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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몇 차례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기왕의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자체도 부족하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이 어떻게 조사되었고, 보존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능산리고분군을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능산리고분군의 일련번호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부여해 왔다. 이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능산리고분군은 현재 정비되어 있는 7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제강점기에 서쪽부터 3+4+7+5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現8호분의 성과를 더하면 적어도 

20기로 구성된 고분군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고분군의 경우, 현실의 규모, 고우야마키로 제작한 목관에 옻칠을 한 공정까지 중앙의 6기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서 6기만을 왕릉군으로 설정해 온 기왕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현재 정비되어 있는 능산리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정비가 완료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하나도 표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현실로 진입하는 입구시설, 호석을 덮어버리고 고대하게 과장된 봉분이 그러하고, 심지어 주위에 다른 고분

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표조사 한번 없었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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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5년 7월 8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8개 유적이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유적들이 고대 동

아시아 각국 간 교류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등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사항

은 그 유적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측면이

다. 그런데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운데 백제의 대표적인 분묘

유적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경우 과연 이 유적의 진정성과 완전

성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두 고분군 모

두 일제강점기의 소략적인 발굴조사 후 그 결과가 제대로 

보고된 바 없고, 광복 이후에도 발굴조사가 정밀하게 이루

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유적의 실상

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정비되어 있는 실상인 

것이다. 송산리고분군의 경우는 그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

었다고 하더라도 광복 이후 일본인이 아닌 우리 손으로 조

사하고 그 유물을 오롯이 보존하고 있는 무령왕릉의 존재

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러나 능산리고분군

은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성한 자료이지만 능산리고분군이 어떠한 과

정으로 조사되었고, 보존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면

서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능산리고분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인식변화

의 필요성과 그 의의에 이르기까지 논하고자 한다. 

Ⅱ. 기왕의 논의

능산리고분군은 1915년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에 

의해 처음 조사된 이후 1917년에 한 차례 더 조사되었고, 

1937년에는 동고분군이 조사되었다. 능산리고분군을 포함

해 일제강점기 부여지역 발굴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이병호

(2009)에 의해 잘 정리된 바가 있다. 당시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일제강점기 이후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6년 홍사준 등에 의해 행해진 7·8호분 약식조사 단 한 

차례에 그친다. 능산리고분군의 보축공사를 하던 도중 중

상총에서 50m 떨어진 북쪽 구릉에서 판석2매로 입구가 폐

쇄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홍사

준 1966). 그리고 7호분과 같은 경위로 8호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고 한다(강인구 1977). 7호분과 8호분 

모두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7호분

의 경우 조사완료 후 봉토를 원위치에 만든 반면, 8호분은 

어떠한 시설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8호분을 조사한 강인구의 설명에 따르면 1호

분(동하총)과 2호분(중하총)의 중간지점에서 약간 북쪽 뒤, 

지표 아래 2m 지점에서 확인되었고, 1호분의 측후에 위치

하는 점과 1호분과 같이 전석을 깔아서 시상을 마련한 점

을 들어 1호분의 배총이었거나 1호분의 관대를 후에 확장1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강인구 1977).

이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 1979)에 의해 일제강

점기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여러 유적들을 주도적으로 조사하였

던 그는 능산리고분군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러나 1972년 일본에서 유명한 벽화고분인 다카마쓰쓰카고

분(高松塚古墳)이 조사되면서 ‘횡구식석곽’2이라고 하는 일

본 고분시대 종말기의 독특한 형태의 석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 횡구식석곽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 능산리고

분군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발굴조사 

1 동하총의 경우, 강인구처럼 전석(塼石)으로 마련한 관대가 확장되거나,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1995: 311; 

김낙중 2014: 165; 이병호 2015: 73. 그러나 왜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2 고대 일본의 중앙인 지금의 오사카, 나라지역에서는 7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기왕의 횡혈식석실을 대신해 ‘절석’을 이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석곽과 유사한 형태

로 만드는 ‘횡구식석곽’이 주요 묘제로 채용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규운, 2015, 「일본 고분시대 횡구식석곽의 형식학적 연구」 『일본연구』 제24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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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아리미쓰 교

이치가 기존 조사자료를 토대로 동상총, 동하총, 중하총을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여 여러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이후 진행된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에는 

부여 능산리고분군 발굴조사 도면과 한강유역의 일부 석실

분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장구조를 중심으로 한 백

제 석실분의 형식분류 연구(안승주 1975; 강인구 1977)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연구도 도면자료

를 바탕으로 편년연구 및 피장자의 추정에 관한 연구(齋藤

忠 1976; 이남석 2000; 강인구 2002)가 주를 이루었다. 그

리고 백제 횡혈식석실분 발굴조사 예가 증가됨에 따라 현

문의 구조, 석실의 너비 등 석실 구조의 각 요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조영현 1990; 吉井

秀夫 1992; 홍보식 1993; 강현숙 1996; 최영주 2013)가 최

근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여지역 및 영산강유

역 백제 횡혈식석실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제 사비기의 

지방통치제도 등 당시 정치제도의 일단을 해명하려는 연구

(山本孝文 2007, 2002; 김낙중 2009)도 함께 시도되고 있

다. 또한, 송산리고분군 6호분의 벽화와 함께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벽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는 벽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벽화고분 축조집단의 문화

계통성을 찾으려는 연구(이태호 2008; 정호섭 2011)도 진행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능산리고분군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의 논

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능산리

고분군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일부 조사 이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혹은 후속 연구 없이 정비된 채로 현재까지 유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왕릉군으로 인지되고 있는 

중앙 6기의 자료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다시 

세세히 들어다보면서 능산리고분군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자 한다.

