라는 이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노천제사 등 나름대로 전통적인 방식에 융합시켰다.
이상의 백제 능묘와 능원의 특성에서 우리는 당시 국제정세의 변동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백제가 그만큼 개방적이며 국제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대사조에 따라 변화하는 능원제도를 수입하였으나 그것을 백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
여 채택하고 있음이 관찰되기도 한다. 특히 능산리식 횡혈식석실의 창출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바로 백제 능묘와 능원의 보편적이면서도 탁월한
가지, 즉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원리를 따랐으나 백제만의 특수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논의는 모두 무령왕릉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
석의 출토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명확한 삼국시대 왕릉이라는 점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
상의 파악에 기준을 제공하고, 특히 당시 백제의 상장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명확하
게 알려주기 때문이다(권오영 2005). 무령왕릉의 탁월한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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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능묘와 중국 능묘의 비교
-공주 송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임 영 진(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Ⅰ. 머리말
Ⅱ. 중국의 능묘
1. 남북조시대의 능묘
2. 수당시대의 능묘
3. 중국 능묘의 특징
Ⅲ. 백제 능묘와 중국 능묘의 비교 검토
1. 능묘의 입지와 분포
2. 능묘의 구조와 부속시설
Ⅳ. 맺음말
-백제 송산리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Ⅰ. 머리말
본 발표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한 백제의 능묘66)를 중국의 능묘와 비교, 검
토하는 것이지만 백제 능묘의 특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주로 중국 능묘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백제의 능묘에 대해서는
중국의 능묘와 비교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특징들만 거론하기로 하겠다.
중국의 능묘는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병행하는 남북조시대를 중심으로 하되 북
조와 남조를 나누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진한위진시대나 수당시대에 대해서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비교에 있어서는 백제 능묘와 중국 능묘의 입지와 분포, 구조와 부속시
설 등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 능묘가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66) 춘추시대 이전에는 모든 무덤은 墓로 칭하였으나 전국시대에는 丘墓, 墳墓, 塚墓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렀다.
趙, 楚, 秦 등지에서는 군왕의 무덤은 陵이라 하였으며 한대부터 황제의 묘만 능으로 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왕의
무덤을 능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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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능묘
1. 남북조시대의 능묘
1) 북위
북위는 중국 최초로 북방 소수 민족이 중원을 통일한 왕조로서 효무제 拓拔珪가 盛洛
(내몽고 和林格爾 근처)에서 위나라를 개국하고(386년) 398년에는 平城(산서성 大同)으
로 천도하였다. 6대 효문제는 494년 낙양으로 천도하여 한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534
년 동위, 550년 북제, 577년 북주로 바뀌었다가 581년 양견에 의해 수로 통일되었다.
① 북위 전기(낙양 천도 이전)
전기의 능묘는 성락과 평성에 분포한다. 이 시기
의 가장 큰 특징은 선비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봉분
을 비롯한 중원 제도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점이다.
▪ 金陵 : 성락에 위치한다. 『북사』에 효무제
가 천사 6년(409)에 "盛樂金陵"에 매장되었음이 기
록되어 있다. 효무제를 필두로 2대 명원제 拓拔嗣,
3대 태무제 拓拔燾, 4대 문성제 拓拔睿 등도 금릉
에 매장되었다.

<그림 115> 永固陵

▪ 方山 永固陵 : 평성에 위치한 문성제의 부인 文明皇后 馮氏의 무덤이다. 효문제
태화 5년(481)에 축조되기 시작해서 14년에 매장되었다. 1976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남
북 117m, 동서 124m, 높이 22m 규모의 방형분으로 밝혀졌다. 매장주체시설은 전실
이며 묘도ㆍ전실ㆍ연도ㆍ후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길이 23.5m이다. 방형 후실 4벽
이 호선을 이루며 연도 석문에 연화ㆍ주작ㆍ동자 등의 부조가 있다. 무덤은 도굴되었지
만 석용ㆍ철모ㆍ동비녀ㆍ유리잔 등이 출토되었다. 봉분 앞에 방형 불탑 유구와 방형 건
축 유구가 있는데 이는 능묘에 수반된 불교 관련 초기 시설로서 중요하다.
▪ 司馬金龍墓 : 평성에 위치한
사마금룡 부부 합장묘이다. 묘지
석을 통해 북위 고위직에 올랐던
사마금룡이 한족이었고 부인은 북
위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실ㆍ후실ㆍ측실로 이루어진 중원
지역의 전형적인 전실분이다. 칠
병풍의 다양한 벽화 내용과 청자
등은 중원 뿐만 아니라 남조와도
관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

<그림 116> 司馬金龍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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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기마무사용을 비롯한 도용들은 북방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북위 후기(낙양 천도 이후)
후기의 능묘는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동위-북제, 서위-북주까지 해당
한다. 북위 황제 능묘들은 낙양 이북에서 邙山까지 밀집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능묘는 효문제의 長陵, 선무제의 景陵, 효명제의 定陵, 효장제의 靜陵 등이다.
능묘의 구조는 중원지역 한족 무덤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방형 단실묘가 유행하였고 연도와 묘도가 있다. 대량의 도용, 청자를 비롯한 황
ㆍ황갈ㆍ홍갈(醬)ㆍ흑색의 도자기가 부장되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의 은화와 동로마의
금화ㆍ유리용기ㆍ귀금속 장식품 등을 볼 수 있으며 북제 무덤에서는 백자가 새로 나타
난다.
동위 천평 원년(534)에 효정제는 업성으로 천도한다. 업성 서쪽에 황릉 구역을 두고
西陵이라 하였다. 직경 약 120m, 높이 21m 규모의 가장 큰 고분은 효정제의 능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전실묘이며 다실묘와 단실묘로 분류할 수 있다.
▪ 宣武帝 景陵 : 8대 선무제(499~515) 무덤으로 낙양 官庄村 근처에 위치하고 있
다.

1991년

발굴조사되었는데

직경

110m, 높이 24m의 원형이다. 매장주체
부는 묘도ㆍ전연도ㆍ후연도ㆍ묘실로 구
성되고 총 길이 54.8m이다. 관상은 15
개 석판으로 구성되었다. 이미 도굴되었
지만 청자반구호ㆍ벼루ㆍ石物帳座ㆍ석등
이 출토되었다. 묘도 앞 20m 지점에
200㎡ 규모의 제당이 있는데 벽화가 남
아 있다.

<그림 117> 茹茹公主墓

▪ 茹茹公主墓 : 茹茹(유연)에서 중원으로 시집와서 550년에 사망한 공주의 무덤으로
서 하북성 자현 大塚營村 북쪽에서 위치한다. 묘도ㆍ연도ㆍ묘실로 구성된 甲자형 단실
묘이며 남북 총 길이 34.89m, 동서 너비 5.58m, 깊이 6.70m이다. 묘도에는 석회를
칠하고 청용ㆍ백호ㆍ진묘수ㆍ羽人ㆍ봉황ㆍ연화 등의 벽화를 그렸다. 묘실은 방형이고
남북 길이 5.23m, 동서 너비 5.58m이다. 궁륭식 천정이고 바닥에 높이 23cm인 벽돌
관상이 있다. 묘실 벽화는 묘 주인의 생전 생활을 표현한 것이다. 도용 1,464점, 도진
묘수 4점, 陶牲畜 31점, 모형기 33점, 도용기 23점, 仰覆蓮帶蓋瓷罐 1점, 석등 4점,
금기 52점, 철기 23점 등이 출토되었다.
▪ 磁縣 灣漳墓 : 북제 문선제 高洋의 능으로 추정된다. 직경이 100m가 넘고 매장
주체부의 총 길이가 52m이다. 길이 37m 묘도 벽에 320㎡ 면적의 벽화가 있다. 주요
내용은 의장출행ㆍ청용ㆍ백호ㆍ구름ㆍ연화

등이다. 이미

도굴을

당하였지만 도용

1,800여점을 비롯하여 陶牲畜ㆍ모형명기ㆍ도자기ㆍ옥기ㆍ진주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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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진ㆍ남조
316년 晋의 장안이 무너지고 317년 建康(남경)으로 이주한 진 왕족 琅邪王 司馬睿는
동진을 연다(317~420). 420년 劉裕가 恭帝 司馬德文을 폐위시키고 劉宋(420~479)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齊(479~502), 梁(502~557), 陳(557~589)으로 이어진다. 건강은
삼국시대 吳(222~280)를 비롯하여 東晋ㆍ宋ㆍ齊ㆍ梁ㆍ陳 등 6개 왕조 370년간 수도
였다. 이 시기 제왕들의 능묘는 남경을 비롯하여 江寧ㆍ九容ㆍ丹陽 등지에 집중되어 있
다. 육조시대 동안 74기가 축조되었는데 현재 40기가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2기의 주
인공은 알 수 없다.
① 동진의 능묘는 위나라의 상장례를 따라 대부분 봉분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황제
司馬奕(365~371)을 제외한 10인의 매장지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건강실록에 따
르면 元帝ㆍ明帝ㆍ成帝ㆍ哀帝의 능은 鷄龍山에 있으며, 康帝ㆍ簡文帝ㆍ孝武帝ㆍ安帝ㆍ
恭帝의 능은 鐘山(紫金山)에 있는데 계룡산은 종산의 일부분이므로 동진 황제의 능은 모
두 종산에 있는 셈이다. 남
경 莫府山 穆帝(344~361)의
永平陵,

富貴山

(418~420)의

恭帝

冲平陵

등이

발굴되었다. 귀족묘들은 대부
분 군집되어 있는데 대표적
인 象山 왕씨 일가의 묘역은
5만㎡에

이르며

顔氏(南京

老虎山),

謝氏(南京

郊外),

<그림 118> 남경일대 동진 능묘 분포도

高氏(南京 仙鶴觀), 李氏(南京 呂家山), 溫氏(南京 郭家山)들도 넓은 가족 묘지를 가지고
있다.
동진의 부장품은 한대에 비해 뚜렷한 변화가 있다. 청동제는 거의 없으며, 칠기 또한
현저히 감소되고, 저장용의 대형 토기도 드물며 도자기가 많다. 한대 유행하던 창고ㆍ
아궁이ㆍ우물ㆍ연석 등의 토제 모형과 가축, 가금의 陶製像은 계속 사용되었으며 穀倉
이 유행하였다. 진묘수도 일반적인데 대부분 서진 시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변형이
확인된다. 화상전 벽화 장식이 확인되는데 대형 무덤에서는 연도에는 사자와 무사, 묘
실 천정에는 해와 달, 묘벽에는 羽人戱虎ㆍ車馬出行ㆍ竹林七賢 등이 그려지고, 중형급
에는 竹林七賢도 있으나 蓮花ㆍ 忍冬ㆍ菱形 등의 무늬 벽돌로 축조되어 있다.
▪ 富貴山 恭帝 冲平陵 : 산봉우리 사이에 묘광을 파고 매장한 다음 두 봉우리 사이
에 흙을 채워 평탄하게 하였다. 황릉급 무덤들은 보통 매장주체부 길이가 13~15m에
달하며, 묘실 중앙에 연도가 달린 甲자형이다. 묘실은 장방형이고, 궁륭 천정을 하였고,
벽면에 등감과 가창이 있고, 내부시설로는 벽돌이나 돌로 쌓은 棺床과 祭臺가 있는 것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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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象山 王氏 家族墓 : 남경 북교 象山 기슭에 있는 王興之(?~341) 일가의 무덤이
다. 1호묘는 王興之 부부, 3호묘는 王丹虎, 5호묘는 王閔之(?~358), 6호묘는 王彬의
繼室夫人 夏金虎의 묘로 모두 4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해당한다. 1ㆍ3ㆍ4ㆍ5호는 상산
남쪽 기슭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6ㆍ7호는 상산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王興之와 王
閩之 묘에서 묘지가 발견되었다. 축조연대와 피장자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매지권의
기능도

확인된다.

王閩之

묘지는

42.3×19.8㎝에 두께가 6.5㎝, 무게
가 9.3㎏이다.
▪ 仙鶴觀 高氏 家族墓 : 남경 동북
교 仙鶴山 남쪽 기슭에 있는 高氏 일
가의 묘이다. 2호에서 高嵩과 부인 謝
氏의 墓誌가 나왔다. 육조 가족묘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볼 때, 6호묘는
高嵩의 아버지 高悝, 3호묘는 高嵩의
아들 高耆로 추정된다. 모두 전실묘인

<그림 119>

仙鶴觀 高氏 家族墓

데 북쪽 6호묘는 단실 궁륭천정이며
동진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이보다 늦은 2ㆍ3호묘는 券頂인데 3호는 벽이 호형을 이
루고 있다.
② 劉宋(420~479)은 60년여 동안 8명의 황제가 재위하였는데 무제의 初寧陵은 남경
麒麟鋪, 문제의 長寧陵은 남경 甘家巷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능묘는
산록ㆍ산허리ㆍ산정상 등에 있고 모두 대형 단실이며, 높고 큰 분구가 있다. 능 앞에는
산 경사면에서 평지까지 이어지는 신도가 있고, 평지 신도 양측에 석각 3종(石獸ㆍ石柱
ㆍ石碑) 6점이 잘 갖추어져 있다. 신도 양측에 석각을 세우는 제도는 유송대에 정착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가문을 중요시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귀족 가문들을
제대로 제압할 수 없었던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되기도 한다.
▪ 武帝 初寧陵 : 麒麟鋪 蔣山 동남에 위치한다. 북쪽 뒤로는 동서방향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앞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신도에는 남조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석각이 있으며 이후 남조 석수의 표준이 되었다. 두 날개를 가진 석수 한 쌍 가운데 동
쪽에는 天祿이, 서쪽에는 麒麟이 있다.
③ 齊(479~502) 황릉은 丹陽에 모여 있다. 선제 蕭承之의 永安陵, 무제 蕭賾의 景安
陵, 경제 蕭道生의 修安陵, 명제 蕭鸞의 興安陵 등이 있는데 대부분 도굴되었다.
▪ 西善橋 南齊大墓 :

丹陽 水經山 남쪽 기슭에 있다. 묘 앞 510m 거리에 신도ㆍ

천록ㆍ기린이 있다. 경제 蕭道生의 묘로 추정하고 있다. 단실 궁륭천정이며 대형 벽돌
로 만든 관상이 있다. 묘실 좌우 벽에 길이 2.4m, 높이 0.8m의 竹林七賢과 榮啓期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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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돌그림이 각각 4인씩 배치되어 있다.
④ 梁(502~557) 황릉은 丹陽에 있으며 齊 황능과 멀지 않다. 현재 무제 蕭衍의 修
陵, 간문제 蕭綱의 莊陵, 문제 蕭順之의 建陵이 확인되었다.
▪ 梁南 平襄王 蕭偉墓 : 단양 白龍山 북쪽 중단에 위치한다. 뒤쪽에는 산봉우리가
있고 좌우로 낮은 산구릉이 둘러 싸고 있으며 앞은 평지가 펼쳐져 있다. 평면 甲자형
단실이고, 전체 길이는 13.4m이다. 신도 석각 옆에서는 벽돌담을 두른 능원 건축물이
조사되었다. 筒瓦, 板瓦, 瓦當 등이 출토되었으며 연화문, 인동문이 있다.
▪ 棲霞山 甘家巷 墓群 : 棲霞山은 梁 文帝의 제7왕자인 蕭秀 일가묘가 모여 있다.
소수묘 앞 1000m 거리에 辟邪 1쌍, 石柱 1쌍, 神道碑가 있다. 棲霞山에는 梁代의 왕
후묘 9기도 모여 있다.
⑤ 陳(557~589)의 西善橋 油坊村 大墓는 罐子山(해발 104.3m) 북쪽 기슭 양자강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齊 景帝의 능과 같으며 묘실 양쪽에 사자로
추정되는 석각이 있다. 陳 宣帝 능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수당시대의 능묘
수와 당의 중심지였던 서안의 渭河를 끼고 남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
굴된 무덤은 2,000여기에 달하고 그 가운데 묘지가 출토된 무덤도 수백기에 달한다. 당
대의 능묘들은 산을 의지하여 조성하였는데 태종의 昭陵 때부터 시작되었다. 능묘 구역
에 배장지를 두어 황친과 훈신들이 배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황실 구성원과 문
무대신에게 특수한 우대와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인심을 달래고 정권을 공고히 위한 것
이다.
수당 능묘의 매장주체시설은 전ㆍ중ㆍ후 삼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부장품의 종류는 다양하다. 陶俑ㆍ陶器ㆍ釉陶ㆍ瓷器ㆍ三彩器ㆍ동철기ㆍ금은기ㆍ옥석기
ㆍ골각기ㆍ패각기ㆍ유리기ㆍ칠기ㆍ화폐ㆍ묘지 등이 있다. 도용은 부장품 중에 비교적
시기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제1기의 도용은 북조 특색을 보인다. 진묘수는 무서운
형상으로 변해가고, 인면진묘수와 수면진묘수가 구분된다. 제2기의 도용은 생동감 있고,
화려하며, 삼채가 나탄난다. 진묘수는 더욱 무서워지고 인면과 수면의 차이가 약해진다.
무사용은 天王俑으로 변해가고 발아래 괴수를 밟고 있다. 여자용은 살찌고 단장하며 말
과 낙타용도 출현한다. 제3기의 도용은 전반적으로 퇴조해 나간다. 진묘수는 인면과 수
면의 구별이 없어지고 천왕용은 왜소하며 여자용은 풍만하지만 부풀려져 있다.
▪ 隋 浩喆墓 : 山西 襄垣에 있으며 대업 3년(607)에 해당한다. 쌍실전축묘로 묘도,
연도, 전실 및 좌우이실, 후연도와 후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 길이 10.3m, 너비
67) 榮啓期는 춘추시대의 은자로 항상 음악을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날 공자가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고 묻자, “三樂(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장수함)을 누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대답한 것으
로 유명하다.

99

1.1m이고, 아치형 연도는 길이 1.8m, 너비 1.13m, 높이 1.55m이며, 묘문은 너비
1.13m, 높이 1.35m이다. 전실은 동서 2.92m, 남북 3m, 높이 약 3m의 궁륭천정이며
벽은 호형이다. 후실은 호형 벽을 가진 방형이다. 동서 약 2.7m, 남북 약 3m, 높이 약
3m이며 궁륭천정이다. 묘실 바닥은 전후실 모두 벽돌을 종횡으로 깔았고, 전실에는 높
이 0.51m의 관대를 두었다. 관대에는 남녀 성인과 아동 골격 13구가 흩어져 있다. 후
실 관대에는 2구의 남침 유골이 있다. 목관은 부식되었지만 옷칠이 남아 있다. 주요 부
장품은 도용ㆍ도기ㆍ묘지 등이며 전실 중앙부에 집중되어 있다. 도용은 남녀 시종이 대
부분이고 도제 부뚜막ㆍ키ㆍ돼지ㆍ닭ㆍ항아리 등이 있으며, 묘지(石龜墓誌)가 있다. 석
구묘지는 거북의 몸통 안을 4각형으로 파내어 묘지석 2매를 넣고 거북 등을 뚜껑으로
만들어 덮은 것이다. 거북의 크기는 길이 100cm, 높이 55cm이며, 등쪽에 異獸(似龍非
龍)가 있고 “隋故魏郡太守浩府君墓志銘” 글자가 있다. 2매의 묘지는 길이 56cm, 너
비 44cm, 두께 5cm의 판석이며 87세에 사망한 묘주 호철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 隋 虞弘墓 : 山西省 太源市 普源區 王郭村에서 발견되었다. 단실 전축묘로 이미
도굴되었다. 묘도ㆍ연도ㆍ묘문ㆍ묘실로 구성되었고 전체 길이는 13.65m이다. 묘실에는
석곽이 안치되었는데 팔작지붕의 3간 목조 가옥을 본 딴 것이다. 하부의 底座, 중부의
墻板, 상부의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 246㎝, 너비 137㎝, 높이 243㎝이다. 석
곽 4벽의 안팎으로 부조하여 채색(일부 회화)하였다. 잔치ㆍ수렵ㆍ일상생활ㆍ여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서문화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隋 開皇 12년
(592)에 매장된 묘주 우홍과 부인의 묘지ㆍ8각석주ㆍ석인물용ㆍ도용ㆍ화폐 등이 출토
되었다.
▪ 唐 昭陵 : 陝西省 醴泉縣 동북 九嵕山 주봉에 있는 당 태종 李世民의 묘이다. 지
상 건축유적은 능산 주위에 산재하는데 북쪽은 祭壇과 司馬門(혹칭 玄武門)이 있고 문
안에 14개 蕃酋 석상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3개뿐이다. 널리 알려진 昭陵六駿은 원
래 사마문 내 동서양측의 행랑채쪽에 있었으며, 당태종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말들이라
고 한다. 능산의 정남쪽에는 朱雀門址와 獻殿址가 있고, 서남쪽에 下宮遺址가 있다. 소
릉 남쪽으로 황족과 문무대신의 배장묘들이 있는데 모두 167기이다. 이중 십수기가 발
굴되었는데 鄭仁泰墓, 尉遲敬德墓, 李勣墓, 阿史那忠苗, 臨川公主墓,張士貴墓, 安元壽墓,
李震墓, 李貞묘,李冲墓, 李福墓 등이다.
▪ 唐 乾陵 :

陝西省 乾縣 북쪽 梁山 위에 있는 高宗 李治와 측천무후의 합장능이

다. 능원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능묘는 내성 정중앙 梁山 산허리에 조성하
였다. 내성 평면은 방형을 띠고, 사면에 문이 있으며, 문 앞에는 석사자가 한쌍씩 있다.
남쪽 주작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獻殿인데 석사자ㆍ석마ㆍ석인을 세웠다. 남쪽 第一道門
에서 내성 주작문까지 3㎞에 달하는 신도가 있다. 그 양쪽에 華表ㆍ翼獸ㆍ駝鳥 각 1쌍,
석마와 마부 5쌍, 무인ㆍ문신 10쌍, 비석, 61 蕃酋像68)이 열지어 있다. 건릉의 묘도는
정남북방향의 경사로이며 길이 63.1m, 너비 3.9m, 깊이 19.5m이다. 건릉의 동남쪽에
는 배장묘들이 있으며 모두 17기이다. 이중 영태공주묘, 장회태자묘, 의덕태자묘, 李謹
68) 당시 당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던 국내 소수민족의 수령과 외국 사자들의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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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墓, 薛元超墓 등 5기는 발굴조사 되었다. 건릉의 웅장
한 규모는 당시 당제국의 강성한 국력을 잘 보여주고 있
다.
▪ 唐 章懷太子墓 : 건릉 동남 약 3㎞ 지점의 陝西省
乾縣에 위치한 건릉 배장묘 가운데 하나이며 당 고종의
아들 李賢의 무덤이다. 봉분은 복두형으로 남쪽에 한 쌍
의 土闕이 있고 토궐 남쪽에 한 쌍의 石羊이 있다. 매장
주체시설은 전장 71m이고 전후 방형묘실로 구성되어 있
다. 후실 서쪽에 남녀시종도가 그려진 廡殿式石槨이 놓여
있다. 묘실과 연도에는 궁중생활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묘도쪽에는 수렵출행이나 타구 그림이 있으
며, 客使圖 중에는 鴻臚寺 관원, 국내 소수민족과 외국
손님 등을 그렸다. 雍王墓誌와 章懷太子墓誌 2점이 출토
되었고, 낙타ㆍ말ㆍ마차ㆍ무사ㆍ문신ㆍ진묘수ㆍ남녀시종
ㆍ기악용 등의 삼채용이 출토되었다.

