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인 보보담은 한국의 사람이자 그들

이 처해 있는 자연이며, 또 그들이 자연환경과의 투쟁을 슬기

롭게 이어오며 만들어놓은 문화이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

는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가

져오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보보담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다. 그것이야말로 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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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상형문자

신

라

의 

왕 

연

표

  1대 �  박혁거세거서간(朴赫居世居西干) 朴    B.C.57-A.D.4(61년)

  2대 �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朴    4-24(21년)            

  3대 �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朴  24-57(34년)

  4대 �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昔  57-80(24년)

  5대 �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朴  80-112(33년)

  6대 �  지마이사금(祗摩尼師今) 朴  112-134(23년)

  7대 �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朴  134-154(21년)

  8대 �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 朴  154-184(31년)

  9대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昔  184-196(13년)

  10대  나해이사금(奈解尼師今) 昔  196-230(35년)

  11대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  昔  230-247(18년)

  12대  첨해이사금(沾解尼師今) 昔  247-261(15년)

  13대 �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  金  262-284(23년)

  14대  유례이사금(儒禮尼師今) 昔  284-298(15년)

  15대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昔  298-310(13년)

  16대  흘해이사금(訖解尼師今) 昔  310-356(47년)

  17대 �  내물마립간(奈勿麻立干) 金  356-402(47년)

  18대  실성마립간(實聖麻立干) 金  402-417(16년)

  19대  눌지마립간(訥祇麻立干) 金  417-458(42년)

  20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金  458-479(22년) 

  21대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金  479-500(22년) 

  22대  지증왕(智證王) 金  500-514(15년) 

  23대 �  법흥왕(法興王)  金  514-540(27년) 

  24대 �  진흥왕(眞興王)  金  540-576(37년) 

  25대 �  진지왕(眞智王)  金  576-579(4년) 

  26대 �  진평왕(眞平王) 金  579-632(54년) 

  27대 �  선덕여왕(善德女王) 金  632-647(16년) 

  28대 �  진덕여왕(眞德女王)  金  647-654(8년) 

  29대 �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金  654-661(8년) 

  30대 �  문무왕(文武王) 金  661-681(21년) 

  31대 �  신문왕(神文王) 金  681-692(12년) 

  32대 �  효소왕(孝昭王) 金  692-702(11년) 

  33대 �  성덕왕(聖德王) 金  702-737(36년) 

  34대  효성왕(孝成王) 金    737-742(6년)

  35대 �  경덕왕(景德王) 金    742-765(24년)

  36대  혜공왕(惠恭王) 金    765-780(16년)

  37대  선덕왕(宣德王) 金    780-785(6년)

  38대 �  원성왕(元聖王) 金    785-798(14년)

  39대  소성왕(昭聖王)  金    798-800(3년)

  40대  애장왕(哀莊王)  金    800-809(10년)

  41대 �  헌덕왕(憲德王) 金    809-826(18년)

  42대 �  흥덕왕(興德王) 金    826-836(11년)

  43대 �  희강왕(僖康王) 金    836-838(3년)

  44대 �  민애왕(閔哀王) 金    838-839(2년)

  45대 �  신무왕(神武王) 金    839-839(1년)

  46대 �  문성왕(文聖王) 金    839-857(19년)

  47대 �  헌안왕(憲安王) 金    857-861(5년)

  48대    경문왕(景文王) 金    861-875(15년)

  49대 �  헌강왕(憲康王) 金    875-886(12년)

  50대 �  정강왕(定康王) 金    886-887(2년)

  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  金    887-897(11년)

  52대 �  효공왕(孝恭王) 金    897-912(16년)

  53대 �  신덕왕(神德王) 朴   912-917(6년)

  54대 �  경명왕(景明王) 朴   917-924(8년)

  55대 �  경애왕(景哀王)  朴   924-927(4년)

  56대  경순왕(敬順王)   金   927-935(9년) � 
  왕릉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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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오다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봄은 기다림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지은 ‘봄을 기다리는 노래’인 〈대춘부(待春賦)〉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 때문에 봄은 늘 우리 집 마당보다 이웃집 마당에 먼저 오는 것처럼 보인다. 까치발을 하고 본 이웃집 마당

의 꽃들은 찬란하지만 중국 비구니가 지은 오도송이라고 전하는 〈봄을 찾다[尋春]〉는 이미 우리 집 마당에도 

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보지 못한 채     盡日尋春不見春

짚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 구름만 밟고 다녔네  芒鞋遍踏朧頭雲

지쳐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歸來偶過梅花下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네       春在枝頭已十分

이웃집 마당에 
먼저 온 봄

교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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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머무는 날마다 새벽 기운을 벗기 시작하는 교촌마을을 지나 계림과 대릉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고 

오기를 되풀이했다. 샛노랗던 산수유의 찬란하던 색이 빛을 바래갈 즈음, 이웃집 담 너머에 투명한 빛이 눈길

을 붙들었다. 담 너머 알기살기 펼쳐진 벚나무 가지에 매달린 꽃망울은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지경으

로 오밀조밀했다. 그 아래 다소곳하지만 더없이 환하게 빛나던 꽃은 개나리였다. 봄이면 울타리나 담장에 지

천으로 피어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개나리이건만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이웃집 마당에 피어나 담 너머로 

그 끝만 새초롬하게 내민 개나리는 달랐다. 샘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집 

마당에 피었어도 그렇게 여겼을까 싶다. 앞에 말했듯, 봄을 찾던 비구니가 자신의 절 마당에 이미 봄이 온 것

을 모르고 먼 산에서 봄을 찾지 않던가. 돌이켜보면 이미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않겠는가. 이웃집 마당에 봄이 왔으면, 우리 집 마당에도 봄이 왔으련만 이웃집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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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봄, 다가오다

    이웃집 마당에 먼저 온 봄
    글과 사진. 이지누

16  경주의 고분

    생멸의 순환을 보여주는 경주의 고분들
    글. 강석경

22 경주의 고분 

    시간과 하나 된 거대한 사람의 자연
   글. 정일근

30 『삼국유사』 속의 신라 왕릉

    무덤 잘 써서 잘된 나라, 신라  
 글. 고운기

38  왕릉 순례 

    은하수처럼 무리지어 빛나는 왕릉
     글과 사진. 이지누 

104  왕릉 답사

     왕릉을 찾아가다
     글. 김환대

110  왕릉의 석물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도시
 글. 소재구

125 걷다

    어느 봄날의 기억
 글. 김이정, 사진. 김상훈

134  걷다

    여왕의 능에서 본 봄  
     글. 부희령, 사진. 김상훈

142  사람

     그림 위의 산책
     글. 이지누

154  사람  

     경주를 기록하다 
 글. 이지누, 사진. 변명환, 백종하

166  봄, 떠나가다

     어느덧 이울어진 봄
 글과 사진. 변명환   

174 두 바퀴 

     두 바퀴로 찾아간 왕릉
 글과 사진. 백종하, 라이더 배중선  

   
 인문 풍경 
 人文風景

 한국・중국・일본의 꽃놀이 문화
 
 

188   그림으로 보는 한국.중국.일본의 꽃놀이  
 동아시아의 회화 속에 나타난 꽃놀이
 글. 윤민용 

     

212  한국의 꽃놀이 

 진달래와 복사꽃 그리고 살구꽃
 글. 이지누, 사진. 백종하 

 
222  중국의 꽃놀이

 모란, 꽃 중의 꽃
 
228  일본의 꽃놀이

 벚꽃, 점을 치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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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연 4회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유가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보보담」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아주 멋지면서도 편

안한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작품을 

넘어 인생이라는 앨범을 보는 듯도 하며 「보보담」만이 가

진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느낄 수 있고 또한 보고 

즐길 수 있어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19호 광활하면서도 

공허한 겨울의 자연을 쓸쓸함과 고독으로 채운 듯한 사진

과 글들이 참 좋았습니다. 

서산과 태안의 겨울 특히 겨울 바다의 갯벌을 통해서 자연

을 지배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자연에 기대며 살

아가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경이와 고마움

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질녘 서산 간월암의 암

자와 천리포수목원은 바다와 육지가 얼마나 조화롭고 아

름다운지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번 서산과 태안의 진정한 멋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 올해

는 꼭 그곳으로 떠나 오감으로 체험하고 와야 한다고 나의 

등을 떠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서산과 

태안의 진정한 멋을 느끼고 와야겠네요.

__ 김기학 경기도 평택시 

「보보담」을 볼 때마다 ‘참 정성스럽게 만든 사보’라는 탄

성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호를 보면서 느낀

것은 ‘따사로운 고장 태안’이나 ‘한・중・일의 마애불’이라

는 타이틀로 단행본 두 권을 엮어서 시판한다 해도 기꺼이 

구매할 용의가 있을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태안에서는 단순히 풍광이나 맛있는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통상의 사보나 기사와 달리 직접 걸으면서 탐방을 하고 손

으로 문화재를 어루만지는 착각이 일어날 만큼 섬세하면 

서도 정감 있는 내용이 감동스러웠습니다. 또 마애불에서

는 대단히 훌륭한 사진 이미지가 마애불의 성스러운 표정

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미처 알지 못하던 삼국의 마애불

의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의 서로 다른 석재의 재

질과 문명교류의 영향에 따른 조각양식의 측면까지 소개

되어 차제에 우리 주변의 마애불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

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__ 홍승균 충청남도 아산시 

다음 계절 호가 배달될 때까지 보보담은 항상 내 옆자리에 

함께하며 틈날 때마다 들추어보며 읽어보게 한다. 페이지

를 가득 메우는 사진들은 우리 주변의 일상들을 새로운 눈

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며, 무심히 지나치던 우리의 

산하에 감탄하게 한다. 수묵화같이 정갈하고 담백한 글들

은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게 하며 잊혀져가는 우리말의 정

감을 되살려준다. 어느 한 페이지 사진 한 컷 글 한 줄 훌쩍 

넘겨버리기가 아쉽고 보배롭다. 좋은 책 만들어 매번 보내

주시는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__ 이형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연이 되었습니다. 「보보담」이 “걸으

며 이야기 나누다”라는 의미였군요. 인문학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인문 풍경을 테마로 소개하기까지 하다니, 깊이가 

있어서 호감이 더 가네요. 

여는 글 서산과 태안의 “고독한 수행자의 땅과 혹독한 시

련의 땅”을 감동깊게 보았습니다. 보원사지 석탑과 탑비

와 잘 어울리는 하얀 눈, 연암산 천장암 가는 눈덮인 돌계

단 길은 인생사를 압축해 놓은 듯했어요. 서산 개심사 외

나무다리는 대단한 컷이라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감

탄사 연발입니다. 

읽는 내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보보담을 만들어주

신 분들에 대한 감사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볼 

인문학 교양서라는 것을 알았기에 소중히 보관도록 하겠습

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연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편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 김영현 전라남도 여수시 

안녕하세요. 「보보담」은 지역의 정서를 다루어 주어 많은 

상식과 옛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 주는 잡지입니다. 또 취

재진들의 열정과 정성이 듬뿍 담긴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해 줍니다. 제19호의 한・중・일 마애불에 대

한 기사는 사진을 통하여 마애불의 전파경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보물 제432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이 2004년 8월 31일에 국보 제307
호로 격상되었는데 사진설명에 보물로 나왔습니다. 

__ 정창재 경기도 용인시

● 바로 잡습니다. 

「보보담」 제19호에 보물 제432호로 표기된 태안 동문리 마

애삼존불의 문화재명칭을 국보 제307호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께는 LS네트웍스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
드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  보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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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봄이다. 꽃은 피었다가 이울고, 메마른 가지에는 새 움이 마치 꽃

처럼 환하게 피어난다. 「보보담」도 봄을 맞아 크기나 디자인을 바꾸고 

내용도 변화를 꾀하며 새 움을 틔웠다. 아직 찬란한 꽃을 피우지는 못

했지만 끈질기게 애를 쓰다보면 「보보담」만의 향기를 짙게 풍기는 꽃도 

환하게 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부터는 한 지역을 좀 더 속 깊게 들여다보는 방법을 택했다. 

사실 240페이지 남짓한 책 한 권에 한 군이나 시와 같이 넓은 지역의 이

야기를 모두 담아내기는 버거웠다. 그래서 늘 아쉬웠던 마음을 이번 참

에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특정 주제를 정해 다루기로 했다. 

그 처음은 우리나라 문화 일번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경주이다. 

경주는 「보보담」과 같은 책 열 권으로도 다 다루지 못할 만큼 다양한 역

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그래서 택한 주제는 아직 대중들의 주목을 

덜 받는 왕릉이다. 조선의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러나 신라의 고분과 왕릉은 그보다 훨씬 많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

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물론 능 안에 묻힌 피장자가 불분명하고 조선

의 왕릉보다는 덜 장식적이라는 단점은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 걸쳐 이처럼 한 도시에 왕릉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경주 외에는 볼 수가 없다. 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왕릉이나 고분에서 출토된 껴묻거리[副葬品]인 것을 볼 때 

왕릉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왕릉을 찾아가는 

길 중 몇몇은 한적한 트래킹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아름

답다. 게다가 고즈넉하여 사색에 잠기기에도 알맞다. 그래서 경주에서

의 왕릉 순례는 흔히 말하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말과 아주 잘 어울

린다. 유독 노을이 아름다운 왕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 고목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사람에게 말

을 걸면 그 또한 「보보담」의 독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노을 지는 왕릉

편집주간

편집자의 글

법흥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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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고분

글. 강석경(소설가) 

생멸의 
순환을 
보여주는 
경주의 
고분들 

30년 전 처음 경주를 

찾았을 때 도심 한 가운데 

솟아 있는 능을 보고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오랫동안 

서 있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시공을 넘어 공존하다니. 

1,500년 전의 무덤은 세월에 

이지러져 자연 자체로 

둔덕이 되었고, 생멸의 순환을 

보여주는 인류학적 풍경은 

근원적이어서 가슴을 흔들었다. 

비록 고고학도가 아니더라도 

왕릉을 거닐며 자연이 된 

주검과 마주하는 순간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다. 나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나의 본질을 돌아본다. 

고분 사이를 거닐며 느끼는 평화

침잠하는 겨울을 좋아하지만 식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길

이 땅과 나무를 향한다. 한겨울 내내 죽은 듯 묻혀 있다가 초록 불꽃 같은 

싹을 내미는 잎과 꽃들. 땅에는 노란 꽃다지 무리와 민들레, 보라색 제비꽃

이 여기저기 깔려 있고, 꽃잎이 흩날리는 벚나무 옆에서 모과나무는 가지

마다 애기 손톱 같은 잎을 피운다. 생명의 봄을 품고 있기에 겨울을 사랑하

는 거다. 능에도 푸릇푸릇 잔디가 돋아나고 민들레가 피니 곧 초록으로 덮

이리라. 까마귀 한 마리가 먹이를 찾는지 서봉총의 얕은 둔덕을 성큼성큼 

거니는데, 허공에서도 까악까악 소리친다. 인도 까마귀처럼 크진 않지만 

소리는 힘차다. 인도를 오래 여행할 때 잠결에도 들었던 까마귀 소리는 여

태 이국을 떠올리게 한다. 아침에 찾은 고즈넉한 공원에서 야성적이고 이

국적인 까마귀 소리를 듣다니. 10시가 채 안 된 시각이라 공원엔 환경미화

원이 비로 쓸고 있을 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저만치 앞에 솟아 있는 2

기의 큰 고분 사이로 멀리 선도산이 보인다. 도심이라 차 소리가 들려오지

만, 봄날 아침 인적 없는 고분공원을 거니니 더없이 평화롭다. 

