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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옥을 나눠 갖다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일대에 있는 수촌리 고분군은 공주시에서 의당농공단지 조성 예정부

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되었다. 당시 유적의 존재가 발견되어 해당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각종 유물을 발굴하였다. 

수촌리 고분군 중 백제시대 분묘는 같은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보다 빠른 5세기 무렵의 것

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촌리 고

분군에서 발견된 화려한 유물들은 무덤의 주인들이 범상치 않은 상류층이었음과, 5세기 전

반 공주 지역이 이미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횡혈식 석실분인 4, 5호분에서는 각각 반으로 쪼개진 대롱옥(관옥管玉) 조각이 발견

되었다. 당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롱옥 두 점은 원래 하나였으나 두 개로 부러뜨린 다음에 각각 4, 5호분 시신 머리 쪽

에 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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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조각을 하나로 합하면 전체 길이 5.4㎝에 지름 1.2㎝ 가량의 관옥이 된다. 이 관

옥이 중간쯤인 2.7㎝ 가량 되는 지점에서 절단이 난 것이다. 하나의 관옥 조각을 나눠 가

진 두 무덤 피장자는 부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된다. 

4호분에서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외에 남성 무덤에서만 대체로 출토되는 환두대도(環頭大

刀)가 확인된 반면 5호분에서는 이런 유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장식용 구슬이 집중 출토

되었다. 4호분이 남편이며 5호분이 그 부인일 가능성이 아주 큰 셈이다. 부부는 생전에 변

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로 관옥을 쪼개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는

그 시점에 부인이 장례를 치르면서 관옥을 쪼개 하나는 자기가 갖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절의 전통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원류는 고대 중국에 있다. 중국적인 문

화전통이 이미 수촌리 무덤에 짙게 투영

됐다는 증거는 이곳에서 중국제 도자기

가 여러 점 출토된 점에서도 간접 확인

된다. 

이번에 드러난 관옥이 부절임이 확실하

다면, 수촌리 고분군이 축조되던 그 시

수촌리 고분군 전경

수촌리 2-1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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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한성(漢城, 서울)에 중심을 둔 백제가 일종의 봉건제적 지방통치를 실시하고 있었음

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백제가 공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제

후를 임명했건,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했건 상관없이, 이곳을 위임통치하는

관리는 왕에게서 그 위임을 상징하는 부절(符節)을 틀림없이 지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공주 세력가들의 화려한 무덤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공주시 북쪽의 구릉지대에 해당된

다. 고분은 구릉의 중앙을 중심으로 주변에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다. 고분군에는 청동기시대 주

거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및 백제시대 분묘(대형토광목

곽묘, 횡혈식 석실분, 수혈식 석곽묘) 등 다양한 고분들

이 있다. 

초기철기시대 토광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검자루끝

장식) 등 다양한 청동제품과 점토대토기(점토띠토기),

흑도장경호 등의 토기가 매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

여주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묘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

가 된다. 

백제시대 분묘에서는 관 상부에 대롱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 금동관모와 은이나 금동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든 금동신발, 금제이식, 환두대도(고

리자루큰칼), 중국제 흑유도기, 흑유 계수호(닭머리 모양 주전자) 등 위세품으로 판단되

는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대부분 백제의 웅진 천도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촌리 3호 석실

수촌리 출토 계수호 수촌리 출토 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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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들로 보아 피장자의 신분이 공주지역 유력자 또한 수장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백제시대 분묘는 한성 백제시대의 중앙과 지방 간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백제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공주 수촌리 고분군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