3. 중국 능묘의 특징
1) 분구와 능원

<그림 120> 唐 乾陵

중원지역의 전통적인 무덤은 지하에 묘광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서 춘추시기
이전까지는 지상에 봉분이 없는 평묘가 계속되다가 춘추말기부터 (장)방형의 뚜렷한 봉
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69). 분묘는 춘추전국시대의 사회 변화 속에서 보급되었는데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종족, 가족의 매장지를 식별할 필요성과 종족 단위의 공유재
산제 대신 가족 단위의 사유재산 상속제로 변화하면서 직계 선조의 무덤을 중시하게 되
었다. 또한 새로운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나감에 따라 무덤에 있어서도 등급 제도가 형
성되어 기존의 지하 관곽과 부장품의 차이70) 뿐만 아니라 새로이 지상 봉분의 형태와
규모에도 차이를 두게 되었다71).
중원지역 춘추시대 진나라 도읍이었던 雍城의 대형 무덤들은 雍水 남쪽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지상의 분구는 발달하지 않았지만 지하 매장시설을 둘러싼 (장)방형의 圍溝를
가지고 있다. 전국시대부터는 봉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무덤 주위의 위구에
이어 몇기의 무덤을 감싼 보다 큰 규모의 위구를 조성하였으며 다시 전체 묘역에 외권

69) 공자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묘의 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封함에 높이 4척’으로 하였
다고 한다(예기 단궁).
70) 천자, 제후, 대부, 사 등으로 구분되어 天子는 9정8궤, 諸侯는 7정6궤, 大夫눈 5정4궤, 士는 3정2궤를 부장하였
다.
71) 강남지역에서는 지상에 흙을 쌓고 그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는 전통이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강
남지역의 지하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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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호를 설치하여 21평방킬로
미터에 달하는 秦公陵園을 형성
하였다.

진공릉원에는

13개의

독립적인 소능원이 있는데 각 소
능원은 왕과 왕실 구성원의 무덤
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 통일 이
후 시황제는 여산에 거대한 개인
의 능원을 조성하였다.
서한 대에는 장안성 북쪽 渭水
북안에 11인의 황제를 안장하였
는데 서주 예제 규정인 昭穆制度<그림 121> 서한 황제릉 분포도
에 따랐다. 분구 형태가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것은 동한대의 일이다. 방형 분
구 모서리에 능선을 두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다가 반구체로 변화하였다. 강소성 한강현
노호돈 한묘는 동한 중기 광릉왕의 무덤인데 한변 70m, 높이 2m 규모의 방형 기단 위
에 직경 47m, 높이 10m 규모의 원분을 축조한 방단원분으로서 당시 분구 평면 형태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서한 문제 패릉은 소위 의산위릉(依山爲陵)으로서 웅장한
산봉을 차용하여 묘주의 위엄과 영원을 나타낸 것인데 곤륜산 전설로 상징되는 선산신
앙과 관련된 것으로서 묘광의 굴착 자체가 대규모 역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릉은 황제
와 제후왕에 국한되었다.
위진남북조시대 북조는 봉분이 없는 북방 전통의 潛埋 방식을 유지하다가 북위 성립
후 한족인 풍태후에 의해 선비문화와 한족문화가 융합하여 봉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
다. 북위 평성 永固陵은 본격적인 봉분을 갖춘 북위 능묘이면서 불사를 수반하고 있다.
능묘와 불사가 결합한 것은 보기 드문 것으로서 능묘의 주인공인 풍태후의 불교 신봉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동진대에는 무덤의 입지를 정하는데 있어 풍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동진의 왕릉들
은 대부분 산을 의지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소위 “背依山峰 面臨平原”에 해당하며 도
굴 방지를 위해 봉분은 만들지 않았다. 묘실은 산록ㆍ산허리ㆍ산정에 설치하며 대형 단
실묘이다. 묘향ㆍ묘문향ㆍ침향을 볼 때 동향이 가장 많고 서향ㆍ남향ㆍ북향의 순으로
나타난다. 목제의 영평릉은 봉분을 만들었지만 1장 6척 높이로서 매우 낮았다.
남조는 堪輿, 相墓를 통해 좋은 능묘 자리를 물색하였다. 동진 전통을 계승하여 산기
슭에 축조하고 대부분 봉분이 없어 능묘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능원의 방위는
산천의 지세에 따라 결정되고 능 앞 평지에 신도를 만들어 양측에 石獸ㆍ石柱ㆍ石碑를
한쌍씩 세웠으며 봉분이 있는 경우 방형이 아니라 원형이다.
장례에는 일정한 격식이 있지만 황제들의 빈장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동진 공제는
송 영초 2년(421) 9월 사후 11개월만에 매장되었고, 진 문제는 54일, 선제는 40일 등
으로 일정치 않으며 대부분 1년 미만이다. 2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서 먼저 죽은
부인이 남편의 본장 때까지 가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改葬이라 한다.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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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죽어 묻힌 경우에는 부인이 사망하면 합장한다. 부인이 둘인 경우는 남편의 좌우
에 나란히 묻힌다.
당대에는 태종 9년(635) 고조 이연(618~626)의 헌릉이 동한 광무제 원릉에 준하여
조성되었다. 태종 이세민(627~649)은 수릉인 소릉을 건설하였는데 다시 위진남북조시
대 전통에 따라 산을 뚫어 만들었기 때문에 봉분이 없다. 이후 당대 황제릉는 대부분
소릉에 준하여 조성되면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게 되었지만 고조의 현릉, 무측천
모친의 순릉, 경종의 장릉, 무종의 단릉 등은 평지에 방분으로 조성되었다. 능묘는 일반
적으로 사방에 담장을 쌓고 그 안에 다시 내성벽을 두었으며 사면에 1개씩 문을 설치하
였다. 남면이 정문이며 문밖으로 신도를 개설하여 道門과 석각군을 두었다. 내성 남문
안쪽에 헌전이 설치되었다.
2) 분묘제사와 능침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
렵다. 이미 신석기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어 백은 묻히더라도 혼은 살
아있는 사람처럼 생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장공간을 생활공간과 인접하여 두었으며
제사를 무덤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상주시대에는 도성 내부에 매장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춘추전국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진한시대부터 주거공간과 매장공간이 엄격하게 분리되었
다.
조상신의 제사를 위한 특별한 시설은 상주시대부터 확인되는 종묘이다. 종묘는 조상
이 거주하는 집으로서 성읍 중심지에 설치되며 종묘에서 거행된 조령제사는 최고 권력
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神力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무덤과 조령은 무관하다고 보
았기 때문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무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못하였고 조령
이 머문다고 생각하는 종묘는 궁전건축을 모방하여 前朝後寢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전국시대 중기부터는 거대한 능묘가 축조되면서 제왕의 능묘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능
원이 형성되고 능원 안에 침을 조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참배와 제사 의식을 통해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문자
자료는 진시황릉 능원에 종묘를 모방한 제사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었
음을 말해주고 있다. 宗廟의 廟와 寢 가운데 寢을 분리시켜 陵 근처에 세운 것이며 기
존의 조령제사 대신 분묘제사가 발전해 나갔다.
서한시대에는 횡혈식 무덤의 발전과 함께 묘실 내 제사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지상에도
廟와 寢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분묘제사를 시행하였다. 한 고조의 廟는 전통적 예제에
따라 장안성에 있었으나 능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다. 廟는 능원 가까이, 寢은 능원
안에 위치함으로써 宗廟와 陵墓가 합해지게 된 것이다72). 진시황릉에서 출토된 陶文
72) 무덤 앞에 朝를 모방한 廟를 만들고 뒤에는 寢을 본뜬 寢을 만들어서 廟에는 신주를 昭穆으로 나열하고 寢에는 의
관, 궤장, 일상도구들을 두었다(동한 채옹 독단). 매일 寢에 제사지내고 매월 廟에 제사지내며 便殿에서는 時祭를
지냈다. 寢에서는 하루 4번 음식을 올렸고, 廟에서는 매년 25번, 便殿에서는 매년 4번 제사를 지냈다. 또한 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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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陵邑’은 능묘 건설과 관련된 시설이었던 것
으로 보이지만 서한대에는 황제릉 부근에 능읍을
건설하여 능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
주하였다. 한대 유교의 보급은 상장예의와 분묘
제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동한은 호족층을 기반으로 성립되면서 선황제
의 분묘제사를 통해 황제의 권위를 과시할 필요
가 있었다. 명제는 백관을 대동하고 선왕릉에서
연 2회의 조배와 제사를 거행하면서 능묘의 지
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능침제도는 위진남북조시대에 쇠퇴하였다. 위
문제는 무제 능의 제전을 철거하고 거마는 마굿
간에, 의복은 府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나
중에 정권이 교체되면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그림 122> 서한 杜陵의 능원과 능침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수릉을 조영하되 그 장소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진대는 위대를 계승하였다.
당대 능묘의 서남편에서는 건축유적이 발견되는데 이를 陵下宮(속칭 皇城)이라 하며
당시 수릉 관원과 궁인들이 거주하였다. 소릉의 하궁유적은 장방형 평면을 이구고 있으
며 대형 주춧돌이 많이 남아 있다. 남북 30m 길이이며 벽돌과 기와가 퇴적되어 있는데
성의 망루나 헌전 유적의 것들과 상통한다.
3) 능원석각
한대 능침제도가 발달하면서 신도 양쪽에 석각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서한 곽거병
묘가 가장 빠른 예인데 말ㆍ호랑이ㆍ소ㆍ코끼리ㆍ역사ㆍ괴수 등 14점이 현존한다. 동
한대에는 석인ㆍ말ㆍ호랑이ㆍ낙타ㆍ소ㆍ사자 등과 신수가 廟 전면에 신도를 따라 2열
로 배열되었다. 이는 궁전과 관아 입구에 경호병을 둔 기존 전통에 벽사 동물을 추가한
것이다.
石柱는 피장자의 성명과 신분을 새긴 것인데 神道石柱ㆍ標ㆍ碣ㆍ華表ㆍ表 등으로 불
리며 한대 華表에서 출발하였다. 작은 석수가 앉아있는 연꽃무늬 덮개, 피장자를 기록
한 장방형 석판과 길다란 기둥, 받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石碑는 동한대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래 묘광에 관을 내릴 때 사용하였던 풍비
에 기원이 있다. 풍비는 큰 나무에 구멍를 뚫고 묘광 앞뒤에 세운 다음 동아줄을 통과
시키고 도르래를 이용하여 관을 내리는데 사용한 것이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무덤 앞
의 석비와 함께 무덤 내부에 묘지를 두게 되었다. 석비 가운데 상단에 구멍이 뚫려 있
거나 홈이 있는 것은 풍비 상단에 구멍이 있었던 전통과 관련된 것이다.
한번은 의관을 遊歷시켰다(한서 위현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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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진시대에는 능침제도의 퇴보로 인해 능원석
각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남북조시대에 능침제도
가 부활되면서 石柱, 石碑와 함께 석기린과 석
벽사 등의 石獸 들이 쌍을 이루고 배치되었다.
현재 남경 일대에는 31곳에 석각이 있는데, 제
왕 12곳, 왕ㆍ후 19곳이다. 石獸는 묘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왕의 경우 뿔이 달려 있다. 뿔
이 하나인 것을 麒麟이라 하고, 뿔이 두 개인
것을 天祿이라 한다. 왕‧후의 묘에는 뿔이 없는
데 이를 辟邪라 한다.
수당대에는 이전 시대의 석각을 능가하였다.
초기의 소릉은 산 남쪽 지형이 험준하여 석각군
은 능 북쪽 산 후면의 司馬門 안에 두었다. 그
리고 후대인 고종때 만든 14존의 蕃酋像과 6필
의 戰馬像이 세워져 있다. 이후 고종의 건릉을
시작으로 능원 배치가 정형화되고 獅子, 石人ㆍ
石馬와 馬夫, 翼獸와 北門六馬, 蕃酋像, 華表,<그림 123> 남조 능묘와 석각 배치도
碑石 등의 석각 조합이 완성되었다.
4) 문자자료
고대 무덤에서는 金石文ㆍ簡牘文ㆍ陶文 등이 나온다. 그 가운데 상장의례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전국시대 중만기 수혈식 무덤에서는 卜筮祈禱文과 遣策으로 대표되는 간
독문이 출토되고, 진말한초의 횡혈식 무덤에서는 진묘병, 매지권 등의 명계문서가 출토
된다. 동한시기에는 매지권 등으로 대표되는 墓券文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동한 만기
에는 새로이 묘주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 출현한다.
무덤 주인의 약력을 적은 墓誌는 비석의 성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한 만기 이후
비석을 비롯한 석각들이 성행하자 진무제 함녕 4년(278)에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
되었다. 이에따라 묘주의 행적 등을 돌에 새겨 땅 속에 묻기도 하였는데 한대 나타났던
小碑 형식의 墓記가 墓誌로 발전하여 서진대의 묘지는 높이 1m 정도의 석비 형식을 갖
추고 묘실 내에 세워지게 되었다.
동진시기가 되면 묘지가 작아지고 내용이 매우 간결해졌는데 이는 강남으로 내려온
중원지역의 귀족들이 중원 회복시 귀장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묘지 내용은
이장시 쉽게 시신을 판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으며 석제묘지보다는 간단
한 토제묘지를 선호하여 假葬墓誌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현지 토착 세
력의 묘지가 기존 서진대 묘지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데 점차 중원 회
복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남래 귀족들도 유송대부터는 석제묘지를 사용하여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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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
5) 진묘신물
일반적으로 鎭墓獸로 불리고 있지만 동물 형상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고기 등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鎭墓神物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예는 전
국시기 초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것인데 호북성 江陵에서 조사된 558기의 초묘 가운데
156기에서 진묘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진묘신물은 전국시대 초기에 목제칠기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대형 귀족묘의 묘
곽 앞칸에서 출토되엇는
데 이는 죽은 사람의 영
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두
려워하였기 때문이다. 한
대가 되면 묘문 밖 양쪽
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천지간을 왕래하는 혼을
수호해 주는 형국이다.
초나라 진묘신물은 주
로 목제로서 鹿角ㆍ獸身
ㆍ底座 3부분으로 구성
된

獸形ㆍ多獸同體形ㆍ

類人形이다.

진한시대가

되면 그 수가 상대적으
로

줄어들면서

동제와

도제가 증가하는데 형상
에 있어 날개가 달린 상
상의

동물이

많아지고<그림 124> 서진, 동진, 남북조시대 진묘신물

類人形이 보다 사실적이 된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獸形ㆍ多獸同體形ㆍ類人形 외에 人
獸同體形과 사실적인 人形이 사용되었는데 신도 석각 가운데 천록과 기린은 진묘신물과
상통하는 것이다. 수당시대에는 주로 多獸同體形ㆍ人獸同體形ㆍ人形이 많아지고 있다.
6) 묘실천정
중원의 전통적인 무덤은 격리와 밀폐로 특징지어지는 수혈식 목곽묘이다.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처음으로 목곽내에 창과 문이 출현하여 목곽내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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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시원적인 연도와 묘문이 설치되는 변화를 거친 다음, 묘실과 연도 등이 중축선을
따라 배치되면서 전형적인 횡혈식 무덤이 완성되어 한대 이후 중국 묘제의 기초가 되었
다.
묘실의 구조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 가장
뚜렷한 것은 천정의 형태이다. 기존의 수혈식 평천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구조로 바뀌
어 나갔는데 이는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묘실의 공간 구조와 규모의 변화에 따른 것이
다.
전국 만기와 서한 조기에는 횡혈식 무덤에 공심전이 사용되면서 기존의 수혈식에 가
까운 상자형 구조를 이어갔지만 점차 양면경사 맛배지붕 형태의 천정(屋殿頂)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낙양시 북망 M45호와 하남성 신야현 번집 M23호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한 만기 낙양시 언사 신망 벽화묘는 맛배지붕 형태에서 발전하여 둥근 천정(弧頂)이
되었고 이후 이음천정(拱頂)을 거쳐 동한 중기부터는 아치천정(券頂)과 돔천정(穹窿頂)으
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같은 변화는 묘실이 일상생활 공간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 속에
서 공간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돔천정은 하늘의 표현으로서
네벽이 기울면서 형성되었던 초기의 4조 능선이 사라지면서 점차 반구체로 정착되었다.
말각조정은 비중원적인 특수한 구조에 해당한다.

Ⅲ. 백제 능묘와 중국 능묘의 비교 검토
1. 능묘의 입지와 분포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은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 최고지배세력의
묘역으로서 입지에 있어 상통하지만 한성시대 서
울 석촌동고분군의 입지와는 다르다. 송산리고분군
과 능산리고분군은 산지의 남쪽 경사면에 자리잡
고 있지만 석촌동고분군은 한강 남쪽의 평탄한 구
릉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고분군내 능묘의 분포에 있어 한성시대, 웅진시
대, 사비시대 모두 군집을 이루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배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성시대에는 낮고 평탄한 구릉을
따라 종열을 이루는 경향이 있고, 송산리고분군에
서는 산 능선을 따라 종열을 이루기도 하지만 산

<그림 125>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면에 횡열을 이루기도 하며. 능산리고분군에서는 산사면에 횡으로 2열을 이루고 있
다.
중국 남북조시대에는 산지 매장이 성행하였으며 북위의 邙山과 남조의 鐘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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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인데 특히 동진 무덤들은 “背依山峰 面臨平原”로 표현된다. 제왕들의 능묘는 상
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남조 귀족들의 무덤은 가족묘를 이루고 모여 있으면서 배열에
있어 어느 정도 정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周公이 체계화한 昭穆制度는 왼쪽 줄을 昭, 오른쪽 줄을 穆이라 하는데 <周禮〉에 따
르면 종묘에서는 제1세를 중앙에 모시고 천자의 경우에는 소에 제2ㆍ4ㆍ6세, 목에 제3
ㆍ5ㆍ7세를, 제후의 경우에는 소에 제2ㆍ4세, 목에 제3ㆍ5세를, 대부의 경우에는 소에
제2세, 목에 제3세를 봉안하도록 하였다.
소목제도는 가족묘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가족묘는 한대에 시작되어 남조대에 본격
화되었는데 이는 남조 유송대에 법률로 규정되어 가족묘지가 사유화되어 나간 것과 관
련되어 있다. 앞에 소개한 남경 仙鶴觀 동진 高氏 가족묘를 보면 전실묘 6기가 남향하
여 전후 2열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2호묘에서 동진 중기 高嵩과 부인 謝氏의 墓誌
가 나왔는데 6호묘가 동진 초기에 해당하면서 그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의 부친 高悝
부부의 묘로 추정된다. 3호묘는 2호묘의 우측에 위치하면
서 券頂ㆍ弧形壁이기 때문에 2호묘보다 늦은 시기에 해당
하는 아들 高耆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중국의 예를 감안하여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무
령왕릉과 그 아래 5호분, 6호분, 29호분의 관계를 보면,
먼저 무령왕릉이 조성된 다음, 그 아래 왼쪽인 6호분, 오른
쪽인 5호분, 다시 그 아래 왼쪽인 29호분의 순서로 조성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무덤의 조성에 있어 반드시 소목제도를 따
르는 것은 아니었다. 강소성 宜興 周氏 가족묘지를 보면 남
북방향 구릉을 따라 6기가 일열을 이루고 있는데 북쪽에서
부터 周賓墓, 周玘墓, 周魚+方墓, 周處墓, 周札墓, 周靖墓
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周處의 祖父, 子, 父, 본인, 子,
子이기 때문에 두 번째에 위치한 子를 제외하고는 북쪽에
서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이다. 두번째 周玘는 周處

<그림 126> 周氏 가족묘

의 아들이기 때문에 周處墓 남쪽에 위치해야 하지만 남쪽 구릉지의 제약으로 인해 비교
적 간격이 넓은 周賓墓와 周魚+方墓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능묘의 구조와 부속시설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들은 석실묘와 전실묘이고 부여 능산리고분군은
석실묘로 구성되어 있다. 한성시대 최고지배세력의 묘역에 해당하는 석촌동고분군에는
적석총을 중심으로 분구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석실묘나 전실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산경사면 전체가 독립된 묘역을 이루고 군집하여 있으며 아직까
지 묘역을 표시하는 담장과 같은 시설은 확인된 바 없다. 석촌동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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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와같은 시설이 확인된 바 없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석실묘와 전실묘는 모두 산능선이나 산사면을 굴착하여 석실이
나 전실을 축조한 다음 봉토를 씌운 것이다. 봉토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m 정도이다. 이는 석촌동고분군의 적석총이나 분구묘의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차이는 일단 입지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촌동고분군은
평지에 가까운 낮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규모로 축조할 수 있었지만 공주나 부여
에서는 산경사면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제한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제 능묘의 부속시설에 있어서는 부여 능산리고
분군에서 조사된 사찰이 대표적이다. 이 사찰은 능
산리고분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지만 그에 앞
서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시설
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조사된 적석유구는
서울 석촌동고분군의 적석총 전통을 이은 개로왕의
허묘 혹은 가묘로 보는 견해와 국가 제사와 관련된

<그림 127> 공주 송산리 적석유구

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 적석유구는 구조 있어 구릉 경사면을 수평으로 조성하
기 위한 기단과 2~3단 석축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대에 있어
서는 출토된 삼족토기를 통해 6세기 1/4분기 전후경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령왕릉 아래
쪽에서 조사된 석축유구와 축조수법뿐만 아니라 축조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유구는
서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구조적으로 상통하는 두 유구가 공존하는 점은 중국 南京 鐘山
에서 조사된 남조 戒壇이 1호단과 2호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남
조 전축분이 백제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함께 도입되어 송산리 고분군과 관련된 사찰의
일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찰은 송산리고분군의 적석유구보다 북쪽에 위치
하여 陵寺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관련된 사찰의 존재 여부에 있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艇止寺在艇止山’이라는 관련 기록이 있고, 정지산에서 소탑 1기가 공주박물관으로
옮겨진 바 있으며, 그 소탑 주변에 작은 건물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을 정지
사지로 보는 견해가 참고된다. 정지산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지가 발굴조사되어 그
성격에 대해 몇가지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는데 그 위치로 보아 정지사지의 일부를 이
루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무령왕릉 아래쪽에서 조사된 석축유구는 상기 적석유구와 함께
중국 남경 종산 1, 2호단과 대응되는 불교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부여 능산리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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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陵寺의 시원을 이루는 한편 주변지역
으로도 파급되어 경북 의성의 석탑리 석
탑과 일본 岡山의 熊山 1호 석탑과 같은
특수 석탑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일상적인 제사를 거행하는
獻殿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
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기타

<그림 128> 南京 鐘山 戒壇 복원도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2매의 묘지는 모두 중앙부에 뚫린 원공이
특징이다. 중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
로서 아직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중국에서
는 2001년 남경 곽가산에서 조사된 5기의 동진 溫嶠
가족묘 가운데 궁륭 천정을 가진 단실묘인 M12호에
서 출토된 圭形 묘지의 윗부분에 원공이 있는데 남경
지구에서 출토된 육조시대 방형묘지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예가 없다.
묘실에 부장되는 묘지는 능묘 앞에 설치되는 석비
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동한대에 성행하기
시작하던 석비는 흔히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상
단에 홈이 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석비
의 구멍은 기존의 풍비에 기원을 둔 일종의 흔적기관
이라 할 수 있으며 남경 곽가산에서 출토된 碑形墓誌
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무령왕릉 묘지의 원공
은 그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령