올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봉총을 발굴한다는 

소식에 저절로 발길이 닿았다. 1926년 철도기관차 차고를 짓기 위해 봉분

의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었으나, 일제는 서봉총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다. 90년 만에 재발굴 조사를 한다니 반갑다. 또 어떤 유물이 발견될

까.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 대릉원에서 1970년대에 발굴된 높이 12.7미터

의 천마총은 내부가 그대로 공개되어 묘제와 의식을 알 수 있다. 들어서면 

돔처럼 둥글게 돌로 쌓은 공간이 아늑하여 자궁을 연상시킨다. 적석목곽분

의 특징을 살려 평지에 관과 곽을 놓아두었고 유물도 동향이다. 머리맡엔 

왕관이, 가운데엔 금제 허리띠 장식이 재현돼 있다. 

천마총 내부를 볼 때마다 한국 고고학의 개척자이며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삼불(三佛) 김원룡의 글이 떠오른다. 그의 수필집을 보면 1972년 일본 

나라의 다카마츠 고분(高松塚)에서 8세기 초의 벽화 고분이 발견되어 조사

하러 간 이야기가 나온다. 삼불은 당나라 영향을 받은 고구려 양식의 궁녀

도가 벽에 그려진 고분 속에 들어가 길게 누워보았다. “평화가 있는 세계

다. 왁자지껄하는 20세기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잠들고 싶은 기분

이었다”라고 했다. 그 기분을 알 듯하다. 

대부분의 당대 고고학자처럼 삼불도 경주에서 몇 번 발굴을 했다. 

1953년에 바로 이곳 노서동에서 신라 통일기의 도굴된 석실분을 발굴했

다. 그 고분은 금관총, 서봉총, 광개토왕 제기가 출토된 호우총 같은 “일류

급 고분이 모여 있는 노서리의 일등 묘지”에 있는 것으로, 현실(玄室) 속에 

두 개의 유해를 안치한 석단이 나왔다고 쌍상총(雙床塚)이라 이름 붙였다. 

5~6세기 경주 김씨 왕의 적석목곽분과는 달리 널길로부터 석문을 열고 들

어가는 고구려, 백제식 석실분으로, 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석실묘를 채

용한 초기의 예로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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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의 한쪽 벽이 무너져 흙으로 가득 찬 석실에서 썩은 나무뿌리 여러 개

가 나왔는데, 누가 뱀 같다고 한 말이 와전되어 왕릉에서 나온 구렁이 좀 

보자고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튿날은 비가 쏟아져 집 한두 채

가 쓸려나갔는데, 왕릉 구렁이가 화가 난 것이라는 소문이 나서 경찰서장

이 난처한 얼굴로 삼불을 찾아왔다. 웃음이 나오지만, 옛날 기담이란 것을 

모두 믿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삼불은 머리를 저었다. 쌍상총을 포함해 노

서동 고분군은 보존을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1984년 고분공원으로 정비되

었다. 서봉총은 대릉원의 황남대총처럼 쌍분이며 적석목곽분이다. 

금관을 비롯하여 57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봉황 세 마리가 장식된 

금관은 여성의 묘로 추정되는 북분(北墳)의 부장품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봉총은 고고학에 관심이 많고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이었던 스웨덴의 구스

타브 아돌프 황태자가 신라 고분 발굴에 참여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스웨덴

의 한자어 서(瑞)와 봉황 장식의 금관에서 봉(鳳) 자를 딴 것이다. 당시 발굴

을 맡았던 고이즈미(小泉)는 총독부 평양부립박물관장으로 근무할 때 서봉

총 금관을 기생의 머리에 씌우고 사진을 찍어 지탄을 받았다. 서봉총 금관에 

얽힌 이런 이야기는 식민지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릉원 황남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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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전의 순진한 민심

서봉총과 50여 미터 떨어져서 공원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금관총은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노서동 고분군의 여왕이다. 1921년 한 주민이 집을 증축

하려고 터를 파다가 유물을 발견했고,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조사단이 정

식 고고학자도 없이 발굴 작업을 했다. 목곽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여서 나

흘 만에 조사를 끝내고 덮었지만, 출(出) 자형 신라 금관이 최초로 출토되

어 국보 제87호 금관총 금관이 되었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허리띠, 귀걸이, 팔찌 등 7.5킬로그램의 금제품이 쏟아져나왔다. 신라 지

배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금속 용기나 금동제 투구 같은 무기류 

등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매스컴에서 동양의 투탕카멘 묘라 칭하기

도 했다. 

금관총 조사로 적석목곽분의 구조와 성격이 처음으로 밝혀졌고, “그

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신라 문화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발굴사적뿐 아니라 경주 시민들이 유물에 대해 애착

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도 금관총은 소중하다. 출토된 유물을 조선총독부박

물관에 보관하려 하자, 주민들이 헌금을 거둬 유물 진열장을 지어 나라에 

기증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3년 뒤 박물관 경주 분관이 설치되고, 현재

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관총 발굴은 식민지의 신산한 삶에 햇빛 같은 뉴스였지만 부피가 

큰 왕관을 제외하고 금제품을 몽땅 도둑맞는 수난을 겪었다. 1927년의 일

이다. 1만 원 상당의 신라 유물이 도난당했다며 전국이 떠들썩했고, 경주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은 무덤 속에서 나온 물건에 대한 부정적 미신

을 이용해 “앓는 사람의 집이나 변고가 있는 집을 특별히 주목해서 수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퍼트렸다. 

경주번영회가 1천 원의 사례금을 걸었지만, 도난당한 순금 유물은 안

타깝게 6개월이나 흐른 뒤 5월 어느 새벽 경찰서장 관사 앞에 놓인 보따리 

속에서 발견되었다. 반지 하나와 순금 장식 몇 점만 빼고 나머지가 기적처

럼 생환한 것이다. 헛소문으로 범인을 잡으려 한 경찰이나 관사 앞에 금덩

어리를 도로 갖다놓은 도둑이나, 90년 전의 순진한 민심에 웃음이 나온다. 

1956년에는 유물실에 잠복하여 금관을 훔쳐간 도둑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

조품이었다. 얼마 뒤 용의자가 잡히고 서천에 묻었다고 자백했지만, 비에 

쓸려갔는지 모조품은 끝내 찾지 못했다. 

뒷날 전설이 되는 사건을 낳은 금관총은 작년 2015년 2월부터 7월까

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이 94년 만에 정식 발굴 작업을 했다. 발

굴 현장을 공개하여 신청하면 견학할 수 있었건만, 기회를 놓쳐 아쉽다. 출

토품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칼집 마구리에 새겨진 ‘이사지왕도(尒斯智王

刀)’와 ‘십(十)’이란 글자다. 이사지왕의 칼이다. 1921년 발굴된 세고리자루 

큰 칼을 2013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이 발견

되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화

새로운 형태의 가는고리 금 귀걸이 한 쌍도 최초로 출토되었는데, 여자라

면 한번 달아보고 싶을 만큼 형태가 우아하다. 경주박물관에 갈 때마다 단

순미의 극치라 할 5~6세기 신라 금반지 진열장 앞에서도 발길을 멈추고 

감탄한다. 모형대로 주문 제작하더라도 절대 같을 수 없으리라. 고대인의 

순정함이 배어나온 아름다움을 마음이 복잡한 현대인은 결코 따라갈 수 없

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경덕왕 때 재인바치들이 만든 만불산(萬佛山)을 

선물받고 당나라 태종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침단목을 조각하여 구

슬과 옥으로 한 길 남짓 높이의 가산(假山)을 만들고 그 가운데 무수한 부처

를 모신 작품이었다. “신라의 재간은 하늘의 솜씨이지 사람의 재주가 아니

다”라고 당 태종은 탄복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주 시내 평지 고분 분포도에는 155번까지 번

호가 매겨져 있다. 그 뒤 시가지 도로 공사 때 추가로 확인된 고분까지 합

하면 300기가 넘는다. 현재 경주 시내 땅 밑에도 수많은 고분이 산재할 것

으로 추정되는데, 경주는 그야말로 신라인들의 꿈이 묻혀 있는 도시다. 30

년 전 처음 경주를 찾았을 때 도심 한가운데 솟아 있는 능을 보고 그 자리

에 붙박인 듯 오랫동안 서 있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시공을 넘어 공존하다니. 1,500년 전의 무덤은 세

월에 이지러져 자연 자체로 둔덕이 되었고, 생멸의 순환을 보여주는 인류

학적 풍경은 근원적이어서 가슴을 흔들었다. 신라 22대 지증왕을 비롯한 

김씨 왕과 왕족이 묻힌 대릉원을 보자. 김씨 왕이 등장하면서 궁 가까이 만

들어지기 시작한 거대 고분은 목곽 위에 돌을 높이 쌓는 적석목곽분이란 

묘제로, 기원전부터 유목민의 터전인 중앙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고분들과 

형식이 같다. 김씨 왕릉에서 갑자기 쏟아진 금과 마구 등의 유물도 유목민 

문화를 보여주는데, 1,5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원형을 발

견할 수 있다. 유교에 억눌리기 전 자유로운 신라 속에는 유목민의 피가 흐

르고 있다. 그것은 한국인 이전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다. 내 속에도 

목초 냄새 나는 자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검푸른 하늘 아래 건초 냄새를 

맡으며 초승달이 떠오른 황남대총을 지나노라면 자기 문명에 소외되지 않

았던 유목민인 전생이 행복하게 떠오르리라.  

경북 고령의 도굴된 가야 벽화 고분에 들어가서 천장돌에 선명히 남

아 있는 주홍 연꽃을 보고 감격한 삼불은 “시끄러운 산 사람들이 아니고 

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과의 조용한 대화는 고고학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

복한 세계가 아닐 수 없다”고 회고했다. 

고고학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릉원과 무열왕릉, 비어 있는 동부사

적지에서 자연이 된 주검과 마주하는 순간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다. 나의 

근원으로 들어가고 나의 본질을 돌아본다. 그것이 경주가 민족의 고향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23
22

경주의 고분

글. 정일근(시인, 경남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신라 왕릉에 대해 조선시대 학자의 쓴소리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경주 출신 학자 유의건(1687~1760)은 <나릉진안설(羅陵眞贋

設)>에서 “천 년 전의 일에 자취를 살필 때는 문자의 기록에 의해야 한다. 

왕릉 속 정확한 매장자는 신라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도 상세히 알기 

어렵다. 하물며 그 무덤들이 왕릉인지 아닌지를 역사에 무지한 촌부에게 

물었다니!”라고 한탄하듯 지적했습니다. 왕릉의 매장자, 주인공을 부정하

는 이 질타는 조선 영조 6년(1730)을 전후해서 신라 왕릉의 수가 부쩍 늘어

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이전에 고려를 거쳐 조선에 전해지던 신라 왕릉은 무열왕릉, 성덕

왕릉, 헌덕왕릉, 혁거세왕릉, 미추왕릉, 법흥왕릉, 진흥왕릉, 선덕여왕릉, 

효소왕릉 등 10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덕여왕릉, 일성왕

릉, 진지왕릉, 진평왕릉, 신문왕릉, 신무왕릉, 문성왕릉, 헌안왕릉, 헌강왕

릉, 정강왕릉, 효공왕릉, 지마왕릉, 희강왕릉, 신덕왕릉, 경명왕릉, 경애왕

릉, 아달라왕릉 등 17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유의건은 그 일에 화가 났

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경덕왕

릉, 원성왕릉, 남해왕릉, 유리왕릉, 탈해왕릉, 파사왕릉, 내물왕릉, 민애왕

릉 등이 더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라 992년 56명의 왕, 왕릉의 의미는?

신라는 992년간 56명의 왕이 다스린 ‘천 년 왕국’입니다. 왕이 존재했던 가

장 완벽한 증거의 하나가 능(陵)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과 나, 우리가 찾

아가는 신라 왕릉입니다. 이는 재위했던 왕이 남긴 마침표인 동시에 우리

의 느낌표입니다. 현재 경주에 전하는 왕릉은 모두 36기입니다. 인근 경남 

양산에 진성여왕릉, 경기도 연천군에 경순왕릉이 있어, 신라는 38기의 왕

릉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진다’라는 말속에는 왕릉이 가진 익명의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신라 천 년은 대부분 경주의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천 년이 두꺼운 더께로 덧대어졌습니다. 다른 왕조인 고려와 조선이 지나

간 자리에 신라 왕릉이란 부유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

다가 신라를 자신들의 고토(古土)로 보고 달려온 끔찍한 일제강점기까지 있

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따르는 ‘전(傳)’과 ‘비정(比定)’을 먼저 이해하시길 권합

니다. 전이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정은 후대에 비교

해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무덤 속 주인만이 자신의 존재를 알 뿐입니다. 

제국의 주인이었던 박씨와 김씨의 경쟁으로 비정된 왕릉의 이름은 후손의 

애정이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경주는 물론 경주 밖에 남은 수많은 신라 고

분군은, 황남대총, 봉황대, 서봉황대 같은 거대한 총(塚)은 또 무엇입니까?   

시간과 하나 된 
거대한 
사람의 자연 

동남산의 헌강왕릉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기자 시절, 

헌강왕릉의 정수리 부분이 무너져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취재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왕릉은 

그냥 빈, 허무하도록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이었다. 전문가는 

세 번에 걸쳐 도굴이 되었다고 

했다. 시신의 흔적도 부장품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도굴에 사용됐던 나무 사다리, 

라면 봉지, 담배꽁초 하나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신라 천 년이 나에게 오는 데 다시 천 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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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이름을 찾지 못한 그 능묘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그들의 정체를 

찾는 일은 후대에 고스란히 남겨진 물음표의 답입니다. 주인들을 되살려내

야 하는 끝없는 말줄임표의 답을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발굴 작업 

중인 ‘경주 월성’의 존재가 언제 세상에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엔 

또 어떤 지각변동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신라 왕릉의 1번지 

만약 ‘신라 왕릉의 1번지’를 정한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경주시 

탑동의,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오릉’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라의 시조왕은 

박혁거세(재위, 기원전 57~서기 4년)입니다. 그의 왕릉이 경주시 탑동 ‘오릉’에 

있습니다. 오릉은 말 그대로 다섯 개의 왕릉입니다. 오릉의 주인은 혁거세

왕을 비롯해,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과 박혁거세왕의 왕후인 

알영부인의 능으로 전해집니다. 능을 관리하는 숭덕전에서 그 왕릉의 제사

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릉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전해집니

다. 61년간 신라를 다스린 왕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갔는데, 7일 만에 

시신이 흩어져 땅으로 떨어지고 왕후도 숨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려는데 뱀이 나타나 훼방을 놓아, 흩어진 왕의 신체를 각각 장사 지내 

다섯 개의 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능을 사릉(蛇陵), 즉 뱀 무덤이라 했

고 위치는 담엄사 북쪽이라 했습니다.  

신라를 이은 고려시대에는 혁거세의 능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은 ‘팩

트(fact)’였을 것입니다. 삼국시대 정사에 충실했던 김부식도 『삼국사기』에 

박혁거세에 대해 “사능에 장사 지냈는데, 능은 담암사 북쪽에 있다”고 기

록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김부식의 담암사나 일연 스님의 담엄사의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릉은 매장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해야 합니

다. 오릉이 다섯 왕의 왕릉인지, 혁거세 부부 능인지, 정답을 알 수 없는 문

제입니다. 그래서 왕릉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신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릉은 박씨 왕의 능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주 

남산에 남은 왕릉의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 남산은 경주 시내에서 보이는 쪽을 동남산, 그 뒤를 서남산이라 

합니다. 오릉과 이어진 서남산에는 박씨인 7대 일성왕과 6대 지마왕 그리

고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삼릉이 있고, 그곁에 55대 

경애왕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씨끼리 왕릉을 모아놓았다는 것입

니다. 

