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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무령왕, 무덤에서 나와 베일을 벗다

웅진시대 백제의 왕들은 대부분 지금의 공주시 금성동에 묻혔다. 금성동에 위치한 송산리

고분이 바로 백제의 왕들이 묻힌 곳으로 모두 7기의 무덤이 있으며, 그중 한 개의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1년 여름으

로 당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땅을 파다

가 벽돌로 된 무덤을 하나 발견했다. 이 무덤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한 고고학자들이 몰려들어

급히 발굴을 시작하였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

던 돌들을 치우자 무덤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돌판 두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돌판에는 글자

들이 새겨져 있었다. 송산리 고분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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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寧東大將軍 百濟 斯麻王)이 계묘년(癸卯年) 5월에 62세로 사

망…장례를 지낼 때 땅의 신에게 이 묘 터를 샀다.”

발굴조사를 위해 무덤방에 들어갔던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

었다. 영동대장군은 무령왕이 중국 양나라 임금 무제로부터 받은 직책이었던 것이다. 돌

판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말해주었던 것이다. 또한 무령왕이 사망한 연

대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이 돌판은 무령왕릉 매지권(買地券, 돌 등에 새긴 묘지매입문서)으로서 삼국시대 고분 중

최초로 무덤의 주인과 연대를 가르쳐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23호로 지정되었

다. 

무덤 안 전체는 벽돌로 되어 있다. 관이 있는 방에는 왕과 왕비의 관이 나란히 있는데 그 지

위에 걸맞은 다양한 귀금속들이 무덤 안 여기저기에서 발굴되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무령왕릉이 백제의 전통적인 묘제 방식이 아니라 중국 양(梁)나라의 묘제인 전축분

(塼築墳)이라는 점이다. 즉 다른 백제 고분들이 돌무덤인 데 반해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

었다. 또 왕의 관은 일본에서 자생하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백제가 중

국, 일본 등과 교류했으며 무령왕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군주였음을 말해 준다. 

출생의 비밀을 밝히다

무령왕은 백제 중흥의 군주였다. 그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자신 있게 호언

하였다. 그는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평을 받게 한 중흥의 군주였다. 또 협소한

공주 땅을 탈출해서 부여로 천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왕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삼국사기』에는 24대 동성왕(東

城王)의 둘째 아들로, 『일본서기』에는 21대 개로왕의 아들로,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

신찬』에는 개로왕의 아우인 곤지(昆支)의 아들로 적혀 있다. 

무령왕은 동성왕의 아들일까, 개로왕의 아들일까, 곤지의 아들일까? 

『일본서기』에 보면 동성왕은 즉위 당시 ‘유년’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 당시

무령왕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러므로 동성왕은 도저히 무령왕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한편, 『일본서기』는 백제 사람이 쓴 『백제신찬』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무령왕

출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개로왕의 아우인 곤지는 461년에 청병사(請兵使)로서 왜에 건너갈 때 형인 개로왕에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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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개로왕은 선선히 응

했는데, 그 때 왕비는 만삭

의 몸이었다. 곤지는 형수였

던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삼

아 선박에 몸을 싣고 왜로

떠났는데 여인이 여정 중에

산기(産氣)를 느껴 지금의

후쿠오카 북쪽에 소재한 가카라시마[各羅島]라는 섬에 배를 대게 했다. 그때  여인이 낳

은 아들이 바로 무령왕이었다. ‘섬’에서 무령왕을 낳았기에 그 이름을 ‘사마(斯麻)’라고 했

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곤지는 하는 수 없이 아내와 그 아들을 백제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왜

로 건너갔다. 훗날 백제 사신들이 왜로 갈 때 무령왕이 출생한 가카라시마 섬을 지나칠 때

면 자국의 임금이 출생한 섬인지라 ‘니리무 세마[主嶋]’ 곧 ‘임금의 섬’이라 부르곤 했다.”

일본어로 섬을 뜻하는 단어는 ‘시마’인데, 무령왕이 섬에서 태어났기에 사마라는 이름이 붙

었다. 시마가 사마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형인 개로왕의 아내 그것도 만삭의

여인을 곤지가 취(娶)했다는 일종의 형제공처(兄弟共妻)설화로서 유례가 없는 기괴한 일

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개로왕의 왕위를 이은 것은 동성왕이었다. 그리고 무령왕은 자신

의 배다른 동생인 동성왕이 피살되는 혼란기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만큼 무령왕은

본래 왕위계승 서열에서는 멀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령왕이 개로왕의 왕비가 곤지를 따

라 일본으로 가다가 배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설화는, 무령왕이 한성도읍기의 마지막 임금

으로서 위세가 컸던 개로왕의 아들이라는 혈통상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 조작일

수 있다. 

강한 군주가 남긴 화려한 유물들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이 명백하게 밝혀진 무덤으로 수많은 삼국시대 유적 중 가장 중요

한 유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의 규모도 엄청난 것이었다. 

무령왕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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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유물로는 연도 입구에서 발견된 동발(銅鉢)과 청자육이호(靑磁六耳壺), 지석 2매

와 오수전 한 꾸러미, 석수(石獸) 등이 있다. 현실의 남쪽에도 동발과 청자육이호가 쓰러

져 있었으며, 관대 위에는 원래 왕의 목관은 동쪽에, 왕비의 목관은 서쪽에 놓여 있던 것이

썩으면서 쓰러져 서로 겹쳐져 있었다. 목관의 판재들 밑에서는 왕과 왕비가 착장했던 장신

구들과 부장 유물이 출토되었다.

중요한 장신구로는 왕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 관식 1쌍·금제 뒤꽂이 1점·금귀고리 1쌍·은

제 과대 외 요패 1벌·금동 식리 1쌍·용봉문 환두대도(龍鳳文 環頭大刀) 1점·금은제 도자

(刀子)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왕비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은 금제 관식 1쌍·금제 이식 2쌍·금제 경식(頸飾) 2개·은제 팔

찌 1쌍·금제 팔찌 1쌍·금은장 도자 2개·금동 식리 1쌍 등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청동제품으로는 각종 거울·청동제 접시형 용기·청동 완·청동 개·수저·젓가락·다리

미 등이 있고, 기타 도자제품으로 등잔이 있다. 

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것만도 12종목 17건에 이를 정도로 수준이 높은 편이며, 귀걸이

를 비롯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한 제작 기술을 통해 백제의 발달된 미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들무령왕릉 내부

직접 관련된 유적(물) 무령왕릉

간접 관련된 유적(물)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부장유물 일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