<그림 129> 남경 梁

肅秀墓 石碑

왕릉에서는 2매 모두 중국의 碑形墓誌 처럼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눕혀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Ⅳ. 맺음말-백제 송산리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1)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백제 웅진시대 왕족의 고분군으로서 구릉을 따라 10여기의
고분들이 군집되어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중국의 여러 왕조의 무덤들이나 한국의 고구
려와 신라 왕실의 무덤, 일본의 왕실 무덤들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고립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점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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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전실분과 석실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실분은 중국 남조 묘
제를 수용한 것이고, 석실분은 백제 한성시기의 묘제를 이어받은 것이다. 전실분인 무
령왕릉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한 다양한 중국제 부장품과 함께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목
관이 출토되었고, 석실분은 일본으로 파급되어 왕실의 무덤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이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이 고대 동북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3)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방단형 적석유구는 戒壇으로서 송산리고분군에 수반된 사찰
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불교가 성행하였던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대규모 왕실 고분군에
조성된 능사는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예가 대표적이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방단형 적
석유구는 그 기원이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있음을 말해주는 한편 통일신라의 특수 석탑
과 일본 나라시대 특수 석탑의 기원 역시 이곳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중심에 해당하는 무령왕릉은 피장자와 매장 시기를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부장품들이 전혀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된 고분이다. 이는 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 중국의 여러 왕조, 일본의 능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이다.
5)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은 당시 중국에서 성행하였던 것
이지만 한 석판의 앞뒷면에 墓誌文과 地券文을 나누어 놓은 왕비의 묘지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백제의 독창적인 것이다. 왕과 왕비의 묘지 모두에 원형의 구멍을 뚫어
놓은 것 역시 중국의 方形墓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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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済陵墓の構造・性格と日本陵墓の比較

吉井秀夫

はじめに
文献記録を通して、６世紀・７世の百済王権とヤマト王権が密接な関係にあったこと
は、よく知られている。そうした日本と百済との関係に対する関心により、植民地時
代のかなり早い時期から、日本人研究者は、百済の陵墓に対する調査研究を進めた。
1910年代に陵山里古墳群や益山双陵、1920年代には宋山里古墳群が調査され、石室の
構造や出土遺物の一端が明らかにされた。さらに1930年代には、軽部慈恩が宋山里６
号墳をはじめとする公州周辺の多くの古墳を乱掘し、それをもとに研究成果を発表し
た。こうした日本人による調査研究には多くの問題点があるが、結果として、百済の
横穴式石室の構造的特徴は、早くから日本人研究者の知るところとなった。
敗戦後、日本国内での調査研究が進むなかで、日本列島の横穴式石室は、北部九州地
方で成立・展開するものと、近畿地方周辺で成立・展開するものの大きく２系統に別
れ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た。そして、それぞれの横穴式石室の起源が問題になる
中で、百済の横穴式石室との関係が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例えば、宋山里古墳群
でみつかった石室や、公州周辺で発見された石室は、近畿地方における横穴式石室の
起源の候補にあげられてきた（森下1986、新納1988、柳沢1992など）。また、陵山
里古墳群で発見された石室は、近畿地方を中心とする古墳時代終末期の横口式石槨と
の関係が議論されてきた（猪熊1976、和田1989など）。そうした石室の構造的な類似
性以外に、横穴式石室に追葬をおこなう風習や、釘や鐶座金具を用いる木棺の起源を
考えるために、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における類似例との比較がおこなわれて
きた（坂1985、岡林1994など）。
ところが、最近の日本考古学においては、百済の横穴式石室と近畿地方の横穴式石室
との関係について、再検討しようとする動きがみられる。その理由の１つとして、出
土遺物の編年研究が進む中で、近畿地方における最初期の石室であると考えられる藤
ノ森古墳や高井田山古墳石室の年代が、熊津遷都以前にまでさかのぼる可能性が指摘
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あげられる。しかしそれよりも、最近の研究においては、
近畿地方の初期横穴式石室が出現した背景として、外部からの影響よりも、近畿地方
の墓制・葬制の伝統の継続性が重視され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において、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に代表される熊津・泗沘百済の
古墳と、日本の後期・終末期古墳の関係については、新たな視角による検討が必要で
ある。具体的には、構造的な類似性による系統関係を追究するだけではなく、横穴式
石室をどのように受容し、それによって従来の墓制・葬制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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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比較し、地域間の共通性と差異点を明らかに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だろう。今回
は、近畿地方で横穴式石室が受容される５世紀後半～６世紀前半の様相と、群集墳の
埋葬施設として採用されることにより、横穴式石室の築造が爆発的に増大する６世紀
後半以降の状況に分けて、問題点を整理し、本格的な検討に備えたい。

１ 近畿地方の初期横穴式石室と百済の横穴式石室
日本列島においては、４世紀後葉に北部九州地方で、横穴式石室が最初に築造されは
じめた。その最古例である佐賀県谷口古墳は、組合式石棺をもつ竪穴式石槨に、横口
構造が付け加えられたものであった。その後、特徴的な横穴式石室が、北部九州内の
各地域における首長墓に採用された。しかし、岡山県・福井県・三重県などに、同系
統の横穴式石室が築造された例があるものの、５世紀における北部九州系横穴式石室
は、日本列島内の地域的な埋葬施設の１つに過ぎなかった。
５世紀後半になると、近畿地方において、新たな構造の横穴式石室が出現する。その
初期段階に当たる石室の構造的な特徴としては、１）扁平な石材を用い、２）外から
みて右側に羨道がとりつき、３）羨道部に石を積んで閉塞すること、などがあげられ
る。こうした特徴は、宋山里型石室と共通する。玄室の平面形態については、石室の
幅と長さの比が１：1.5～２前後の長方形のものが多い。ただ、奈良県宮山塚古墳のよ
うに、玄室平面が正方形に近く、穹窿状天井をもつ例があり、宋山里型石室との関係
が考えられてきた。またこれらの石室の中には、釘で板材を固定した木棺が用いられ
ている場合がある。こうした構造の木棺の起源も、宋山里古墳群をはじめとする百済
の横穴式石室に求められてきた。そして、横穴式石室の受容と共に、複数の被葬者を
石室内に埋葬する風習も百済から伝わったとする解釈が一般的であった。
ところが、日本における調査研究の進展に伴い、宋山里型石室に代表される熊津時代
の横穴式石室と、近畿地方における初期横穴式石室の関係については、再考の余地が
あることが指摘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ず、近畿地方における初期横穴式石室の出現
年代が、熊津遷都よりもさかのぼりう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指摘できる。石室構造の
みならず、２基の釘付木棺の安置方式や、出土遺物などからみて百済との関係が想定
される高井田山古墳の年代決定の手がかりとなるのは、副葬された須恵器である。須
恵器の型式については、TK23型式ないしTK47型式と考えられている。その実年代に
ついては、研究者により少しずつ違いがあるが、その中でも古い年代を採用すれば、
漢城時代の末までさかのぼる可能性がある。また、藤ノ森古墳の場合、古墳に樹立さ
れた埴輪の相対的な年代は、高井田山古墳よりもさかのぼると考えられており、その
築造年代は475年以前にさかのぼる可能性が高い。こうした現状からみて、宋山里古
墳群の横穴式石室を、近畿地方の横穴式石室の直接的な祖型とみることは難しい。む
しろ、漢城時代における百済横穴式石室から、宋山里型石室と、近畿地方の初期横穴
式石室がどのように成立し展開したのかについて、比較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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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調査研究からみて、漢城時代の横穴式石室の構造には、かなりの多様性がある
ことが明らかになりつつある。その玄室平面形は、正方形に近いものと長方形に近い
ものに大きく分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羨道と玄室との接続の仕方、および羨道の
構造も多様であり、諸属性の組み合わせにより、さまざまな型式に細分される。これ
らのうち、宋山里型石室の祖型になると思われるのは、玄室平面が正方形に近く、石
室の外側からみて向かって右側に羨道がつく例である。漢城百済時代の例は、宋山里
型石室に比べて規模が大きく、玄室平面がより正方形に近い。よって、漢城百済時代
の石室から、玄室幅に対して玄室長が長くなり、規模がやや小型化することによっ
て、宋山里型石室が成立したことが予想される。
その一方、近畿地方においては、玄室平面が長方形で、向かって右側に羨道がつく横
穴式石室が、主たる型式として受容されている。藤の森古墳や高井田山古墳の横穴式
石室と形態的に類似する例として、日本では原州法泉里１号墳石室が取り上げられる
ことが多い。ただし、漢江中流域の石室と日本・近畿地方の石室を直接に結びつける
ことは難しい。類似した構造をもつ石室は、論山・表井里81-6号石室や、清州・新鳳
洞92-1号石室（ただし、羨道は入口からみて左側にとりつく）など、忠清道でも知ら
れている。玄室平面長方形石室の系譜と地域性が明らかになれば、近畿地方の横穴式
石室出現過程とその歴史的背景に対する検討もさらに進むのではないかと期待され
る。
また、先述した通り、最近の日本の考古学研究においては、近畿地方における横穴式
石室の受容と展開を、百済をはじめとする外部からの影響と系統よりも、近畿地方に
おいて先行する墓制との関連性から再評価しようとする研究が目立っている。例えば
森本徹は、石室の構造や閉塞方法、釘を用いた木棺の使用、須恵器の副葬などに外来
的な要素を認める一方で、鏡・装身具・刀剣類・農工具類の副葬や、埴輪の使用な
ど、それ以前の日本の古墳にみられた属性が、少なからず継承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
た（森本2012）。また北山峰生は、被葬者がどのように安置されたのかを詳細に検討
した結果、近畿地方の初期横穴式石室においては、単次葬が原則であったことを指摘
した。そして、それは「古墳時代中期に存在した在来の竪穴系埋葬施設に、外来の埋
葬様式を接ぎ木した結果」であると考えた（北山2012）。
横穴式石室の出現を、単純な伝播論で説明するのではなく、それ以前の墓制との関係
からも検討する必要性を指摘した点において、こうした研究は評価できる。しかし、
横穴式石室を受容する際に、まず石室の構造が受容される反面、被葬者数や埋葬方
法、棺の構造、副葬品の内容などにおいては、在地的な要素が残存することは、近畿
地方の横穴式石室にだけみられる特性ではないことに注意が必要である。例えば、漢
城時代の百済・横穴式石室の場合、公州水村里４・５号墳のように、出土状況からみ
て単次葬であると判断されている例がある。その反面、馬霞里石室墳や、主城里１号
石室墓のように、３人以上の被葬者を数回にわたって追葬したと判断されている例も
ある。また、木棺に用いられたと思われる釘や鎹は、同時期の竪穴式石槨や木槨墓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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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出土している。さらに宋山里１・２号墳でも、釘と共に多くの鎹が出土する一方
で、鐶座金具が報告されていない。このことから、釘と鐶座金具からなる「持ち運ぶ
棺」が成立する以前の段階には、埋葬施設の構造に関係なく、釘と鎹により組み立て
られた木棺が広く用いら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吉井2001、2007）。
また、近畿地方と同様、百済からの影響により出現したと思われる、洛東江以西地域
における横穴式石室のうち、玄室平面が細長方形をなす石室では、従来の竪穴式石槨
の短壁中央に短い羨道をつけたことにより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山本2001）。ま
た、固城地域の石室では、木棺を組み立てるために、釘ではなく鎹を用いたと思われ
る例がある（吉井2008）。こうした木棺の構造的特徴も、この地域の竪穴式石槨に用
いられた木棺との共通性が想定される。さらに、副葬された土器なども、それ以前の
竪穴式石槨墓から出土するものと同じである。
以上のように、５世紀から６世紀前半における、各地域の横穴式石室は、玄室と羨道
からなるという構造的特性は共通するものの、石室形態や被葬者数・木棺の構造・副
葬品の組み合わせなどが多様であり、地域ごとの伝統的な墓制・葬制の特徴が色濃く
残る点で共通する。そうした中で、百済において、宋山里型石室という、陵墓とそれ
に関連する墳墓にのみ採用される石室が成立・展開したことの歴史的意味の追究は、
宋山里古墳群の普遍的価値を考えていく上で、必要な課題となろう。

２ ６・７世紀の百済と日本における横穴式石室展開過程の違い
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の調査の中で、百済のみならず周辺地域の考古学的研究
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は、やはり武寧王陵の発見・調査である。未盗掘の状態で古
墳が発見されただけではなく、誌石を通して、被葬者である武寧王と王妃が、亡く
なってから埋葬されるまでの手順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他地域の墳墓における葬
送儀礼の実態を検討するために、大きな助けとなった。
また、武寧王陵をはじめとする塼室の出現は、百済におけるその後の横穴式石室の展
開を考える上でも、大きな画期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塼室を模倣してつくられた陵
山里２号墳（中下塚）は、陵山里古墳群の中で最古段階に築造された古墳である。そ
して、同古墳のトンネル天井が平斜天井に変化することにより、陵山里型石室が成立
したと考えられる。隣接する陵山里廃寺塔址でみつかった舎利龕の銘文により、陵山
里古墳群に聖王の陵墓が存在する蓋然性が高くなった。そして、陵山里２号墳を聖王
の陵墓と比定できるのであれば、陵山里型石室の成立の上限を、６世紀後半でも早い
時期であると推定することができよう。
陵山里型石室は、百済の領域に広く分布している。そして、石室の石材と加工度、銀
製冠飾や鐶座金具の形態的特徴などにより、いくつかの階層差が想定され、それが当
時の官等制と対応してい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きた（山本2001など）。また、陵山里
型石室には副葬品がほとんどみられず、釘と鐶座金具を用いた「持ち運ぶ棺」が用い
られた。そして、石室規模は、１基ないし２基の木棺を納めることができるほどの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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きさへと縮小していく。陵山里古墳群をはじめとする泗沘時代の百済古墳は、当時の
社会構造と地域間関係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重要な考古資料であるといえよう。
同時期の日本における横穴式石室構造の変化は、百済とは大きく異なる。近畿地方の
横穴式石室は、玄室平面形は長方形で、短壁中央につく羨道が次第に長くなる。そし
て石室全体規模が大きくなり、使用される石材も大型化する（畿内型石室）。そし
て、各地に全長が10ｍを越すような大型の横穴式石室が築造されるようになる。こう
した状況からみて、前方後円墳である６世紀代の大王墓にも、大型の横穴式石室が採
用さ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
しかし、大王墓と思われる古墳のほとんどが、現在、天皇陵や陵墓参考地に指定され
ているために、大王墓にいつ、どのような形態の横穴式石室が採用されたのかを明ら
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継体大王の墓であると考えられる大阪・今城塚古墳では、
総合的な調査がおこなわれ、横穴石室の基盤施設と思われる遺構が発見された。こう
した構造の存在から、今城塚古墳には大型の横穴式石室が存在した可能性がある。た
だし、家形石棺の破片が出土したことからみて、石室自体は大きく破壊されたと考え
られる。また、近畿地方最後の大型前方後円墳であり、欽明天皇の墓であるとの説が
だされている奈良・見瀬丸山古墳の後円部では、玄室内に２基の家形石棺を安置し
た、玄室8.3×4.1ｍ、全長28.4ｍの横穴式石室がつくられ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
一方、６世紀後半には、日本各地に群集墳と呼ばれる小形古墳が盛んに築造され、そ
の埋葬施設として、横穴式石室が盛んにつくられた。またこの時期には、近畿地方以
外の地域においても、畿内型の横穴式石室が築造されるようになる。
こうしたことから、６世紀後半の日本においては、大王墓を頂点として、群集墳に至
るまで、基本的な構造は類似しながら、多様な規模の横穴式石室がつくられていたこ
とがわかる。こうした様相は、百済における陵山里型石室の出現と分布と対比できる
可能性がある。しかし、前方後円墳の築造が続き、家型石棺が多く使われる点は、そ
れ以前の墓制の伝統が継承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装飾大刀や馬具、金
銅製装身具（冠・飾履）が副葬されるようになるが、このような様相は、むしろ漢城
時代から熊津時代にかけての百済古墳と対比しうる。
陵山里型石室に代表される泗沘時代の百済古墳の影響が日本の古墳に強く現れるの
は、７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この時期になると、奈良・岩屋山古墳に代表される
ように、石材を精密に加工して組み上げた横穴式石室が出現する。さらに、木棺が安
置できる程度の規模をもち、家形の天井や平斜天井をもつ場合が多い横口式石槨が、
近畿地方を中心としてつくられるようになる。これらの石室・石槨にみられる石材加
工技術や、石槨の構造の起源は、陵山里型石室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時
期の古墳をみると、副葬品の量は少なくなり、釘と鐶座金具を用いた「持ち運ぶ棺」
を用いた例が増加することも、泗沘時代の百済古墳の影響が想定される。ただし、こ
れらの要素は、それ以前の墓制の伝統や、他地域からの影響と複合している場合が多
い。また、群集墳の築造は終焉を迎え、終末期古墳の築造数は限られることも、泗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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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の百済古墳とは異なる点であろう。

３ 木棺材をめぐる百済とヤマト王権の関係
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と日本との関係を示す資料として、最後にコウヤマキを
めぐる問題（吉井2001・2007）について議論しておきたい。1936年に陵山里東古墳
群を調査した梅原末治は、石室から出土した木棺片、およびそれ以前に調査された陵
山里古墳群および益山双陵から出土した木棺片の樹種鑑定を尾中文彦に依頼した。そ
の結果、何れの木棺片も、コウヤマキで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尾中1939）。そ
の後、武寧王陵でみつかった木棺の樹種もコウヤマキであることが報告され（朴相珍
他1991・1996）、少なくとも武寧王陵以降、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の陵墓およ
びそれに準ずる古墳には、コウヤマキ製の木棺が使われ続け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
た。
コウヤマキは、現在では福島県以南の日本列島にのみ自生する常緑喬木である。コウ
ヤマキは、耐水・耐湿性にすぐれており、船や桶の材料として使われていた。また、
その樹形が美しいことから、庭園に植えられることも多い。また、日本においては、
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にかけて、コウヤマキは木棺の材料として使われてきた。弥生
時代では、コウヤマキは近畿地方の組合式木棺の中でも、中心的な被葬者のものに使
われていた（田中1994）。古墳時代では、長大な刳抜式木棺の棺材として、コウヤマ
キが多用された。その分布をみると、コウヤマキが自生する範囲とは関係なく、近畿
地方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こうした状況から、古墳時代のコウヤマキは、集
中的に管理されていたとみる説もある（金原1995）。
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の木棺に用いられたコウヤマキについては、三国時代に
おいて朝鮮半島のどこかに自生していた可能性は全く排除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
だ、日本列島の西日本と同様の照葉樹林帯は、韓国では南海岸および済州島に限られ
ることから、コウヤマキが、錦江流域よりも離れた地域から搬入されたことは確かで
ある。百済では、扶余陵山里公設運動場新築予定地で発掘された木棺に用いられたカ
ヤ材（朴相珍1999a）や、宮南池から出土した木簡に用いられたスギ材（朴相珍1999
b）が、やはり錦江流域以外の地域から搬入された木材であると考えられる。慶州金冠
塚の木槨材（尾中1939）や、昌寧松山見洞７号墳の木棺に用いられたクスノキ材（朴
相珍他2011）も、同様の木材であると評価できよう。
考古学的な根拠から、コウヤマキの入手・流通・加工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な状況
が復元できる。まず、日本の古墳では、コウヤマキの丸太を用いて刳抜式木棺をつ
くった対し、百済の場合は、板材として加工したものを組み合わせて木棺がつくられ
たことに注目したい。刳抜式木棺の中には、長さが３ｍを越えるような長大なものが
あるが、棺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だけの長さの丸太が１本あればよい。一方、残存状
況が比較的よい武寧王陵王妃木棺の場合、棺蓋材３枚、短側板２枚、長側板４枚が
残っていたが、本来は底板があったはずであるから、最低でも10枚の板材が必要で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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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それらのうち、棺蓋材・長側板材・底板材をつくるためには、長240～250cm前
後、幅40～50cm前後の板材が必要である。こうした大きさの板材を、つくり出すため
には、日本の刳抜式木棺に使われる木材と同様、あるいはそれ以上の木材が必要で
あったと考えられる。
次に、木棺の製作期間と、被葬者の死から埋葬までの期間の関係を検討する必要があ
る。武寧王陵出土例のような木棺の製作には、コウヤマキの入手からはじまって、乾
燥・板材への加工・漆塗・組立などの工程を経る必要がある。また、釘や鐶座金具な
どの金具を製作する時間も考えなければならい。武寧王の場合は、亡くなってから古
墳に埋葬されるまでに２年以上の時間があった。しかし、武寧王の死後にコウヤマキ
の調達をはじめていては、埋葬時までに木棺を完成させる時間を確保できるかどうか
疑問である。さらに、モガリの間、被葬者の屍身を安置するためにすでに木棺が用い
られたのであれば、木棺はあらかじめ準備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こうした状況から
みれば、コウヤマキは、王などの死を契機として調達されたと考えるよりも、常時、
一定量が確保されていたと考える方が妥当である。
以上のことから、コウヤマキ材は、百済王および王族達の木棺の材料として、錦江以
外の地域から独占的に入手・管理・使用されていた可能性を指摘できる。岡林孝作に
よる古墳時代木棺用材の研究によれば、日本の古墳時代後期後半において、木棺に用
いるコウヤマキの利用方法に変化がみられることから、この時期にコウヤマキ材が不
足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という（岡林2006）。そうした状況の中で、日本から百済
にコウヤマキがもたらされたのだとすれば、その歴史的な背景として、百済王権とヤ
マト王権の間における密接な関係の存在を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おわりに
以上、本報告では、宋山里古墳群が成立する前後の時期から、陵山里古墳群が形成さ
れる時期までの百済陵墓と、近畿地方を中心とする日本の後期・終末期古墳との関係
を検討した。最近の日本では、この時期の日本の古墳における伝統性を重視する傾向
にあることは先述した通りである。しかし、百済からの影響なしに、横穴式石室をは
じめとするさまざまな新しい要素が出現することがなかったことも事実である。ま
た、コウヤマキをめぐる問題からわかるように、当時の百済にとっても、ヤマト王権
との関係は、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たといえる。今後も、百済と日本における古墳を
比較検討し、その共通性と差異点を吟味し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
こうした研究を進めていくための前提として、各地域における墳墓の変とその実年代
を比定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日本の場合、編年研究が進んでいるとはいえ、各時期
の陵墓である大王墓の自由な調査が制限されていることは、大きな障害である。それ
に対して百済の場合は、各時期の陵墓の基本的な構造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ばかり
か、武寧王陵や陵山里廃寺での調査成果により、実年代を想定しうる点が重要であ
る。古代東アジア世界において、６・７世紀の陵墓の具体的な変遷が明らかにな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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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地域は、百済しかない。そうした意味で、宋山里古墳群・陵山里古墳群は、百済
考古学研究のみならず、日本をはじめとする周辺地域の考古学研究を進める上でも、
大きな学術的意義をもつことを強調して、本報告を終え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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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능묘의 구조, 성격과 일본 능묘의 비교

요시이 히데오(일본 교토대 고고학연구실 교수)

Ⅰ. 머리말
Ⅱ.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과 백제 횡혈식석실
Ⅲ. 6, 7세기 백제 및 일본의 횡혈식석실
전개과정의 차이
Ⅳ. 목관재를 통해서 본 백제와 야마토왕권
Ⅴ.맺음말

Ⅰ. 머리말
문헌기록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6세기 및 7세기 백제왕권과 야마토(大和)왕권
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일제강

점기의 빠른 시기부터 일본인연구자들은 백제 능묘를 찾으려고 했다.

1910년대에는

능산리고분군과 익산쌍능, 1920년대에는 송산리고분군이 조사되어서 석실의 구조적인
특징이 밝혀졌다.

1930년대에는 가루베지온(軽部慈恩)이 송산리6호분을 비롯한 공주

주변의 고분을 亂掘하면서 그 결과를 학술잡지에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조

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적인 특징을 알
게 되었다.
해방후 일본국내의 조사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본열도의 횡혈식석실을, 4세기 후반에
북부 규슈(九州)지방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과

5세기 후반에 긴키(近畿)지방에서 만

들어지기 시작한 것의 2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이 밝혀졌다.
횡혈식석실의 기원으로 백제 횡혈식석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각 계통

예를 들면 송산리고분

군에서 발견된 석실을 비롯한 공주 주변에서 발견된 석실은 긴키지방 횡혈식석실의 기
원 후보로 생각되어 왔다(森下1986, 新納1988, 柳沢1992 등).