Ⅲ. 조사과정과 분포양상

능산리고분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5·1917년에 

조사된 왕릉군으로 추정되는 6기와 추가로 조사된 7호분

이 정비되어 있고 그 동쪽 능선에 동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조사 상황을  정

리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일련번호 부여

능산리고분군의 개별 고분을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

로 위치에 따라 동하총, 중하총, 서하총, 동상총, 중상총, 서

상총으로 표현해 왔다. 이는 1915년 조사부터 대형분 6기

가 2단으로 병렬 배치되어 있고, 백제 사비기 왕릉으로 인

식되면서 명명한 것으로 이를 현재까지 수용해온 것이다. 

 이후 7호분과 8호분이 추가로 조사되면서 능산리고

분군 배치도 혹은 안내판 등에 기왕의 6기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1호분에서 8호분까지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분포도를 자세히 보면 고분번호가 일정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문화재청의 사적 안내와 『백제역사유적

지구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2013년)을 보면 동하총

그림 1.   『朝鮮古蹟圖譜3』의 능산리고분군 배치도(조선총독부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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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호분으로 두고 시계방향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중하총

(2호분), 서하총(3호분), 서상총(4호분), 중상총(5호분), 동

상총(6호분)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백제고분자료집』(공

주대학교 박물관·공주시 1995)과 『부여군 문화유적』(부여

군지편찬위원회 2003) 등을 보면 동하총을 1호분으로 하

여, 그 서쪽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같으나 위쪽 열

은 동상총이 4호분으로 명명되어 있다. 즉 서상총과 동상

총의 번호가 서로 다른 것이다. 심지어 세계문화유산 이후 

부여군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을 보면 가장 위쪽의 고분을 

1호분으로 표시하고 있다(부여군 2015).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보면, 크게 두 가

지 이유에서 기인한 듯하다. 첫 번째는 능산리고분군 개별 

고분의 경우 일련번호로 지칭하기 보다는 방향 및 배치에 

따른 ‘◦◦총’이라는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에 고분번호를 크

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조사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

으로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

이 첫 번째 조사였던 1915년 조사의 결과 보고인 『朝鮮古

蹟圖譜3』에 이미 ‘◦◦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호 부여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후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능산리고분군

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정리한 논문에서도 역시 번호가 아

닌 ‘◦◦총’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關野貞 1915).

그러나 자료를 검토해보면 실제로 1915년 조사부터 개

별고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조사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의 목록(국립중앙박물관 1997)을 보면 1915년 조사 사진

에 대부분 ‘중하총’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일부 ‘1호분’

과 같은 일련번호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동하총을 1호분으로 하고 중하총을 2호분, 서하

총을 3호분, 중상총을 5호분으로 표현하여 그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동상총과 서상총은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아서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인지, 동쪽→ 

서쪽으로 부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

은 동하총을 1호분으로 일련번호 부여가 시작된 점이다. 이

러한 번호 부여는 앞서 제시한 최근의 배치도와 같은 양상

이다. 시계방향이든, 동쪽→서쪽이든 동하총을 1호분, 중하

총을 2호분으로 하는 양상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된 번호가 일순 바뀌게 된다. 1917년 

조사를 담당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번호를 새롭

게 부여한 것이다. 유리건판 사진목록을 살펴보면 1915년에 

2호분이라 명기된 사진과 1917년에 2호분이라고 적은 사진

이 다른 고분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1917년 조사 결

과 역시 『大正6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1920)에 아

주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있을 뿐 유구배치도가 없어서 정

확한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연

도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1915년

의 2호분은 중하총 사진이고, 1917년 2호분은 동하총의 사

진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1917년에는 동상총을 1호분

으로 두고, 동하총(2호분), 중상총 (3호분), 중하총(4호분), 

서상총(5호분), 서하총(6호분)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번호

를 부여하고 있다. 여전히 ‘◦◦총’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는 있으나 유리건판 사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1~6호분까지

의 번호도 표기하고 있다. 이때 부여된 번호는 이후 변경 없

그림 2.   능산리고분군 배치도(A: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부여군 2013: 63, B: 공주대학교 박물관·공주시 1995: 310,  

C: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9: 162).

A

B C

3호분(서하총)

5호분(중상총)

7호분

2호분(중하총)

6호분(동상총)

1호분(동하총)

4호분(서상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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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하총 정비와 입구 구조물 설치 등이 이루어진 1920년 

사진에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1923년 제도된 국유림 경계

도(국립중앙박물관 2010) 역시 같은 번호가 표시되어 있

다. 이 도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동상

총을 1호분으로 하는 번호는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아리미

쓰 교이치 역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有光敎一 1979), 최

근 간행된 『일제강점기 사비인식』(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9)에서도 1917년 양상을 바탕으로 수정된 도면을 제시

하고 있다. 두 글에는 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전

혀 언급이 없긴 하나 1917년 당시 바뀐 번호에 대해 정확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현재와 같이 동하총을 1호분으로 

하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

지 않고 있다. 광복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사가 이루

어진 1966년에, 7호분을 조사한 홍사준 역시 전체 배치에 

대한 언급이나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고분

을 1호분으로 인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검

토한 결과 강인구가 능산리고분군에 대해 설명한 것을 살

펴보면 동하총을 1호분, 중하총을 2호분으로 두고 시계방

향으로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강인구 1977). 배치

도면에는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는 동하총이 다시 1호분이 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닐까 싶