헌강왕릉에 들어가보았는데

동남산에는 경주 김씨인 49대 헌강왕과 50대 정강왕의 능이 있습니다. 동

남산의 헌강왕릉 안에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시절, 헌

강왕릉의 정수리 부분이 무너져 보수공사를 하는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

다. 헌강왕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인 경문왕의 아들입니다. 

헌강왕 시대에 ‘처용’이 출현했습니다. 서라벌의 집들은 모두 기와로 덮이

고, 숯으로 밥을 지었다는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란 평가와 그런 사치와 향

락으로 이미 신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왕이었

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릉은 그냥 빈, 허무하도록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

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세 번에 걸쳐 도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의 흔

적도 부장품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도굴에 사용됐던 나무 

사다리, 라면 봉지, 담배꽁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라에 남아 있는 왕릉과 200여 기의 고분군들의 현실

일지 모르겠습니다.

태종무열왕릉비(국보 제25호) 제액. 이 글씨로 능 안에 묻힌 이가 
무열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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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없어 가장 완벽하게 왕릉을 지킨 문무대왕

그래서 왕릉을 만들지 말 것을 유언한 30대 문무대왕의 예지는 위대합니

다. 왕의 유언은 『삼국사기』에 전합니다. 저에게 그 유언은 신라시대 최고

의 서사시로 읽힙니다. 왕이 왕릉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지난날 만사

를 처리하던 영웅도 마침내는 한 무더기의 흙이 되어 나무꾼과 목동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는 그 옆에서 굴을 판다. 헛되이 재물을 쓰는 

것은 서책에 꾸짖음만 남길 뿐이요,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 또한 넋을 구할 바가 못됨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함이 끝없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일을 즐거이 행할 바가 아니

다. 죽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곧바로 고문의 바깥뜰에서 서국의 의식에 따

라 화장을 하라”고 전합니다.

문무왕릉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동해에 있습니다. 삼국통일

을 이룩한 문무왕이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

으면 용이 되어 침입해 들어오는 왜구를 막겠다고 한 유언을 따라서 장사한 

곳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설화 ‘만파식적’의 현장입니다. 

천마총과 다시 발굴하는 서봉총

신라의 화려함을 만나려면 경주시 황남동에 능의 내부를 복원하여 공개하

고 있는 천마총을 찾아가면 됩니다. 신라 22대 지증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고분입니다. 1973년 지름 47미터, 높이 12.7미터의 고분이 발굴되면서 천

마도(국보 제207호), 금관(국보 제188호), 금모(국보 제189호) 등 1만 1,500여 점

의 부장품이 무더기로 출토돼 신라의 금빛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물 중에 순백의 천마(天馬)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

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천마도가 출토되어 천마총이란 이름이 붙여졌습

니다. 2014년에는 발굴 당시 훼손이 심해 알아볼 수 없었던 두 마리의 천

마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세 마리의 천마가 천마총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주 노서동 129호분인 서봉총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발굴됐습

니다. 그때 일본을 방문 중이던 스웨덴의 황태자이며 고고학자인 구스타브 

아돌프 공작이 참관하여, 세 마리의 봉황 모양이 장식돼 있는 금관을 손수 

채집했습니다. 서봉총의 ‘서(瑞)’는 스웨덴을 가리킵니다.

그 서봉총이 90년 만에 올해 다시 발굴됩니다. 이미 지난 4월 11일 발

굴을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발굴 현장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

니다. 능의 내부를 만나고 싶다면, 서봉총을 찾아가면 될 것입니다.  

평지에 왕릉을 쓴 진평왕릉, 가장 아름다운 왕릉으로 대접받는, 괘릉이라 

불리는 원성왕릉, TV 드라마에서 미실에 맞서 왕위를 지킨 덕만, 신라 최

초의 여왕이었던 선덕여왕릉…. 어느 왕릉을 찾아나서도 그 왕릉만이 전하

는 풍경과 이야기를 만날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신라 왕릉

무릉도원인 베트남 응우옌(Nguyen) 왕조의 왕릉이나, 캄보디아 수리야바르

만 2세의 사후 세계를 위한 사원으로 건축한 앙코르와트나, 병마용갱을 가

진 진시황의 무덤에는 화려함과 웅장함이 남아 전해지지만, 그것들이 가지

지 못한 ‘축복’이 신라 왕릉에 있습니다.

신라 왕릉에는 죽음의 형식이 아니라,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된 편안함

이 있습니다. 서라벌을 지극히 사랑한 고유섭(1905~1944) 선생께서 1940년

에 신라의 서악동 고분군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의심치 마라. 신

라 불교문화의 창시 정초를 이루고, 신라 국가의 패기를 보이던 법흥, 진

흥, 진지 제왕의 능이 이 서악에 있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무열의 능

을 비롯하여 김인문, 김양, 김유신 등 훈관의 묘가 이곳에 몰려 있으니 서

악이 어찌…”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악은 거대하지만 순한 자

연입니다. 봄이면 제 몸에 작은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떼’가 푸르게 살아

서 숨 쉬고, 늦가을엔 누렇게 마르고, 겨울엔 그 위로 눈이 쌓입니다. 사시

사철 능은 다른 모습의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저

는 경주 가까운 곳에서 스무 해 이상을 살면서 그 왕릉들을 편안하게 만나

러 갑니다. 

신라 천 년이 나에게 오는 데 다시 천 년이 지났습니다. 조급함을 버

리면 능이 먼저 말을 겁니다. 왕이 누운 능이 아니라 신라의 자연이기에. 

신라에서 보내준 자연의 다른 이름이 신라 왕릉이기에.  

서봉총 금관(보물 제339호)과 금관총 금관(국보 제87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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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하나 된 곳

무덤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러나 신라 사람에게는 살아나오는 곳이기도 

했다. 선율(善律)이라는 승려가 있었다. 돈을 시주 받아 『육백반야경(六百般

若經)�을 만들고자 했으나, 공덕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승에 불려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저승지기에게 그런 사정을 말했더니, 수명은 비록 다 

되었지만 귀중한 경전을 끝마치고 다시 오라며 선율을 돌려보내 주었다. 

그때는 선율이 죽은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나 장례를 치른 다음이었다. 무덤 

안에서 3일간 외쳤는데, 목동이 이를 듣고 본디 지내던 절에 와서 알렸다.

그것만이 아니다. 저승에서 돌아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서럽게 울

며, 자신도 신라 사람이거니와 부모가 절의 논을 몰래 가로채는 바람에 저

승에 잡혀와 오래도록 고통 받고 있으니, 고향에 돌아가거든 자기 부모에

게 빨리 그 논을 돌려주게 하라고 부탁했다. 무덤에서 깨어난 선율은 그 부

탁마저 들어주었다. 무덤을 매개로 신라 사람에게는 그렇게 삶과 죽음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삼국유사』의 ‘선율이 살아 돌아오다’에 실린 것

이다. 

평범한 사람이 그랬으려니와, 왕과 관련된 무덤의 이야기는 더 곡진

하다. 선덕여왕(재위, 632~647)은 진평왕의 딸이다. 『삼국유사』에서 널리 알

『삼국유사』 속의 신라 왕릉

글. 고운기(시인,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무덤 잘 써서 
잘된 나라, 신라

무덤 잘 써서 잘된 나라가 신라다. 

풍수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신라 사람들은 풍수지리에 

괘념하지 않았다. 사실 풍수지리라고 

해봐야 무덤이 말을 하고, 

죽은 이가 살아나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라의 

무덤에서는 소리가 울리고, 

사람이 걸어나오고, 엄청난 보물을 

내주기도 했다. 이처럼 신라에서 

왕릉은 나라를 지키는 상징이었다. 

그런 상징은 이미 신라의 처음 

왕인 박혁거세 때부터 만들어졌다. 

『삼국유사』(보물 제419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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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779년 4월,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김유신의 무덤에서 일더니, 장

군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뒤따라 갑옷에 무기를 든 

40여 명이 쫓아나와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울부짖는 소리가 

한바탕 무덤 안을 소란하게 했다. 이유인즉, 김유신의 후손이 가혹한 벌을 

받아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할 마음이 

없어 떠나려 한다는 것이었다.  

왕은 대답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어디로 가

란 말이오? 그대는 다시 이전처럼 힘을 다해주시오.”

왕의 간청을 들은 김유신은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미추왕은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후손이 당하는 고통에 단단히 ‘삐진’ 김유신의 혼령을 달

래기로는 미추왕만 한 이가 없었다.

779년이라면 미추왕이 죽은 지 500여 년이 지난 다음이다. 미추왕이 

살아서 그다지 공이 없더라도, 이만하면 성군의 반열에 두어도 좋으리라. 

삶과 죽음이 통합된, 풍수지리는 갖다댈 수도 없을 만큼 기묘한 이야기다. 

육신을 다섯으로 쪼개 묻은 박혁거세

이처럼 신라에서 왕릉은 나라를 지키는 상징이었다. 그런 상징은 이미 신

라의 처음 왕인 박혁거세 때부터 만들어졌다. 왕이 죽은 후 무덤을 만드는

데 이런 일이 있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은 하늘로 올라가고, 7일 뒤 

몸만 남아 땅으로 흩어 떨어졌다. 왕후 또한 죽자 사람들이 

합하여 장례를 치르려 했다. 그런데 큰 뱀이 나타나 막는 것

이었다. 그래서 몸을 다섯으로 각각 묻고 오릉(五陵)으로 만들

고, 또한 사릉(蛇陵)이라 이름 지었다. 

  _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

 

정신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만 땅에 떨어졌다. 아마도 거기서 다섯으로 나

뉘었으리라. 혼은 가도 몸은 남아 후손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해석된다. 

왕후와 합장하려는데 나타난 뱀은 왕의 혼령을 대신하는 전령자다. 경부고

속도로에서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 시내로 들어가자면 왼쪽에 오릉이 보이

는데 이런 사연을 담은 박혁거세의 왕릉이다.

왕릉을 다섯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도굴을 막으려는 고대인

의 방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의 봉분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헛

갈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는 공주에서 발굴된 무령왕릉이 잘 보여준다. 

왕릉인 줄 알았던 봉분은 사실 허묘(墟墓)였고, 수리하는 도중 이 허묘 뒤에 

실묘(實墓)가 나타났다. 오릉 또한 그랬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려진 ‘선덕여왕이 절묘하게 알아차린 세 가지 일’ 가운데 비교적 덜 알려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라인들은 죽은 다음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게 된다. 

왕이 아직 병이 없을 때였는데, “도리천 가운데 묻어달라”고 한다. 도

리천이라니, 하늘에다 묻어달라는 말인가? 왕은 빙그레 웃으며 “도리천은 

낭산의 남쪽에 있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낭산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만들었

는데, 문무왕(재위, 661~681)이 즉위하여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를 짓는다. 

사연인즉, 사천왕 하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불경에서는 말한다. 그

러므로 선덕여왕은 자기 무덤 아래 사천왕사가 지어질 줄 알았다는 것이 

된다. 정작 중요하기로는 도리천 하늘에 있으면서 후손들을 지키려는 왕의 

정신이겠지만 말이다. 

왕릉 밖으로 내보낸 왕의 군사

무덤 잘 써서 잘된 나라가 신라다. 풍수지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신라 사

람들은 풍수지리에 괘념하지 않았다. 사실 풍수지리라고 해봐야 무덤이 말

을 하고, 죽은 이가 살아나와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라의 무덤에

서는 소리가 울리고, 사람이 걸어나오고, 엄청난 보물을 내주기도 했다. 아

마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미추왕릉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 

미추왕은 신라 제13대 왕이다. 김씨 성을 가진 첫 번째 왕이기도 하

다. 이 왕이 살아서 세운 공은 『삼국사기』에서건, 『삼국유사』에서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죽어서 엄청난 일을 했다. 

미추왕 다음인 제14대 유례왕 때였다. 이서국(伊西國) 사람들이 금성

으로 쳐들어왔다. 이서국은 지금의 경상북도 청도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나

라였다. 신라 쪽에서 힘을 다해 막았으나 버티지 못했는데, 갑자기 기이한 

병사들이 달려와 도와주었다. 그들은 모두 귀에 대나무 잎사귀를 꽂고, 신

라군과 힘을 합하여 적을 쳐부쉈다. 싸움이 끝나고 이 군사들이 물러간 다

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다만 대나무 잎사귀가 미추왕의 능 앞에 

쌓여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왕의 음덕이 공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이런 기이한 일을 적은 끝에 일연은 미추왕릉을 죽현릉(竹現陵)이라 

부른다고 덧붙여놓았다. 이야기의 제목 또한 ‘미추왕 죽엽군’이다.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이서국에 그렇게 혼쭐나는 나라가 신라였

다는 사실이 뜻밖이지만, 후손의 위기를 가만두고 보지 못해서 대나무 잎

사귀를 꽂아 출병시킬 군사를 죽은 왕이 제 무덤에 마련해놓았다는 이야기

는 못내 신기하기까지 하다. 사실 그렇다면 군사는 귀신이 아니라 모종의 

실체일 터이다. 

미추왕릉의 이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죽은 김유신이 제 무덤에

서 뛰쳐나와 미추왕릉을 찾아가기도 했다. 죽엽군 이후 한참 뒤인 제36대 

혜공왕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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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밖을 나서면 왕릉 

신문왕은 만파식적을 얻기 전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물론 공사는 선

왕인 문무왕 때 시작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이 사실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문무왕이 왜병을 무찌르고자 이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다 마

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바다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개요 2년에 일을 마치고, 금당의 아래를 밀어 동쪽으로 구멍 

하나를 뚫었거니와,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 돌아다니게 마련

한 것이다. 유언대로 뼈를 묻은 곳을 대왕암이라 이름하고, 

절은 감은사라 했다. 뒤에 용이 나타난 모습을 본 곳을 이견

대(利見臺)라 이름했다.

  _  『삼국유사』, ‘만파식적’에서

대왕암과 감은사 그리고 이견대의 삼각관계가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특

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왜병을 무찌르기 위해” 지었다는 점이며, 그 가운데 

“금당의 아래 동쪽으로 낸 구멍 하나”다. 구멍은 용이 드나드는 곳이라는

데, 앞바다에 수장된 문무왕을 용이라 불렀음은 물론이다. 최근 발굴 조사

를 마친 감은사터에 가보면 이 같은 사실이 바로 확인된다. 

감은사와 대왕암, 그리고 선왕으로부터 신문왕이 받은 만파식적은 왕

권 강화를 염원한 저들의 정교한 스토리텔링 속 소품이었다. 다만 호국의 

의지라는 선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대왕암이라 불리는 바위는 

감포 앞바다 외에도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영일이나 울산의 경우가 대표

적이다. 문무왕의 대왕암 이후 민간의 대왕굿으로 분화되어 퍼져나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니 대왕은 단지 문무왕만이 아니다. 그러나 감은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삼국유사』에 정교한 스토리텔링으로 정착되면서, 대왕암은 

문무왕을 주인공으로 삼아 오늘도 의연하다. 그것을 역사의 선물이라 불러

도 좋으리라.