또 능산리고분군에서

발견된 석실은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한 종말기 고분(특히 횡구식석곽)과의 관계가 지적
되어 왔다(猪熊1976, 和田1989 등).

그리고 석실 구조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추가장이

나 못과 관고리로 조립된 목관의 사용과 같은 새로 나타난 풍습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도 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백제고분의 양상이 주목되어 왔다(坂1985, 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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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1994 등).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백제 횡혈식석실과 긴키지방 횡혈식석실과의 관계를 재검토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면 편년연구가 진행되면서 웅진시대 백제 횡혈식석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 긴키지방 최초기의 횡혈식석실의 축조연대가 웅진천도(475년)보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 긴키지방 횡혈식석실을 나타나게

한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그 묘제와 장제에 보이는 재지적인 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을 비롯한 웅진시대 및 사비시대의 백
제고분과 일본의 후기 및 종말기고분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석실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통한 계통관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횡혈식석
실이 어떻게 수용되고, 그 결과 종래의 묘제와 장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함으로
써 백제와 일본의 묘제, 장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번 발표에

서는 긴키지방에서 횡혈식석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의 양
상과, 일본에서 군집분의 매장시설로 채용되면서 횡혈식석실이 많이 만들어진 6세기 후
반이후의 양상으로 나누어서 시기마다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본격적인 검토를
준비하고자 한다.

Ⅱ.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과 백제 횡혈식석실
일본열도에서는 4세기 후엽에 북부 구주지방에서 횡혈식석실이 처음으로 축조되기 시
작하였다.

그 최고예인 사가(佐賀) 다니구치(谷口)고분의 석실은 조합식 석관을 쓴 수

혈식석곽에 횡구구조가 조합된 것이다.
북부 구주 각지에서 만들어졌다.

그 후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는 횡혈식석실이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석실은 오카야마(岡山)현, 후쿠

이(福井)현, 미에(三重)현 등에서 축조된 예가 있지만, 5세기대의 북부구주계 횡혈식석
실은 기본적으로 일본열도 내의 지역적인 매장시설이었다.
5세기 후반에 긴키(近畿)지방에서 새로운 구조의 횡혈식석실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초기단계 석실의 구조적인 특징으로서는 1)편평한 석재를 쓰고 2)기본적으로 우편연도
이며 3)돌을 쌓아서 연도를 폐쇄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형 석실과도 공통된다.

이러한 특징은 백제 송산리

현실의 평면형태는 석실 너비와 석실 길이의 비율이 1:1.5～2

전후의 장방형인 예가 많다.

다만 나라(奈良) 미야야마쯔카(宮山塚)고분 석실과 같이

현실평면이 정방형에 가깝고 궁륭상 천정인 예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송산리형 석실과
의 구조적인 관련성이 지적되어 왔다.
가 있다.

또 이들 석실에는 못을 쓴 목관이 사용된 경우

이와 같은 목관의 기원도 송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횡혈식석실의 예에서

구하고자 해 왔다.

그리고 복수의 피장자를 현실에 함께 매장하는 풍습도 횡혈식설실

의 수용과 함께 백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송산리형 석실을 비롯한 웅진시대 백제 횡
혈식석실과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의 관계는 재검토해야 하게 되었다.

첫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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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이 나타난 시기가 웅진천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할 수 있다.

석실구조뿐만 아니라 못으로 조립된 목관 2기를 나란히 안치하는 방식과

출토유물을 통해서도 백제와의 깊은 관계를 지적할 수 있는 오사카(大阪) 다카이다야마
(高井田山)고분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자료는 부장된 스예키(須恵器)이다.

이

토기들의 형식은 TK23형식 혹은 TK47형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실연대는 연구
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연대에 따르면, 석실의 축조
시기는 한성시대 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오사카 후지노모리(藤森)고분의 경우, 고

분에서 발견된 하니와(埴輪)의 상대적인 연대가 다카이다야마고분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연대도 475년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송산리고분
군의 횡혈식석실을 단순히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의 조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성시대 백제 횡혈식석실에서 송산리형 석실과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이 어
떻게 나타났는지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한성시대 백제 횡혈식석실의 구조가 다양함이 밝혀지고
있다.

현실 평면형은 정방형에 가까운 것과 장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

다. 또 연도와 현실이 연결된 위치 및 연도의 구조도 다양하며, 구조적인 여러 속성들
의 조합관계에 따라 많은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현실 평면이 정방형에

가깝고, 우편연도인 석실이 송산리형 석실의 조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성시

대의 석실은 송산리고분군의 석실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현실 평면이 정방형에 가깝
다.

그러므로 한성시대에서 웅진시대로 넘어가면서 현실 너비에 비해서 그 길이가 길

어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지면서 송산리형 석실이 성립되었다고 예상된다.
반면 긴키지방에서는 현실 평면이 장방형이며 우편연도인 횡혈식석실이 수용되었다.
한성시대 백제 횡혈식석실 가운데 후지노모리고분이나 다카이다야마고분 횡혈식석실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예로서는 원주 법천리 1호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강 중류역과

일본 긴키지방 사이에 직접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들겠다.

유사한 구조의

횡혈식석실은 논산 표정리81-6호석실이나 청주 신봉동92-1호 석실(다만 좌편연도인
점이 다르다)과 같이 충청도 각지에서도 발견된 바가 있다.

현실 평면이 장방형 횡혈

식석실의 계통과 지역성이 분명해지면,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 출현과정과 그 역사
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긴키지방 횡혈식석실의 수용과 전개과정을 백제를
비롯한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긴키지방의 전통적인 묘제와 장제의 연속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리모토 토오루(森本徹)는 긴키지방 초기 횡혈

식석실에는 그 구조와 연도 폐쇄방법, 못을 쓴 목관의 사용, 스에키(須恵器)의 부장 등
외래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거울, 장신구, 칼, 농공구류의 부장과 하니와의
사용과 같이 이전 단계의 일본 고분 묘제 및 장제의 전통적인 요소도 적지 않게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森本2012).

또 기타야마 미네오(北山峰生)는 피장자를 현실 안에 안

치한 방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긴키지방 횡혈식석실은 기본적으로 단장이었다고 지
적했다.

그리고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분은 ‘중국대륙 및 한반도와의 문화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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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횡혈식석실」이라는 새로운 매장양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재래의 수혈계 매장
시설과 조합시킨 결과’ 나타났다고 평가했다(北山2012).
횡혈식석실의 출현을 단순한 전파론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재래 묘제와의 관계도 함께
생각할 필요성을 지적한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횡혈식석실

이 수용되었을 때에 석실구조는 받아들이면서도 피장자 매장방식, 관의 구조, 부장품의
내용 등에 재래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긴키지방 초기 횡혈식석실만의 특징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겠다.

예를 들면 한성시대 백제 횡혈식석실의 경우도 공주

수촌리 4, 5호분의 경우와 같이 횡혈식석실이면서도 단장이라고 판단되는 예가 있다.
그 반면 화성 마하리석실분이나 청원 주성리1호석실묘와 같이 3명 이상의 피장자가 추
가장되었다고 보고된 예도 있다.

또 이 시기의 횡혈식석실에서 자주 출토되는 못과 꺾

쇠는 같은 시기의 목곽묘나 수혈식석곽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다.

또 송산리 1, 2호분

에서도 유사한 못과 꺾쇠가 출토되면서 관고리는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웅진시대

의 어느 단계까지는 관고리를 쓰지 않고, 못과 꺾쇠로 조립된 목관이 매장시설의 구조
와 관계없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吉井2001, 2007).
또 긴키지방과 같이 백제에서 영향을 받아서 횡혈식석실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낙동
강 이서지역 횡혈식석실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실 평면이 세장방
형인 석실은 이 지역의 수혈식석곽 단벽 중앙에 짧은 연도를 조합해서 성립된 것이라고
생각된다(山本2001).

그리고 고성지역의 석실에는 목관을 조립하기 위해서 못 대신 꺾

쇠를 쓴 예가 있다(吉井2008b).

이러한 구조의 목관은 수혈식석곽에서 사용된 꺾쇠로

조립된 목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부장된 토기의 양상도 앞선 단계의

고분에서 발견된 예와 큰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이 5세기 내지 6세기 전반의 한반도 남부 및 일본열도 각지의 횡혈식석실
은 현실과 연도가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은 공통되지만, 석실형태, 피장자 수, 목관의 구
조, 부장품의 내용 등이 다양하고 지역마다 전통적인 묘제 및 장제의 특징이 어느 정도
잘 남아 있는 점이 공통된다.

이들 가운데 웅진시대 백제에서는 송산리형 석실이라는

능묘를 비롯한 한정된 고분에서만 만들어진 특징적인 석실형식이 성립되었다.

웅진시

대 백제 능묘에 특별한 석실 형식이 성립된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송산리고분
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Ⅲ. 6, 7세기 백제 및 일본의 횡혈식석실 전개과정의 차이
송산리고분군 및 능산리고분군의 조사 가운데 백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고고학연
구에도 큰 영향을 미친 예는 역시 무령왕릉의 발견이다.

고분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석을 통해서 고분 피장자인 무령왕과 그 왕비가 죽은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정보는 다른 지역 분묘의 장송
의례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다.
또 무령왕릉을 비롯한 전실의 출현은 그 후의 백제 횡혈식석실의 전개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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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큰 획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전실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부여 능산리

2호분(중하총)은 능산리고분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단계에 만들어진 고분이다.

그리고

이 고분 석실의 터널상 천정이 평사 천정으로 변화해서 능산리형 석실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접한 능산리폐사 목탑지에서 발견된 사리감 명문을 통해서 능산리고분군

에 성왕 능묘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능산리2호분을 성왕의 능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형식의 석실에서 변화해서 능산리형 석실이 성립된 시기의 상
한을 6세기 후반 가운데 빠른 시기로 추정할 수 있겠다.
송산리형 석실과는 달리, 능산리형 석실은 백제 영역 내에 넓게 분포한다.

그리고

석실 석재 및 그 가공도, 은제 관장식이나 관고리의 형태적인 특징의 조합관계를 통해
서 피장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계층 차이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백제 관등제와 대응
했을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山本2001 등). 또 능산리형 석실에는 부장품이 거의 없
고, 못과 관고리를 쓴 목관이 흔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석실규모는 1기 내지 2기의 목

관만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까지 축소되었다.

능산리고분군을 비롯한 사비시대

백제 고분은 당시의 사회구조와 지역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고고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시기 일본 긴키지방 횡혈식석실의 변화는 백제 석실과 너무나 다르다.
면은 장방형이며, 단벽 중앙에 있는 연도가 점점 길어졌다.
지면서 쓰인 돌 자체도 대형화되었다.
횡혈식석실이 축조되었다.

현실평

또 석실 전체의 규모가 커

그리고 각지에서 전체 길이가 10m를 넘는 대형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전방후원분인 6세기대 일본 대왕(大

王)묘에도 대형 횡혈식석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왕묘라고 추정되는 고분의 대부분이 현재 천황릉 내지 능묘참고지로 지정되
어 있기 때문에, 대왕묘에서 어느 단계에 어떤 구조의 횡혈식석실이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기나이(畿内) 석실).

게이타이(継体)대왕의 능묘로 추정되고 있는 오사카 이마시

로쯔카(今城塚)고분은 공원 정비를 위한 총합적인 조사 가운데 횡혈식석실의 기반시설이
라고 생각되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구를 통해서 이마시로쯔카고분에는 대형

횡혈식석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구에서 家形石棺 파편이 출토된 것
으로 보아, 석실 자체는 크게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긴키지방 마지막 단계

의 대형 전방후원분이며, 긴메이(欽明)대왕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奈良) 미
세마루야마(見瀬丸山)고분 후원부에는 현실내에 2기의 가형석관을 안치한 현실 길이
8.3m, 폭 4.1m, 전체 길이 28.4m인 대형 횡혈식석실의 존재가 알려진 바가 있다.
6세기 후반에는 일본 각지에 군집분이라고 불리는 소형고분이 많이 축조되었다.
리고 이들 무덤의 매장시설로 횡혈식석실이 많이 만들어졌다.
방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나이형 석실이 만들어졌다.

그

또 이 시기에는 긴키지

이와 같이 6세기 후반 때, 일본에

서는 대왕묘를 정점으로 해서 군집분까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규모의 횡
혈식석실이 널리 만들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백제 능산리형 횡혈식석실의 분포 양상과

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일본에서는 6세기말까지 전방후원분이 만들어졌고

가형석관이 많이 쓰인 점 등 전통적인 묘제가 아직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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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식대도, 마구, 금동제 장신구(관, 식리 등)가 이 시기에 자주 부장되는데, 이러
한 양상는 오히려 한성시대 및 웅진시대의 백제고분과 비교할 수 있겠다.
능산리형 석실을 비롯한 사비시대 백제고분의 영향이 일본고분에 나타나게 된 것은 7
세기 이후가 되어서이다. 나라 이와야야마(岩屋山)고분과 같이 이 시기에 돌을 잘 가공
해서 만든 횡혈식석실이 나타난다.

또 목관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면서, 천정

형태가 家形이나 평사형을 이르는 횡구식석곽이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

러한 석실에 보이는 돌 가공 기술과 석곽 구조의 기원은 능산리형 석실에서 구할 수 있
겠다.

이 시기에 부장품이 적어지고 못과 관고리로 조립된 목관의 예가 늘어난 것도

사비시대 백제고분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백제적인 요소는 이전 단

계의 묘제, 장제의 전통적인 요소나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요소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7세기에 들어오면서 군집분의 축조가 줄어들고 종말기고분

의 피장자가 한정된 것도 사비시대 백제고분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Ⅳ. 목관재를 통해서 본 백제와 야마토왕권
송산리고분군 및 능산리고분군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마지막으로 금
송에 관한 문제(吉井2001,2007)를 논의해 보겠다.

1936년에 능산리 동쪽고분군을 조

사한 우메하라스에지(梅原末治)는 석실에서 출토된 목관편과 그 이전에 조사된 능산리고
분군 및 익산쌍능에서 출토된 목관편의 수종감정을 오나카후미히코(尾中文彦)에게 부탁
했다.

그 결과 모든 목관의 수종이 금송이었음이 판명되었다(尾中1939).

그 후 무령

왕릉에서 발견된 목관의 수종도 금송이었음이 보고되어서(박상진 외1991, 1996) 적어
도 무령왕릉 이후 송산리고분군 및 능산리고분군의 능묘 및 그 주변의 대형고분에서는
계속해서 금송으로 만들어진 목관이 쓰여졌음이 밝혀졌다.
금송은 현재 일본열도의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자키(宮崎)현 사이에서만 자생되는
상록교목(常綠喬木)이다.

금송은 내수성 및 내습성이 강해서 배 혹은 나무로 짜여진 통

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많다.
쓰였다.

또 그 나무의 형태가 멋있어서 조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또 일본에서는 야요이(弥生)시대부터 고분시대까지 금송은 목관의 재료로 많이
야요이시대에는 금송은 킨키지방 조합식 목관 가운데에서도 중심적인 수장자

의 목관에서만 쓰여졌다(田中1994).
졌다.

고분시대에는 장대한 통나무 목관의 관재로 쓰여

그 분포를 보면, 금송의 분포 범위와 관계 없이 긴키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

러한 상황으로 보아 고분시대에는 금송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는 설이 있
다(金原1995).
송산리고분군 및 능산리고분군의 목관에 쓰인 금송이 삼국시대 때에는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 자생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열도

에서 금송이 자생하는 照葉樹林이 한반도에서는 남해안지역과 제주도밖에 없다.

그러

므로 만약 한반도에서 금송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강유역에서 떨어진 지역에
서 반입되었을 것이다.

백제에서는 부여 능산리 공설운동장 예정지에서 발굴된 고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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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목관에 쓰인 비자나무(박상진1999a)나 궁남지에서 출토된 목간에 쓰인 삼나
무(박상진1999b)도 역시 금강유역보다 먼 지역에서 반입된 나무라고 생각된다.

지역은

다르지만 경주 금관총 목곽(尾中1939)이나 창녕 송현리 7호분 목관에 쓰인 녹나무(박상
진 외 2011)도 유사한 성격의 목재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금송의 입수, 유통, 가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

일본의 고분에서는 금송의 통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목관을

만들었는데, 백제의 경우는 판재로 가공한 것을 조립해서 목관이 만들어진 점에 주목하
고 싶다.

일본 통나무식 목관에는 길이가 3m를 넘는 장대한 것이 있는데, 완성된 목

관과 거의 같은 크기의 통나무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반면 비교적으로 잘 남아 있는

무령왕비 목관을 보면 뚜껑 관재 3장, 단측판 2장, 장측판 4장이 남아 있었고, 남아 있
지 않은 바닥판도 포함하면 적어도 10장의 판재가 필요하겠다.

이들 가운데 뚜껑, 단

측판, 장측판, 바닥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 240～250cm 전후, 너비 40～50cm정도
의 판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크기의 판재를 여러 매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나무

목관을 만들 때 쓰여진 통나무와 같거나 더 많은 목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목관을 만든 기간과 피장자가 죽은 후부터 매장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의 관
계를 검토해 보겠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송을 입수한 후

에 건조, 판재로의 가공, 칠의 도포, 판재의 조립 등의 여러 공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 못과 관고리와 같은 금구를 만든 시간도 고려해야 하겠다.
무덤에 매장되었을 때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무령왕의 경우, 사망 후

하지만 무령왕 사망 후에 금송

을 구하기 시작하면 매장되기 전에 목관을 완성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는지
의문스럽다.

또 빈장 기간에 피장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도 목관을 썼다고 하면,

목관은 미리 준비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보아, 금송은 왕의 죽음

을 계기로 해서 조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항상 일정한 양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금송은 백제왕 및 왕족들의 목관 재료로써 금강유역 이외의 지
역에서 독점적으로 입수, 관리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고분시대 목관재

를 검토한 오카바야시 코사쿠(岡林孝作)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고분시대 후기 후반에
목관에 쓰인 금송의 이용 방법에는 변화가 있었고, 이 시기에 금송이 부족했을 가능성
이 있다고 한다(岡林2006).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백제로 많은 금송이 공급되었다

고 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백제왕권과 아먀토정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Ⅴ, 맺음말
이상 본 보고에서는 송산리고분군 성립 전후 시기부터 능산리고분군이 형성된 시기까
지의 백제 능묘와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 후기 및 종말기고분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시기의 일본 고분에 보이는 전통성을 중시하려고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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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하지만 백제의 영향 없이 횡혈식설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 금송에 대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백제 입장으로 보아도 야마토왕권과의 관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백제와 일본의 고분을 비교해서 그 공통성과 차이점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로 지역마다의 무덤 변천과정과 실연대를 비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편년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각 시기의 능묘인 대왕묘를

자유롭게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 큰 장해가 되고 있다.

반면 백제의 경우는 시기 마다

의 능묘의 기본적인 구조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무령왕릉과 능산리폐사의 조사성과를
통해서 실연대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 6,7세기 능

묘의 구체적인 변천을 알 수 있는 지역은 백제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

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은 백제고고학 연구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고고학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학술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보고를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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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백제 능묘의 위상

권 오 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백제 능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Ⅱ. 횡혈식 묘제의 이른 정착
1. 횡혈식 석실묘의 등장
2. 횡혈식 묘제의 발전
Ⅲ. 묘제를 통해 본 상장제와 내세관
1. 발달된 상장의례
2. 부부합장의 정착
3. 풍수와 신선사상
Ⅳ. 부장품에 나타난 백제 능묘의 특징
1. 장신구 위주의 부장
2. 도자기와 銅器의 부장
Ⅴ.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국제교섭
1.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축
2.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교섭의 폭

Ⅰ. 머리말 - 백제 능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을지문덕과 연개소문으로 대표되는 고구려인의 강인함, 김유신과 김춘추로 대표되는
신라인의 호국정신에 대비되어 백제인의 이미지는 개로왕과 의자왕처럼 나라를 망하게
무능한 인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망국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에
서 강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하에 묻혀 있는 매장문화재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장군총으
로 대표되는 초대형 적석총, 강서대묘 등의 화려한 벽화고분에 비해 백제 능묘는 초라한
모습이다. 화려한 금관과 허리띠가 출토되는 신라의 적석목곽분, 막대한 양의 도질토기
와 철기가 부장된 가야 고분과 비교해 보아도 백제고분은 초라하다. 무령왕릉의 발견으
로 인하여 백제고분의 부장품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령왕릉은 예외적인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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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왕족의 능묘가 밀집되어 있는 공주 송산리고분군이나 부여 능산리고분군이나 규
모면에서나 부장품의 양적인 면에서 신라와 가야 고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
실이다. 도굴이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백제의 장제가 근본적으로 박장이었음을 고려하
면 앞으로 신라, 가야 고분의 규모와 부장품의 양을 능가하는 백제고분이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73)
백제인들이 고분의 축조보다 성곽이나 사원의 건립에 많은 힘을 기울였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고분문화 자체가 고구려, 신라, 가야에 비하여 저급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묘제만이 아니라 喪制를 포함한 葬制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웅진기 백제 왕실의 빈소로 추정되는 공주 정지산유적의 발견은 백제의 장
묘제, 고분문화를 보는 방법론이 주변 국가의 그것과 달라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Ⅱ. 횡혈식 묘제의 이른 정착
1. 횡혈식 석실묘의 등장
각기 다른 묘제를 이용하던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횡혈식 묘제
를 채택한다. 재료에 따라 석실, 전실, 목실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모두가 공통적이다. 중국 廣東省, 廣西省 일대와 현재의 베트남 북부에서 발전
하던 南越國도 마찬가지여서 前漢代의 廣州 南越王陵(그림 1)은 횡혈식 석실묘이다.74)

<그림 1> 南越王陵
73)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고분이나 전방후원분은 신라, 가야고분에 뒤지지 않는 규모를 지니고 있고 간혹 다량의 물
품이 부장된 경우도 있지만 백제 중앙의 장묘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백제고분의 사례를 들기는 곤란
하다.
74) 廣州市文化局 編, 1999『廣州秦漢考古 三大發現』廣州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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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전한의 왕족 능묘는 黃腸題湊나 횡혈묘의 형태를 띤 경우가 많지만 후한
대 이후 횡혈식의 전실묘가 주 묘제로 정착하게 되며75)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당, 송
이후도 횡혈식 전실묘가 주류 묘제로 이용된다. 고구려의 경우는 석실 봉토분의 등장은
4세기 이후로 보이지만 적석총의 매장시설로 횡혈식 석실이 채용되는 것은 3세기로 소급
될 가능성이 높다. 신라와 가야는 6세기, 왜의 경우는 큐슈(九州)에서 4세기, 긴키(近畿)
에서 5세기 이후 횡혈식 석실이 널리 보급된다.
백제에서 횡혈식 석실묘가 등장한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한
성기에 횡혈식 석실묘가 등장하였다고 믿게 된 계기는 한성지역에서 횡혈식 석실묘가 발
견되어서가 아리나 큐슈의 횡혈식 석실묘의 원류로서 백제를 상정하고 당연히 큐슈보다
이른 시기의 횡혈식 석실묘가 존재할 것이란 추정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
남의 가락동-방이동 일대에 분포하는 횡혈식 석실묘가 백제의 고분으로 간주되었다. 하
지만 입지와 구조, 출토유물면에서 6세기 중엽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한 신라에 의해 축
조된 것으로 보는 반론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특히 단각고배의 부장, 내부에서 발견된
고구려 기와가 그 유력한 근거였다.
그 결과 한성기에 축조되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백제 석실묘가 부재하는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발굴조사의 증가와 함께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서 한
성기에 속하는 횡혈식 석실묘가 속속 발견되면서 한성기에 횡혈식 석실묘가 이용되었음
은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특히 화성 마하리에서 4세기대로 소급되는 횡혈식 석실
묘가 발견됨으로써 백제 묘제에 횡혈식 석실묘의 등장시점은 4세기로 확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간헐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매장시설의 구조에 대하 논란이
있는 서울 석촌동 4호분의 경우도 정상부에 방형평면, 중앙연도식의 횡혈식 석실이 존재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제 왕실에서도 한성기에 이미 횡혈식 석실을 주된 매장
시설로 채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 장학리에서 발견된 계단식 적석총은 방형 평면
의 횡혈식 석실을 갖추고 있는데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가 백제토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횡혈식 석실을 매장시설로 갖춘 계단식 적석총의 지방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
다.
5세기 중반 개로왕대의 선대 능묘 수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사 중 “큰 돌을 郁
里河(한강)에서 취하였다.”는 것은 선행의 분묘76)를 수축하여 계단적석총의 외형을 갖
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虛墓로서 횡혈식 석
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횡혈식 묘제의 발전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 왕실의 능묘는 시종일관 횡혈식 석실묘였다. 방형의
평면에 한쪽에 치우친 연도, 4벽을 수직으로 올리다가 어느 단계부터 점점 내경시켜 각
75) 黃曉芬(김용성 역), 2006『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학연문화사
76) 즙석봉토분이나 소형 봉토토광묘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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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여서 돔 형태의 천정을 만들고 마지막에 한 장의 큰 돌로 마무리 하는 궁륭상 천
정의 무덤이다. 공주 송산리 4호분, 5호분, 29호분이 대표적인데1) 이를 송산리형 석실
묘라 부른다. 송산리형 석실묘는 백제의 지배력이 직접 미치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급
속히 보급되었다.2) 송산리 29호분은 바닥면을 돌이 아닌 전돌을 “人”자 모양으로 깔
아 고분 축조에 전돌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웅진기에는 본격적인 전실묘가 등장하였다. 최초의 예는 공주 교촌리 3호분이다. 이
무덤은 단지 재료만 전돌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장방형의 평면, 안쪽 벽은 수직으로 세우
고 양 옆의 측벽이 아치형을 이룬 볼트 구조의 전축분이다. 중국의 발전된 전실묘는 눕
혀쌓기와 세워쌓기를 반복하면서 벽을 구축하여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데 비하
여 교촌리고분은 눕혀쌓기로만 벽을 올렸고 이런 축조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원형을 유
지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된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적인 한계는 전실묘 축조의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전실묘 수용의 초기단계에 造墓術의 미흡함에서 비
롯된 결과일 것이다.