다.3 이후 능산리고분군과 관련된 도면은 대부분 동하총을 

1호분으로 두고 시계방향, 혹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련번

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정리하면 결국 아직까지 개별고분의 

일련번호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만약 기존과 같이 ‘◦◦총’

처럼 고분의 위치로 명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고분 

번호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66년에 확인

된 7호분과 8호분이 분명 왕릉군 6기와 함께 분포하고 있

는 점이 문제가 된다. 7기가 정비되어 있는 현 상황만을 놓

고 보면 번호정리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제강

점기에 이미 7호분에서 10호분까지 확인되었고, 일부 조사

가 되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으나 1917년에 이미 능산리고분군 서쪽 능선에서 

7호분과 8·9·10호분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2기가 조사된 

바 있다. 그 위치는 현재 의자왕과 부여융의 가묘가 있는 

능선의 북쪽으로 능산리고분군과 바로 이어져 있다. 그렇다

면 7호분을 현재와 같이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제강

점기에 조사된 개별고분의 일련번호를 전부 인정하고 새로

운 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표 1. 능산리고분군 번호 지정

동하총 중하총 서하총 동상총 중상총 서상총 비고

1915년 

조사
1호 2호 3호

4호?

6호?
5호

4호?

6호?

1917년

 조사
2호 4호 6호 1호 3호 5호 7~10호

확인

1923년

국유림 

도면
2호 4호 6호 1호 3호 5호 7~10호

표시

강인구

(1977)
1호 2호 3호 6호 5호 4호 8호 위치

공주대

박물관

(1995)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부여군

(2015)
7호 6호 5호 4호 3호 2호

그리고 만약 1966년에 조사된 8호분의 위치가 분명

하다고 한다면 2열로 3기가 나란히 입지하고 있다는 명명

3 강원표에 의하면 1931년 일제강점기 당시 고적으로 지정될 때 동하총을 1호분으로 두고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고 한다(강원표 2015:102). 그러나 

1931년에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설명이나 참고문헌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1931년에 중앙고분군의 지금의 7호분과 

8호분이 고적으로 같이 지정되었다는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착각을 하였을지도 모른다. 뒤에서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1920년대까지 동상총을 1호분으로 두고 정비를 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1931년 고적 지정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제시되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능산리고분군이 사적14호로 지정된 1963년 1월21일의 관보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을 확인하여도 고분군 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

재까지 강인구(1977) 이전에 동하총을 1호분으로 명명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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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2단 병렬로 6기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단순히 일제

강점기 때 조사해 놓은 결과에 따라 그대로 정비된 현상에 

불과하다. 이미 그 당시 조사 후 봉분 정비까지 끝내버려

서 그 원상을 알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서상총

의 경우 오히려 8호분과 비슷한 등고에 입지하고 있어 4열

에 가까운 배치가 되고 주위에 다른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

으므로 6기만 위치에 따라 특수하게 명명하는 것은 명쾌한 

방법이 아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조사자료를 보아도 6기가 다른 고분

에 비해 봉분과 석실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렇다

고 주위의 다른 고분들을 무시하고 6기만 특별하게 명명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시작점은 아직 능산리고분군

의 전체적인 분포나 입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

으며, 개별 고분들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체적인 고분의 분포부터 정확하

게 파악한 후 개별고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

한 실정이다.

2. 분포양상

능산리고분군 6기의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조사는 1937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시행된 

동고분군 조사이다(조선고적연구회 1938). 동하총에서 직

선거리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5기의 고분이 조사

되었는데 이전 1915년과 1917년 조사에 비하면 비교적 자

세하게 조사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능산리고분군과 사비기 

석실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동고분군 발굴

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제강점기 사비인식』(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2009)에 잘 번역·정리되어 있어 여기서 상

술하지는 않겠다.

이처럼 동고분군의 5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서고분군4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1917년 동하총과 동상총, 서상총을 조사한 

야쓰이는 이 고분들의 서쪽 능선에서 4기의 고분을 발견하

여 그 중 2기를 조사하였다. 현재 위치로는 의자왕과 부여

융의 가묘가 있는 능선 바로 북쪽으로, 서하총에서 직선거

리 약 13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이 서고분군은 조사 후 도면과 같은 결과물이 알려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왔다. 그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어느 고분이 조

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 당시의 유리건판 사진과 국유림 도면을 보면 

이 고분들 위치와 조사 양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유리건판 사진 가운데 10호분 출토 목관과 두개

골 사진이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10호분이 조사된 것은 확

실하다. 다음 『광복이전 조사유적유물 미공개도면Ⅳ』(국립

중앙박물관 2010)를 보면 9호분 실측도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면 9호분과 10

호분이 조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조사는 1917년

에 실시되었는데 9호분 도면 제도는 1919년 5월로 표기되

어 있어(국립중앙박물관 2010: 148) 조사 당시에는 제대로 

4 정식 명칭은 아니나 능산리고분군 6기를 중심으로 서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고분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고분군으로 일단 칭하고자 한다.  

