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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후까지 아내 말만 들은 남자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은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장군이 신라군의 침입 때 싸우다가 전

사한 성이다. 고려 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열전)에 온달의 이야기가 나온다. 

온달은 얼굴이 험악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떨어진 옷과 신발을 걸치고 다녔기에 당시 사람들

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한편 평원왕에게는 울보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왕은 어

린 공주가 울 때마다 농담으로 이렇게 달래곤 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 틀림없이 사대부(士大夫)의 아내가 못 되

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세월이 흘러 공주가 16세가 되자 왕은 딸을 상부(上部) 고 씨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그러

나 공주가 말했다.  

“대왕(大王)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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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까닭으로 전일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匹夫)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

물며 지존(至尊)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

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으므로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끝내 공주가 말을 듣지 않자 왕은 화가 나서 공주를 궁에서 내쫓았다.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에 걸고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떠났고 행인에게 바보 온달의 집을 물어

그의 집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눈먼 노모에게 절을 하며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다.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 것이 없으니, 귀인(貴人)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을 만지니 부드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 듯합니다.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다 못하여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 속으로 간 지 오래인데 아직 돌아오

지 않았소.” 

공주가 그 집을 나와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지고 들어왔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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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에게 다가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니 온달이 불끈 화를 내며 말했다.

“이는 어린 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니 필시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온달은 그만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공주는 혼자 돌아와 사립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서 모자(母子)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온달이 우물쭈물하

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자식은 비루하여 귀인의 짝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몹시 가난하여 정말로 귀인이 거처할

수 없습니다.” 

공주가 대답하였다.

“옛 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 자의 베도 꿰맬 수 있다’고 하였

으니 만일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꼭 부귀해야만 같이 살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공주가 금팔찌를 팔아서 전지(田地), 주택, 노비, 우마, 기물(器物) 등을 사

들이니 살림 용품이 모두 구비되었다. 처음 말(馬)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당부했다. 

“부디 시장의 말을 사지 말고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여 백성에게 파는 말을 선택

하되, 병들고 수척한 말을 골라 사오세요.”

온달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따랐고 공주는 부지런히 말을 길렀다. 말은 날로 살찌고 건장

해졌다. 

고구려에서는 언제나 봄 3월 3일을 기하여 낙랑(樂浪) 언덕에 모여서 사냥하여 잡은 돼지

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날이 되어 왕이 사냥을 나가는데

여러 신하와 5부(五部)의 군사들이 모두 수행하였다. 이 때 온달도 자기가 기르던 말을

타고 수행하였는데, 그는 항상 앞장서서 달리고, 또한 포획한 짐승도 많아서 다른 사람이

그를 따를 수 없었다. 왕이 불러서 이름을 듣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겼다.

곧이어 온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출동시켜 요동을 공격하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 들에서 맞아 싸웠다. 그 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용감하게 싸워 수

십여 명의 목을 베니, 여러 군사들이 이 기세를 타고 공격하여 대승하였다. 공을 논할 때 온

달을 제일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그를 가상히 여기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나의 사위다!”

그제야 왕은 예를 갖추어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작위(爵位)를 주어 대형(大兄)으로 삼았

다. 이로부터 그에 대한 왕의 은총이 더욱 두터워졌으며, 위풍과 권세가 날로 성하여졌다.

489충청권 문화유산과 그 삶의 이야기 - 단양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북(漢北) 지역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만들었으므로, 그곳

의 백성들이 통탄하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

석고 불초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도로 찾겠습니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그는 길을 떠날 때 맹세하였다.

“계립현과 죽령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시키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드디어 진격하여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그를 장사지내려 하였으나 영구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사생(死生)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이제 그만 돌아가소서!”

그제야 영구가 움직여 하관할 수 있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더욱 비통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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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온달의 전설이 있는 곳, 온달산성

온달산성은 영토 확장 경쟁이 치열했던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신

라가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으로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 온달 장군의 무용담과 함께 평강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온달산성은 길이 972m, 높이 3m의 반월형 석성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성

안에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우물터가 남아 있고, 성벽 바깥부분에는 사다리

꼴 모양의 배수구가 있다. 남서쪽 문터의 형식과 동문의 돌출부는 우리나라 고대 성곽에

서 드물게 보이는 양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성의 북동쪽 남한강변 절벽 아래에는 온달굴이라는 석회암 동굴이 있고, 성을 바라보는 북

쪽 강 건너의 산에도 온달과 관계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성벽의 보존 상태가 좋아 축

성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온달산성 주변에는 일부에서 온달의 무덤으로 주장하는 단양 사지원리 방단적석유

구와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지명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인 충주 미륵사지에는 온

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공기 돌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온달의 공기 돌은 거북바위라 하는 큰 바위 위에 있는 지름 1m 가량의 바위를 말한다. 온

달장군이 신라군과 싸우기 위하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을 때 군사들 앞에서 힘자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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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둥근 돌을 공기 돌처럼 갖고 놀았다고 하여 온달의 공기돌이라고 불렸다. 또

한 미륵리에는 온달장군의 말이 죽어 묻혔다는 말 무덤이 남아 있다. 

지금 온달산성 아래에는 온달 동굴과 더불어 온달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양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를 기리기 위해 온달문화축제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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