<그림 2> 송산리 6호분
송산리 6호분(그림 2)과 무령왕릉 단계에 이르면 전실묘 축조기술은 최고점에 달한
다. 무덤 축조에 필요한 전돌의 전체 개수, 각 부위별, 종류별 개수와 크기에 치밀한
1) 東潮ㆍ田中俊明, 1989『韓國の古代遺跡』2 百濟ㆍ伽耶篇
이남석, 2002『백제의 고분문화』서경
2) 최완규, 1997「금강유역 석실고분의 연구」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吉井秀夫, 1992「熊津․泗沘時代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基礎硏究」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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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돌의 제작과 무덤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무령왕릉에는 30
가지 정도의 벽돌이 사용되었는데 크기와 형태, 그리고 무늬가 제각각인 이 전들은 사
전에 종류별로 몇 점씩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하여 제작한 것이다. 사전에 정확하고 치
밀한 무덤 설계도가 있었을 것이며, 벽돌을 굽는 과정에서 깨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각 종류별로 약간의 여유분이 있었을 것이다.
송산리 6호분의 전돌 제작술과 무덤 축조술은 무령왕릉에 비해 약간 처진다. 굽는 과
정에서 휜 전돌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군데군데 보이며 적당히 끼워 넣은 부분도 많
다. 이는 벽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령왕릉의 벽감은 실제 등잔이 발견되는 등 벽감
의 역할에 충실하다. 반면 송산리 6호분은 형태적으로는 벽감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 등잔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송산리 6호분은 무령왕릉
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데 그 이유는 시간적인 차이, 피장자의 신분 두 가
지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으며 造墓工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양 고분의 선후관계는
6호분이 약간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능산리형 석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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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으로 대표되는 웅진기의 전실묘는 사비기에 접어들며 더 이상
계승되지 못하고 새로운 능산리형 석실(그림 3)이 등장하여 백제 영역 전체로 확산된다.
능산리형 석실은 잘 다듬은 대석을 이용한 단면 육각형의 석실로서 조묘집단의 돌을 다
루는 기술이 최고조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능산리형 석실 내에서는 규모와 함께 사용된 돌에 따라 위계가 나뉜다. 거대한 판석,
절석을 사용한 고분과 작은 할석, 잡석을 사용한 고분은 그 위계에서 차이가 있음이 분
명하다.3) 후대의 예이지만 조선 초기 능묘 축조 과정에서 全石을 옮기는 데에 소요되는
인력의 막대함과 인부의 상해로 인해 이를 쪼개어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을4)
볼 때 거대 절석으로 축조한 능산리형 석실은 비록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돌을
다루는 기술 수준과 인력동원이 대단하였음을 보여준다.
능산리형 고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연도와 현실 사이에 돌로 축조한 현문의 존재이다.
남조 고분의 현실과 연도를 구분하는 石造 玄門의 존재이다. 웅진기에 전축분의 수용이
이루어진 후 사비기에 다시 석실묘로 전환되면서 남조의 현문구조를 수용하였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그 결과 나타난 전혀 새로운 묘제가 능산리형 석실묘라고 판단된다.
횡혈식 석실묘는 한성기부터 웅진, 사비기를 관통하여 백제 왕실의 능묘로 이용된 묘
제이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와 공통적이고 적석목곽분이나 수혈식석곽을 왕릉으로 채택
하였던 신라, 가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Ⅲ. 묘제를 통해 본 상장제와 내세관
1. 발달된 상장의례
이러한 묘제의 차이는 상장제와 내세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의 삶이 내세에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계세적 내세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후장과 순장
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반면 유교와 불교를 수용한 사회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사람을 순장하는 장례풍습과 막대한 양의 재화를 무덤에 넣는 후장풍습
이 권장되었을 리는 없다. 고구려와 백제 고분에서 후장과 순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
는 사회적 배경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율령적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喪葬令이 정비되면 더 이상 순장과 후장은 존속하
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형성의 이른 단계부터 중국문화와 접촉이 잦고 많은 수의 중국
계 지식인들을 수용하였던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신라나 가야에 비해 중국식 의례에 대한
조예가 깊었을 것이다. 주례에 입각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개발,5) 16관등제, 22부사
제, 5방5부제의 실시가 그 예이다.

3) 山本孝文, 2006『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서경 p.99
4) 金右臨, 2007「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 硏究」 pp.144-145
5) 李基東, 1990「百濟國의 政治理念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69 震檀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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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례의 대표격인 喪禮의 경우 백제는 유교적인 삼년상을 시행하였다. 『周書』,『北
史』,『通典』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백제에서는 부모나 남편이 죽었을 때는 3년 동

안 상복을 입고 나머지 친척의 경우에는 장례가 끝난 후에 곧 상복을 벗는다고 한다.
무령왕릉 출토 買地券을 볼 때, 왕 부부는 사망 후 27개월 동안 왕릉에 매장되지 않
고 별도의 장소에서 빈장을 치렀는데 그 곳은 정지산유적으로 추정된다.6) 중국에서는 3
년상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하여 25개월 설과 27개월 설이 팽팽히 대립하였는데 백제가
택한 것은 정현의 27개월 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7)
백제 왕실이 중국식 상례에 정통하였던 배경에는 중국과의 잦은 교류가 있으며 이 점
에서 오경박사의 활동이 주목된다. 백제는 무령왕대인 513년 오경박사 段楊爾를 왜에
파견하고, 3년 뒤에는 高安茂를 보내어 교대시키고 있으며, 성왕대인 554년 다시 오경
박사 王柳貴를 왜에 파견하고 있다.
오경이란 원래 詩․書․易 三經에 禮記와 春秋를 더한 것으로서 漢代에 오경박사가 설치
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양 무제 天監 4년(505년)에 다시 설치된다. 양의
오경박사는 五禮, 즉 吉․凶․賓․軍․嘉의 의례를 주관한 자로서 五禮博士, 講禮博士로도 불
렸다.8)
여기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陸詡이다. 그는 崔靈恩에게 三禮義宗을 배웠으며 당시 저
명한 제례 전문가이다. 성왕이 541년 양에 사신을 보내어 毛詩博士와 涅槃 등의 經義에
밝은 자를 보내 주기를 청하자 양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9) 그러므로 백제에 입국한
시점은 541년 이후, 출국한 것은 552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을 것이다.10) 그의 활동이
백제의 예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은 분명하다.11) 특히 스승인 崔靈恩에게 三禮義宗
을 배운 점이 주목되는데 三禮는 周禮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
제가 주례에 입각한 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이에 어울리는 관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다.12)
오경박사의 활동은 웅진기와 사비기 백제 귀족들이 중국의 의례를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장의례도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남조 양에서 유행하고 있던
형식의 묘지와 매지권이 무령왕의 장례에 돌연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다.
그 결과 백제에서 무덤은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의 의미가 주된 것이었고 그 결과 상
장의례의 중심은 무덤보다 오히려 殯殿에 두어졌던 것 같다. 무령왕 부부의 3년상이 장
기간 치러지는 동안 외부인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은 부패하여 가는 시신이 아니라 시신
이 격납된 목관이었다. 이런 까닭에 목관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을 것
6) 國立公州博物館, 1999『艇止山』
권오영, 2002「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寧王陵과 南朝墓의 비교」『百濟文化』31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7) 권오영, 2000「고대 한국의 상장의례」『韓國古代史硏究』20 한국고대사학회
8) 신종원, 2002「삼국 불교와 중국의 남조문화」『강좌 한국고대사 9 -문화의 수용과 전파-』p.109
9)『梁書』권33 列傳27 陸詡
10) 趙景徹, 2005「百濟佛敎史의 展開와 政治變動」韓國學中央硏究院 박사학위논문 p.122
11) 徐永大, 2000,「百濟의 五帝信仰과 그 意味」『韓國古代史硏究』20, 韓國古代史學會
12) 李基東, 1990「百濟國의 政治理念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69

140

이며13) 그 결과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목관은 화려한 장식이나 관고리를 부착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고분의 규모나 부장품의 양은 신라나 가야에 비해 열세이지만 喪과 葬의 전체
과정을 고려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빈장의 실시는 다른 의미에서는 厚葬인 셈이다. 일본
고대 율령에서 薄葬令이란 것이 빈장의 기간을 축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한
다면 진정한 후장은 장기간의 빈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부부합장의 정착
웅진기 백제 능묘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부부합장의 정착이다. 한성기의 석
실묘의 매장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부부합장의 출현을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웅진기 능묘인 송산리 5호분, 29호분, 무령왕릉은 2인을 나란히
배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대가 하나뿐인 송산리 6호분이나 웅진동 1964년 조사
분, 웅포리 20호분 역시

이인병렬합장을 의도했음은 분명하다.14) 2인 병렬합장은 중

앙만이 아니라 논산 표정리 1979-13호분, 육곡리 6호분, 7호분, 보령리 3, 5, 6호분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인 병렬합장은 신라, 가야나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매장
법이다. 오사카(大阪)府 카시와라(柏原)시의 타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은 전형적인 2인
병렬합장의 형태(그림 4)를 취하고 있는데15) 이 무덤은 백제계로서 피장자는 백제 왕족
으로 추정되고 있다. 웅진기 석실묘의 대부분에서 2인 병렬합장이 발견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앙 및 중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2인 병렬합장이 시행되었
음이 주목된다.

<그림 4> 부부합장이 이루어진 타카이다야마(高井田山) 고분
13) 吉井秀夫, 1995「百濟の木棺 -橫穴式石室墳出土例を中心として-」『立命館史學』542 p.475
14) 송산리 6호분의 경우 관대가 하나뿐이지만 그 위치가 현실의 중앙이 아니라 우측(동편)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때
2인 병렬합장을 의식한 장법이다. 이는 실제로 2인 병렬합장을 시행하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과 함께 단인장임에도
당시의 보편적인 장법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 모두를 상정할 수 있다.
15) 柏原市敎育委員會,『高井田山古墳』本文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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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병렬합장에서 피장자간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이외의 다른 관계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무령왕릉에서 확실한 부부합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타 고분도 부부합장일 가
능성이 높다. 결국 부부를 나란히 안치하는 방식은 웅진기 백제 중앙의 매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여 능산리에서는 동상총이 2개의 관대가 나란히 있는 점에서 2인 병렬합장이고 중
하총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16) 반면 동하총과 중상총, 익산 대왕묘는 단장으로서 이러
한 경향은 석실의 공간이 극단적으로 축소되는 석곽화 경향과 함께 멸망기까지 이어진
다.
그런데 무령왕 부부는 머리를 입구 쪽에 두고 있는데 웅진동 8호분과 17호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성기와 사비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장법으로서 웅진
기의 일부 시기에 중앙에서만 확인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중국 남조 전실묘가 부부합
장을 원칙으로 하며 두향은 대부분 연도 쪽이란 점이 참고된다.17) 중국의 장묘제가 백
제에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사례이자 풍수지리사상의 수용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현상
이다.18)

3. 풍수와 신선사상
1) 풍수
흔히 한국사에서 풍수사상의 도입을 나말여초로 잡고 있지만 묘지 선정을 보는 한 웅
진기에 이미 풍수사상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 백제 왕족의 능묘는

한강변에

열을 지어 분포하는 200여 기의 고분에 섞여 있는 데에 비하여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은 왕족의 능묘가 일반 귀족의 묘역과 완전히 구분된 곳에 따로 입지
하며 배산임수, 남향, 동서로 나지막한 능선에 감싸인 점 등에서 풍수를 의식하였음이
분명하다.
경주시내의 신라고분군, 창령이나 성주 등지의 고총, 고령 지산동, 함안 말이산, 합천
성산리 옥전 등 가야의 수장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인다. 웅진기 이후 백제 능
묘의 입지 선정이 풍수에 의해 결정되는 배경에는 남조 능묘의 입지선정이 영향을 끼쳤
을 가능성이 높다.
2) 昇仙的 來世觀
웅진기 백제 능묘에서는 신선세계에 대한 인식이 엿보인다. 송산리 6호분에서 확인된
사신도 벽화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남조 塼畵墓의 사신도(그림 5)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남조 능묘의 사신도(청룡)

16) 吉井秀夫, 1992『熊津․泗沘時代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基礎硏究』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3
17) 권오영, 2002「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寧王陵과 南朝墓의 비교」『百濟文化』3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8) 姜仁求, 1979「中國墓制가 武寧王陵에 미친 影響 -風水地理的 要素-」『百濟硏究』1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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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는 炭精製 辟邪, 유리 인물상(翁仲)과 함께 석제 진
묘수가 주목된다. 높이 30cm, 길이 47cm, 폭 22cm, 무게 48.5kg 정도의 크기에 통
통한 몸통, 뭉툭한 입과 벌린 입, 돌출된 눈과 돼지귀 모양의 귀, 짧은 목, 이마에 꽂힌
수지형의 철제 뿔, 앞다리 상단에 표현된 날개, 뒷다리 상단에 표현된 모종의 장식, 등
에 돌기된 4개의 갈기, 아래를 향한 꼬리 등이 특징이다. 진묘수의 형태에 의한 분류
중 獸面獸身型에 속한다.
이 진묘수의 앞다리 상단에는 날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진묘수에 날개를 표현한 것은

중국에서는 秦代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漢代 이후 황제와 황족의 능묘 앞에 세워지
는 벽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의 능묘 앞에 배치되는 石獸(天祿과 麒麟) 역시 앞다
리 상단에 날개가 표현되어 있어서 무령왕릉 진묘수와 상통한다. 무령왕릉 진묘수는 꼬
리가 몸통에 착 붙은 채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데 이는 남조 석수에서 예외 없이 관찰
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무령왕릉 진묘수는 남조의 진묘수 및 묘전 석수와 형태적으로 많은 공통
점을 소유하고 있으며19)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를 노려보는 위치에 배치된 점에서
鎭墓와 辟邪의 임무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진묘수는 진묘벽사라는 기능에 昇仙의 기능이 더하여진다. 진한 이후 중
국 진묘수의 최대의 특징은 뿔과 날개의 부착인데 날개 달린 神獸의 사상은 漢代에서
육조에 걸쳐 크게 유행한다. 이는 도교의 長生不死, 羽化昇仙과 연결된다. 중국에서는
19) 尹武炳, 1978「武寧王陵 石獸의 硏究」『百濟硏究』9 忠南大 百濟硏究所
권오영, 2006「무령왕릉 출토 진묘수의 계보와 사상적 배경」『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Ⅱ』국립공주박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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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적 내세관의 성행과 함께 사자의 승선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후한대 이
후 서왕모는 葬儀미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승선을 인도하거나, 때
로는 사자를 태우고 승선하는 神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20) 이런 점에서 중국 진묘
수는 단순히 진묘, 벽사의 기능만이 아니라 사자의 영혼을 승선시키는 안내자의 역할까
지 맡게 되며21) 특히 독각계 진묘수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데, 그 형태는 독립된 소조
물로서만이 아니라 화상석, 벽화에서도 나타난다.
무령왕릉 진묘수 역시 독각계 진묘수의 범주에 속하며 형태적으로 중국의 진묘수, 묘
전 석수와 흡사하다면 그 기능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결국 진묘벽사와 함께 승선의 안
내자 역할을 하였던 셈인데 이는 당시 백제 왕실이 도교적 신선사상을 믿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Ⅳ. 부장품에 나타난 백제 능묘의 특징
1. 장신구 위주의 부장
횡혈식 석실묘는 그 구조상 도굴에 취약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장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흔하게 남아 있는 유물은 철제 관못과 꺾쇠 정도인데 이는 목
관을 결구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부장품이라고 할 수는 없
다. 횡혈식 석실묘 자체가 박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량의 토기나 철기를 다량 부장한
경우는 드물다. 대신 장신구의 부장이 주류를 이룬다.
한성기의 대표적 횡혈식 석실묘인 공주 수촌리, 원주 법천리, 천앙 용원리고분군에서
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이식, 허리띠 등 중앙에서 제작한 후 지방 수장층에게 사여한
것으로 보이는 귀금속 장신구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가 함께 부장된 경우가 많
다. 반면 철제 무기와 토기의 다량 부장현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웅진기에도 이어진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대개 극심한 도굴을 당하
여 부장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한성기와 마찬가지로 착장형 장신구 위주
의 부장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산리 4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허리띠드리개는 재질과 형태가 신라 고분인 경주 금관
총 출토품과 상통한다.22) 이는 당시 웅진기 왕족들이 신라산 기성 장신구를 착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장신구 위주의 부장은 왕족만이 아니라 웅진기 귀족묘(그림 6)에서도 확인된다. 대표
적인 유적이 횡혈식 석실묘로 구성된 공주 금학동고분군이다.23) 2호분에서는 花形, 물
20) 曾布川寬,1981『崑崙山への昇仙』中公新書
21) 吉村苣子, 2003「中國墓葬における獨角系鎭墓獸の系譜」『MUSEUM』4月號
22) 崔鍾圭, 1992「濟羅耶의 文物交流 -百濟金工Ⅱ-」『百濟硏究』2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李漢祥, 1997「宋山里墳墓群 出土 金屬製 裝身具」『考古學誌』8 韓國考古美術硏究所
23) 柳基正․梁美玉, 2002『公州 金鶴洞古墳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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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모양, 버들잎 모양의 금제장식이 발견되었으며 12호분에서도 금제 물방울모양의 장
식, 18호분에서는 銀地金裝의 지환이 발견되었다. 토기 부장은 최소화하고 귀금속 장신
구 부장이 주류를 이루는 백제 중앙식 부장방식을 잘 보여준다. 반면 한성기 말에서 웅
진기에 걸쳐 축조된 연기 송원리, 송담리고분군의 경우는 장신구 보다 토기의 복수 부
장이 특징적인데 이러한 현상은 웅진기 중앙과 지방의 부장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6> 서천 추동리 석실묘의 장신구
이밖에 보통골, 오곡리, 신기동, 웅진동, 산의리 등 공주 일원의 웅진기 횡혈식 석실
묘들은 모두 박장을 취하여서 부장품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약간의 장신구, 소량의
토기가 부장되는 정도이다.
웅진기에 속하는 고분에서는 삼족기와 뚜껑, 호 등의 토기를 복수로 부장하거나 약간
량의 철기를 부장하는 고분이 간혹 보이지만 사비기에 접어들면 더욱 극단적인 박장을
취한다. 왕족의 능묘가 집중되어 있는 능산리고분군도 마찬가지여서 도굴의 피해를 감
안하더라도 원래 부장된 기물 자체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 공설운동장부지 고분군(능안골고분군)에서 도굴을 전혀 당하지 않은 채로 발견된
36호분은24) 전형적인 능산리형 석실묘로서 남녀 1쌍이 합장되었는데 동측 이 남성, 서
측이 여성으로 추정된다. 동측에서는 은제 화형관과 철테로 구성된 관모, 은제 장식이
붙어 있는 허리띠, 서측에서는 역시 은제 화형관식과 허리띠, 그리고 금동제 이식이 출
24)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扶餘郡, 1998『陵山里 -扶餘 陵山里 公設運動場 新築 豫定敷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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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을 뿐이다. 다양하고 화려한 관장식과 고리가 출토되었지만 이 유물은 부장품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장품이라고는 최소한의 착장형 장신구로 그친 것이다. 능산리고
분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금동제 山形 장식

역시 관모의 장식으로 추정되기 때

문에25) 능산리의 백제 왕족들은 간단한 장신구만 착장한 채 매장된 셈이다.
능산리형 석실묘 자체가 별도의 부장품을 납입할 공간 없이 시신의 안치만을 목적으
로 둔 것이기 때문에 토기나 철기의 다량 부장은 애초 고려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
다. 이러한 양상은 염창리, 지선리, 태양리, 송학리, 가중리 등 부여일원, 논산 육곡리,
익산 성남리, 완주 둔산리, 옥구 장상리, 정읍 은선리, 고창 예지리 등 지방에 분포하는
능산리형 석실묘에서 공통적이다. 율령제 아래에서 율령 관인의 매장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비기 고분 출토 유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은제 화형관식의 존재이다. 이 유물은
관모 장식으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골고루 나오는데 부여지역에서는 염창리 Ⅲ-72호분,
하황리, 능안골고분군(36호분, 44호분) 등 이른바 능산리형 석실묘에서 출토되었다. 백
제 관인 중 奈率 이상은 銀花로 冠을 장식하였다는 기록을 연관시켜보면 은제 화형관식
이 나오는 고분은 奈率 이상의 관인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26) 한편 이 관식과 결합
되는 철테가 출토되는 고분은 서천 추동리 A27호분,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 석실, 영
동리 1호분 4-1호 석실 등으로서 이 고분들은 奈率 아래인 將德 이하 관인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27)
환두대도 등의 무기나 마구를 부장하지 않고 관복을 입은 채 매장된 이들은 율령제
아래의 관인신분일 것이다.28) 이런 점에서는 무장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는 가야나 왜의
수장묘와는 분명히 다르다.