그림 3.   10호분 출토 목관과 두개골(A: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및  

9호분 실측도(국립중앙박물관 2010: 148).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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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실측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추후 국유림 경계도 

조사 시에 추가로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7~10호분 위치 역시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광복이전 미공개도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능

산리고분군 배치도 및 나성 단면도라는 제목의 도면이 제

시되어 있는데 이 도면 제도는 1923년 4월에 한 것으로 명

기되어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147). 여기에 1917년에 

조사한 능산리고분군 6기의 번호와 서고분군의 7~10호분

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7~10호분 역시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 가운데 9호분과 10호분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9

호분의 경우 도면까지 제시되었으며, 10호분은 출토유물까

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인식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이미 9호분과 10호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능산리고분군 6기처럼 표지석을 세웠다. <사

진 1>은 산위에서 바라 본 7~10호분 전경사진으로 하얀색 

표지석이 가운데 보이고 그 앞쪽으로 논밭으로 되어 있는 

능산리사지, 그리고 나성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일련번호와 관련하여 <그림 4>의 도면을 

보면 동상총을 1호분으로 두고 동하총을 2호분, 중상총을 

3호분으로 지정하고 이 순서대로 10호분까지 지정하고 있

다. 즉, 동상총을 기점으로 동쪽부터 서쪽으로, 그리고 위 

고분→아래 고분으로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양상

을 살펴보아도 1917년 조사 이후부터는 계속 이 일련번호

를 사용한 것 같다.

미공개도면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하는 자료가 있다. 

<그림 5>를 보면 전체적인 도면 제도는 앞서 제시한 <그림 4>

와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고분군의 서쪽, 지금의 능산

리사지 북쪽 구릉에 동그라미가 3개 표시되어 있고, 동고분

군 위치에 동그라미가 4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그림 4>

에서 제시한 1923년에 제도된 도면에 추가로 확인된 고분

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표시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고분군

을 근거로 대략적인 연대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동고분군은 앞서 언급한대로 1937년 우메하라 스에

지(梅原末治)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이 도면에는 동고분군그림 4.   능산리고분군 배치도 및 나성 단면도(국립중앙박물관 2010: 147).

사진 1.   A: 9호분, B: 10호분, C: 7~10호분 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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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연필과 같은 것으로 대략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고분군 조사 이전일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원도면이 제도된 1923년

에서 동고분군이 조사된 1937년 사이에 국유림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고분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6기의 중심 고분군 위에 

표시되어 있는 고분이다. 6기와 같은 구릉의 북쪽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1966년 홍사준이 조사

한 7호분과 같은 위치이다. 즉, 이 당시 이미 현재의 7호분

이 확인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1966년 정비공사 시 現

7호분은 이미 지표상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공사 

도중에 발견되어 급하게 조사되었다. 現8호분은 이 도면에

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림 5>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능산리고분군은 능산

리사지 북쪽에 3기, 서고분군 4기,  능산리고분군 7기로 이

루어져 있었으며, 이후 조사된 동고분군 5기와 現8호분을 

추가하면 3+4+8+5로 적어도 20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7기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은 능

산리고분군의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포의 의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 능산리고분군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 좀 더 살펴

보면 전상총(塼床塚)과 할석총(割石塚), 횡혈총(橫穴塚)의 

문제가 남아 있다.5 1915년 중상총을 발굴한 세키노 타다시

는 이어서 전상총과 할석총, 횡혈총을 발굴하게 된다. 그러

나 1915년 조사결과를 공표한 『朝鮮古蹟圖譜3』(朝鮮總督

府 1916)에는 전상총과 할석총의 석실도면만 기재되어 있

을 뿐 다른 설명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세 고분의 위

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후 세키노 타다시가 개

인적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 고분들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세 고분의 위치에 대해 “王陵から更に東方約八町

許”라고 기술하고 있다(關野貞 1915: 16). ‘왕릉에서 동쪽으

로 8町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인데 당시 1町은 360자로 이

를 환산하면 약 870m 정도가 된다. 이 위치는 현재 체마리

대총이라고 불리는 고분이 분포하는 곳으로 청마산성 서쪽 

입구지역이기도 하다. 능산리고분군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

지만 능산리고분군-능안골고분군의 중간지점에 또 하나의 

주요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횡혈총의 경

우 다른 고분들과 달리 도면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기술

만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길이 약 270cm, 폭 약 90cm

의 횡혈을 현실로 하는 구조로(關野貞 1915: 18), 일반적으

그림 5.   능산리고분군 배치도(국립중앙박물관 2010: 146).

5 원고투고가 끝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을 입수하였다. 전상총과 할석총에 대한 검토는 다르나 횡혈총을 추정하는 

부분은 견해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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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횡혈묘라고 부르는 묘제임을 알 수 있다. 이 횡혈총의 도

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파악되지 못하였으나 실은 

다른 보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조

사 보고가 기재되어 있는 『昭和2年度古蹟調査報告 第2冊』

의 말미에 「百濟時代古墳樣式の變遷」이라는 장에서 백제 

묘제의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면서 능산리고분

군 동하총과 할석총 등의 도면과 함께 횡혈묘 도면을 하나 

제시하고 있다. 당시 다른 횡혈묘 조사 예가 없고, 그 규모

가 세키노 타다시가 기술한 규모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도 횡혈총 도면일 가능성이 크다. 이 횡혈묘는 부여 오수리

유적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사비기에도 다수의 

횡혈묘가 왕도 주위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朝鮮古蹟圖譜3』에는 능산리고분군 3기에 이

