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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옥천 벼랑 끝에서 죽은 성왕을 기리며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충청남도 부여군에 소재한 ‘능산리(陵山里)’는 그 지명이 암시하

듯 백제가 부여에 도읍을 하던 시기의 왕릉군이 자리 잡은 곳이다. 능산리 고분군으로 일

컬어지고 있는 이 왕릉군 왼편에는 도읍 사비를 둘러싸는 나성(羅城; 사적 58호)이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이 나성과 능산리 왕릉군 사이에 백제는 절을 세웠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1993년 이 절터에서 금동대향로가 발굴되었고 바로 그곳이 절

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 이 터가 발견되었을 때

는 왕릉에 부장되는 기물(器物)을 제작하는 공방(工

房)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발굴이 계속됨에 따라

공방 터가 아니라 절터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왕릉 군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절. 백

제인들은 왜 이곳에 절을 지었을까? 절터 내에 있는능산리 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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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탑 안에서 발견된 사리감(탑 내부에 사리구를 담아 두는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百濟昌王十三秊太歲在 /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즉 “백제 창왕(昌王) 13년 정해년에 누이동생인 형공주(兄公主)가 공양한 사리”라는 뜻이

다. 백제의 창왕은 바로 위덕왕을 말한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 있던 당시에는 생전의 이름

그대로 불렀기 때문이다. 위덕왕은 성왕의 맏아들 창을 말하는 것이고, 위덕이라는 것은

창왕이 죽은 후 붙여진 시호이다. 

즉 이 사리감은 위덕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성왕의 딸이 567년 경 공양한 사리인 것이 분명

하다. 그때 절의 심초석에 사리를 공양했다는 것은 그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절을 창건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절을 창건할 당시 능산리에는 성왕의 무덤밖에는 없었다. 단 하나의 무덤, 성왕의

무덤과 바로 그 옆의 절이라는 사실에서 이 사찰이 능을 지키기 위하여 능 근처에 지은 능

사(陵寺)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찰은 성왕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성왕의 명복을 기원

하던 절이었던 것이다. 

성왕은 백제 중흥을 꿈꾸며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왕이었다. 그는 신라와 연합하

여 고구려와 싸웠고,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하류 지역의 땅을 되찾았으나 신라의 배신으

로 그 땅을 다시 신라에게 빼앗기자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한 비운의 왕

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목을 아들 창(후에 위덕왕)에게 전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옥천 벼랑 끝에서 죽었다. 성왕의 죽음으로 나제동맹은 깨어지고 신라와 백제는 회

복될 수 없는 원한 관계가 되었다. 

성왕의 아들 창(위덕왕)은 왕위에 올라 신라에 대한 원한으로 자주 신라를 공격했다. 그리

고 성왕의 딸이었던 공주는 성왕의 무덤가에 절을 짓고 사리를 공양하면서 아버지의 한을

추모했던 것이다. 

절터와 사리감이 말하는 것

성왕의 능사는 1탑 1금당과 1강당의 가람 배치를 가진 사찰이다. 이러한 가람 배치는 부

여의 군수리(軍守里) 절터의 그것뿐 아니라 일본의 시텐노지(四天王寺)와도 동일하여 사

비 도읍기(538~660)의 백제 사찰양식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 동시에 고대 일본 문화의 뿌

리로서 백제 문화가 지닌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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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리감은 금동대향로가 출토된 곳에서 불과 남쪽으로 20m

떨어진 지점에 소재한 목탑 터에서 확인되었다. 화강암 석재로 제작

된 이 사리감은 목탑 터 중앙에 있는 장방형 심초석 남쪽 부분 지하

114cm 깊이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출토 당시 사리감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사리 용기는 없었고

높이 74cm에 가로·세로 각 50cm 크기의 석재로 되어 있었다. 사리

감의 감실 양쪽에는 “백제 창왕(昌王) 13년 정해년에 누이동생인 형

공주(兄公主)가 공양한 사리”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사리감은 윗부분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왜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일까? 아치형의 형태는 성왕 묘에서 관을 안

치해 둔 현실에서도 보인다. 성왕의 묘가 훨씬 먼저 만들어졌으므

로 사리감은 성왕 묘의 현실 구조를 따온 것으로 보인다. 성왕을

위한 능사를 지으면서 그 안에 안치하는 사리감의 형태를 성왕 묘

와 같은 형태로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또 강한 군주였던 것을 감안할 때 절의 사리감 형태와 묘의 현실 형태가 같

다는 것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부여군 능산리 사지의 사리감 명문을 통해 고구려에서 확인된 바 있는 능사의 존재가 백제

에서 최초로 밝혀졌다. 사리감을 통해 능산리 능사는 창건 연대가 밝혀진 백제 절터로서

사원 고고학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다. 또한 금동대향로를 6세기 중반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였고, 백제 가람건축이 왜(倭)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었다. 그밖에 왕실의 원찰

(願刹)이었기에 당나라군에 의한 도굴과 방화가 의식적

으로 진행되는 등 폐사(廢寺) 시기에 대한 유추도 가능

해졌다.

이처럼 능산리사지 사리감은 삼국시대 역사와 미술, 고

고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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