경주에 가면 즐겨 찾는 곳이 고분공원이다. 나는 고분공원의 능들, 그 

넉넉한 스카이라인이 좋다. 이 스카이라인은 왕들이나 왕들을 모시는 사람

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권력자의 것이 아니다. 숱한 세월을 두고 

능의 스카이라인은 변해왔다. 그 선은 각각 그 시대 사람들의 감각이고 소망

이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거대한 봉분은 아이들의 미끄럼틀이었다. 왕들

은 그것만으로도 결코 외롭지 않았으리라.

경주는 문밖을 나서면 왕릉이다. 옛 왕들이 어디 가지 않고, 이제껏 

그 시절 사람들의 염원을 모두 안은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다섯 개의 왕릉은 후손을 지키겠다는 선왕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

로 알려져 있다. 혼은 떠나도 몸은 남아, 아니 눈에 보이는 몸이 보이지 않

는 혼을 대신한다고 웅변하는 메시지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았다. 

그러므로 선왕과 후손 사이에 세워진 의지가 중요하다.   

왕들의 노심초사 

뭐니 뭐니 해도 무덤이 후손을 도운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문무왕에게서 

나온다. 문무왕은 아버지 김춘추를 도와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성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김유신의 누이동생 문희이다. 그러나 나이 겨우 50대, 왕이 

된 지 21년 만에 세상을 떴다. 

문무왕의 업적은 살아서도 위대하지만 죽어서는 더욱 빛난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의법사와 나눈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짐은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겠소. 그래서 불법

을 높이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소.”

“용은 짐승인데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되었소. 만약 추악한 업

보 때문에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짐이 평소에 가진 생각과 

맞는다오.” 

  _  『삼국유사』, ‘문무왕 법민’에서 

불가에서는 내세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지극히 꺼린다. 윤회의 고통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서다. 왕의 유언에 따라 무덤을 동해 바다 

큰 바위에 만들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같다. 거기에 덧

붙여 『삼국사기』는 “서역의 법식에 따라 불로 태워 장사 지냈다”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문무왕의 생각이나 장례 절차가 불교식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문무왕은 불가가 꺼리는 짐승 환생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왕은 왜 자신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택했을까? “불법을 높이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무덤 쓰는 일을 후손의 길흉과 연결시킨 적극

적인 경우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말이다. 그리고 

문무왕은 죽은 뒤 다시 나타났다.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대상(大喪)을 치

르기 직전, 바닷가 왕릉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온 작은 용을 통해서였

다. 신문왕은 그곳에서 만파식적(萬波息笛)을 받았다.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

어서까지 후손을 도운 신라의 왕들, 그 방법이 참으로 즉응적(卽應的)이어

서 흥미롭다. 이렇게 후손을 걱정하는 왕들의 노심초사는 릴레이처럼 이어

졌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으니 바다에 장사 지내달라고 한 문무왕처

럼, 육체는 비록 하늘로, 바다로 사라지면서도, 혼은 끝내 자손과 그들이 

사는 나라 옆에 있었다. 그들이 신라의 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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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순례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성씨 문.무인상 사자상 12지신상호석

은하 수처럼 
무리지어 
빛나는 왕릉

경주를 말할 때 흔히 인용하는 말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절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은 기

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하다[寺寺星張 塔塔雁行]”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것 

같다. 절은 무너지고, 남아 있는 탑보다 형체도 남기지 않은 채 희미하게 스러져간 탑이 더 많

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단단해진 기운이 통일신라의 화려함으로 꽃핀 다음, 경주

의 땅을 또다시 아름답게 수놓은 것이 고분이다. 세월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고분은 늘어났고, 

그러한 고분은 은하수처럼 경주 일대에 무리지어 빛났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들이 있었으니, 바로 왕릉이었다. 

더러는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로, 또 어떤 것은 수더분한 모습을 한 채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 하면, 따로 뚝 떨어져 있기도 했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곧 곪아터지려는 종기처럼 솟아

오른 고분은 이루 헤아리기 쉽지 않을 만큼 많다. 그렇게 수많은 고분들 중, 경주시 일대에서 

왕릉이라고 비정하는 것은 모두 31곳이다. 거기에 더하여 유일한 왕비의 능인 박혁거세거서

간의 왕비 알영부인의 능이 있으며, 경기도 연천에는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

릉이 있다. 이처럼 경주에서 만날 수 있는 왕릉은 모두 31곳, 36명의 왕이다. 오릉과 삼릉에 

각각 네 명과 세 명의 왕들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의 왕릉과는 달리 그 주인이 불분

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석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 묻힌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29대 무열

왕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전해진다는 뜻의 전(傳)을 앞에 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학술적으로 모두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순례를 떠나는 편이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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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에 제1대 박혁거세거서간, 제2대 남해차차웅, 제3대 유리이사금, 제5대 파사이사금 등 네 명

의 왕이 모두 담암사 북쪽 사릉원내(曇嚴寺北 蛇陵園內)에 장례를 지낸 기록이 있고, 『삼국유사』에는 “제1대 

박혁거세거서간이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승천하였다가 7일 만에 유체가 다섯으로 나누어져 땅에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모아서 장사 지내려 하였으나 큰 뱀이 방해하므로 나뉜 유체를 각각 장사

지내서 오릉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릉(蛇陵)이라 하였으니 담엄사 북쪽에 있는 능이 그것이다”라는 기록

이 있다. 그러나 아직 발굴 조사를 하지 않아서 피장자가 위에 말한 왕들이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67, 사적 제172호 

오릉五陵

제1•2•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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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해이사금의 재위 기간은 57~80년이다. 성은 석(昔), 이름은 탈해(脫解 혹은 吐解)라고 하며, 3대 유리왕(유

리이사금)의 유언으로 62세에 왕이 되었다. 재위 24년간 왜구와는 친교하고, 백제와는 자주 다투었다. 계림

(鷄林)을 국호로 하였으며, 가야와 싸워 크게 이겼다. 능은 굴불사지와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의 남록 낮

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 초에 석씨 일족이 석탈해의 능으로 비정했다. 왕릉의 외부 모습은 원형

봉토분이며, 비교적 작은 형태다. 그러나 초기의 고분권 지역인 경주 평야 중심지를 벗어난 변두리 산록

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후대의 무덤이라는 견해도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17, 사적 제174호 

탈해왕릉 脫解王陵

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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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이사금의 재위 기간은 112~134년으로 알려졌으며, 오릉에 묻힌 5대 왕인 파사이사금의 아들로 박

씨다. 재위 기간 동안 가야, 왜, 백제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가 하면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능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원형봉토분이며, 1955년 능 앞에 잘 다듬어진 돌을 설치했는데 이는 무덤 

속 영혼이 나와서 노닐 수 있게 설치한 혼유석(魂遊石)이다. 능은 포석정 곁에 있다. 포석정 주차장으로 들

어가지 않고 포석정 주차 매표원에게 지마왕릉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 오른쪽으로 난 길을 알려준다.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30, 사적 제221호 

지마왕릉 紙麻王陵

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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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이사금의 재위 기간은 134~154년이다. 성은 박씨이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리이사금, 일지갈

문왕, 노례이사금의 형, 지마이사금이라는 네 가지 설이 있지만 모두 타당성이 없다. 다만 148년에 박아

도(朴阿道)를 갈문왕으로 봉한 사실로 미루어 아도갈문왕이 유리이사금의 아들이며, 일성이사금의 아버지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왕릉의 위치는 『삼국사기』 등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지금의 왕릉은 1730년(영조 6

년)에 박씨 일족이 비정한 것이라 한다. 능은 경애왕의 장지인 해목령(蟹目嶺)과 가깝다는 점에서 경애왕릉

으로 비정되기도 하고, 『삼국유사』 왕력(王曆)의 내용을 근거로 효공왕릉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다.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산23, 사적 제173호 

일성왕릉 逸聖王陵

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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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도 오릉처럼 여러 명의 왕이 묻힌 곳이다. 남산의 서쪽에 동서로 세 왕릉이 나란히 있는데 8대 아달

라이사금,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박씨 왕이다. 그러나 8대 왕인 아달라이

사금과 53대 신덕왕은 700여 년의 차이가 나므로 이들이 같은 곳에 합장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더구

나 『삼국사기』에서는 경명왕이 승하하자 황복사(黃福寺)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황

복사에서 화장해 성등잉산(省等仍山) 서쪽에 산골(散骨)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삼릉을 앞에 말한 세 왕의 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73-1, 사적 제219호 

삼릉 三陵

제8•53•5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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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이사금의 재위 기간은 262~284년이다. 성은 김씨이며, 신라 12대 첨해왕(첨해이사금)이 아들 없이 죽

자 추대받아 신라 최초의 김씨 임금이 되었다.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의 7대손이며, 갈문왕 김구도

(金仇道)의 아들이다. 능은 황남동 고분군 가운데 잘 정비, 보존되고 있는 대릉원 안에 있으며, 대릉원의 

이름은 왕이 승하한 뒤 능의 이름을 대릉이라고 한 것에서 기인했다. 능은 따로 죽장릉(竹長陵), 죽현릉(竹

現陵)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에 얽힌 전설로 죽엽군(竹葉軍)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남아 있다. 능을 에

워싼 벚꽃이 피어나는 봄이면 아름답기 그지없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89-2, 사적 제175호 

미추왕릉 味鄒王陵

제13대



55
54

능은 첨성대와 반월성 사이의 계림과 잇닿아 있으며, 경주 향교에서도 가깝다. 내물왕은 재위 기간이 

356~402년으로, 『삼국사기』에는 이사금, 『삼국유사』에는 마립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내물

왕 때 ‘마립간’의 왕호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삼국유사』의 설을 따르고 있다. 마립간은 수석장(首

席長), 또는 후세의 군장(君長)에 대한 존칭어인 상감(上監)에 해당하는 왕호로 짐작된다. 왕호가 마립간이

었다는 사실은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斯盧國)이 국가적 면모를 일신해 국가 체제가 정비됨으로써 왕권이 

강화되어 더욱 존엄성 있는 왕호가 필요했던 현실을 반영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4, 사적 제188호 

내물왕릉 奈勿王陵

제17대



57
56

법흥왕릉은 수많은 크고 작은 고분이 밀집된 경주 시내의 평지 고분군을 벗어나서 교외의 야산이나 구릉

지대에 축조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법흥왕은 재위 27년에 승하하니 애공사(哀公寺) 북봉(北峯)에 장

사 지냈다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도 법흥왕의 능은 애공사 북쪽에 있다고 했다. 고분의 남쪽에는 신라 

하대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3층석탑이 있는데, 이를 애공사지탑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사

기』와 『삼국유사』에 법흥왕 이후 역대 왕에 대해 차례로 그 왕릉의 소재지나 장례지를 주변에 있던 사찰

을 중심으로 방위와 산 이름 등을 밝혀놓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63, 사적 제176호 

법흥왕릉 法興王陵

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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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로 540년에 왕이 되어 576년에 승하할 때까지 37년간 재위하면서 황룡사(皇龍寺)

를 창건했으며, 한강 유역을 개척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능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원형봉토분이다. 

사륜왕(舍輪王)이라고도 불렸던 진지왕은 576년부터 579년까지 왕위를 지켰으며,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

다. 왕릉의 위치는 무열왕릉 오른쪽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선도산으로 오르는 길을 따라 

500미터 남짓 오르면 도봉서당이 있고, 서당 뒤에 보물 제65호인 서악동 3층석탑이 있다. 능은 3층석탑

에서 빤히 보이는 곳에 있으며, 능으로 오르는 길에 구멍바위도 있다.

진흥왕릉 _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산92-2, 사적 제177호 

진지왕릉 _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산92-2, 사적 제517호 

진지왕릉
   眞智王陵

진흥왕릉
   眞興王陵

제24대 제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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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김씨인 진평왕의 재위 기간은 579년에서 632년까지 54년으로, 신라 초대 임금인 혁거세 다음으로 

재위 기간이 길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고구려의 침공에 대항하는 한편 수나라와 수교했고, 수나라가 망

하자 당나라와 수교했다. 국내적으로는 원광(圓光), 담육(曇育) 등 승려를 중국에 보내 수도하게 하는 등 

불교 진흥에 힘썼다. 그런가 하면 경주 남산성(南山城)을 쌓았고 명활산성(明活山城)을 개축하는 등 수도 방

위 대책에도 힘썼다. 능은 별다른 치장을 하지 않은 원형봉토분으로 수더분하며, 해거름에 낭산 너머로 

지는 해가 키 큰 고목들 사이로 보인다.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608, 사적 제180호 

진평왕릉 眞平王陵

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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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대 진평왕의 맏딸로 성은 김씨이며 이름은 덕만(德曼)이다. 632년 왕이 되어 647년에 승하할 때까지 16

년간 왕위에 있었다.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치고, 분황사(芬皇寺)를 창건하고, 특히 첨성대,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는 등 문화 발전에 힘썼으며, 김유신, 김춘추 등의 보필로 선정을 베풀었다. 죽은 뒤 낭산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 비정했다. 선덕여왕은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신

하들은 도리천이 하늘 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왕이 도리천은 낭산

의 산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낭산의 신유림(神遊林) 정상에 장사 지냈다고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 79-2, 사적 제182호 

선덕여왕릉 善德女王陵

제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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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김씨, 이름은 승만(勝曼)으로 27대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신라의 두 번째 여왕이다. 647년 왕이 되어 

654년에 승하했으니 재위 기간은 8년이다. 능의 외부 모습은 흙으로 덮은 원형봉토분으로써, 밑 둘레에

는 병풍 모양으로 다듬은 판석으로 무덤 보호석을 마련하고, 판석 사이사이에는 12개의 탱석(橕石)을 끼

워넣어 방향에 따라 12지신상을 새겼다. 그러나 12지신상이 새겨진 성덕왕릉, 경덕왕릉, 원성왕릉, 헌덕

왕릉, 흥덕왕릉, 김유신 묘, 경주 구정동 방형분 등과 비교해볼 때, 조각수법이 가장 뒤처져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 사적 제24호 

진덕여왕릉 眞德女王陵

제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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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이 되었으며, 김춘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열왕의 재위 기간은 654~661년

으로, 제25대 진지왕의 손자다. 그의 능은 신라의 역대 능묘 중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묘다. 능 앞

에는 국보 제25호로 지정된 태종무열왕비의 머릿돌과 받침돌이 남아 있다. 여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받들고 있는 두전(頭篆)에 전체(篆體)인 현침전(懸針篆)으로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는 2행 8

자가 양각되어 있는데, 무열왕의 아들인 김인문(金仁問)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제액 덕분에 능에 묻힌 

이가 무열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842, 사적 제20호 

무열왕릉 武烈王陵

제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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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문무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뛰어난 군주(君主)이

다.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문무왕이 재위 21년 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

를 지냈다. 그의 유언은 불교법식에 따라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

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동해의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내어 이 바위를 대왕

암 또는 대왕바위로 부르게 되었다. 왕릉 중 유일하게 바다 가운데 있으며,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많은 사람

들이 대왕암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기도를 올린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사적 제158호 

문무대왕릉 文武大王陵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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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김씨인 신문왕은 문무왕의 맏아들이다. 681년부터 692년까지 12년간 왕위에 있었으며, 국학을 창설

하여 학문을 장려하면서 설총(薛聰), 강수(强首) 등의 대학자를 배출했다. 능의 외부 모습은 원형봉토분이

다. 밑 둘레에는 벽돌 모양으로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해 담장을 쌓아올리듯 5단으로 쌓고, 그 위에 갑석(甲

石)을 올려 보호석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능을 32대 효소왕의 능으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또 신문

왕릉은 낭산 너머 국보 제37호 황복사지 3층석탑 옆 논 가운데 석물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라는 견해가 있