어 할석총, 전상총과 관련된 도면과 사진이 나오고, 그 다

음에 노출 석실 2기 사진, 그리고 이어서 체마리대총의 도

면과 사진이 나온다. 이러한 도면 편집순서를 보면 그 위치

가 불분명했던 노출 석실 2기 역시 체마리 쪽에 함께 분포

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리건판 목록을 보면 

노출 석실을 포함해 1920년에 촬영된 ‘능산리고분군’이라는 

이름의 고분군 전경 사진이 여러 장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능산리고분군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고 능안골

고분군까지 행정명은 전부 ‘능산리’로 동일하며 노출 석실 

등 전후 사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 ‘능산리고분군’

역시 체마리 일대의 고분군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공개도면 자료에는 능안골고분군의 분포도 표시되

어 있다. 도면 명칭은 능산리고분군으로 되어있으나 지형

과 고분 분포로 보아 현재 능안골고분군의 모습으로 파악된

다. 배치도가 그려진 것은 동하총이 조사되기 전 해인 1916

년 3월 10일로(국립중앙박물관 2010: 144) 이 시기에 이미 

능산리에서 능안골에 걸치는 넓은 범위에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도면과 함

께 석실 실측도도 한 장 제시되어 있는데 1/20 축적의 도면

을 환산하면 석실의 규모는 현실 길이 약 1.6m, 너비 0.8m

의 소형으로 능산리고분군이 아니라 역시 능안골고분군 가

운데 한 기로 추정된다. 혹시 유리건판에 나와 있는 사진이 

아닐까 대조해 보았지만, 도면의 연도 개석을 자세히 살펴보

면 2단과 가깝게 굴곡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도 

개석의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능산리고분군

그림 6. 횡혈총으로 추정되는 도면(조선고적연구회 1935: 29).

그림 7.   능안골고분군 배치도 및 석실 실측도(국립중앙박물관 2010: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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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마리 일대에서 조사된 석실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역

시 능안골고분군 가운데 한 기를 실측한 것으로 추정된다. 

능안골고분군은 부여 공설운동장 신축을 위한 공사 

도중 발견되어 1995년에서 1996년에 걸쳐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사비기 석실의 모습을 여

실히 보여주는 석실들이 다수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36호

분에서는 백제 복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은화관식과 과

대 등 주요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어 백제 사비기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이미 대규모 고분군이 분

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설운동장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으로 능산리고분군에 대해 일련번호 부여부터 전

체적인 분포양상까지 일제강점기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

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능산리고

분군과는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

는 4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Ⅳ. 재검토의 의의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산리고분군은 현

재 정비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분이 분포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 여

기에서는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해 보고자 한다.

1. 재인식의 필요

우선 ‘왕릉군’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능산

리고분군에 대한 연구에서는 6기의 왕릉을 중심으로 왕릉

의 피장자 비정 문제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미 6기를 왕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능안골고분군 보고서의 

발간사의 첫머리에도 “왕릉고분군에서 논산쪽으로…”라는 

표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0)이 나올 정도로 이 6기의 

고분은 백제 사비기 왕릉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를 근거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사비기 왕릉은 6기에서만 찾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물론 이 고분군이 왕릉군으로 의

문을 가질만한 요소는 전혀 없다. 백제가 사비에 도읍한 이

후에 조성된 왕릉으로서 유일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 유적 

내의 개별고분의 품격도 왕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이남석 2014: 135)와 같이 의심의 여지

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이 6기의 고분을 

왕릉 후보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규모나 출토유물 면

에서도 다른 고분군보다 위계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이 6기만 왕릉의 후보가 된다는 측면에는 동

의하기 어렵다. 익산 쌍릉의 예만 보더라도 다른 왕릉군이 

있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쌍릉은 특수한 경우로 

두고 부여지역에서는 능산리고분군을 유일한 왕릉군으로 

평가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6기 이

외에도 왕릉으로 비정할 수 있는 고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 

6기를 왕릉으로 보는 이유는 규모나 벽석 가공 정도 

등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분포형태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중하총과 동상총은 다인장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하면서 각각 성왕릉과 위덕왕으로 비정하고 나머지 

4개의 고분은 확실하진 않지만 단장으로 혜왕과 그 왕비, 

그리고 법왕과 그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남석 

2014: 164). 영성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상

당히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이나, 문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능산리고분군에 6기의 고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장 동하총과 중하총 사이에 있는 8호분의 존재

가 문제가 된다. 8호분의 규모가 다른 6기와는 다르기 때문

에 왕릉 혹은 왕비릉으로 비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피장자

가 어떠한 신분이 되든 중심고분군이 왕릉과 왕비릉만으로

로 구성되었다는 논지는 잘못된 것이 된다. 최근의 견해처

럼 백제 사비기 왕비가 여러 명이었고 쌍릉의 소왕릉을 사

택적덕의 딸이 아닌 다른 왕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병호 

2015)를 인정하거나 혹은 대왕릉의 무덤의 주인공이 여성

일 수 있다는 재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2015)를 인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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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왕릉과 왕비 비정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6  

이러한 측면에서 왕릉군과 동고분군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능산리고분군 6기가 

다른 고분군의 규모를 압도하고 동고분군은 그에 미치지 못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위의 <표 2>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동고분군의 규모도 왕릉군에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동4호분의 경우는 면적이 동상총과 중하총 다음