2. 도자기와 銅器의 부장
백제 중앙의 능묘나 지방의 수장묘에서는 중국 도자기가 부장되는 빈도가 매우 높다.
한성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서울 석촌동, 오산 수청동, 원주 법천리, 천안 화성리와 용원
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고창 봉덕리 고분군이 그 예이며 있으며
웅진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공주 무령왕릉, 금산 수당리고분을 들 수 있다.
기종별로 보면 대호,29) 반구호와 병, 鷄首壺, 완 등 액체를 보관하고 따르는 기물이
주류이며 특히 계수호와 완의 비중이 높다. 앞의 양 기종은 술이나 차를 마시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백제 지배층 사이에서 飮酒, 飮茶의 풍습이 유행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30) 남중국에서는 육조시대에 청자와 흑자 등 자기의 제작과 사용이 번창하는데 이는
25) 權五榮, 2005「百濟文化의 이해를 위한 中國 六朝文化 탐색」『韓國古代史硏究』韓國古代史學會 pp.96-97
26) 李南奭, 1990「百濟 冠制와 冠飾 -冠制冠飾의 政治史的 意味考察」『百濟文化』20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硏究所
崔鍾圭, 1991「百濟 銀製 冠飾에 關한 考察 -百濟金工Ⅰ-」『美術資料』48 國立中央博物館
27) 山本孝文, 2006『三國時代 律令의 考古學的 硏究』서경 p.155
28) 山本孝文, 2008「葬墓制度의 定着過程」『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요지
서현주, 2009「고분 부장품의 해석」『제6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원 연수교육』국립문화재연구소
29) 대호는 자기가 아니라 시유도기, 혹은 전문도기의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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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화와 밀접히 연결된다. 무령왕릉에서는 왕비의 베개 가까이에서 동탁은잔이 출토되
었으며 왕의 머리 쪽에서는 흑유 반구병과 청동 잔이 출토되었다. 왕에게 공헌된 흑유
반구병과 청동 잔은 酒器일 가능성이 있으나 왕비의 동탁은잔은 茶器일 가능성이 있다.
뚜껑의 존재, 훗날 佛具로서의 茶盌과의 형태적 유사성 등이 그 근거이다. 동완은 서천
옥북리고분에서도 출토되었으며 나주 복암리 1호분에서 출토된 녹유탁잔은 주기나 다기
로 사용된 자기나 동기를 백제식으로 번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1)
동기, 특히 동완은 신라, 가야의 수장급 고분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대구 달서 55호
분, 고령 지산동 44호분, 합천 옥전 M3호분, 창령 교동 7호분과 11호분, 진주 수정봉
2호분 등이 그 예이다. 일본열도에서도 九州부터 關東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발
견되고 있다. 입수와 부장의 경위는 단일하지 않은데 백제를 경유한 남조산과 백제산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32)

Ⅴ.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국제교섭
1.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축
백제를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중심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진문물의 단순한 수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에 널리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백제의 선진적인 문물은 이웃
한 가야와 신라, 그리고 바다 건너 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중에는 백제의 원천기
술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고구려나 중국, 멀리 서역에 기원을 둔 것도 적지 않다. 외
부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주변 국가에 보급시키는 데에 백제인들
은 탁월하였다.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그림 7)을 비롯한 가야의 횡혈식 석실묘, 일본 긴
키지역의 횡혈식 석실묘는 백제에 기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능력은 백제문화의 개방성에서 기인하였다. 중국 역사책에 의하면 백제 땅에는
중국인, 가야인, 일본인들이 섞여 거주한다고 하였다. 4세기 전반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
반도에서 쫓겨나면서 발생한 난민 중 많은 수가 백제에 정착하였다. 일본 측 역사책에
의하면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평생 백제를 위하여 활동하던 장군과 관료들이 여럿 나
온다. 이렇듯 다문화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제인들의 열린 자세가 깔려 있
었다.

30) 朴淳發, 2005「公州 水村里古墳群 出土 中國瓷器와 交叉年代 問題」『4-5세기 금강유역의 백제문화와 공주 수촌
리유적』충남역사문화원 p.62
권오영, 2007「선진문물의 수용」『熊津都邑期의 百濟』百濟文化史大系 硏究叢書4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p.215
31) 권오영, 2010「백제 변경에서 확인되는 왕경인의 물질문화」『韓國上古史學報』67 韓國上古史學會 p.41
32) 桃崎祐輔 2006,「東アジアにおける銅鋺の展開とその意義」,『東亞考古論壇』2, 忠淸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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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령 고아동 벽화묘의 벽화

2. 동북아시아를 넘어선 교섭의 폭
백제는 한반도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여러 국가, 정치체와 교섭하였다.
그 교섭의 폭은 때로는 동북아시아를 넘기도 하였다.
4세기 중반 침류왕 때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호승 마라난타는 그 이름을 볼 때 서역
출신이다. 그의 이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서역문화가 소개되었을 것이다. 6세기
전반 중국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 사신은 양나라의 도성인 남경을 무대로 세계 각지에서
온 사신들과 조우하였다. 양직공도에 표현된 12개국의 사신 중에는 백제, 왜와 함께 중
국 신장 지역의 龜玆國(쿠차), 현재의 이란에 해당되는 波斯國(페르시아), 동남아시아의
狼牙修國 사신이 포함되어 있었다.33)
무령왕릉 출토 왕비 관식의 문양은 화병(寶甁)에 꽂힌 꽃(연화)이 활짝 피어오른 모습
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문양은 滿甁文, 揷花文이라 불리는데 인도 발후트탑과 산치
탑의 欄干에 묘사된 예를 볼 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백제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
다.34)
남조의 것으로는 南京 鐵心橋 王家洼 남조묘(梁)의 畵像塼, 南京 蕭景墓 神道石柱의

33) 羅宗眞 主編, 2000『魏晉南北朝文化』學林出版社․上海科技敎育出版社
34) 八木春生, 1993「中國․南朝の蓮華文樣について」『成城文藝』143 成城大學文藝學部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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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刻, 武昌 吳家灣 南朝墓 畵像塼, 襄陽 賈家沖墓의 畵像塼, 鄧縣 남조묘 畵像塼

등을

들 수 있다. 북조의 것으로는 龍門石窟 皇甫公窟, 炳靈寺 第169窟 벽화, 酒泉출토 高穆
造塔 최하층의 선각, 傳石家莊 출토 臺座, 河北省博物館 所藏 觀音菩薩立像 光背 등을
들 수 있다.
삽화문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루트는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오
아시스 길을 통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다를 통한 길이다. 현 상황에서 남조의 삽화문이
육로와 해로 중 어느 길을 택하여 전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백제에 전해지는 배경에
는 남조 양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는 무령왕릉의 구조와 장법, 부장품 등에서 양의
영향이 강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사용된 납의 산지가 태국이란 사실, 중층유리구슬의
산지가 동남아시아일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백제는 중국을 통한 간접적이건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방법이건 동남아시아와 교섭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시작은 이미 한성기
부터 비롯되었는데 무티사라라고 불리는 홍색의 작은 유리구슬, 금박과 은박을 입힌 유
리구슬 표면에 다시 유리를 덮어씌운 중층유리구슬 등은 동남아산일 가능성이 높다.35)
오사카(大阪)府 카시와라(柏原)시의 타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양의 금박구슬과 은박구슬이 발견되었는데, 백제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령왕릉에서는 연리문이 베풀어진 대롱 모양의 구슬도 발견되었는데 유사한 형태의
것이 함평 신덕의 전방후원분, 일본 나라의 니자와센즈카(新澤千塚) 고분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돈보다마라고 부르는 것인데 역시 그 기원은 서역에 있으며 중국,
백제, 일본의 순서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36)

<그림 8> 扶南國 옥 에오 유적 출토 각종 구슬(베트남 호지민시 국립역사박물관)
사비기에는 동남아시아와 교섭한 내용이 전해진다. 『日本書紀』欽明紀에 의하면 543
35) 이인숙, 2000「우리와 고대 한국」『실크로드와 한국 문화』국제한국학회
36) 권오영, 2005『고대 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돌베개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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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백제 성왕은 扶南産 물품(그림 8)과 노예 2명을, 544년에는 毾㲪(양탄자)을 일본에
보냈다. 부남은 캄보디아 남부와 베트남 남부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해상무역을 전개
했던 국가이다. 탑등은 양모로 만든 페르시아 직물로서 북인도에서 생산된 양탄자로 보
인다. 이를 볼 때, 사비기 백제가 인도 및 인도차이나의 물품을 확보하고 이것을 일본
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37)
역시 『日本書紀』皇極紀에 의하면 641년 백제 사신이 崑崙의 사신을 물에 빠뜨렸다
고 한다. 사건의 경위와 진상은 분명치 않지만 崑崙은 인도차이나반도의 국가를 지칭하
므로 당시 백제의 교섭범위가 인도차이나반도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백제의 대외교섭 범위가 동북아시아를 벗어나 광역에 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제인의 개방성이 놓여 있었으며 이는 묘제와 유물, 그리고 문헌자료에 의해 뒷받침되
고 있다.

37) 조흥국, 2000「한국과 동남아의 문화적 교류」『실크로드와 한국문화』국제한국학회
이도학, 2010『살아 있는 백제사』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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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고분의 보존․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
- 송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서 만 철 (공주대학교 총장)

Ⅰ. 머리말
Ⅱ. 송산리고분군의 발굴 경위
Ⅲ. 송산리고분군 보존상의 문제점
Ⅳ. 송산리고분군 보존 조사연구 및 시행사항
Ⅴ. 종합보존관리대책
Ⅵ. 송산리고분군의 활용방안
Ⅶ. 결론

Ⅰ. 머리말
공주 송산리고분군은 표고 130m의 송산을 북 쪽의 주산으로 한 남쪽 경사면에 분
포되어 있는데, 구릉 북동부의 1, 2, 3, 4호분과 구릉의 남쪽사면에 무령왕릉과 5, 6호
분 등 총 7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1971년에 일제시대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던 현
재의 6호분에 대한 배수로 공사중 우연한 기회에 유물이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고분이 무덤 주인공의 실체와 매장 시기는 물론 당시 백제인의 사상과 생활의
일면까지 제시하게 된 무령왕릉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지역이 웅진시대 백제의 왕릉 지
구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분군의 대부분은 일제시대부터 도굴과 발굴조사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거나 간단하게 정리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당시의 발굴보고서와 남아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송산리고분군에는
약 20여기 이상의 고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공주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 공
주시 1995, 강인구 2000, 유네스코 동아시아문화연구센터 2002, 국립공주박물관
2009, 이남석 2010). 이중 현재까지 보존된 7기의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
방이후부터 지금까지 고분내부의 구조는 원형대로 유지한 채 외부의 형태는 조금씩 다
른 모습으로 복원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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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여름 공주 지방에 내린 심한 강우현상으로 인하여 송산리고분군의 5호분에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무령왕릉의 연도 천정부 등에서 누수 현상이 있었다.
또한 그해 겨울에는 무령왕릉의 연도 천정부의 벽돌 3개가 하향 이동하는 등 무령왕릉
의 구조 안전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충청남도
공주시 1997).
이후로 송산리고분군의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표 1) 본 논문
은 그 간의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들을 요약하였으며 앞으
로의 합리적인 보존관리방안과 함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History of researches on conservation of the Songsanri tomb site since
its finding.
년 도
1927
1932
1933
1971
1995

1996. 5. 1. ∼
1997. 4. 30.

1997
1998

내 용
1, 2, 3, 4호분 발굴, 이후 일본인에 의해 고분조사 실시
1∼4호분을 중심으로 석실분의 관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5호분
석실분 발견
5호분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전축으로 시설한 배수로가 발견, 6호분 발
견
일제 강점기 6호분 구조와 형식에 대해 조사 수행
6호분 배수공사 중 무령왕릉 우연히 발견
여름 공주지방에 내린 강우로 인해 5호분에 심각한 누수확인
고분의 구조적인 문제발생
전실에 LYNGBYA SPP, GLOEOCAPSA SPP. 남조류 발생
“송산리고분군 종합정밀조사(서만철)” 연구수행
5호분 6호분, 무령왕릉의 보존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에 관한 종합정밀
조사 실시를 통해 원인규명 및 보수지침 마련
(누수원인 규명, 벽체 거동 상황 및 구조안전 점검, 조류의 제거 및
공기조화 시설 연구)
송산리 고분군 내부 관람 중지
“송산리고분군 물리탐사 및 주수시험(서만철)
지하수 유입여부 및 구조거동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설계
에 반영

1998. 6. ∼
1999. 10.

각종 보수공사
· 누수방지용
· 무령왕릉의
· 봉분재조정

1999. 10. 1.
∼ 2000. 9.
30.

송산리 고분군 2차 정밀조사 시행
· 보수공사 전·후 내·외부현황 대비분석
· 누수여부, 구조거동 및 안전상태 계측
· 고분군 주변환경 상시모니터링
· 남조류 제거후의 생태계 변화 조사

2003. 9. ~
2004. 3.

시행
강회다짐 공사(5호분, 6호분, 무령왕릉)
관람을 위한 전실공간의 되메움 공사
공사

항온·항습장치 설치 및 송산리고분군 주변 정비 보수공사
· 무령왕릉 및 5, 6호분에 24시간 항온 및 항습 시설 설치
· 전원 공급을을 위한 설비
· 진입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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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6 ~
2004. 6. 26.

2007. 3. 14.
∼ 2007. 8.
31.
2010
2011. 5.2. ∼
2012. 8. 23

송산리 고분군 계측용역(서만철)
· 2003~2004년에 실시한 보수 공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
· 고분벽체거동 및 고분내 온습도 상시모니터링
·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결로현상, 남조류 등의 생물피해 상황 변화 등
을 조사
송산리고분군 장기거동 모니터링
· 1998~2004년에 실시한 보수 공사에 대한 장기적 구조거동 파악
· “백제 송산리 6호분 벽화고분 보존연구(정용재) 연구용역 수행
· “공주 송산리 고분벽화 보존방안 연구

Ⅱ. 송산리고분군의 발굴 경위
공주지역의 고분에 대한 학술적 발굴조사는 1927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野守健·神
田憁藏에 의한 송산리고분군 조사를 시작으로 1933년 藤田亮策·小泉顯夫·澤俊一 등
은 제6호분을 조사하였으며 같은 해에 有光敎一이 송산리 29호분을 발굴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정상기, 2012).

Fig. 1. Distribution of tombs in Songsanri tomb
site(정상기, 2012)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송산의 남사면 중턱에 동서로 나란히 늘어선 5기의 고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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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들은 현재의 1·2·3·4호분이 되었다(Fig. 1). 이들 고분들은 수차례에 걸
쳐 도굴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33년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의 藤田亮
策·小泉顯夫·澤俊一 이 6호분을 조사하였는데, 정식 조사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小泉顯夫의 회상록인 『朝鮮古代遺跡の編年』에는 송산리고분군과 벽화고분에 대해 자
세히 언급 되어 있다(小泉顯夫 1986 : 200). 이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발굴되기 전에
이미 193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송산리고분군 내를 통과 하는 관람도로 건설공사
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기의 고분현실이 발견되어 발굴되었는데, 이 고분들
이 송산리 5·7·8호분이다(Fig. 1). 또한 6호분인 전축분의 배수구 한쪽 끝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당시 공주고보 교사인 輕部慈恩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근 1년
가까이 배수구를 파내기 시작하여 1933년 8월에는 전축분의 상부에서 도굴입구를 확인
하면서 벽화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총독부에 알리게 한 것이다(정상기
2012). 이로서 현재 6호분으로 명명된 고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1933년 8월에 시
작되게 된 것이다(정상기 2012).
공주 송산리 6호분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 하던 중에 새롭게 발견된 29호분에 대해
193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 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29호분의 묘실
은 천정이 결실되어 남벽만 남기고 있었는데, 여전히 석회가 견고하게 남아 있었고, 동
벽과 북벽의 윗부분에서 천정부로 이어지는 모줄임식 쌓아올리기 흔적이 확인되었다.
묘실은 동서 2.72m, 남북 3.39m로서 그 네 벽의 높이는 평균 1.90m이었다. 특이한
것은 네 벽에 백색석회를 발랐는데, 동벽에 두 군데, 북벽에 한 군데의 못자국이 확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산리 6호분에 보이는 현수용정과 비슷한 용도인 것으로 추
정된다. 아마 장식적인 천막을 직각으로 연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석실의 북벽에도 한
군데의 구멍이 발견되며, 이곳에는 철정이 존재하고 있었다(정상기 2012).
묘실 바닥에는 한 겹의 전이 깔려 있고 이 전의 밑은 바로 상토였다. 관대는 두 개인데
각각 동벽과 서벽에 접하여 모두 장축을 남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 동쪽관대는 길이가
약 2.6m, 폭 0.95m였으며, 서쪽의 관대는 폭 1m, 길이는 1.69m였다. 연도는 길이가
1.80m, 폭 0.90m, 높이 1.20m이다. 좌우의 벽은 현실과 마찬가지로 돌을 쪼개서 쌓
았으며, 내면에는 석회를 발랐다. 이 29호분에서는 크기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는 모두
9점의 금제화판형금구가 수습되었다(정상기 2012).
藤田亮策·小泉顯夫·澤俊一 3인의 조사결과 6호분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의 도굴로
인하여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송산리 벽화분으로 불리는 6호분은 현실을 벽돌
로 축조한 전축분으로 현실의 네 벽에는 청룡(동벽), 백호(서벽), 주작(남벽), 현무(북벽)
의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 유명하다.
현실은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나 선도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다른 전축분, 혹은 다른 횡혈식석실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6호분의 천정은 터널형을
이루고 있어서 무령왕릉과 통하는 면이 있으며, 벽돌이라는 축조 재료와 더불어 그 천
정구조 자체가 중국의 남조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의 내부에는 동쪽으로 치
우쳐 벽돌로 쌓은 관대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벽에는 등감이 7개나 마련되어 있었는데,

155

6호분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의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1971년 6호분 배수로 공사 중 확인된 무령왕릉은 6호분 조사에 참여한 輕部慈恩에
의해 그 존재가 인식되었으나, 輕部慈恩은 6호분을 사신사상에 맞추어 조성하면서 무령
왕릉을 후방의 현무에 해당하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릉으로 판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송산리고분군은 무령왕릉 및 6호분
등 전축분 2기, 5호분과 같은 석실분 5기와 파괴분 1기, 29호분과 같은 횡혈식 석실분
7기, 수혈식인 7·8호분 2기, 적석유구 2기 등 약 20개에 달하는 고분이 일제강점기까
지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고분들은 크게 두가지 형태의 고분들로
대별되는데, 한성도읍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궁륭상천정을 가진 횡혈식석실분과 새로이
중국 남조로부터 수용한 전축분이다. 초기의 왕묘는 횡혈식석실분이었으나 후에 남조의
영향으로 전축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무령왕릉과 6호분이 이에 속한다(정
상기 2012).

Ⅲ. 송산리고분군 보존상의 문제점
송산리고분군의 정비는 일제시대 고분군 발굴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파
악되나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이후 본격적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일제시대에 1,2,3,4호 석식분이
백제 왕릉으로 추정한 후 참배의 편의를 위한 도로를 건설하고 조경시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령왕릉은 1971년 발견되고 발굴조사된 이래 여러 차례의 정비과정을 거쳐 왔다.
고분의 봉분을 크게 조성하여 왕릉으로서의 위용을 들어내게 하는 한편 내부는 관람에
편리하도록 연도 앞을 파내어 동서방향 3.8 m x 남북방향 4.2 m x 높이 2.5 m 크기
의 전실을 구축하였으며 전실과 연도입구 사이는 유리문을 설치하여 통행하도록 하였으
며 더불어 내부의 조명시설까지 마련하는 등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졌다(Fig. 2). 이러
한 시설을 할 때 고분의 구조 안전이나 고분내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릉으로서의 가치 재조명과 관람객 편의 위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시대적으로 보존과학적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6호
전축분이나 5호 석실분에도 그 규모는 각각 달랐지만 관람객 방문을 위한 전실설치와
함께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보수공사의 여파는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무령왕릉의 경우 연도 외
벽이 점점 전실쪽으로 기우는듯 한 느낌을 주어왔으며 고분내부로의 누수현상은 종종
발생하였던 것이다.
1995년 여름의 공주 지방에 내린 심한 강우현상으로 인하여 송산리고분군의 5호분
에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무령왕릉의 연도 천정부 등에서 누수 현상이 있었

156

다. 또한 그해 겨울에는 무령왕릉의 연도 천정부의 벽돌 3개가 하향 이동하여 무령왕릉
의 구조 안전에 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96년 1월중에 문화재관
리국 주도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종합
적이고도 정밀한 장기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
구소·충청남도 공주시 1997).

Fig. 2. Distribution of tombs and topography of the Songsanri royal tomb site
in 1997.

Ⅳ. 송산리고분군 보존 조사연구 및

시행사항

송산리고분의 현황과 보존대책(1997)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는 1996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 까
지 1년간 수행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6호분의 발굴 당시와 현황을
대비 분석하여 발굴 이후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호분 및 무령왕
릉의 누수 원인을 규명하고, 고분구조의 벽체거동 상황 및 구조안전 점검, 고분 내에
서식하는 조류의 재거, 고분 내 습기 및 결로현상 제거를 위한 공기조화시설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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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 지반에 대한 정밀측량, 고분
내외부의 년중 온습도 모니터링, 지반의 내부물성 파악을 위한 지구물리 탐사, 시추 자
료에 대한 각종 물성실험, 기반의 투수계수 측정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들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분 내외부에 대한 정밀측량 결과 6호분은 현실의 위치와 봉분의 위치가 잘 일치하
나 5호분과 무령왕릉은 봉분 중심이 현실 중심보다 각각 북서쪽으로 4.5m, 동북쪽으로
4m 이격되어있었다(Fig. 3). 무령왕릉의 경우는 발굴 당시에도 유사한 분포를 하였으
나, 5호분의 경우는 이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토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6호분 및 무령왕릉의 벽돌깨짐 상황 조사결과 무령왕릉의 조사 대상 벽돌 6025장중
1972년에도 435장 파손되었던 것이 1996년 조사결과 1072장이 파손된 것으로 밝혀져
파손율이 2.5배로 증가하였고, 6호분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하여 벽돌 파손율이 2.9배
로 증가하였다.

Fig. 3. Distribution of tombs and topography of the Songsanri royal tomb
site. Three boreholes and water tank for groundwater rechrge experiment are
located.
고분벽체의 거동상태를 계측한 결과 무령왕릉 동측벽의 경우 우기와 건기에 각각 2.95
mm/m·yr 및 1.52 mm/m·yr의 거동을 보여 우기에 지하수 유입에 의한 지반의 약
화로 인하여 건기보다 2배 정도 거동하는 양상을 보였다(Fig.4, Fig. 5). 한편, 연도
입구의 호벽은 건기에 전실쪽으로 0.43 mm/m·yr, 연도쪽으로 2.05 mm/m·yr 의
거동을 보여 무령왕릉에서의 가장 심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6호분의 거동현황은 건
기에만 측정되었고, 그 결과 현실의 동측벽은 벽체 뒤쪽으로 7.44 mm/m·yr, 서측벽
은 현실 안쪽으로 3.61 mm/m·yr의 거동을 보여 조사대상(무령왕릉, 5, 6호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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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한 거동을 보였다. 이는 고분 벽돌의 깨짐이 6호분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과 무
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 Changes of groundwater level in the boreholes in response to
precipitation (modified from Suh and Park, 1997).