다. 황복사지 3층석탑은 아버지를 위해 효소왕이 세운 것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453-1, 사적 제181호  

신문왕릉 神文王陵

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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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왕은 신문왕의 맏아들이며, 재위 기간은 692~702년의 11년이다. 능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원형봉토

분이며, 본디는 둘레돌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몇 개의 호석만이 밖으로 드러나 있을 뿐 흙이 무

너져내려 묻혀버린 상태다. 그러나 대개의 능이 그렇듯 효소왕릉도 의문투성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702년에 왕이 죽자 이름을 효소라 하고 망덕사 동쪽에 장사 지냈다고 했으나, 현재 이 무덤은 망덕사지에

서 남남동 방향으로 약 8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기록과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망덕사지 동쪽에 있는 현

재의 신문왕릉을 효소왕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산8, 사적 제184호 

효소왕릉 孝昭王陵

제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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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김씨인 성덕왕의 재위 기간은 702~737년이다. 능에는 환조로 만든 12지신상이 있었으나 모두 심하

게 파손되었다. 온전하게 남아 있던 원숭이상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능에 남은 것으로는 부

리가 깨진 닭 정도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다. 능의 앞쪽에는 석상(石床)이 놓여 있는데 상면(床面)은 2매

의 판석으로 조립했다. 또 능의 네 모퉁이에는 돌사자를 배치했고, 석상의 앞쪽에는 문인석 한 쌍과 무인

석 한 쌍을 세웠던 것 같으나 현재는 문인석 1구와 상반신만 남은 석인 1구밖에 남아 있지 않다. 능의 앞

쪽 왼편에는 능비가 있는데, 비신(碑身)과 이수(螭首)는 없어지고 목이 부러진 귀부(龜趺)만이 남아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산8, 사적 제28호  

성덕왕릉 聖德王陵

제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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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릉 景德王陵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경덕왕의 재위 기간은 742~765년이다. 765년 여름에 죽었고, 모지사(毛祇

寺)의 서쪽 봉우리에 매장되었다. 『삼국유사』에는 경지사(頃只寺) 서쪽 봉우리에 매장되었다가 나중에 양

장곡(楊長谷)으로 이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전하는 경덕왕릉의 위치와 문헌 기록이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둘레돌의 세부수법이나 여기에 새겨진 12지신상의 조각수법을 신라 하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 능이 경덕왕의 능이라는 점에 의문을 갖는 견해도 있다. 능 하부 주위에는 봉분을 보호하기 위한 둘

레돌이 설치되어 있고 탱석에는 무복(武服)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산8 외, 사적 제23호 

제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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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내물마립간의 12대손인 원성왕의 재위 기간은 785~798년이며, 성은 김씨다. 이 능은 따로 괘릉이

라 불렀는데, 왕릉이 조성되기 이전에 원래 작은 연못이 있어 연못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왕의 유해를 

수면 위에 걸어 안장했다는 속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괘릉은 통일신라시대의 능묘제도가 가장 잘 드

러나 있다. 원형토분의 아래에는 호석을 설치하고, 호석의 면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탱석으로 에워쌌으며, 

탱석에는 무복을 입고 무기를 잡고 있는 12지신상을 조각했다. 능의 입구에는 화표석(華表石) 한 쌍, 서역

인을 닮았다고 하는 무인석 한 쌍, 문인석 한 쌍 그리고 돌사자 두 쌍이 차례로 서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사적 제26호 

원성왕릉 元聖王陵

제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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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년에 조카인 40대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헌덕왕은 809년에서 826년까지 왕위에 머물렀으며, 

성은 김씨다. 『삼국유사』에는 천림촌(泉林村)의 북쪽에 왕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의 자리를 그

곳으로 본다. 넓은 소나무 밭에 위치한 능은 원형봉토분으로, 아래에는 판석을 병풍처럼 둘러서 무덤을 

보호했다. 또 판석과 판석 사이의 탱석에 12지신상을 새겼지만, 지금은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등 다

섯 상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 이곳도 원성왕릉이나 흥덕왕릉과 마찬가지로 문・무인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80, 사적 제29호 

헌덕왕릉 憲德王陵

제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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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인 흥덕왕의 재위 기간은 826~836년이다. 왕비는 소성왕의 딸인 장화부인이었는데, 장화부인은 

826년 흥덕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죽어 정목왕후로 추봉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장화부인이 죽어 왕이 

슬픔에 빠지자 신하들이 새로 왕비를 맞아들이라고 요청했으나 흥덕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녀조차 

곁에 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왕이 승하하고 난 뒤 왕비의 무덤에 합장했다고 전한다. 소

나무 밭을 지나면 나타나는 능은 38대 원성왕릉과 함께 능묘제도가 잘 남아 있다. 비신과 머릿돌은 없지

만, 받침돌과 화표석, 문・무인석 한 쌍씩 두 쌍, 그리고 돌사자 두 쌍이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사적 제30호 

흥덕왕릉 興德王陵

제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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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원성왕의 증손자인 희강왕은 김씨이며, 왕위에 머문 기간은 836~838년이다. 희강왕의 재위 기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 내부의 갈등이 깊어졌다. 838년 정월에 상대등 김명이 난을 일으켜 왕의 측근들

을 죽이자, 희강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한다. 그 후 소산(蘇山)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의 

능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원형봉토분으로 일반적인 민묘와 동일하며 아무런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

을 죽음으로 이끈 민애왕의 능과는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거리로는 500~600미터 남짓 떨

어져 있을 뿐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34, 사적 제220호  

희강왕릉 僖康王陵

제43대



91
90

민애왕은 838년(희강왕 3년) 정월에 시중의 자리에 있던 이홍과 함께 군사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켜 희강왕

이 목숨을 끊게 만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김씨이며, 838~839년에 왕위에 머물렀다. 능은 일반적인 

원형봉토분이며, 무덤의 밑 둘레를 따라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10~100센티미터로 잘 다듬은 장대석(長

臺石)을 3단으로 쌓아올린 다음, 그 위에 길이 8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 내외의 장방형 갑석을 올려 

보호석렬을 마련했다. 또한 봉분 밑 둘레 외곽으로 12개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구

멍에는 곱돌로 만든 12지신상을 넣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쥐, 돼지, 소, 닭만 발견되었다.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왕성리 산40, 사적 제190호 

민애왕릉 閔哀王陵

제44대



93
92

43대 희강왕의 사촌동생이다. 839년 4월 청해진대사 장보고(張保皐)의 도움으로 경주로 쳐들어가 민애왕

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7월에 승하함으로써 재위 3개월의 단명한 왕이 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신

무왕이 왕위에 오른 뒤 산으로 달아난 이홍을 기병을 보내 죽였는데, 이홍이 등에 활을 쏘는 꿈을 꾼 뒤에 

등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죽은 뒤 제형산(弟兄山) 서북쪽에 장사했다는 기록에 의해 이

곳으로 비정하고 있다. 무덤의 외부 모습은 흙으로 덮은 원형봉토분으로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일반 민묘 

형태로 단순하다. 봉분 또한 크기가 작다.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660, 사적 제185호  

신무왕릉 神武王陵

제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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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오른쪽이 문성왕릉이고 왼쪽이 헌안왕릉이다. 뒤로 보이는 능은 진흥왕릉이며, 그 뒤에 진지왕릉

이 있다. 이처럼 무열왕릉을 중심으로 서악동에는 5기의 왕릉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묻힌 묘역

은 23대 법흥왕부터 29대 무열왕으로 이어지는 신라 중고기 김씨 혈통들의 묘역이다. 이들보다 한참 늦

은 시기인 46대 문성왕이나 47대 헌안왕이 같은 묘역에 묻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고분의 주

인공이 누구인지는 추정에 그친 단계일 뿐이며, 1730년(영조 6년)에 이르러 경주 김씨 일족에 의하여 지정

된 능호가 여태 전해지는 것이다. 

문성왕릉 _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산92-1, 사적 제518호 

헌안왕릉 _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산92-1, 사적 제179호 

헌안왕릉
   憲安王陵

문성왕릉
  文聖王陵

제46대 제4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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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김씨이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주인공인 48대 경문왕의 아들이다. 궁중에서 연희를 베풀 때 

추는 춤인 처용무는 헌강왕이 울산시 인근 개운포(開雲浦)로 행차했을 때 만난 동해를 지키는 용의 일곱 

아들 중 한 명인 처용이 추는 춤이라고 한다. 왼쪽 그림은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1744년

에 그린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으로, 가운데에 처용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다. 능은 별다른 특징은 없

지만 무덤 보호석을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4단으로만 쌓아올린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삼국통일 이후

의 신라 왕릉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특이한 모양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산55, 사적 제187호  

헌강왕릉 憲康王陵

제49대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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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대 헌강왕의 동생인 정강왕은 김씨이며, 재위 기간은 886~887년이다. 887년(정강왕 2년) 음력 2월에는 

황룡사에서 백고좌(百高座)를 열어 불경을 강론하게 하고 직접 행차하여 이를 듣기도 했다고 전한다. 그러

나 오랜 기간 풍년이 계속되었던 헌강왕 때와는 달리 가뭄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졌다. 886년(정

강왕 1년) 서쪽 지방이 가뭄으로 황폐해졌고, 887년에는 한주(漢州)에서 이찬(伊湌) 김요(金蕘)가 반란을 일

으켜 군대를 보내 이를 진압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능의 외부 모습은 둥글게 쌓아올린 봉토 밑 부

분을 3단으로 쌓아 무덤의 보호석으로 했는데, 모두 가공한 장대석으로 축조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산53, 사적 제186호 

정강왕릉 定康王陵

제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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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김씨이며, 재위 기간은 897~912년이다.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서 자색이 뛰어난 여자를 

만났는데, 뒤에 궁궐을 빠져나가 그 여자와 야합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효공왕이다. 승하한 뒤 사자사

(師子寺) 북쪽에 장사 지냈다고도 하고, 또는 사자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뼈는 구지제(仇智堤) 동산(東山) 기

슭에 묻었다고도 한다. 능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원형봉토분이다. 능 뒤로는 여느 능처럼 소나무 숲이 형

성되어 있지만 양 날개 쪽에는 신무왕릉과 같이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서 특이하다. 봉분의 밑 둘레

에는 자연석을 사용한 3~4개의 호석이 보여서 보호석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산14, 사적 제183호 

효공왕릉 孝恭王陵

제5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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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박씨이며, 재위 기간은 924~927년이다. 53대 신덕왕의 둘째 아들이며, 54대 경명왕의 동생이다. 

『삼국유사』에는 경애왕이 즉위한 924년 음력 2월 19일에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열어 불경을 강론하게 했

으며 선승 30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선교(禪敎)에서는 처음으로 백고좌를 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에 따르면 경애왕은 924년 왕위에 올라 927년 포석정에서 연회를 하다 견훤의 

습격을 받고 붙잡혀 자살했다. 능은 서남산 삼릉계곡 입구의 소나무 숲에 있으며, 형태는 외형이 일반 민

묘와 같은 원형봉토분으로 별다른 특징은 없다.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73-1, 사적 제222호 

경애왕릉 景哀王陵

제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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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왕릉과 서악동 고분군

왕릉을 둘러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로 거리상 인

접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둘러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신라의 

역사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의 왕릉을 모두 둘러본다면 좋겠

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경주에서 꼭 가봐야 할 업적이 많은 왕의 

왕릉이나 특별하게 볼거리가 있는 왕릉을 정해서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왕릉이나 경주를 대표하는 왕릉을 우선적으로 둘러

본다면 왕릉을 이해하고 992년의 신라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경주에는 신라를 경영한 56분의 왕 중에 36기의 왕릉이 있다. 왕릉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라를 건국한 시조인 박혁거세의 능이 있는 오릉은 

신라 초기 단계의 큰 규모를 가진 왕릉이다. 연구 결과로 보면 주인공의 실

체가 의심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알영부인의 탄생 설화에 나오는 

알영정도 경내에 있어 둘러볼 만하다. 오릉은 박혁거세와 왕후인 알영부

인,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의 무덤이라 한다. 경주 나들목 입

구에 있는 도시와 잘 어우러진 왕릉으로, 주변 정비가 잘되어 있고 봄가을

에 한 바퀴 돌아보기에 좋다.

경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봉황대를 비롯한 노동, 노서동 고군분은 대

릉원 일원이라 불리며, 이제는 황남동 고군분과 함께 경주의 큰 고분군은 

대릉원에 속한다. 주변 주택지들이 많이 정비되어 경주에서 가장 많이 달

라진 곳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모르지만 황남대총과 경주에서 잘 알려진 

천마총도 왕릉으로 추정된다. 신라 13대 미추왕릉은 신라 최초의 김씨 왕

릉이다. 대릉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주변이 대릉원이 되었다

고 한다. 대릉원 안에는 유독 미추왕릉만 담장이 둘러쳐져 있어 구별이 된

다. 주변 경관만으로도 고대 도시로서의 면모가 느껴지는 경주 중심가를 

지나면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는, 그 용도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한 경주 첨성대가 나온다. 그 곁에 계림이 있다. 계림은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며, 고목이 울창한 그 숲 안에  

제17대 내물왕릉이 있다. 

내물왕릉은 생각보다 주변 고분군과 비슷하여 왕릉이란 안내문만 없

다면 왕릉인지 모를 정도다. 왕릉이라는 표석과 왕릉 앞 상석은 후대에 만

들어진 것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옆에 신라 궁궐이

던 월성이 있어서 가장 왕궁에 근접한 왕릉이다. 왕릉은 6세기 전반부터 7

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평지를 떠나서 경주 서쪽 선도산 기슭으로 옮겨

갔다. 시내의 내물왕릉을 둘러본 후 선도산 아래 서악동으로 가면 29대 태

종무열왕릉이 있다.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진 김춘추의 무덤이다. 탁월한 

정치력과 뛰어난 외교력으로 신라를 반석에 올린 대표적인 왕으로, 첫 번

째 진골 출신 왕이다. 입구에는 국보 제25호인 태종무열왕릉비가 있어서 

신라 왕릉 가운데 매장된 인물이 가장 확실하다. 

왕릉 답사

글. 김환대(경주역사가이드) 

왕릉을 
찾아가다  

경주역사가이드로 

활동 중인 필자의 안내로 

경주의 왕릉 순례를 떠난다. 

경주에서 태어나 

줄곧 경주에서 살아온 

그는 왕릉의 모든 것을 

꿰고 있다. 그러한 그가 

「보보담」 독자들을 위하여

스마트한 왕릉 답사를 

추천했다. 



107
106

랄까, 어디를 가나 어김없이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

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 낭산

(狼山)인데, 이곳 중앙에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릉이 있다.

MBC TV 드라마 ‘선덕여왕’에 나오면서 더 유명해진 이 왕릉은 진평

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을 떠올리게 하는데,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무열왕과 김유신 등과 함께 신라 전성기의 왕으로 손꼽힌다. 분황사, 

첨성대, 황룡사 9층목탑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기도 한 선

덕여왕의 능은 내가 경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사

천왕사지, 신문왕릉, 능지탑지 등 문화재도 많아서 볼거리가 풍성하다. 홀

로 외로운 듯 있지만, 왕릉 앞에 놓인 꽃을 보면 마음까지 아름다워진다. 