으로, 오히려 동하총보다 더 크다. 따라서 규모만으로 두 고

분군을 이분하는 것은 옳은 구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7 

표 2. 능산리 중앙고분군과 동고분군 현황8

현실 규모
비고

길이 너비 높이 면적(㎡) 장폭비

동하총 327 152 195 4.97 2.15
호석

목관금구

중하총 321 198 215 6.36 1.62 칠 파편

서하총 288 125 152 3.60 2.30

동상총 325 200 211 6.50 1.63 호석

중상총 299 133 158 3.98 2.25
목관

칠 흔적

동1호분 268 110 145 2.95 2.44 목관

동2호분 275 112 155 3.08 2.45
목관

칠 흔적

동3호분 250 114 137 2.85 2.19 벽면 주칠

동4호분 300 173 200 5.19 1.73
목관

흑칠

동5호분 277 107 140 2.96 2.59 치아

다음 비교대상은 목관의 출토이다. 사비기 석실이 기

본적으로 박장이고, 도굴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출

토유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두 고분군에서 공히 목관이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횡혈식석실에 목관을 매납하는 것

은 백제 고분의 특징 중 하나로, 무령왕릉 축조를 계기로 

관고리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비기 목관 구조가 정착되

었다(吉井秀夫 1995). 목관을 매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

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목관 출토 그 자체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목관 제작에 사용된 목재에 주목하여야 한다. 

동고분군에서 확인된 목관의 목재는 금송이라 불리

는 ‘고우야마키’라는 것을 이미 동고분군 조사 시 파악되었

고, 더욱이 능산리고분군과 익산 대릉에서 확인된 관재 역

시 모두 고우야마키로 분석된 바 있다. 능산리왕릉군은 아

마도 전부 고우야마키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까지 하고 있

다(조선고적연구회 1938: 141~142). 고우야마키는 무령왕

릉의 관재로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목재로 일본열도에서 주

로 자생하고 있는 수종이다. 동고분군 역시 무령왕릉을 비

롯해 능산리고분군, 대왕릉과 같이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

분들과 같은 일본열도에서 수입한 관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제의 중앙귀족급 고분군으로 추정되

는 능안골고분군에서는 관재로 비자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우야마키는 백제 왕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낙중 2014: 172). 

고우야마키를 사용한 점과 더불어 ‘칠’흔적이 확인되

는 점도 중요하다. 관고리장식 등과 함께 목관의 장식 정도

가 피장자의 계층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吉

井秀夫 2007) 두 고분군에서 모두 옻칠 흔적이 확인된 점 

6 아직 검토할 측면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왕묘의 주인공을 설령 여성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쌍릉이 왕릉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쌍릉을 왕릉군

에서 배제한다면 규모와 석재가공정도 등을 통해 능산리고분군의 중앙 6기를 왕릉으로 비정하는 것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왕묘가 사비기 석실가운데 

현실 규모와 석재가공정도, 출토유물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왕릉을 비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완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7 능산리고분군의 석실을 대상으로 검토한 여러 논문과 자료집에서 능산리고분군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 ‘m’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尺’으로 제도하였기 때문에 환산의 문제인지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조금씩 전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이남석 2002·2014; 김낙중 2014; 이병호 2015 

등). 그나마 아리미쓰 교이치가 당시 도면을 보고 ‘m’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有光敎一 1979), 동상총, 동하총, 중상총 3기에 그치고, 이 또한 단순히 1

尺에 3.03을 곱한 수치이다. 즉, 고고자료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정확한 크기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능산리고분군 연구의 현실이다.  

8 봉분 규모 역시 비교해야 할 대상이나 애초에 삭평이 심하고, 또한 현재까지 능산리고분군과 동고분에서 제대로 된 봉분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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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목재 선택과 더불어 중요한 점이다.9 이처럼 관재로서 

고우야마키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 장식못과 관고리 등의 

금구를 제작하면서, 옻칠을 하는 등 목관 제작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왜에서 고우야마키를 항상

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하는 체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정

도 가능하다(吉井秀夫 2001). 

능산리고분군과 동고분군의 비교결과를 정리하면 석

실의 규모는 물론 매납된 목관의 위계에서도 차이가 없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입지나 규모, 구조, 사용석재 등 여

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왕릉군으로 보는 견해(山本

孝文 2006)와도 상통한다. 또한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만 파악하더라도 중앙에 

6기만 나란히 입지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적어

도 20기로 구성된 고분군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에서 중앙의 6기만 왕릉의 후보로 인식하면

서 동고분군을 배제한 지금까지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2. 재조사의 필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능산리고분군에 대해 아직 명

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는 

고분군 내 개별고분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역시 일제강점

기의 간단한 조사와 1966년도의 한 차례 급박한 조사 외에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고 일제강점기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6기만 고대하게 복원되어 있는 것은 고분군의 실

상을 왜곡하는 것임은 앞서 지적한대로이다. 배치의 문제

만이 아니라 봉분을 고대하게 쌓지 않는 백제 특유의 봉분 

축조방식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제강점

기에 제대로 된 봉분 조사 없이 이미 봉분 정비까지 마무

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매장주체부가 봉분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고분은 조사 당시 

도면이 제시된 동1호분과 원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

만 추후에 아리미쓰 교이치가 제시한 동상총과 동하총 정

도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

다. 당시 조사사진을 보면 봉분을 정식으로 조사했다기 보

다는 위에서 아래로 파내려 가, 천장과 입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가장 기본적인 토층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고, 곡

괭이나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해 단순히 파낸 것이 적나라하

게 드러나고 있다. 

<그림 8>의 봉토도면에 따르면 지표에서 매장주체부로 

접근하려면 묘도가 아주 길거나, 지표면을 향해 경사가 나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비기 석실에서 그러한 

형태의 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애초에 추가장이 불가능하게 폐쇄되었다고 보는 것

이 옳을 것이다. 도면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묘도의 형태가 

어떤지 조차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단정

하기 어렵다. 

