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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여 >  능 산 리  고분군

왕즉불의

예술혼이 담긴 무덤
종목 사적 제14호

명칭 부여 능산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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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등록)일 1963.01.21

소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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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왕이 곧 부처다!”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 능산리산의 남쪽 경사면에 자리 잡은 백제 무덤들이다. 이 고분군

은 부여읍에서 동쪽으로 논산가도를 따라 가다가 약 3km쯤 되는 지점에 있다. 일찍부터

‘능뫼’ 즉 ‘능산(陵山)’이라고 불리는 등 왕릉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일제시대 1915년과 1917년에 걸쳐 1∼6호 무덤이 조사되어 내부 구조가 자세히 밝혀졌

고, 7호 무덤은 1971년 보수공사 때 발견되었다. 능산리 고분은 앞뒤 2줄로 3기씩 있고,

뒤쪽 제일 높은 곳에 1기가 더 있어 모두 7기로 이루어져 있다. 겉모습은 모두 원형 봉토분

이고, 내부는 널길이 붙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으로 뚜껑돌 아래로는 모두 지하

에 만들었다. 

이미 도굴된 바가 있는 능산리 고분에서는 두개골 파편·도칠목관편·금동투조식금구·금동

화형좌금구 등 약간의 유물만 발굴되었다. 무덤들 서쪽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

287호)와 백제창왕명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되었고 또 이 지점이 절터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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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능산리 고분군이 왕실 무덤 지역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능산리 고분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2호분은 백제 중흥을 꿈꾸던 성왕의 무

덤이다. 석실분인 성왕의 무덤에서 관을 안치해 두는 현실(玄室)의 구조가 아치형으로 되

어 있는데, 이것은 능산리 고분군 서쪽에서 발견된 절터의 사리감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즉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성왕의 시신은 원찰의 목탑 안에 있던 사리감과 똑같이 아치형으

로 된 현실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王卽佛) 사상

의 발현이었다. 현실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바로 왕인 동시에 부처였던 것이다. 

국제적 감각이 살아 있는 왕들의 무덤

능산리 고분군은 내부구조와 재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호 무덤(동하총)은 네모형의 널방과 널길로 이루어진 단실 무덤이다. 널길은 비교

적 길고 밖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나팔형이고, 관을 안치하는 현실은 장방형으로 앞뒤가

길며 네 벽과 천장에 벽화가 있다. 현실 내 널방의 네 벽과 천장에는 각각 사신도와 연꽃무

늬, 그리고 구름무늬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구름무늬와 연화문이 예리하고 감각적인 필치로 그려져 있다. 

2호 무덤(중하총)은 무령왕릉과 같이 천장이 터널식으로 되어 있다. 능산리 고분군 가운

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비성 천도를 단행한 성왕의 무덤이 분명하다. 능

산리 고분 인근의 절터에서 출토된 「창왕사리감 명문」에 의해 성왕의 유택이 거의 분명한

능산리 고분군 전경 백제금동대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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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결론지어졌다.

3호 무덤(서하총)·4호 무덤(서상총)은 천장을 반쯤 뉘어 비스듬히 만든 후 판석을 덮은 평사

천장이고 짧은 널길을 가졌다. 이 형식은 부여지방에 많으며 최후까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7호 무덤(중상총)은 현실이 장방형이다. 백제가 망하면서 이 왕릉에도 그 피해가 있었던 듯

현실 석상 위에는 목관과 그 관 뚜껑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시체 머리 쪽에는 장신구로

인정되는 금동 관편이 나왔다. 목관 옆에서 머리 부분만 도금된 금동 못과 꽃 모양으로 된

크고 작은 도금 장식구 수십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고분도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관(棺) 장식구는 다양한 문양이 투각되어 있는데, 이 문양은 일본의 법륭사에서 볼 수 있

는 옥충주자(玉蟲廚子)나 아스카시대 불상에 새겨진 투조 문양과 일치한다. 이것을 통해

서도 백제의 미술이 일본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능산리 고분군은 대체로 6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이다. 이 시기는 사비(부여)시

대로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던 한성시대와 중국

남조문화를 수입하던 공주시대를 거쳐 외래문화를

백제의 것으로 승화시켜 절정의 백제 문화를 꽃피우

던 시기이다. 

능산리 고분은 부여시대 백제 예술과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고분군이다. 

1호분 벽화

능산리사지 출토 금제장식품

직접 관련된 유적(물) 부여 능산리 고분군

간접 관련된 유적(물) 백제금동대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