중생사 옆, 능지탑지를 지나 좁은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 경주 보

문 들녘의 농로가 펼쳐진다. 그 길에 서면 멀리 보이는 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의 왕릉이다. 자연경관이 좋아서 바람에 흔

들리는 미루나무와 탁 트인 사방이 눈에 들어온다. 다른 왕릉처럼 보호 철

책 시설도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은 넓은 공간으로, 사계절 중 어

느 계절에 찾아도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특히 일몰 때 경주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많이 소개되는 왕릉이기도 하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고민과 근심 걱정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문관광단지에서 경주 시청 방면으로 가는 길에 소나무 숲이 보이는

데, 헌덕왕릉이 있는 곳이다. 굽은 소나무 숲이 역시 아름답고, 어린 시절

에는 소풍으로 많이 찾아갔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기에도 좋고, 아이들

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도 좋은 곳이다. 왕릉의 규모가 거대하지만 외지인들

은 아직 잘 찾지 않는 장소로, 12지신상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신라 

왕릉 가운데 유일한 석씨 왕인 4대 탈해왕릉은 헌덕왕릉에서 1km 남짓 떨

어져 있다. 다른 왕릉보다 규모가 작은 편으로, 주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아름다우며 소나무 숲 속 길가에 위치해 있다. 소나무 숲이 있어서 어느 곳

이든 산책하는 사람이 있다. 벤치가 있어서 앉아 쉴 수도 있으며, 바로 옆

에는 사당인 숭신전과 경주 이씨의 시조인 이알평 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라 전하는 표암도 있고, 근래 발견된 선각 형태의 마애불도 있어서 볼

거리가 많다. 

인근에는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산 지구에 속한 백률사가 있는데, 법

흥왕 때 순교하여 신라 불교 공인에 큰 역할을 한 이차돈을 기리는 곳이다. 

백률사를 오르기 전에 신라 경덕왕 때 땅에서 솟았다는 굴불사지 석조사면 

불상이 있다. 백률사에 올라가려면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양옆으로 펼쳐

진 대나무 숲은 가히 인상적이며, 가을 낙엽이 떨어질 때 찾으면 좋다. 바

로 위 소금강산에 올라가면 경주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경주 서남산의 삼릉 가는 길에는 신라왕릉 가운데 박씨 왕릉 10기가 

비신을 받치는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돌인 귀부와 위를 장식한 화려한 이

수가 당시 조각의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무열왕릉 뒤쪽에 

늘어선 큰 대형의 서악동 고분군은 첫 번째는 법흥왕릉, 두 번째는 진흥왕

릉, 세 번째는 진지왕릉, 네 번째는 문흥대왕릉이라고 칭하며 왕릉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넓은 지역이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에도 좋은 코스로, 무

열왕릉이 있는 서악동 일대는 ‘왕의 길’이라 하여 걷기 행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무열왕릉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올라 도봉서당에서 선도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용작골로 불리는 곳의 입구 길가에 바위가 있다. 표면에 50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있는 구멍바위 유적인데, 선사시대 또는 청동기시

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용이 승천한 흔적을 남겨놓았다고도 하고, 별자리

를 상징한다고도 하는 암각화 유적이다. 조금 더 가면 계곡이 있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절리가 태고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감탄사

가 터져나온다. 

서악동 3층석탑 주변에는 46대 문성왕릉과 47대 헌안왕릉, 25대 진

지왕릉, 24대 진흥왕릉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왕릉이 잘 가

꾸어져 있다. 무열왕릉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 이동하면 23대 법흥왕릉

이 홀로 있다. 입구의 주차장을 지나 구부러진 오솔길을 5분 정도 걸어가

면 왕릉이 보이는데, 찾는 이가 거의 없어 고요하고 평온함마저 느껴진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으며, 이차돈의 죽음으로 

불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업적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고 빈약해 

보인다. 주변 효현동에는 애공사터에 보물인 3층석탑도 있어 둘러볼 만하

다. 도보로는 시간이 제법 걸려서 하루 만에 몇 군데 이상 둘러보기는 어려

운 곳이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신라 왕릉

신라 왕릉 가운데 계절에 따라 달리 보이는 왕릉도 많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이 피는 왕릉과 가을 논밭에 무르익은 벼와 함께 황금 들판

에 잘 어울리는 왕릉도 만나볼 수 있다.

경주의 걷기길 가운데 경주 남산 동쪽을 둘러보기에 좋은 길로 동남

산 가는 길이 있다. 이곳 끝자락인 통일전 입구 남산동에 있는 헌강왕릉과 

정강왕릉으로 가는 길은 봄에 찾으면 좋다. 헌강왕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유명한 경문왕의 아들인데, 이 시대에는 서울에서부터 동해 어귀에 

이르기까지 집들이 총총 들어섰지만 초가집을 한 채도 볼 수 없었고, 길거

리에는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사철의 비바람마저 순조로웠다고 할 

정도로 안정된 시기였다. 인구도 상당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융성했

던 신라의 국운을 알 수 있다. 입구에 있는 소나무 숲길은 다른 왕릉에 비

해 잘 알려지지 않아 조용하고, 산책로로써 더욱 좋다. 경주 왕릉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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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 큰 능이 보인다. 왕릉을 조성하기 전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그곳을 

메우고 능을 마련했는데, 능의 내부 현실에 물이 고여서 바닥에 관을 놓지 

못하고 허공에 걸어놓았다는 데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입구에는 신라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석물들이 있는

데,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팔각형의 화표석과 이색

적인 석인상, 돌사자가 남아 있다. 입구에 서 있는 석인상은 무인상으로 알

려져 있는데, 왼손으로 무기를 잡고 오른손은 가슴 앞까지 올렸다. 수염이 

턱밑까지 내려와 꾸불꾸불 말려 있다. 입은 화난 듯 굳게 다물고, 코는 약

간 옆으로 퍼져 우뚝하며, 눈은 부리부리하게 부릅뜨고 있다. 경주와 실크

로드를 잇던 당시 서역인을 재현해냈다고 한다. 서역인은 중앙아시아 아랍

인, 페르시아 무인 등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모습의 석인상은 당나라를 

통해 서역인들이 신라와도 활발하게 교역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의 신라 왕릉은 후기로 갈수록 변화하는데, 36대 혜공왕 때 시작

된 정치적 혼란은 42대 흥덕왕에게 후사가 없는 바람에 왕위 계승을 두고 

다툼이 본격화된다. 정치, 경계,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일어나

는데, 그에 대한 반영으로 왕릉의 규모도 축소되고 돌사자 및 석인상도 나

타나지 않는다. 

경주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능골에는 42대 

흥덕왕릉이 있는데, 삼릉의 소나무 숲 못지않게 이곳의 소나무들도 운치

가 있다. 이곳에는 흥덕왕과 장화부인의 애틋하고도 슬픈 러브스토리가 전

해지기도 한다. 당나라에 갔던 사신이 앵무새 한 쌍을 왕에게 선물로 주었

는데, 암컷이 먼저 죽자 홀로 된 수놈은 슬프게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흥

덕왕은 장화부인이 먼저 죽자 평생 홀로 지내면서 늘 장화부인을 그리워했

고, 대신들이 새로 부인을 들이기를 청하자 앵무새도 짝을 그리워하는데 

부인을 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신라 역대 왕릉 중에서는 규모가 크고 원성왕릉과 같이 완전한 형식

을 갖춘 왕릉으로, 흥덕이란 비편이 발견되어 주인공도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은 비석이 없으며, 비석을 받치고 있던 거북형의 받침돌인 귀부도 심

하게 손상되었다. 이곳에도 원성왕릉보다는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서역인

의 얼굴을 하고 있는 무인석상이 있다. 역시 당시 서역과도 활발히 무역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실크로드 관련 유적이다.  왕릉 주변 동서남북 

네 모서리에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네 마리의 돌사자가 있는데, 조각수법

이 아주 우수하다. 왕릉을 지키듯 선 소나무는 마치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 

꾸불꾸불하다. 이 소나무들은 도래솔이라고 하며 안강형 소나무라고도 한

다. 이는 왕릉이 있는 안강읍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있다. 오릉을 지나면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이 있고, 남간마을 안쪽

에 7대 일성왕릉, 포석정 옆에 6대 지마왕릉이 있다. 삼릉 가는 길 끝에 멋

진 소나무 숲을 마주하고 삼릉에 인접한 55대 경애왕릉과 삼릉(8대 아달라왕

릉, 53대 신덕왕릉, 54대 경명왕릉)이 있다. 삼릉과 경애왕릉은 구불구불한 소나

무가 가득한 숲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왕릉다운 신라 왕릉을 만나다

신라 왕릉은 조선시대 왕릉과 달리 외형적으로는 볼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둥근 형태의 봉토분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인

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왕릉도 그리 많지 않다. 태종무열왕릉비 이후 능

비를 세운 왕릉도 별로 없다. 30대 문무왕, 33대 성덕왕, 42대 흥덕왕 정도

만 능비를 세우고, 나머지 왕들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인지 

비문이 남아 있지 않다. 신라 왕릉 가운데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 왕릉만 골

라 다녀보는 것도 좋을 듯하므로, 왕릉다운 모습을 지닌 왕릉을 소개한다.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 동쪽에는 신문왕릉이 있는데, 보호하는 둘레

돌인 호석을 가공하여 5단으로 쌓고 다시 받침석 44개를 삼각형으로 가공

하여 설치했다. 심하게 마모되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쪽의 한 받침

석에는 상면에 문(門) 자를 새겨 출입구임을 표시하고 있다. 왕릉 앞에 상

석은 앞선 무열왕릉보다 형식적으로 진화되어 2단으로 계단 시설을 덧붙

여 마련한 것이다. 불국사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철길 건너편 너머로 

2기의 왕릉이 있는데, 32대 효소왕릉과 33대 성덕왕릉이 있다. 

효소왕릉은 별다른 특징이 없으며, 성덕왕릉은 입구에 거북으로 만든 

비석 받침돌인 귀부가 남아 있다. 성덕왕릉 때는 왕릉의 변혁기로, 왕릉 제

도의 전형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봉분 주위로 장식적인 석물들이 나타

나고 호석과 받침돌 사이에 12지신상이 환조형으로 출현한다. 모두 무덤 

바깥쪽에 입상으로 배치한 이런 형태는 신라 왕릉 가운데 성덕왕릉이 유일

하며,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원숭이상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

에 전시 중이다. 능 주위의 석사자상과 능 앞에 세워진 석인상은 이전 왕릉

에서 볼 수 없었던 요소들이라 하겠다. 이때부터 왕릉은 왕즉불 사상, 불교

문화와도 관련을 맺게 된다.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은 후에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근간이 되기도 했고, 불국토설을 낳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성

덕왕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문화재인 일명 ‘에밀레종’인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의 주인공이다. 성덕왕릉 역시 주변의 소나무 숲

이 좋고, 철도를 건너야 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 찾아가기는 쉽지만 경

주에서 이곳을 들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마치 경주의 보물을 하나 

발견한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불국사 방향을 지나 울산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38대 원성왕릉

이 있다. 한때 괘릉이라 불리던 이 왕릉은 소나무 숲이 좌우로 서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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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도시, 경주

동서고금을 통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출현하여 흥망성쇠를 거듭하

고 그 존망의 세월을 간직한 역사 도시가 수없이 존재해왔지만, 세계 역사

상 천 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오직 한자리에서, 한 왕조의 수도로서 내력

을 간직해온 역사 도시는 로마와 경주, 둘뿐이다. 그중에서도 경주는 세계 

여느 도시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이미지가 서려 있다. 바로 여기

저기 쉽게 눈에 띄는 왕릉이다. 

경주의 왕릉은 길가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으며 ‘월성’이라 불리는 왕

궁 부근에도 수없이 많다. 뿐만 아니라 외곽의 산야에도 거의 왕릉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도처에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하게 된다. 이 왕릉을 다 

합치면 무려 2만여 기에 이른다고 한다. 이 모두가 왕릉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천 년 왕업이 계속되는 동안 수많은 왕족들과 품계 높은 귀족들의 

무덤이 더하고 더하여져 오늘의 거대한 자취를 이루었으리라. 이토록 많은 

왕릉급 무덤 중에서도 경주 시내 한복판에 남아 있는 무덤만도 155기에 이

른다. 황남동, 황오동, 구황동 등 특히 ‘황(皇)’ 자가 들어 있는 동네는 틀림

없이 거대한 왕릉급 무덤들이 모여 있다. 심지어 신라 왕궁인 월성 근처에 

‘대릉원’이라 하는 넓디넓은 구역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남아 있어서 장관을 이룬다. 또한 대릉원 부근에는 ‘봉황대’라 하는 엄청나

게 커다란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의 꼭대기에는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왕릉급 무덤들이 도로, 마을, 궁성 등지에 즐비하게 산재해 

있으면서도 이 무덤들은 천 년 이상 경주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살아온 탓

인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친근감이 들 정도로 경주의 상징적인 풍

경을 이룬다. 경주는 정녕 세계 유일의 왕릉 도시이며 고대 무덤의 아름다

운 정원인 것이다. 

경주가 이처럼 독특한 세계 유일의 왕릉 도시인데도, 우리는 왕릉 도

시가 전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모른다. 오히려 경주를 생각할 때 석

굴암, 불국사, 안압지, 첨성대 등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경주를 처음 여

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경주에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분위기는 단

연 왕릉 도시의 인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훌륭

한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역사 도시 경주의 진면목일 수는 없다. 신라의 불

교문화는 한참 후에 꽃핀 것일 뿐, 시기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아도 결코 왕

릉의 역사를 앞설 수는 없다. 왕릉이야말로 세계적인 역사 도시 경주의 영

원한 랜드마크일 뿐더러 경주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 탐방 제1

코스인 것이다. 

왕릉 도시 경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의 공간에서 형성된 도시로서, 이른바 ‘이승과 저

승이 공존하는 동일 공간의 도시’라는 점이다. 이는 태곳적 선사시대에 사

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집을 짓고 살다가 생을 끝마치면 바로 집 근처에 

장사를 지내던 원시적 관습에서 유래한다. 

왕릉의 석물

글. 소재구(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도시

경주는 세계 유일의 

왕릉 도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왕릉 도시가 

전해주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 모른다.  

오히려 경주를 생각할 때 

석굴암, 불국사, 안압지, 

첨성대 등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경주를 처음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경주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분위기는 단연 왕릉 도시의 

인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왕릉이야말로 세계적인 

역사 도시 경주의 영원한 

랜드마크일 뿐더러 경주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 탐방 제1코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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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릉도 목판(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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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장한 규모와 엄청나고도 수준 높은 부장품에 강한 정열을 보인다. 황남

대총, 금관총, 천마총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이러한 왕릉은 신라의 

궁성인 월성 가까이에 있는 경주 도심에 분포하고 있다. 국보급에 해당하

는 휘황찬란한 금관, 금제 허리띠와 귀걸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칼과 유

리잔 등이 이러한 왕릉급 고분 출토품으로,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이 시

기의 수준 높은 귀금속 공예 기술을 감상할 수 있다.

신라왕국이 진흥왕 이후로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해가며 대제

국으로 성장하면서, 신라 왕릉은 새로운 조영법식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임금의 호칭이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는 것과도 연관이 있

어 보인다. 처음으로 ‘왕’이란 호칭이 붙은 임금은 지증왕이고, 그 이후로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무열왕 순으로 

왕계가 이어진다. 이때는 또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어 급속히 불교문화가 

팽창한 시기이기도 하다. 분황사, 황룡사, 사천왕사와 같은 대찰이 창건되

고, 신라 최대의 황룡사 9층목탑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이처럼 국력의 팽

창과 함께 새로운 왕의 칭호 사용 그리고 불교의 융성 등 신라왕국은 새로

운 문물의 영향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보이면서, 신라의 왕릉도 

경주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조영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삶과 죽음의 공간을 동일시하던 오랜 시기에서 벗어나 서

로 격리된 공간을 구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규모보다는 왕릉의 격식을 꾸미는 데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신라 왕릉의 격식 

새로운 왕릉의 격식은 제일 먼저 경주 낭산 아래 사천왕사 위쪽에 자리한 

선덕여왕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전의 왕릉은 거대하고 단순한 봉분

이었는데, 선덕여왕릉에서는 봉분 하단에 두 겹의 석축을 두르는 새로운 

조영법식이 등장한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은 진덕여왕의 왕릉에서는 한 걸

음 더 나아가 봉분 하단 둘레의 석축이 12지신상을 장식한 병풍 모양의 호

석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왕릉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릉 호석이다. 