9 목관에 옻칠을 한 점은 단순히 묘제 연구에서만 중요한 점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련에서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고를 

통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공산성에서 확인된 옻칠갑옷이 확인되는 등 그 자료가 증가하고 있어 칠의 방법이나 성분 분석 등의 다각도의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그림 8.   분구 실측도(A: 동상총, 有光敎一 1979: 483, B: 동하총, 有光敎一 

1979: 486, C: 동1호분, 조선고적연구회 1938, 도판 제118).

A B

C



11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2

현재 동하총에는 입구 진입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이 

시설은 조사 후 3년이 지난 1920년에 설치된 것으로, 밖에

서 보면 입구에서 매장주체부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구보다 약 2m 가량 아래에 매장주체

부가 있고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

다. 따라서 현재 정비되어 있는 입구와 주위 잔디 부분은 

원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이다. 즉, 봉분의 어느 부분

에 매장주체부가 위치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문

제가 있는 것이다. 

호석(護石)의 문제도 있다. 분명 서상총과 동하총 등

에서 봉분의 기저부에 호석이 둘러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호석에 대한 복원 없이 봉분을 덮어버리

는 복원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후 점점 고대하게 왜곡되

어 버리고 말았다. 

봉분 기저부의 호석은 동하총 등 중앙고분군뿐만 아

니라 다른 고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대정6년도 조사보

고를 보면 “6기의 전 왕릉군이 있는 구릉에서 서쪽, 계곡을 

가로막은 구릉 위에서 호석으로 추정되는 것을 찾았고, 고

분이 존재했던 흔적으로 생각되는 것 네 개를 획득, 그 2개

를 발굴하니 전술의 왕릉으로 전해지는 것과 유사한 아주 

정연한 석곽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1920: 628). 당시 7~10호분으로 명명된 고분으

로 앞서 9호분과 10호분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고분들 역시 애초에 호석이 발견됨에 따라 고분군이 있음

을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호석은 능산리고분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임

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동하총의 경우는 봉분과 호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벽화보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고 현실 

축조에 이용된 석재나 추가장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능산리고분군 축조에 이용된 석재는 모두 화강

암으로 기술하고 있다. 동하총 역시 대형의 화강암 판석을 

이용해 벽면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이남석 2014 

등) 상면에 전돌처럼 가공한 석재를 놓아 마련한 관대를 근

거로 추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1995: 311; 김낙중 2014: 165; 

이병호 2015: 73).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동하총에서 추가

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이보다

는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추가장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화강암 판석의 경우 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사진만으로

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후벽과 동벽

사진 3.   동하총 입구시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A B

사진 4.   서상총(A: 조선총독부 1920: 631), 동하총(B: 조선총독부 1920: 634)

의 호석 노출 양상.

A B C

사진 2.   조사 중 사진(A: 동1호분, 조선고적연구회 1938, 도판 제117,  

B: 동3호분, 조선고적연구회 1938, 도판 제125, C: 서상총(조선총

독부 1920: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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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재가 다른 벽석의 석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부여군에서 실시한 동

하총 보존환경조사로 인해 그 결과가 제시되었다(부여군 

2008). 기왕의 사진만을 보면 석회나 벽화가 박락된 흔적

으로 보이나 실은 석재 자체에 반점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과학적인 성분분석을 시행한 바 이는 다른 화강암과는 완

전 다른 안구상 편마암이라는 석재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석재는 유인원기공비에 사용된 석재와 동일한 석재로 보인

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의 모든 석실이 화강암으로 구축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리고 동벽 상부 

귀퉁이 벽석 일부가 깨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동하총의 도

굴 흔적 보고(有光敎一 1979)와 그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도굴 시에 파손된  부분을 조사 이후 원래 위

치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능산리고분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

려진 동하총조차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

이 거의 없다. 그나마 도면조차 제시되지 않은 서상총에 비

하면 나은 상황이지만 여러모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기만을 왕릉군으로 인식해 

왔다. 물론 조사 당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6기가 다른 고

분에 비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봉분 

조사 한번 없이, 그리고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 한번 없이 그

대로 믿기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왕릉 비정과 같은 역사적인 문제이전에 능산리고분군에 대

한 기초적인 조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동하총에 사용된 석재(부여군 2008: 97, 표 인용)

위치 사진 석질

현실 북·동벽

안구상 편마암으로 안

구의 크기는 1~6㎝이

고, 안구는 엽리에 평

행하게 배열되었으며, 

흑운모가 매우 풍부함.

현실 서벽 중립질 복운모 화강암

현실 천정 조립질 흑운모 화강암

현실입구

이맛돌
화강암질 편마암 조립질

연도 동·서벽 중립질 복운모 화강암

연도 천정 조립질 흑운모 화강암

Ⅴ. 맺음말

능산리고분군은 백제 사비기 대표 무덤으로서 세계문

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 규모나 입지 등으로 보아 왕릉

군으로 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규명

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결과를 따르면 왕릉군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존

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은 가치를 폄하하자

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고분군의 진성성과 완전성에 대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능산리고분군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성이 제기되고 최근 부여군에 의해 서고분군 및 동고분군사진 5.   동하총 현실 벽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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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포함한 발굴조사가 계획되는 등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한정된 자료로 추론한 부분이 많은 점은 추후 보완하

