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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의 마지막 영웅, 견훤

충남 논산에 있는 전견훤묘(傳甄萱墓)는 백제 땅이 배출한 마지막 왕인 ‘견훤’의 묘이다.

견훤은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918년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삼한 통일을 놓고 패

권 다툼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비록 약 20년에 걸친 왕건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했

지만 백제가 낳은 마지막 영웅임에는 분명하다. 삼국사기에는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본성은 이씨인데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이고 농사를 짓다가 후에

장군이 되었다. 처음에 훤이 태어나서 아직 강보(포대기)에 싸여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

가 밭을 갈고 어머니는 식사를 가져다 주려 하여 어린애를 수림 아래에 두니 범이 와서 젖

을 먹였으므로 마을에서 듣는 이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장성하여서는 풍채가 출중하

고 지기가 활달하고 비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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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린 시절 견훤은 호랑이가 젖을 먹여

키운 아이였다. 그만큼 비범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다. 

견훤은 빈궁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동리의

논밭에서 손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곡괭이질

하거나 허기진 배를 움켜 쥔 채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비지땀 흘리며 신라의 필부로 살았다.

힘이 장사라 일등 농군이었으나 뜨거운 용장의 피가 흐르고 있던 그는 어느 날 곡괭이를

내던지고 검을 잡았고 용맹함으로 두각을 드러내어 점차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다.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항하여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927년에 신라의 서라벌

(경주)을 공격하였다. 신라를 지원하러 온 왕건의 군대도 견훤의 용맹함 앞에서는 맥을 추

지 못했다. 하지만 서서히 힘을 키운 왕건은 점차 견훤을 앞서기 시작했다. 견훤의 부하들

이 왕건에게 가는 등 견훤의 조직이 새기 시작했다. 

견훤은 왕건에게 항복한 부하 공직의 두 아들과 딸을 잡아 불로 지져 다리의 힘줄을 끊어

버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

다. 더구나 견훤이 넷째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맏아들 신검과 다른 왕자들이 모

의하여 아버지 견훤을 가두고 왕위를 강탈해 버렸다. 

견훤은 아들들의 배신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어 왕건에게 귀순해 버렸고 왕건은 그를 예우

하는 한편 위기를 맞은 후백제군과 결전을 벌여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다. 만약 견훤이 왕건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왕건이 아니라

견훤이 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주인은 고구려를 이은 고려가 아니라 백제를 이은 다른

왕조였을 것이다. 

견훤은 후백제 멸망 후 왕건이 자신의 아들 신검을 죽이지 않은 것을 분하게 여기어 번민

하다가 등창이 났다. 칠십 평생 호랑이처럼 몸을 날려 생애의 대부분을 전장에서 보냈던 그

는 등창이 난 지 수일 만에 황산불사에서 70세를 일기로 영욕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생

애를 접었다. 

완산주(지금의 전주지역)에 도읍을 정했던 후백제의 견훤은 이렇게 유언했다.

“완산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묻어 달라.”

유언에 따라 그는 전주 쪽을 향해 묻혔다. 지금 전견훤묘의 남쪽으로는 전주 뒷산이 70리

전견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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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떨어져 있어 전주가 잘 보인다. 지금은 커다란 봉분

앞에 1970년 견씨 문중에서 세운 비석이 서 있을 뿐 아무

런 시설도 남아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묘를 ‘왕묘’ 혹

은 ‘왕총말랭이’라고 불렀다. 견훤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

던 것이다. 

영웅의 죽음

견훤의 아들 신검이 내린 교서에는 견훤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었다. 

“영특한 지혜는 만고에 으뜸이라 말세에 태어나셔서 스스

로 세상을 건질 소임을 지고 삼한 지역을 순행하시면서 백

제라는 나라를 회복하셨으며, 도탄에서 구해 주셨으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고, 바람

과 우레처럼 횡행하시어 가는 곳마다 모두 달려와 붙었으니, 공업이 거의 중흥하게 되었

다.”

이처럼 장대한 뜻을 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두고 황산불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동

사강목』에 의하면 그가 숨을 거둔 황산불사는 지금의 연산 동쪽 5리에 소재했다고 한다. 

견훤의 묘소는 지금의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의 야산에 소재하고 있다. 둘레 70m, 직경

17.8m에 이르는 큰 무덤이다. 최승로의 상서문에 따르면 왕건은 견훤이 사망하자 부의

(賻儀)를 넉넉하게 하였다고 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왕으로서의 격에 맞게끔 장대한

유택을 조영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공주목 은진현 조에서 견훤의 묘는 “현의 남쪽 12리 풍계촌(風界村)에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 남쪽 12리 풍계촌에 있는데 속칭 왕묘라 전

한다(은진현 塚墓條).”라는 기록이 전한다. 

견훤은 비록 삼국 통일의 주인공으로 남지는 못했지만 오직 백제 재건과 통일 국가의 완성

을 위해 온 열정을 쏟았던 당대의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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