그런데 진덕여왕의 뒤를 이은 태종무열왕의 왕릉에서는 다시 이 호석이 보

이지 않고, 이전의 단순한 봉분으로 돌아간다. 다만 무덤 하단 둘레에 돌출

된 자연석을 박아넣어 호석을 대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열왕릉 앞

에는 여러 장의 판석을 짜맞추어 마치 조선 왕릉의 혼유석과 같은 석조 제

단이 마련되었다. 

이 또한 새로운 발전 양상으로, 왕릉에 처음으로 제단석이 등장한 것

이다. 뿐만 아니라 ‘태종무열왕릉비’란 능비도 처음 갖추었다. 특히 태종무

열왕릉비는 중국 당나라의 비석과 매우 비슷하여 당 문화의 영향이 서서히 

신라의 왕릉 조영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죽은 자의 공간인 무덤이나 왕릉은 삶

의 공간인 궁성이나 가옥에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법이다. 백제의 송산리, 

능산리 고분의 예만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주는 왕도가 건설되고 그 후로도 수백 년간 국격을 성장시

켜 결국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달성하고도 거

의 통일 직전까지 집과 무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정말 독특하고 신라다

운 오랜 전통을 지켜왔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가 태어난 나정과 경주의 궁

궐인 월성, 월성 밖의 관아 건물터 그리고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마저도 왕

릉과 더불어 한곳에 있지 않은가. 이것은 고대 신라인들이 삶과 죽음을 별

개로 생각하지 않았던, ‘조상님과 내가 언제나 한곳에 존재한다’는 신라인

의 영혼을 의미한다. 경주야말로 신라인이 지닌 영혼의 꽃으로 장식된 아

름답고도 위대한 도시다.  

학자들은 통상 옛 무덤을 ‘고분(古墳)’이라 부른다. 고분 중에서 오로

지 왕과 왕비의 무덤만은 ‘왕릉’ 또는 ‘○○릉’이라 하여 ‘릉(陵)’이란 이름

을 붙인다. 그리고 발굴 조사된 고분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부장품이 나왔거

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부장품의 이름이나 관련 사항을 더하

여 ‘○○총’이라 부른다. 경주 시내 한복판에 남아 있는 이름 없는 고분들

은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그 마지막 무덤이 ‘155호분’인데 1973년에 

상징적으로 이 고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천마도〉가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이 ‘155호분’은 ‘천마총’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내부가 전시관으로 꾸며지

게 되었다. 무덤은 처음에 그야말로 죽은 자를 매장한 곳으로 시작했을 것

이다. 그러던 것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차츰 지체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은 

그 무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이집트의 무덤인 

피라미드나 엄청난 규모의 진시황 무덤이 그 좋은 예다. 경주 월성 부근의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등의 규모와 그 부장품들을 보면 고대 신라왕국

에서도 국왕이나 왕족의 권위가 상당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경주의 왕릉이

나 고분의 위치, 규모 또는 부속물들의 배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라 

왕릉의 조성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었는지 알 수 있다.  

경주의 왕릉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한국식 왕릉’의 조영법식

이 어떻게 탄생하여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보

여준다는 점이다. 심지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역시 그 기

본 조영법식은 신라 왕릉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니 두말할 것 없이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의 어머니는 

바로 신라 왕릉이다. 마치 한국 석탑의 기본형이 불국사 석가탑에서 유래

되었고, 한국 불상의 기본형 역시 석굴암에서 완성되었으며, 한국 종의 기

본형이 성덕대왕 신종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신라의 문화유산은 ‘선진 문

물의 한국화’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신라 왕릉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 신라 왕릉은 거대한 봉분을 이루며, 외형의 장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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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왕릉 원숭이(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원성왕릉 원숭이(국립경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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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덕여왕릉 원숭이(국립경주박물관 소장)흥덕왕릉 원숭이(국립경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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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삼국통일을 달성한 문무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

키는 호국룡이 되려 했기에, 그의 염원을 받들어 문무대왕릉은 동해에 해

중릉으로 조영되었다.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은 본격적인 통일 왕국의 기반을 다졌고, 

그의 무덤인 신문왕릉은 이전의 선덕여왕릉과 태종무열왕릉에서 시도된 

조영법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조영되었다. 즉, 선덕여왕릉에서 처음 선

보인 봉분 하단의 석축은 5단으로 증축되고, 이 석축 호석을 지탱하는 별도

의 삼각 지지석이 등장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이전의 왕릉에 비

해 상당히 위풍당당한 품격으로 진전된 변화를 보인다. 또한 무열왕릉에서 

첫 선을 보인 제단석은 신문왕릉에서 더욱 규모가 크고 괴량감이 넘친다. 

전체적으로 신문왕릉은 신라 왕릉의 새로운 조영법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

기 시작한 전초적 조영물이라고 하겠다. 

‘한국화’된 왕릉 조영법식의 집합

신문왕의 뒤를 이은 왕은 효소왕이다. 그러나 효소왕의 재위 기간은 11년

을 넘지 못했고 그 뒤를 친동생 성덕대왕이 이어받았다. 성덕대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국정을 돌보았는데, 첫 번째 왕비는 문제를 일으켜 출

흥덕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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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당하고 둘째 왕비는 3년 만에 사망하는 비운 속에서도 36년간 왕위에 있

으면서 신라왕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군주였다. 그의 아들 경덕

왕이 아버지를 위해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을 만들려고 했던 것만 보아도 

성덕대왕이 얼마나 신라의 중흥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러한 명성에 걸맞게 성덕왕릉은 더욱 발전된 법식을 선보였다. 봉분 축대

의 호석은 깔끔한 판석으로 정리되고, 삼각형의 지지석도 갖추었으며, 봉

분 둘레에는 열두 방향에 맞추어 12지신상이 독립 조각상으로 새로이 배치

되었다. 또한 그 바깥 둘레에는 난간석을 두르고 제단석도 단정하게 조성

되었다. 뿐만 아니라 봉분 앞에는 왕릉을 호위하는 돌사자와 문인석을 배

치하고, 여기에 태종무열왕릉에서 처음 선보였던 왕릉비까지 갖추었다. 지

금까지 부분적으로 발전된 모든 왕릉 조영법식을 한군데로 종합한 셈이다. 

그 위에 새로이 난간석과 돌사자 그리고 문인석까지 더하여, 성덕왕릉은 

이른바 신라 왕릉 조영법식의 총화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아쉽게도 성덕왕

릉비는 심하게 파손되고, 비석의 몸돌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성덕왕릉의 총체적 조영법식은 중국 당나라로부터 들여온 중

국식 황릉 조영법식을 응용하여 신라식으로 재정비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화’된 왕릉 조영법식이 비로소 성덕왕릉에서 완결된 것이다. 또

한 이 시기는 경덕왕대에 들어 불국사와 석굴암의 창건, 성덕대왕 신종의 

주조, 석가탑과 다보탑의 건립 등 통일신라의 문화 융성이 절정기로 향하는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완성된 왕릉의 조영법식은 훗날 조선왕조의 

왕릉 조영법식에도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덕왕릉에서 완성된 신라 왕릉의 조영법식은 경덕왕릉을 거쳐 원성

왕릉으로 계승된다. 흔히 ‘괘릉’으로 불리는 원성왕릉은 이전 융성기의 신

라 왕릉 조영법식을 마지막으로 계승한 왕릉이다. 

성덕왕릉과 마찬가지로 봉분 하단에 호석을 두르고, 난간석도 갖추어

져 있으며, 제단석은 물론 봉분 앞으로 돌사자와 문인석 그리고 무인석까

지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성덕왕릉의 삼각형 지지석은 생략되고, 12지신

상도 독립상에서 부조상으로 약화되었으며, 왕릉비가 보이지 않는 점이 아

쉽다. 다만 무인석에 보이는 서역인 모습의 형상이 아주 독특하여 눈길을 

끈다. 

원성왕 이후는 신라 왕조가 기울어가는 후기로, 이 시기의 왕릉은 더 

이상 조영법식의 발전을 보지 못했다. 왕권이 기울고 호족이 득세하던 시

기인 만큼 왕릉에서도 과거의 법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아예 생략해

버리는 등 퇴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라의 왕릉 조영법식

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화된 법식으로 면면히 전승되어 고

려 공민왕릉에서 다시 한 번 커다란 도약의 꽃을 피웠고, 조선시대에 들어

서는 완벽한 왕릉 제도를 이룩하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걷다

글. 김이정(소설가), 사진. 김상훈

어느 봄날의 기억

소나무 숲 속에 오연히 

들어앉은 일성왕릉의 

돌 기단이 무심히 걷던 눈에 

들어온다. 능을 천천히 

한 바퀴 돈다. 방금 세상에 

나온 진달래꽃의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능을 

호위하고 있다. 무장한 

장수들의 날카로운 창보다 

더 강력한 호위다. 

무덤 앞에 앉아 방심한 채로 

볕을 쬔다. 호젓하고 

안온하다. 겨우내 춥던 마음이 

일시에 녹아내린다. 서럽고 

외로웠던 어깨로도 신의 

입김 같은 햇볕이 내리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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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에서 나온 사내, 박혁거세

경주를 드나든 지 4년째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가서 수업을 하고 밤 기

차로 올라오는 일정을 한 달에 두세 번씩 하면서 네 번째 봄을 맞는다. 수

업을 오가는 사이 나는 짬짬이 시간을 내서 경주를 즐기곤 했다. 봄이면 팝

콘 같은 벚꽃이 터널을 이룬 보문단지 길을 거닐었고, 여름이면 붉은 배롱

나무꽃과 연꽃 향이 어우러진 서출지에서 천 년 전 사람들의 발자국을 더

듬었으며, 가을이면 누렇게 변한 왕릉의 부드러운 선을 바라보며 묵언 보

행을 했고, 겨울이면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불국사 길을 오르곤 했다. 길이 

멀어 하루에 다녀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곳까지 기꺼이, 

아니 즐거이 간 이유는 무엇보다 그곳이 경주이기 때문이었다. 경주. 어떤 

수식이 없어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도시가 아닌가.

 꽃샘추위 누그러지고 봄볕 환한 날, 오릉으로 들어간다. 가끔 혼자 

들어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 오는 곳이다. 능을 호위하듯 둘러싼 소나무들

이 유난히 크고 굵으며 다섯 개의 봉분은 선이 부드럽기 그지없어 여인의 

젖가슴을 연상시키는 곳, 만개한 목련꽃 가지가 돌담을 넘어와 있다.

능의 봄은 조용하지만 고요하지는 않다. 바닥에는 이미 푸른 싹들이 

솟아나고 느티나무는 온 힘으로 물기를 빨아들이느라 상기돼 가지가 더욱 

검다.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의 수런거림이 조용한 경내를 가득 채우고 있다. 

능을 한 바퀴 돈다. 울타리 안에 있던 청설모 한 마리는 가까이 다가가도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 ‘흙길에 깔려 있는 마로 엮은 매트’ 위로 발소리

를 더 죽인 채 가만히 그 곁을 지난다. 살아 있다는 것이 눈물겨운 순간이

다. 햇살이 아직 벗지 못한 두꺼운 옷을 뚫고 맨몸에 와닿는다. 겨우내 얼

어 있던 몸은 물론 실핏줄까지 모두 해동되는 듯 노곤해진다. 

오릉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거서간과 아내 알영, 혁거세의 아들이자 

2대 왕인 남해차차웅, 차차웅의 아들이자 3대 임금인 유리이사금, 유리이

사금의 둘째 아들 5대 파사이사금이 묻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

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르다. 죽은 혁거세는 7일 뒤에 유체가 흩어져 땅에 

떨어졌다. 마침 그즈음 왕비도 죽음을 맞았다. 두 사람을 합장하려 했지만 

커다란 뱀이 쫓아다니며 방해해서 오체를 각각 장사해 오릉을 만들었다고 

한다. 설화는 늘 역사를 뛰어넘는다. 

오른쪽으로 알영정이 보인다. 혁거세의 아내 알영이 탄생했다는 곳이

다. 한 노파가 물을 길러 우물에 갔는데, 용이 옆구리로 한 여자아이를 출

산하는 광경을 목도했다. 노파가 아기를 데려와 키웠는데 아름답고 총명하

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자라 시조의 왕비가 되었다. 시조 혁거세는 물론 아

내 알영까지 모두 난생설화에서 태어난 것은 하늘에 운명을 의탁해야 하는 

농경부족에겐 당연한 모티브인지도 모른다.   

  오릉을 나와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으로 향한다. 오른쪽으로 펼

쳐진 봄 들판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검은 흙을 뚫고 나오는 푸른 싹들

의 입김 같다. 들판을 끼고 걷노라니, 경주가 달리 보인다. 늘 차를 타고 가

서 잠시 걷던 길을 두 발로 지문을 찍으며 걷노라니 경주의 속살과 맞닿는 

기분이다. 

나정으로 오르는 길 양쪽엔 곧 터질 듯한 봉오리를 줄줄이 매단 벚꽃

들이 도열해 있다. 일촉즉발, 살짝만 건드려도 화르르 몸을 열 기세다. 인

적 없는 길,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 한 사내가 햇볕을 쬐며 앉아 있다. 사내

는 바닥에 화투를 펼쳐놓고 패를 내리친다. 혼자 치는 사내의 화투가 개화

를 위해 용을 쓰는 벚꽃의 사투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모두 어떤 방식으로

든 저마다의 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정은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우물이다. 어느 날, 고허 촌장은 우물가

에 흰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우는 것을 보았다. 가보니 말은 간곳없고 큰 

알이 하나 있었다.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와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을 혁

거세라 했다. 아이는 기량이 뛰어나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육부 촌장들이 그

를 임금으로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했다. 2002년부터 발굴 조

사를 했는데 나정에서 신라시대의 8각 건물터와 유구가 확인되어 머지않

아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천 년 전에는 정말 인간이 

알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겨우내 죽어 있던 나무에서 저토록 신비한 

꽃이 피는데, 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쯤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기분

이 된다. 선뜻 몽환에 드는 것은 봄 햇살의 조화다. 

나정을 지나 남간사지 석정에 들른다. 동네 안의 오래된 토담길이 도

시의 예각에 긴장돼 있던 날선 감각을 허물어뜨린다. 신라 7대 왕인 일성

왕릉으로 가는 길. 오른쪽 작은 저수지 위로 햇살이 쏟아져 금강석을 뿌린 

것 같다. 농지를 늘리고 제방을 수리하여 농업을 발전시켰다는 임금 일성

왕. 소나무 숲 속에 오연히 들어앉은 일성왕릉의 돌 기단이 무심히 걷던 눈

에 들어온다. 능을 천천히 한 바퀴 돈다. 방금 세상에 나온 진달래꽃의 얼

굴이 붉게 상기된 채 능을 호위하고 있다. 무장한 장수들의 날카로운 창보

다 더 강력한 호위다. 