Fig. 5. Movement of the wall-structure versus precipitation
봉분내부의 토양층구조 파악을 위해 GPR 영상단면을 분석한 결과 무령왕릉 연도상
부의 누수방지층이 심하게 균열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직접적인 누수와 지하수 형태
로 유입된 침투수는 고분군 주위의 지반의 함수비를 증가시켜 지반의 지지력을 악화시
키고 또한 고분내로 서서히 유입되어 고분내부의 습도를 100%로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
이다. 이러한 높은 습도는 고분내의 남조류의 번식을 가져 왔으며 남조류의 번식은 당
시 6호분이 가장 심각하고 무령왕릉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5호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159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고분군의 발굴 후 인위적인 환경변화와 지속적인 강우침투 및 배수 불량
의 영향은 고분군의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조사 당시의 상태는 각 고
분에 대한 보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분 벽돌의 깨짐, 고분 벽체의 거동, 조류의 서식 등을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존상의 제반 문제점들은 일차적으로 누수 및 침투수에 의한 결과로 무
엇보다도 고분군 내부 및 고분 주변으로의 강우 및 지하수 침투를 막는 차수 대책이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봉분의 하
중을 경감하고 토압의 균형을 이루는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남조류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K101 시약을 남조류가 서식하는
벽면에 분무하여 표면에 습포를 덮어 처리한 후 자외선을 24시간 조사하는 처리방법으
로 벽돌에 손상 없이 남조류 제거가 가능함을 밝혀졌고, 고분내 결로현상 및 습기 제거
를 위하여 무령왕릉 및 6호분 모두 항온항습장치를 전실에 설치하고 덕트를 통하여 고
분내 현실로 순환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무령왕릉의 경우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 전실상부 토양을 두껍게 하고 전실의 천정마감재를 열전도도가 낮은
목재로 교체하며 출입문의 이동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고분군에 대한 각종 보수 및 보존대책은 고분구조 자체
에 가능한 한 최소의 변화를 주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도록 제시되었다.

송산리고분군 물리탐사 및 주수시험(1998)
송산리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199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분군의 5호분과
무령왕릉은 여름철 집중 강우시 심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벽체
거동이 더욱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서만철, 1997). 따라서 고분군 주변
의 지표면을 통하여 침투하는 지하수는 고분군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반의 지지력 약화를 초래하여 고분군 벽체의 변위를 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
제를 함께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산리고분군의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령왕릉을 비롯한 5호분 및 6호분의 보수
공사 도중 누수차단, 지하수유입여부 및 차수대책에 관한 정밀 보수 지침을 마련할 필
요가 제시되어 지하수 유입경로 및 지하수 유입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고분군에 대한 물
리탐사와 함께 주수시험을 실시하였다.
누수의 주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회다짐층의 균열의 분포상황과 고분내의 누수시험
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누수방지의 최선책을 도출하려 시도되
었다. 균열 조사 결과 무령왕릉 주위에는 다수의 균열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며 그 폭
은 미세한 틈으로부터 4mm 폭까지 다양하였다(Fig. 6). 5호분과 6호분에서와는 달리
무령왕릉 상부의 강회다짐층에서만 균열이 다수 발견되는 현상이 매우 특이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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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분포가 무령왕릉의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무령왕릉의
현실과 연도를 연결하는 구조적 취약지점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발달되어 있는 현상은
무령왕릉의 구조 변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Fig. 6 Distribution of cracks found on the surface of the quicklime layer
또한 강회다짐층은 시공시 석회의 배합이 불균질하여 국부적으로 지름이 10~20cm
정도의 진흙덩이가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무령왕릉의 연도
상부의 강회다짐층과 무령왕릉 관람실 상부 강회다짐층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5호분 봉
분 북동부와 6호분 봉분의 북부 및 서부는 강회다짐층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쉽게 부
스러질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6호분이 심한상태였다.

Fig. 7. Modelling of wetfront during the
artificial recharge test (공주시 1998)
또한 송산리고분군 누수현상의 원인이라 예상되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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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경로와 그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인공함양시험을 실시하였다. 고분군 북측 능선
에 수조를 설치하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인공함양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 함양율

의 변화로부터 계산된 원지반의 투수계수는  × sec이며, 시험 시작 후 약 15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비교적 일정한 함양율을 보여 wetting front가 수직적으로는
지하수면에 이르렀으며, 수평적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7). 즉 이 시간 이후로는 지층의 압력수두가 정상 상태(steady state)에 이르러 비교적
일정한 함수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함양시험 동안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누
수현상이 관측되지 않았고, 3개의 시추공에서 측정한 수위 자료로부터 wetting front
의 변화를 도시하였으며 무령왕릉 북벽과는 4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산사면 상부로부터 왕릉 내부로의 지하수의 유입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상의 실험을 종합할 때 고분군 누수현상의 주된 원인은 고분군 상부에 설치된 누수방지
층에 균열이 발생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누수 대책으
로는 트렌치에 의한 유도배수시설보다는 효과적인 누수방지층의 보강이 더 시급한 것으
로 결론지었다.

송산리고분군 보수공사(1998~1999)
1997년 발간된 송산리고분군의 현황과 보존대책 및 송산리고분군 물리탐사 및 주수
시험(1998) 연구결과에 따라 1998~1999년 사이에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적인 보
수작업이 이루어졌다. 고분군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고분상부의 토압을 줄이기 위하여
최대 약 1m의 토양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행되었으며, 또한 봉분의 중심이 고분 중심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편토압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무령왕릉의 경우 봉분의 중심을
남쪽으로 약 2m 이동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외부 봉분의 중심과 고분의 중심을 일
치시키는 작업을 한번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급격한 토압구조의 변화가 고분구조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기록해둔다. 이 작업을 하
는 동안 고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내부에는 목제 버팀목들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구조안전을 위한 또 다른 대규모 보수 작업은 무령왕릉의 발견이후 당시까지 관람객
을 위하여 연도 앞을 파내어 만들었던 전실공간을 되메움 하는 공사이었다. 왕릉구조의
중심으
로부터 약 4 m 이상 북쪽으로 이격되어 있는 봉분으로부터 형성된 남쪽을 향하는 편토
압으로 인하여 왕릉구조 자체가 남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
으며, 관리 및 조사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화강암 부재를 활용하여 설치한 후 되
메움 공사를 시행하였다(Fig. 8, 9 & 10).
고분군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존 강회다짐층의 약
한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동일 재료를 이용하여 이루어 졌으며, 특히 기존의 강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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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층 부위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과의 이음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맞물리게 작업을 하
여 연결부위의 취약부분을 보강하였다.
고분내부의 남조류 제거작업도 함께 병행되었는데, 사전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K101
시약을 남조류가 서식하는 벽면에 분무하여 표면에 습포를 덮어 처리한 후 자외선을 24
시간 조사하는 처리방법으로 벽돌에 손상 없이 남조류를 제거 하였다.
또한, 고분내 결로현상 및 습기 제거를 위하여 무령왕릉 및 6호분 모두 항온항습장
치를 고분외부에 설치하고 덕트를 통하여 고분내 현실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하였
으며 무령왕릉의 경우 외부 온도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

치하였다.

Fig. 8. Repairing of front chamber of the Muryung royal tomb in 2000.

Fig. 9. 3-D view of the Muryung royal tomd before and after the repairing
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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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layouts of Muryung royal tomb, No. 6 tomb, and No. 5 tomb
from righthand side after the repairing in 2000.

송산리고분의 보존현황 조사(2000)
송산리고분군에서 1998~1999년 사이에 실시된 보수공사 후의 현황에 대한 보존과
학적 조사를 19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 까지 1년간 수행하였다. 이 조사
에서는 보수공사후의 고분벽체거동 및 고분내 온습도 상시모니터링, 구조안전, 누수차단
효과, 남조류 등의 생물피해 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보존공사 후 변화된 송산리 고분군의 고분 내부 및 외부에 대한 정밀3차원 실
측을 실시하여 고분의 내·외부에 대한 정확한 수치 자료 및 도면을 산출하였다(Fig.
11). 고분내부의 벽돌깨짐 조사결과는 1996년 조사 이후에 무령왕릉에서 약 5% 정도
의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령왕릉의 경우 연도 동벽이 1996년과 대비
할 때 9.1%정도 훼손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전실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과
상부 봉토의 제거 등으로 인한 토압의 재조정 현상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되었
다. 한편 6호분의 경우에는 벽돌훼손이 무령왕릉보다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6호분 현실의 동벽과 서벽의 배부름 현상과 함께 구조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벽체거
동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분군 상부에 설치된 강화다짐층에 발생한 균열이 고분내부로의 누수원인으로 밝혀
짐에 따라 1999년에 강화다짐층의 균열부위 등을 보수한 바 있으며, 보수공사 후 고분
내부로의 누수현상은 관측된 바 없으며, 지하수위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 보강공사 후
지하수위가 약 1m 하강한 것으로 관측되어, 보강된 누수방지층이 고분군으로의 지하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분벽체의 거동을 계측한 결과, 무령왕릉의 경우 보수공사 이전에는 남동쪽으로의
거동이 발생하여 왕릉의 구조가 관람실쪽으로 기우는 위험한 상태이었으나 보수공사 이
후에는 거동방향이 역전되어 북서쪽으로 거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령왕릉의 벽체
및 주변 지반이 서서히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었다(Fig. 12). 회복속도는
보수공사 이전의 거동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경과와 함께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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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stribution of tombs and topography after repairing.
고분군의 내외부의 온습도 환경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외부의 온도 변화는
연중 -10℃~34℃ 범위의 전형적인 기온변화 양상을 보이며, 고분군 내부의 온도는 연
중 13~17℃ 내외를 유지하여 비교적 항온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분군 외
부의 습도 변화는 여름이 다습하고, 겨울이 건조한 전형적인 한국의 연간 습도 변화경
향을 보이며, 고분내부의 경우 74% ~ 100%의 습도 변화를 보였다. 6호분의 경우 에
어컨이 현실내부에 설치되어 제습효과의 과다로 인하여 고분 벽체의 진흙이 건조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바, 고분내 습도를 연중 90% 정도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실내부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을 항온항습기로 교체하여 전실에 위치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1998년 실시한 남조류 제거작업 후 2년이 지난 당시까지 남조류 및 부착 생물의 재발
생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무령왕릉 현실의 보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되었다. 무령왕릉 현실의 우측벽과 정면벽 그리고 연도의 벽에 다소의 남조류가 관찰되
었으나 미미한 정도이며, 특히 연실 좌, 우측벽과 정면벽에 약간의 남조류가 포자 형태
로 부착하여 있었으나 과거와 같이 층을 이루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발육과 생장
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송산리고분군의 2차 종합정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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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고분 구조의 안정성 회복, 누수현상의 차단, 남조류의 발육생장 억제 현상들이
주요 결론으로 도출된 바, 1999년 시행된 송산리고분군 보수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2. Measurement of tilting of the Muryung royale tomb before and after
the repairing.

송산리 고분군 계측용역(2004)
송산리 고분군에 대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에 걸쳐 항온·항습장치 설치
및 송산리 고분군 주변 정비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보수공사에서는 무령왕릉 및 5, 6
호분에 대하여 24시간 항온 및 항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전원공급에 대한
추가 설비, 그리고 진입로를 보수하였다.
송산리 고분군 계측조사는 2003년 9월 ～ 2004년 3월 사이에 실시된 보수공사 후
의 현황에 대한 보존과학적 조사를 2004년 3월 26일부터 2004년 6월 26일 까지 3개
월간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보수공사후의 고분벽체거동 및 고분내 온습도 상시모
니터링, 지하수 영향에 대한 결로현상, 남조류 등의 생물피해 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였
다.
지하수위 변동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1998년에 보강된 누수방지층이 고분군으로의 지
하수 유입을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송산리 고분군은 보수
공사 이전에는 남동쪽으로의 구조거동이 발생하여 왕릉구조가 관람실 쪽으로 기우는 위
험한 상태이었으나 보수공사 이후에는 응력의 방향이 역전되어 북서쪽으로 거동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무령왕릉의 벽체 및 주변 지반이 서서히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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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고분군의 내외부의 온습도 환경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 고분군 내부의 온도
는 연중 13～17℃ 내외를 유지하여 비교적 항온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러나 항온항습기 설치기간 중에는 습도가 100%를 유지했으며, 항온항습기 설치이후 다
소 불안정한 습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항온항습기의 지속적인 검측
및 점검을 통한 고분내 습도를 년중 90% 정도로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주 송산리 고분벽화 보존방안 연구(2012)
공주시의 발주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관으로 2011. 5. 2. ∼ 2012. 8.
23. 까지 16 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에서 송산리 6호분의 벽화는 바탕층 및 채색
층의 손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30년대 발굴당시의 사진과 1970년대 실측조
사 기록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송산리 6호분 상태조사결과, 현재사
용 중인 공조기로는 벽화의 추가적인 손상이 계속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사
에서 1970년도에 작성된 대조군으로 벽화의 훼손상태를 조사한 결과, 바탕층의 박락
상태(훼손율)는 동벽이 가장 높고 서벽이 가장 낮은 훼손 율을 보였다. 이는 공조기 풍
향에 따른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전축사이에 줄눈에 대한 열화가 심각하
며, 많은 부분이 심하게 이탈되어 있었다. 줄눈은 전축분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 빠른 보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담된다. 또한 현재 6호분 박리된 벽 바탕층의 응급
보존 처리된 부위에 대한 최소 1년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
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중 고분내부의 수직적 결로 양상을 비교해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천장의 온도가
바닥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천장쪽으로 결로가 발생되었으며, 천장과 바닥의 온
도 패턴이 변화는 6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바닥의 온도가 천장부보다 낮아짐에 따라 벽
체는 결로가 줄어들고 바닥에만 직접적인 결로가 발생되고 있었다. 또한 1월부터 5월까
지(봄철)는 남측면과 북측면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비슷해짐에 따라 방위와 상관없이 천
장 전체에 결로가 발생했다. 6월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남측면이 온도가 높아짐에 남
측면의 결로가 사라지며, 북측면에만 결로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공주시·전통
문화학교 2012).

Ⅴ. 종합보존관리대책
송산리고분군의 발견 이후 특히 1971년 무령왕릉의 발견 이후 수 많은 관람객들이
고분 내외부를 견학하면서 이에 수반된 고분 내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고분군의 안
정성에 손상을 입은 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다행이 1997년에 진행된 송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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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군 종합정밀조사 결과 제안된 보존대책에 따라 고분군내부의 관람이 중지되고 관람객
을 위하여 무령왕릉을 포함한 5호분 6호분의 고분모형을 지하에 건설함으로서 더 이상
의 관람객에 의한 피해는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또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보존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998년∼1999년에 시행된 구조안전 대책 및 누수 방
지를 주로 실시한 보수공사에 이어 2003년∼2004년에 시행된 고분내 환경보존을 위한
항온항습시설의 설치를 포함한 고분군 주변정비공사를 통하여 고분군의 안전에 많은 진
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존대책 실시에 있어서 사전에 진단연
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며 또한 반드시 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하였는 바,
고분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델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약 1500년 전부터 전해져 온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훌륭하게 보존하여 후대 물려주
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보존관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송산리고분군
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보존관리대책에 있어서는 크게 구조안전분야, 고분내부환경분
야, 고분외부환경분야의 세 분야로 대별된다 할 수 있다. 구조안전분야에 있어서는 고
분 내부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의 깨짐상황 및 고분벽체의 거동상황에 대하여 주기
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6호분의 경우 동벽과 서벽의 중앙부 배부름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계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의 각종 보수 공사 시행으로
벽체 거동이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관찰로 변화를 예의
주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벽체거동을 접촉식 센서로 측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비접촉식 센서인 레이저, 초음파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구조거동 및 안전 상
태에 대한 변위측정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분야
구조안전분야

고분내부환경분야

고분외부환경분야

세부분야
벽돌 깨짐 상황

조사주기
2년

벽체거동 상황

연속계측

누수발생 여부
온도 및 습도
남조류 발생 여부
봉분손상 여부
지하수위 변동 상황
사면안정성 여부

우기 강우시
연속계측
3개월
3월 7월 11월
3월 7월 11월
3월 7월 11월

비고
6호분 동서벽 배부름 현상
지속관찰 필요
무인관측장비 설치
무인관측장비 설치

무령왕릉 동측 사면

Table 2. Contents of monitoring for conservation of the Songsanri royal
tombs
고분내부환경분야의 경우 누수발생 여부, 항온항습시설의 안정적 작동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특히 고분 벽체에 남조류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고분군에 적합한 공기조화 시설이 필요하며, 고분 내부의
환경을 무인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출입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분외부환경분야의 경우 봉분의 손상 여부 및 우기의 지하수위 변동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무령왕릉의 경우 동측사면의 경사가 서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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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하고 특히 집중호우시에 지표수의 유동방향이 동측사면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
로 산사태 가능성에 대한 주기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Ⅵ. 송산리고분군의 활용방안
송산리고분군은 웅진시기 백제의 왕릉지역으로서 특히 연대와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무령왕릉이 자리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태다.
그런 점에서 송산리고분군의 활용방안은 왕릉지역이라는 사실과 무령왕 및 무령왕릉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활용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송산리고분군의 활용방안은 관광산업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자원으로서의 송산리고분군은 국내 어느 고고학적 현장보
다 그 가치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 되
었으며 무엇보다도 무령왕의 서거일을 523년 5월 7일로 기록한 지석이 출토됨으로서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정통성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의 정확성을 입증한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령왕과 왕비, 귀족, 장군, 군인 등이 참여하는 행차 및 거리 퍼레이드를 실시하며,
여기에는 당시의 복식을 고증 재현하여 공산성에서 왕릉앞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관광객
의 흥미를 돋울 필요가 있다. 특히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에서 왕위에 있다가
사후에는 중국 양나라식으로 알려진 전축분 무덤에 묻힌 만큼 일본과 중국의 관련도시
들의 사절단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의미를 지닌 성대한 행차가 되게 할 필요
가 있다.
한편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하여
국제적인 인식이 제고된다면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더불어 외래 관광객 유치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덕의 연구단지 및 과학

비지니스벨트에서 보고 문화관광은 30분 거리내에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여가를
즐기게 하는 정책을 인근의 시도들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분야의 활용방안은 이미 그 기능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산
리고분군이 갖고 있는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의 국제교류의 증거제시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현장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백제고분의 유
형과 변천과정에 관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하고 한중일 삼국의 당시 묘제 비교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모형을 통하여 왕실에서 사용하였던 제품들이나
장신구들의 국제적 교류현황, 활용도 및 디자인성에 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무령왕릉 및 무령왕의 출생, 왕위 취득, 왕으로서의 업
적, 장례절차 등의 학습을 통하여 고대 한국사회의 사회현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당시 이웃나라 왕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대인들의 지도자상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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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의 물질만능주의 와 입시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고대로
부터 내려오는 정신문명에 대한 사색을 하며 유적도 보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조성하는 사업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송산리고분군 - 정지산유적 - 공주박물관, 혹은 송산리고분군 - 정지산유적 황새바위 - 송산리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명상의 길’을 조성하여 송산과 금강, 공산
성을 조망하면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며, 정지산유적에는 최근
에 데크도 설치되어 있어 간단한 휴식을 취할수도 있는 만큼 더욱 효과적이다.

Ⅶ. 결론
송산리고분군에 관한 발견 경위, 보존을 위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노력, 앞으로의 보
존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논하였다. 송산리고분군의 정비는 일제시대 고분군
발굴 이후 간할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나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 이후 본격
적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져 여러 차례의 정비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존과학적 인식의 결여로 인하여 고분의 구조 안전이나 고분내부 환경의 안전성 확보
보다는 왕릉으로서의 가치 재조명과 관람객 편의 위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결과 고
분의 구조안전성과 벽화의 보존 등에 심각한 손상이 이루어진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종합적이고도 정밀한 장기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송산리고분군 종합정밀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고분 벽돌의 깨
짐, 고분 벽체의 거동, 조류의 서식 등을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보존상의 제반 문제점들은 일차적으로 누수에 의한 결과로 무엇보다도 고분군 내부 및
고분 주변으로의 강우 및 지하수 침투를 막는 차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변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봉분의 하중을 경감하고 토압의 균
형을 이루는 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봉분의 규모 축소 및 봉분 위치 재조정,
누수방지용 강회다짐층에 대한 보수, 무령왕릉의 전실관람공간에 대한 되메움 등의 시
공이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연구의 결과로 고분군내부의 관람이 중지되고
관람객을 위하여 무령왕릉을 포함한 5호분 6호분의 고분모형을 지하에 건설함으로서 더
이상의 관람객에 의한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보존대책 실시에 있
어서 선행 진단연구 결과에 따라 시공하며 또한 반드시 사후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모델
을 정립한 것은 앞으로 문화재보존의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향후 송산리고분군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보존관리대책에 있어서는 크게 구조안전
분야, 고분내부환경분야, 고분외부환경분야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다시 분야별로 2 ～
3가지의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벽돌깨짐, 고분벽체거동, 누수발생, 온습도, 남조류 발생,
봉분손상, 지하수위 관측 및 사면안정성 점검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조사
주기를 제시하였다.
송산리고분군의 활용방안은 관광산업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누어 접근하여,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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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중국과 일본의 관련 도시들이 함께하는 주기적 무령왕 행차 등과 같은 프로그램
의 개발과 함께 인근 세종시, 대덕단지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관짓는 외래 관광
객 유치 프로그램의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분야의 활용방안으로서는 송산
리고분군이 갖고 있는 고대 동아시아세계에서의 국제교류의 증거제시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현장교육 체제를 구축함과 함께 물질만능주의 사고방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고대
로부터 내려오는 정신문명에 대한 사색을 하며 유적도 보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걸을
수 있는 ‘송산리고분군 - 정지산유적 - 황새바위 - 송산리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둘
레길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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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능묘의 보편적 가치’탐색을 위한 토론문