여야 하겠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조사, 정리되지 않은 유적

에 대해 재검토와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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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Kim Gyu-un   부여(扶餘) 능산리고분군(陵山里古墳群) 성격(性格)에 대한 재고(再考)

  ● 강원표, 2015, 「능산리 고분의 개요」 『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 강인구, 2002, 「百濟王陵 被葬者 推定」 『三國時代硏究』 2 

  ● 강인구, 1977, 『百濟古墳의 硏究』, 일지사

  ● 강현숙, 1996, 「百濟橫穴式石室墳의 展開過程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34, 한국고고학회

  ● 공주대학교 박물관ㆍ공주시, 1995, 『백제고분자료집』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능산리』

  ●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6집

  ● 국립중앙박물관, 2010, 『광복이전 조사유적유물 미공개도면Ⅵ 충청남도』

  ● 국립중앙박물관, 1997, 『유리건판목록집Ⅰ』

  ● 김규운, 2015, 「일본 고분시대 횡구식석곽의 형식학적 연구」 『일본연구』 제24집

  ● 김낙중, 2014, 「묘제와 목관을 통해 본 익산 쌍릉의 의미」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낙중, 2009, 「백제 사비기 횡혈식석실분의 확산」 『韓國考古學報』 71, 한국고고학회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ㆍ부여군, 201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계획』

  ● 부여군, 2015,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가이드북 능산리고분군』, 백제고도문화재단  

  ● 부여군, 2008,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보존환경조사』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9, 『일제강점기 사비인식』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군 문화유적』

  ● 안승주, 1975, 「百濟古墳의 硏究」 『百濟文化』 7ㆍ8

  ● 이남석, 2014, 『사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 

  ● 이남석, 2002, 『百濟墓制의 硏究』, 서경 

  ● 이남석, 2000, 「陵山里古墳群과 百濟王陵」 『百濟文化』 29 

  ● 이병호, 2015,「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제61집 

  ● 이병호, 2009, 「일제강점기 부여 지역의 고적 조사」 『일제강점기 사비인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이태호, 2008, 동하총 벽화의 미술사적 의의」 『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보존환경조사』

  ● 정호섭, 2011, 「백제 벽화고분의 조영과 문화계통」 『韓國古代史硏究』 61, 한국상고사학회

  ● 조영현, 1990, 『三國時代 橫穴式石室墳의 系譜와 編年硏究-漢江以南地域을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주, 2013, 「百濟 橫穴式石室의 形式變遷과 系統關係」 『百濟文化』 48

  ● 홍보식, 1993, 「百濟橫穴式石室墳의 形式分類와 對外傳播에 대한 硏究」 『박물관연구논집』, 부산시립박물관

  ● 홍사준, 1966, 「扶餘 陵山里 一古墳의 調査」 『미술사학연구』 제7권 제3호

  ● 關野貞, 1915, 「百濟の遺蹟」 『考古學雜誌』 제6권 제3호

  ● 吉井秀夫, 2007,「古代東アジア世界からみた武寧王陵の木棺」 『日中交流の考古學』, 동성사 

  ● 吉井秀夫, 2001, 「무령왕릉의 목관」 『百濟 斯麻王-무령왕릉 발굴 그 30년의 발자취』, 국립공주박물관 

  ● 吉井秀夫, 1995, 「百濟の木棺-橫穴式石室出土例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제542호 

참고문헌 



12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2

  ● 吉井秀夫, 1992, 『웅진ㆍ사비시대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기초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山本孝文, 2007, 「百濟 泗泌期 石室의 設計와 構造系統論」 『韓國考古學報』 63, 한국고고학회

  ● 山本孝文, 2002, 「百濟 泗泌期 石室墳의 階層性과 政治制度」 『韓國考古學報』 47, 한국고고학회

  ● 有光敎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ㆍ益山雙陵」 『橿原考古學硏究所論集』 제4집 

  ● 齋藤忠, 1976, 「百濟武寧王陵を中心する古墳群の編年的序列とその被葬者に關する試考」 『朝鮮學報』 21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3』

  ● 朝鮮古蹟硏究會, 1938,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 朝鮮古蹟硏究會, 1935,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참고문헌 



121  Kim Gyu-un   부여(扶餘) 능산리고분군(陵山里古墳群) 성격(性格)에 대한 재고(再考)

 Royal tombs in Neungsan-ri had been studied several t im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But, 

conceiving the general complexion of them is  difficult for lack of data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re still 

insufficient. Thus, necessity of new approach and understanding in Royal tombs in Neungsan-ri are emphasized 

by the reviewing existing studies and conservation history.

 The Serial numbers of the Royal tombs in Neungsan-ri has been registered arbitrarily without clear 

guidelines from Japanese Colonial era until present time. It means previous studies were devoid of consideration 

for serial number changes. 

 And, research has shown that Royal tombs in Neungsan-ri counts at least twenty, taking No.8 tomb of 

recent study into consideration.

 Moreover, in case of eastern tombs it needs changes in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Royal tombs in 

Neungsan-ri consist of only six-tombs becaus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eastern tombs and central six-

tombs considering the burial chamber and lacquered wooden(koyamaki) Coffin.

 Ultimately, current state of Royal tombs in Neungsan-ri doesn't have authenticity because they had been 

found and regulat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overall study into entrance to burial chamber and covered burial stone 

marker and exaggerated mounds, ignored another tombs other than six-tombs in the center.

Revisiting of ancient tombs in Neungsan-ri, Buyeo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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