이 남 석(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제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발현에서 비롯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는 유적에 내재된 시, 공간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통해 검증될 수 있
을 것이다. 백제 역사유적을 크게 관류하는 중요한 개념은 백제적 특성과 교류의 흔적
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성격은 개별 유적의 정치한 분석을 토대로 주변 문화
권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
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부각된 송산리 고분군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주
변국 능묘와 비교 검토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백제 역사유적
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 능묘로 알려진 유적은 서울의 석촌동 유적과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익산의 쌍릉이다. 그중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것은 공
주 송산리 고분군이다. 다양한 선정배경 중에 송산리 고분군이 지닌 진정성, 완전성의
강점이 크게 작용한 것인데 대부분의 논의가 송산리 고분군에 집중되어 있음도 그와 관
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능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더불어 주변국 능묘와의 비교를 통한 백제 능묘, 그중에서도 송산리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논급되었다.
백제의 능묘, 특히 송산리 고분군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묘제와 부장품에 나타난 국제
성을 토대로 백제가 동북아시아 교류의 중심에 있음을 입증하는 물적 자료라는 평가는
고전적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송산리 고분군의 다양한 논의 속에 반복적으로 제시되
지만 주변국 능묘와의 비교 속에 크게 경청할 제언도 적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능묘의 경우 그것이 가진 독창성, 기술적 우수
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통한 4가지 보편적 가치의 적시라던가. 신라 능묘에 보이는
능원의 백제 능묘에의 적용, 중국의 능묘문화에 대비하여 송산리 고분군의 분포 특성,
유물, 유구에 나타난 백제적 독창성의 검출, 장묘제로 본 백제 능묘의 상대적 우수성의
지적 외에 일본의 긴키 지방 석실묘제에 스며있는 백제적 속성이나 금송의 존재를 통한
교류의 강조는 백제 능묘 특히 송산리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정립에 매우 유
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주변국 능묘와의 비교를 통한 백제 능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탐색의 전제
는 백제 능묘, 나아가 백제묘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때문에 발제
의 대부분에 백제묘제 혹은 능묘에 대한 분석적 논급이 많지만 상당정도에서 내용 상충
이 드러나 그 자체의 정리만도 새로운 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인 능묘에 한
정할 경우도 유적 해석이나 묘제 전개양상, 개별 분묘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엿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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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다양한 의견 개진의 결과는 관련 유산의 보편적 가치창출에 매우 유익할 것이
지만 유적의 진정성이나 완전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본래적 속성에의 어느정도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백제 능묘로 판단되는 유적은 서울의 석촌동 고분군,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과 익산의 쌍릉이 있는데, 이중에서 쌍릉은 무왕릉으로 볼 수 있
지만 왕릉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 적석총, 전축묘와 석실묘, 석실
묘를 묘제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도읍지내 유일의 왕릉으로 시간순 배열도 가능하여,
능묘문화의 변천상을 엿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송산리 고분군은 무령왕릉의 존
재로 진정성의 담보와 함께 백제의 국제성도 입증되기에 유산적 가치 발현의 중심에 있
기도 하다. 따라서 이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능묘로서 진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
을 것인데, 논의 중에는 나름의 의문도 없지 않기에 이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백제 능묘역의 능원으로의 인정에 대한 것이다. 그와 관련한 논급 가운데 백제
능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능원을 설치하였고 능원에 왕가만의
능묘를 군집시켜 배치하는 가족장제를 시행하는, 즉 왕가의 능원을 조성하였다는 지적
에 큰 이의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백제 능묘가 도읍지별로 하나씩
존재한 것에서 결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의 능원은 웅진과 사비도읍시기는 하나만
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서 벗어나는 쌍릉은 특수한 사례로 판단하기도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웅진 도읍기 능묘의 문제로 송산리 고분군이 유일한 왕릉이
고 거기에는 무령왕과 동성왕, 그리고 문주왕 삼근왕을 모두 함께 매장한 지역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능원이 도읍지별로 하나씩만 조성되었다는 점을 반
론할 적극적인 고고학 자료는 아직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의 또 다른 백제 왕릉이 존재한
다는 지적, 기왕의 송산리 고분군 검토결과, 능산리 고분군과 익산의 쌍릉이 왕계에 따
라 능역을 달리한 결과라는 점 등의 지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적어
도 송산리 고분군의 이해에서 그것이 백제의 웅진도읍기 능원임은 분명하고 왕가의 능
묘로 인정할 수 있지만, 무령왕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에 한정된 무덤군으로 보아
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송산리 고분군내의 유구 중에 나중에 조사된 2기의 방단적석 유구가 있는데
이의 성격문제이다. 물론 이는 일찍이 제단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발굴조사가 이
루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적석묘 혹은 개로왕의 가묘 등으로 재검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묘로 인정할 속성의 부재로 다시 의례시설 혹은 불교관련 의례시설이란 의견이 개진
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 방단 적석유구의 성격을 비교 검증할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
었는데, 미약하지만 석촌동의 적석묘를 비교하여 무덤으로 판단하였지만 실효적이지 않
았다. 그런데 최근 공주 수촌리 유적에서 대규모의 적석유구가 드러나면서 이를 제단
등의 의례시설로 보고 송산리 방단유구도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수촌리
적석유구를 비롯하여 송산리 방단유구는 기왕의 능묘를 단순한 매장시설로서 주목되었
을 뿐인데, 이제 능침제 등의 또 다른 의례환경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촌리의 적석유구와 관련하여 잔존정황을 살피면 그것이 단순히 제사시설

173

로만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유구는 적석된 상황으로 남겼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방
단축석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 배치된 양상을 남겼다. 이는 오히려 무계획
적 반복사용을 암시하는 잔존상황으로, 제사와 같은 정례적이고 규칙적 행위의 의례 장
소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한다. 즉 송산리 고분군에도 방단 적석유구가 2
기 존재하는데 그와 대비하여 이해할 경우, 혹시 각각의 방단시설은 개별무덤과 연계된
행위의 결과로 잔존된 시설로서 빈소와 같은 기능의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송산리 고분군의 빈소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은 정지산이다. 정지산 유적은 발
굴 후 기와를 사용한 벽주 건물지를 비롯한 유구의 특이성을 토대로 제사유적 혹은 무
령왕 빈소 등으로 비정되었고, 빈소로서의 의미 부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정지
산 유적이 송산리 고분군의 빈소로서 기능하였음에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면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 송산리 고분군과 세트로 다루면서 능묘의 기능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이성의 주체였던 벽주건물이 백제 건축물로서 일반성이 드러
나는가 하면, 송산리 고분군의 방단 적석유구와 더불어 정지산 유적을 불교유적으로 비
정하는 등, 정지산 유적을 마냥 빈소로 보기에 나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기회로 앞서 언급된 송산리 고분군의 방단 적석유구의 존재를 유념하면서, 전체를
중국의 분묘제사와 능침제 등과 관련하고 여기에 송산리 고분군의 무덤들이 횡혈식으로
묘실 내에서 의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가정도 포함하여 빈소나 의례 등의 문제
를 재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송산리 고분군의 유산적 가치의 인식을 위해서는 발달된 상장의례, 부부합장의 정착,
풍수와 신선사상의 적출에 시사하는 것이 많고 특히 장신구 위주의 부장품과 도자기 동
기의 부장에 나타난 백제 능묘의 특성도 크게 주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송산리 고
분군 중에 무령왕릉의 부장품은 완전성으로 그 가치가 적지 않은데, 이들은 장신구 위
주의 부장품과 이외의 품목으로 구분됨을 기회로 이를 장착품과 의례품으로 성격을 구
분하면서 혹시 묘실 내에서 이루어진 의례행위의 복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개진하여 본다.
능묘는 해당사회 분묘문화의 정점에 있기에, 이에 대한 이해는 당대의 분묘문화 이해
로 직결된다. 반면에 능묘문화의 올바른 이해는 선행적으로 관련 분묘문화의 이해가 전
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보면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 능묘문화의 이해는 우선적
으로 백제분묘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한 논급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그중에서 석촌동 적석총의 진정성 문제라던가 송
산리 고분군 석실묘의 성격에 대한 나름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예컨대 석촌동 적석
총의 경우 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간주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진정성
과 완전성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고구려 능묘 중 일부에 제시된 진정성 문제의 해결과
정이 제시되면서 석촌동 적석총이 언급되지만 그것이 능묘인가의 문제 외에 분묘로서의
진정성 담보가 가능한가의 의문도 남는다. 더불어 백제 능묘가 대체로 석실묘란 묘제로
서 그 전개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었는데, 연원이나 전개상에 대한 이해의 난
맥상도 엿보인다. 예컨대 백제 능묘로서 석실묘의 연원이 송산리 고분군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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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수긍되나, 그것이 남천 후 지방사회의 묘제 유입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고분군
내의 석실묘가 전형적 형상으로 발전된 것이 유입되었음에도 해당지역에서 변화, 변천
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일본의 횡혈식 석실묘의 유입과 전개 문제의 검토속에 제기된 횡혈식 묘제의 확
산과정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일본의 고대묘제 전개가 한반도 특히 백제와
의 관련 속에 이루어졌다는 지적, 그리고 중심에 서울의 강남지역 분묘를 비롯하여 공
주의 송산리, 부여의 능산리 자료가 지표로 주목되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러한 환
경에서 최근 일본 긴키 지방의 횡혈묘 전개상에 고유의 전통적 묘, 장제적 특성이 있음
을 기회로 이를 고려한 묘제 수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백제 한성기에 횡혈식 석실묘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그것이 지방사회가 주체
가 되어 수용되면서 지방의 토착적 묘제축조 전통이 석실묘제에 남겨진다는 지적과 상
통하는 것으로 이러한 묘제확산 환경의 이해는 송산리 고분군의 개별 석실묘 이해의 전
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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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조 영 현(대동문화재연구원 원장)

1. 전공 선생님 여섯 분의 발표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발표문에 이미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불요하지만, ‘능묘’에 관한 용어 개념의 설명이 필요하다.
2. 과거 남한 횡혈식석실분을 총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부분으로, 宋山里古墳群
과 陵山里古墳群은 각각의 王陵群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발표문 중에서는 그 두 고분
군 중의 다수가 왕릉으로 지칭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2기 이상이 왕릉일 수 있
다는 것이 여러 발표자들의 견해가 아닌지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송산리고분군의 경우, 또한 모두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웅진기의 文周王(477)ㆍ三斤
王(479)ㆍ東城王(501)의 陵들은 송산리고분군의 6호분을 東城王陵으로 추정하거나 이른
바 宋山里式의 標識墳인 송산리 제1~제4호분 아니면 송산리고분군 안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다. 사실 토론자도 아직도 논란의 와중에 들어있는 제1~제4호분의 배
후 人工背山形 築成遺構를 동성왕릉으로 비정해 왔으나 이미 발굴 결과 매장유구가 아
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群內 周知된 고분 중에서 무녕왕릉 외에는 왕릉으로
볼 만한 고분이 없지 않은가 한다.
능산리고분군 또한 中下塚 외에는 왕릉으로 볼만한 고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고분은
父王의 幽宅인 武寧王陵의 築材만 바꾸었을 뿐 築造構圖를 답습하였고, 처음으로 內傾
曲律과 切石組合에 맞춘 精密治石 技術을 적용한 泗沘期의 中始祖인 聖王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東下塚을 왕릉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점은 고구려의 진파리고분군 중
의 벽화대형분(구 1ㆍ4호분)을 왕릉군으로 보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중하총과 동상총
은 구조물의 품격이나 규모에서 별다른 격차를 느낄 수 없다. 그리고 夫婦用에서 벗어
나 單葬用의 시대를 상징하는 泗沘期 유일의 벽화분인 東下塚도 규모상의 차이만 날 뿐
이다.
마찬가지로 진파리 대형벽화분들을 포함한 대형봉토분들의 바로 앞에서 탁월한 입지
를 점하는 主墳이면서, 集安의 父王陵인 大形 階段積石塚의 基壇과 第1段만 적용한 基
壇封土墳으로 築成하되, 왕릉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正方形이면서, 천 송이 연꽃을 지닌
平壤 最大의 石室을 墳中 地上式으로 築成한 傳 東明王陵도 배후의 괄목할 만한 배총들
의 봉분과 규모상 현격한 격차는 없다. 더구나 그 정면에 당시 대규모 사찰인 ‘定陵
寺’와 조합을 이룬데, 그것 또한 능산리고분군과 ‘陵寺’의 조합관계와 다름 아니다.
한편, 발표자는 傳 東明王陵을 고구려의 평양시대를 연 中始祖인 長壽王(491)의 陵임을
나름대로 논증한 바 있다. 이처럼 진파리고분군에는 왕릉은 오로지 전 동명왕릉임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이 송산리고분군내 武寧王陵과 후축분으로 판단되는 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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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里6號墳의 관계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池山洞古墳群의
남쪽에 약간 이격된 ‘大’加耶의 마지막 최고지배자(王?) 무덤인 古衙2洞古墳과 그 곁
의 古衙洞壁畵古墳 및 주위 봉토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동명왕
릉 이래로 능산리고분군과 백제묘제의 영향이 至大했던 고령 고아동고분군은 왕릉 1기
를 주분으로 하는 배총군으로 구성된 單位古墳群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리고 益山의 大王墓과 小王墓는 도읍지를 벗어난 예외적인 陵墓로, 익산에 천도하
고자 노력했던 武王과 王妃陵일 가능성은 높다. 주변에 彌勒寺址 등 여러 가지가 조합
을 이룬다. 즉, 사비기의 왕릉은 현재까지 中下塚(聖王陵)과 大王墓(武王陵)두 기만 확실
시되고 다른 왕릉은 사비성 주변지역이나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
겨진다.
3. 좁은 長方形 평면형태와 地下式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陵山里形 橫穴式石室은 중국
남조의 陳代 墓制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고구려는 물론 신라의 거의 모든 분묘
가 方形系로 나아갈 뿐 아니라 地上式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열도 고분들에도 마찬가
지라는 점과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즉, 현실 규모가 작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도 폭을 좁혀 목관을 안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규모와 형태는 陳의 墓制에서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송산리형과 능산리형 횡혈식석실을 포함한 백제고분의 특징으로 추가할 수 있
는 것은 횡장방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능산리형의 고급 석실에 독특한 門扉를 갖춘
점을 들 수 있다. 그 문비는 필요시에 여닫는 사용문이 아니라 막아놓은 1매 폐색용이
라는 점은 상당수의 고구려고분이나 신라고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폐색용
이지만 마치 사용문처럼 손잡이를 달아 놓은 점이 특이하다. 고구려나 신라 고분 중에
는 여닫이식 사용문이 한 쪽이나 아니면 요즈음의 대문처럼 양 쪽이냐 하는 차이가 있
는데, 그러한 여닫이식은 ‘확’ 또는 ‘동개’라고 부르는 구멍(軸孔)과 그곳에 끼워
좌우로 옆으로 돌일 수 있도록 문비의 측면 上ㆍ下端에 돌출된 문장부가 전제되어야 한
다. 능산리형 문비의 손잡이를 달기 위한 나무심을 박았던 座孔이 석비에 남아 있다.
이 문비 및 손잡이용 구멍의 형태가 시기상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한 면의 중앙
부가 볼록한 단면 偏볼록랜즈形의 板狀石에 구멍 없음, 제2단계는 偏볼록렌즈형 板狀石
에 正方形 구멍, 제3단계는 偏볼록렌즈형 板狀石에 長方形 구멍, 제4단계는 全面治石한
板石에 구멍이 없는 것으로 변모된다. 이런 현상은 고구려의 治石造 횡혈식석실분 중에
서 혹은 圓孔을 갖춘 신라의 忠孝里形의 고급 횡혈식석실이 갖춘 여닫이식 석비와 확연
하게 다른 능산리형 治石造 횡혈식석실분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畿內型과 陵山里型 횡혈식석실분의 관계에서 볼 때, 7세기의 家形 및 平斜式 天障을
갖춘 治石造 橫口式石槨이 陵山里形의 영향이 크다는 점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원격
지의 두 유형이 공히 해당하는 6세기 중엽에도 또한 유사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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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6세기 중엽의 본격적인 畿內型 횡혈식석실분이 갖춘 중요 구조요소에는 陵山里
中下塚ㆍ東4號墳ㆍ東下塚의 長羨道 및 2段羨道와 前高後低 天障, 縱長方形 평면형태,
玄門部의 楣石이나 門柱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高
大한 封墳과 玄室이 壯大함에 따른 大石을 사용했으나 部位別 構造에서는 능산리고분
군, 특히 능산리 東4號墳式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한다. 물론 東4號墳도 5세기
말의 傳東明王陵이나 6세기 전반대의 土浦里大塚ㆍ傳 漢王墓(慶新里1號墳) 등 王陵으로
보이는 고분들을 위시한 고구려의 당시 대형석실에서 구비된 중요 요소였던 것을 답습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백제묘제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대형 석실의 평면형
태가 長方形 위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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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済陵墓の意義

藤田憲司（高麗大学研究教授）

百済陵墓と日本の陵墓の比較については吉井秀夫氏が触れているので、ここでは陵園
について考えたい。
日本列島の陵墓と呼ばれる大形墳墓に陵園という概念を適応させることは難しい。大形
墳とそれを取り巻く中小の墳墓が集中する古墳群として把握される程度で、個々の墳墓
との関わり把握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大阪府堺市と藤井寺市・羽曳野市にまたがる一
帯は百舌鳥・古市古墳群と呼ばれ、列島最大級の大型前方後円墳が集中している。百舌鳥
古墳群の中の大山古墳（仁徳陵古墳）は墳丘長480m、周濠を含めた全長約800mあり、
その周辺には倍塚と呼ばれる大小の墳墓が10数基集中している。しかしその他の大型前
方後円墳では、どの王墓に付随する墓なのか単独の墓なのか確定できないものが多い。
吉井氏が指摘しているようにこれらの墳墓の実態はほとんど解明できていないため、歴
代大王陵の比定も随伴墳墓の特定もできない現状である。あわせてこれらの墳墓とその
被葬者の王都との関係も明らかではなく、多くは彼らの居住地と推定されている所から
直線距離で数十キロ離れた場所に築かれている。
6世紀末葉から7世紀代の陵墓については、大阪府太子町から河南町にかけての一角に用
明天皇陵・推古天皇陵など被葬者の比定がほぼ確かな陵墓群が形成される。ただ、百済
の陵園のように王族の墓域として限定できるような密接な関係にある墳墓はまだ未解明
な点が多い。これらの陵墓が築かれた地域で注目されるのは、この一帯が「古事記」で
大和（奈良県）の飛鳥に対して近つ飛鳥と呼ばれ、渡来系氏族の一大拠点になっている
ことである。その多くは百済系の渡来氏族と考えられており、寺院建築や都市建設に深
く関わ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熊津期と泗沘期の百済陵墓は王墓とその一族の墓域が城郭と関わってかなり明確に認
められている。漢城期百済の場合はその陵墓地が石村洞古墳群なのか可楽洞古墳群なの
か、私は確信を持てないが、二度の遷都を繰り返した公山城と宋山里古墳群、扶蘇山城
と陵山里古墳については王都と陵墓、陵園内の王墓とその一族の関係が明確である。さ
らに未完成に終わった益山王宮里の都城建設（三度目の遷都先で百済では初めての平地
の都城建設－朴淳撥2,012）と双陵も同様である。宋山里古墳群と陵山里古墳群では武寧
王陵以外被葬者を特定する決定的な手掛かりは少ないが、各陵墓の編年的な研究と歴代
の王との関係から対応関係がほぼ明らかになっていることも、歴史遺産としては重要な
要素である。
塼積みトンネル型の石室、日本列島から運ばれたと考えられるコウヤマキの木棺、鎮
墓獣、被葬者の経歴などを記し、墓誌と買地券を兼ねた誌石など、武寧王陵にはそれ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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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の韓半島南部には見られなかった多彩な痕跡が残されていることも大きな特徴であ
る。ヤマト王権の足元に送られた渡来系知識人の存在など、日本列島の古代国家形成を
考えるうえでも、百済文化は大きな意味を持っており、世界遺産登録への動きは日本古
代史を研究する一人として喜ばしいことである。
固有名詞の読み方＝翻訳時に使ってください。
堺市＝さかいし
藤井寺市＝ふじいでらし
羽曳野市＝はびきのし
百舌鳥＝もず
古市＝ふるいち
大山古墳＝だいせん古墳
用明＝ようめい
推古＝すいこ
近つ飛鳥＝ちかつあすか

仁徳陵古墳＝にんとくりょう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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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능묘의 의의

후지타 겐지(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교수)

백제 능묘와 일본 능묘의 비교에 대해서는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씨가 언급을 했으
므로, 여기서는 능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일본열도의 ‘능묘’라고 불리는 대형 분묘에 ‘능원’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대형분과 그것을 둘러싼 중소 크기의 분묘가 집중되어 있는 고분군으로서 파악
되고 있는 정도로, 개개의 고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오사카부(大阪
府) 사카이시(堺市)와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 하비키노시(羽曳野市)에 걸친 일대는 모
즈(百舌鳥)・후루이치(古市) 고분군으로 불리며, 일본열도 최대급의 대형전방후원분(大型
前方後圓墳)이 집중되어 있다. 모즈 고분군 중에서 다이센(大山 =닌토쿠료; 仁徳陵)고분
은 봉분의 길이가 480m, 주호(周濠)를 포함한 전체 길이 약 800m로, 그 주변은 배총
(倍塚)이라고 불리는 대소의 분묘 10여기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형전방
후원분에는, 어느 왕묘에 딸린 묘인지 단독 묘인지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요시이
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고분들의 실태는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역대 대왕릉의 비교 추정도,

수반(随伴)분묘의 특정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

러 이 분묘들과 그 묘에 묻힌 사람의 왕도(王都)와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그들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만들어져
있다.
6세기 말엽부터 7세기대의 능묘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다이시초(太子町)에서 가난초
(河南町)에 걸친 장소에 요메이천황릉(用明天皇陵)・스이코천황릉(推古天皇陵) 등 피장자
에 대한 추정이 거의 확실한 능묘군이 형성된다. 단 백제의 능원처럼 왕족의 묘역으로
서 한정되는 것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이
들 분묘가 만들어진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일대가 『고지키(古事記)』에서 나
라현(奈良県)의 야마토(大和) 아스카(飛鳥)에 대해 지카쓰아스카(近つ飛鳥)로 불리며, 도
래계 씨족의 일대 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부분은 백제계 도래씨족으로 생각되
며, 사원 건축과 도시 건설에 크게 관여했다고 생각되고 있다.
웅진기(熊津期)와 사비기(泗沘期)의 백제능묘는 왕묘와 그 일족의 묘역이 성곽과 관련
해서 꽤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다. 한성기(漢城期) 백제의 경우는 그 능묘지가 석촌동(石
村洞) 고분군인지 가악동(可楽洞) 고분군인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의 천도를 거
듭한 공산성과 송산리(宋山里) 고분군, 부소산성과 능산리(陵山里) 고분에 대해서는 왕
도와 능묘, 능원내의 왕묘와 그 일족의 관계가 명확하다. 게다가 미완성으로 끝난 익산
왕궁리(益山王宮里)의 도성건설(3번째로 천도한 곳에서 백제로서는 첫 평지 도성 건설朴淳撥2,012)과 쌍릉도 동일하다.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무녕왕릉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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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피장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적지만, 각 능묘의 편년적인 연구와 역
대왕과의 관계에서 대응관계가 거의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역사유산으로서는 중요한
요소이다.
벽돌을 쌓아만든 터널 형식의 석실, 일본열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는 금송의 목
관, 진묘수(鎮墓獣), 피장자의 경력 등을 적어서 묘지와 매지권을 겸한 지석 등 무녕왕
릉에는 그 무렵까지의 한반도 남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야마토 왕권으로 보내진 도래계 지식인의 존재 등, 일본열도의 고대국가
형성을 생각함에 있어 백제문화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록으로의 움직
임은 일본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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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능묘가 지니는 보편적 가치의 설정근거와 보존관리의 관점

이 경 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고대사에서 능묘는 궁성, 성곽, 종교시설(사찰 등), 거주시설 등과 더불어 고대도시의
구조나 계획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설의 하나라는 점은 이미 일반화된 담론의 하나
로 자리하고 있다.
능묘를 보는 관점은 크게 ① 능묘 축조의 기술적, 형태적, 의장적 측면 ② (능)원의 공
간구성 측면 ③ 지형구조 및 도성구조와 관련한 입지적 측면 등 3가지로 압축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 능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보편적 가치와 보존관리의 관점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토론의 요지가 도출된다.
먼저 권오영 선생께서는 기술적, 형태적, 의장적 측면을 중심으로 묘제와 연결하여
능묘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능묘를 묘제라는 용어와 연계하여 해석할 경우 묘제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웅진기 이후 백제 능묘에
서 나타나는 묘제를 해석할 수 있는 토대로서 발굴유적에 대한 비교분석 이상의 동시대
동아시아에서의 능묘 조성 또는 계획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나 이론적 근거가 추출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능묘와 관련된 제도적(이론적)
틀이 추출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능묘를 보는 3가지 관점과 연계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둘째로 김용성 선생께서 능묘와 능원의 개념을 분리, 통합하여 백제시대 능묘를 바라
보는 관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선생께서는 능원의 해석관점으로서 지
형적 조건, 능묘의 배치 형태, 제의시설을 중심으로 시대의 사조와 연계하여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사적 측면에서 능원의 해석관점은 크게 능원 자체의 형태와
공간구조, 지형적 특성과 주요 도성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능원의 입지특
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웅진기 이후
백제의 능묘조성과 관련된 계획적 요소가 추출될 수 있는지?
셋째로 서만철 선생께서는 능묘와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능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외한 능묘의 보존관리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
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시설로서 능묘의 보존관리이며 둘째는
김용성 선생이 중시하는 능원의 보존관리, 셋째는 능원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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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구역의 관리이다. 여기에서 능원은 단일 능묘와 관련된 능원의 개념에서 (송산리)고분
군 전체를 포괄하는 능원의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특이
능원의 보존관리는 접근방법이 궁성이나 사찰, 성곽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능원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으로 설정될 수 있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