무덤 앞에 앉아 방심한 채로 볕을 쬔다. 호젓하고 안온하다. 겨우내 춥

던 마음이 일시에 녹아내린다. 서럽고 외로웠던 어깨로도 신의 입김 같은 햇

볕이 내리쬔다. 세상과 부딪칠 때마다 쌓여온 원망과 분노, 모욕에 맞서던 

자존의 견고한 성벽들이 무방비로 녹아내린다. 다행이다. 이런 순간들이 결

국 지친 삶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손길이다. 적어도 내겐. 

  

삼릉 가는 길

포석정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남간사지 당간지주 한 쌍이 사라진 절터의 

증인처럼 기립해 있다. 사라진 절을 잊지 말라고, 아니 그 절에 와서 두 손

과 마음을 모아 오체투지로 기도하던 서라벌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것 같다. 천 년 전 달밤에 이곳에 와서 기도했을 여인들을 떠올리며 돌기둥

을 쓰다듬어본다. 여인들의 지문이 내 손에 겹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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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릉이다. 전해지는 말로 네 명의 왕과 한 명의 왕비, 모두 다섯 기의 능이 있어서 오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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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훌쩍 천 년을 뛰어넘는다. 3층석탑만 홀로 남은 창림사지 아랫길, 

매화가 지고 있다. 온몸 활짝 벌려 꽃불 밝히던 흰 꽃잎들 갈아엎어 물 받

은 논으로 하르르 낙하한다. 한 생이 지나간다. 길섶에 꽃다지들, 노란 좁

쌀을 뿌린 듯 빽빽하고 작고 파란 개불알꽃, 현호색이 다투어 얼굴을 내민

다. 탱자 가시에도 물이 올라 진녹색 침이 반짝인다. 

포석정으로 들어선다. 임금과 귀족들이 시를 읊으며 흐르는 물을 따

라 내려오는 술잔을 잡아 마셨다는 유상곡수. 신라 말기 경애왕이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다 급습한 후백제 견훤에게 사로잡혀 끝내 자결

을 하게 만들었다는 곳이다. 그때 흩뿌렸던 선혈이 오랫동안 바위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핏자국이 지워진 바위에 앉아 포석을 바라본다. 삼국

시대가 끝난 지 천 년도 훌쩍 넘었지만 다시 동서와 남북으로 갈린 이 땅의 

분단이 아연하기만 하다.          

지마왕릉은 포석정에서 삼릉으로 가는 길가에 있다. 신라 6대 왕으로 

일본과 수교를 했으며 백제와 협력해 말갈족의 공격을 물리쳤다는 지마왕

은 죽어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영원한 평화에 들기를 기원하며 

발소리를 죽이며 산길을 걷는다. 불국정토를 염원했다는 남산으로 오르는 

갈림길 옆으로 진달래가 점점이 붉게 떠 있다. 가지보다 꽃이 먼저 보이는 

꽃, 그 몽환의 꽃잎들은 곳곳에 들어선 남산의 불상들에 바치는 신의 예물

인지도 모른다.     

장엄하고 쓸쓸한 몰락

햇볕이 기운을 잃을 무렵, 마침내 삼릉에 당도했다. 네 시간에 걸쳐 걸어

온 지친 발길에 대한 보상인 듯, 소나무 숲 한가운데로 훌쩍 들어선다. 키 

큰 소나무들이 모두 기립해 있다. 그러나 삼릉의 소나무들은 다른 곳에서 

보아온 소나무들과 같지 않다. 무엇보다 소나무들은 일자로 곧지 않다. 모

두 제각기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휘어져 자유분방한 자세로 서 있다. 그러

나 그 자유분방함이 다른 소나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나와 다

른 너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로 적당히 떨어져 조화를 이

룬다. 애초부터 하나의 숲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무들이 당당

히 자라 기품 있는 숲을 이루고 있다. 일제히 하나의 얼굴로 서 있는 것들

에 익숙한 눈이 해방되는 기분이다. 

삼릉의 소나무 숲은 수묵화 같은 배병우의 사진으로 더 유명해졌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셔터를 누르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배

병우와 다르게 찍을까를 궁리하며 휴대폰으로 소나무를 찍는다. 피사체에 

대한 애정 덕인지 제법 볼만한 사진이 된다. 멋들어지게 휘어진 붉은 소나

무들의 자태가 세상의 어느 귀족보다 품위가 있다. 아니, 어떤 인간이 저 

소나무만 한 품격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냉소가 입에 밴 나는 두꺼운 소나

무 껍질에 손을 갖다댄다. 두꺼운 수피는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 나무 하나

를 가만히 안는다. 어떤 연인보다 다정하게 안기는 나무의 맥박 소리가 들린

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을 품듯 한참 동안 나무를 껴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붕을 이룬 솔가지 사이로 비껴든 해가 등을 쓸어내리며 토닥인

다. 그제야 나는 눈을 씻고 커다란 봉분을 인 세 개의 능을 둘러본다. 8대 

아달라이사금,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능이다. 세 개의 봉분 위로 사양

이 쏟아진다. 마치 그 시각, 빛의 각도까지 계산해서 들어선 것 같은 세 개

의 무덤은 쇠락해가던 신라의 운명처럼 마지막 사양을 받아내고 있다. 

산비둘기가 구구구 운다. 장엄하고도 쓸쓸한 몰락이다. 삼릉 옆으로 

홀로 누운 능이 보인다. 경애왕릉이다. 견훤의 칼을 피해 도망쳤다가 끝내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왕. 문득 그의 일생이 신라

의 운명은 아닐까, 의문이 든다. 한때 찬란한 문화와 용맹한 군사력으로 삼

국을 통일했던 신라. 그 후 몇 차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어떤 시대보다 자

유롭고 활달했으며 신실했던 사람들의 나라.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경애왕이 

그런 것처럼 자결하듯 몰락했다. 경애왕의 무덤 위로 서서히 그늘이 드리

운다.  

삼릉 숲을 나오며 뒤를 돌아본다. 남산의 봉우리와 능선이 푸른빛으

로 변해간다. 지난해 올랐던 남산에서 본 석불들이 떠오른다. 목이 잘린 석

불, 팔이 잘린 석불, 얼굴이 뭉개진 마애불…. 그 많은 석불들을 골짜기마

다 모퉁이마다 모셔놓은 신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었던 걸까. 부

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선 채로 한참 동안 남산

을 바라본다. 그들이 꿈꾼 것은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들

이 꿈꾸었던 것은 이방의 신 부처님 나라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

을 이 땅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 소나무들

처럼 각기 다르지만 함께 사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곳이 바로 서방정

토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부처님의 

어깨를 부여잡고 따지기라도 할 마음이 돼버린다. 

역사는 더 나아진 것일까. 문득 천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때로부터 우

리는 얼마나 더 나아진 것인지, 의심이 밀려온다. 서로를 향해 최첨단 무기

를 겨눈 채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이 땅. 무기 대신 저 일촉즉발의 꽃망울을 

겨눌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어느 봄날 꽃봉오리들이 폭죽처럼 터져 대치하

고 있는 곳곳에서 속수무책의 꽃 사태가 벌어진다면…. 서라벌 벌판으로 먹

빛 어둠이 한 겹씩 덧칠되고 있었다. 봄밤에 꾸는 꿈은 달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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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에서 경애왕릉으로 가는 길목의 솔밭이다. 한낮에는 고즈넉하지만 새벽이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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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글. 부희령(소설가), 사진. 김상훈

경주로 가는 길

봄이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었다. 꽃샘추위라고들 했다. 바람은 

차가웠으나 해는 높았고, 자동차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의 질감도 

한겨울과는 달랐다. 더 강건하고 명료해졌다고 할까. 물오른 봄 나무에 꽃

봉오리들이 맺힌 모습을 볼 기대로 달려가는데, 고속도로 위를 순조롭게 

움직이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가다 서다를 반복

했다. 마침내 다시 달리기 시작한 차들을 뒤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제

법 규모가 컸을 것 같은 추돌의 흔적이 보였다.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견인

차 서너 대를 연이어 지나쳤다. 끌려가는 부서진 차들 가운데는 형체를 알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도 있었다. 사람은 무사했을까? 생각은 언

제나 딱 거기까지만 이어진다. 안타까움도, 두려움도, 내가 30분만 일찍 터

널을 통과했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상상도, 재빨리 차단해버린다. 

죽음에 대한 생각에 깊이 휘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를 당하거나, 병석에 오래 누워 있었거나,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죽음은 누

구에게나 너무 뜻밖이고 갑작스러운 순간의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기억 속의 경주는 무덤들이 즐비한 도시다. 어디를 가든 동네 언덕처

럼 솟아 있는 고분들이 눈에 띄는 곳. ‘무덤들’이라고는 해도, 공동묘지에

서 연상되는 어둡고 처연하고 험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과 차들

이 오가는 도시 한복판, 양명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둥글고 편안한 

무덤이다. 

작년에 본 〈경주〉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술을 마

시다가 커다란 왕릉 위로 기어 올라간다. 하늘에는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떠 있다. 어둠을 배경으로 달빛을 받아 드러난 무덤의 곡선은 아름답다. 어

둠과 달과 왕릉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균형이 무너질 듯싶은 완벽한 아름

다움이다. 여주인공은 그 장면에서 자기는 왕릉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나 납득이 갔다. 달빛 속에 완

만한 곡선을 그리며 덩실 솟아 있는 왕릉은 무엇이든 받아줄 듯 자애로운 

어머니, 땅의 본질이 구현된 모습이었다. 마침내 경주 시내로 들어섰다. 하

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 나지막한 지붕 위로 오후의 

봄 햇살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무덤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옆에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히 자리하고 있었고.

경주시 보문동 산79번지 

『삼국유사』에서는 선덕여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이 모월 모일에 세상을 떠

날 것이니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신하들

이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으니, 낭산 남쪽이라고 대답했다. 여왕은 정말로 

예언한 날짜에 세상을 떠났고, 신하들은 그 뜻에 따라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다. 

여왕의 
능에서 본 봄

왕릉에서 내려가는 길, 

매화나무 옆에 서서 막 벙글어

지고 있는 하얀 꽃봉오리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모하는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들어버린 지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뜬 

지귀가 가슴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았듯이, 

나는 봄을 보았다. 이제는 

사라진 누군가에 대해, 한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영욕을 누렸을 사람에 대해 

슬픔 없이 한가롭게, 원한다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왕릉은 아름답고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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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이다. 능으로 오르는 길의 소나무 숲은 신들이 노니는 숲이라는 뜻의 신유림(神遊林)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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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남쪽, 그러니까 경주시 보문동 산79번지에 자리 잡은 선덕여왕릉에 

도착했을 때는 원래 예정보다 많이 늦은 오후였다. 능으로 가는 길 어귀에 

선덕여왕릉과 나란히 사천왕사지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이 보였다. 그 옆에

는 당간지주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오래

된 기둥인지 헤아려볼 생각도 안 했을 것 같다. 사천왕사는 선덕여왕이 세

상을 떠나고 10년 뒤에 문무왕이 세운 절이다. 불교에는 천국이 28개나 있

고,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천왕천이다. 그 바로 위에 부처님의 

생모인 마야부인이 살고 있다는 도리천이 있다. 사천왕사가 세워지기도 전

에 낭산의 남쪽을 도리천이라 지목했으니, 후대 사람들이 선덕여왕의 예지

력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천왕사지를 둘

러보았다. 그저 텅 비어 있는 들판처럼 보였다. 비석의 귀부가 남아 있다는 

기록을 어디선가 보았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둘러보고 왕릉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콘크리트가 깔린 전형적인 마을길을 따라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와 산수유를 구경하면서 산책하듯 걸었다. 동해남부선이 지나가는 굴

다리 밑을 지나자, 그리 가파르지 않은 산길이 눈에 들어왔다. 오솔길 어귀

에는 포석이 깔려 있었고, 오르막길이 나오나 싶었는데 나무 계단과 데크

들이 능까지 편안하게 이어져 있어서 산에 오른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다만 한적했다. 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주위는 온통 나무들과 정적뿐이었다. 

낭산은 누에고치 모양을 하고 남북으로 길게 누워 있는 해발 104미

터의 야산이다. 야트막하고 펑퍼짐해서 위엄이 있거나 거친 산이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그저 어디에나 있는 정겨운 동네 뒷산처럼 느껴졌다. 그렇

지만 낭산은 옛 신라인에게는 신유림(神遊林), 곧 신령한 산으로 숭앙을 받

았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왕 12년에 낭산에 누각처럼 보이

는 큰 구름이 일어났는데, 사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

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의 신령이 내려와서 노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

한 왕은 낭산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못하게 했

다. 선덕여왕의 능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들이 천 년 전의 그 나무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나, 마을 뒷산 소나무답지 않게 이 세상 나무 같지 않은 신

비하고 초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낭산 기슭에는 진평왕릉, 선덕여왕릉 그리고 문무왕의 

화장터로 알려진 능지탑지 등 신라 왕의 무덤이 많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는 왕실의 복을 빌기 위해 세워졌던 절터도 여럿이다. 사천왕사, 망덕사, 

황복사, 중생사 등이 있는데, 사천왕사터와 망덕사터, 황복사터와 진평왕

릉 그리고 선덕여왕릉과 신문왕릉은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왕의 무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고 소박했다. 물론 왕의 

무덤이니 평민들이 묻힌 자리와는 규모가 다르기는 하다. 그 무렵 세상을 

떠난 평민들, 그중에서도 여염집 여인네는 무덤은커녕 평생 이름 석 자 제

대로 지니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능의 아랫부분

은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이 받치고, 후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석

이 놓여 있었다. 상석 위에는 누군가가 사탕 두 개를 두고 간 것이 눈에 띄

었다. 

빨강색과 파랑색 사탕. 봄나들이 나왔던 젊은 연인들이 선덕여왕에게 

불안한 사랑의 미래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던 게 아닐까. 진평왕의 딸 덕

만공주가 선덕여왕으로 등극한 것은 신라가 철저한 신분사회였고 무엇보

다도 진평왕의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분사회라고는 하지

만, 아직 유교적 가부장제가 유입되기 전이었던 터라, 반드시 맏아들이 왕

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진평왕에게 아들이 있

었다면 덕만공주가 왕이 될 리 없었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그녀가 맏딸은 

아니다. 진평왕은 덕만에게 후사를 얻게 하기 위해 용춘, 용수라는 형제와 

세 번에 걸쳐 차례로 혼인을 하게 했다. 더구나 용수는 덕만의 언니 천명의 

남편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나중에 문무왕이 되는 김춘

추다. 신라 왕실의 근친혼을 포함한 복잡한 혼인 풍습은 아직 유교의 영향

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자들에게 재혼, 삼혼을 허용할 정도로 여성의 위치가 남자에게 종

속적이지 않았던 것도 그런 연유였을 것이고. 그렇다고는 해도, 왕의 커다

란 책무 가운데 하나인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 여성인 왕은 아무래도 불

리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선덕여왕의 여성적인 힘인 맑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품성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당나라 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음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았다든가, 겨울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백제

의 군사가 숨어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지도자로서

의 정치적 위엄이나 힘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나 샤먼

에게 어울리는 능력이다. 백제나 고구려의 침략에 시달리던 때, 호국을 기

원하기 위해 분황사를 짓고 석탑을 쌓았다는 업적도 제정 분리가 이루어지

기 이전의 일이라 가능했던 것 같다. 여왕 스스로도 종교적 심성이 강했으

므로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을 것이다. 어쩌면 이모이자 

아버지의 부인이기도 했던 선덕여왕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문무왕이 사천

왕사를 세웠는지도 모르는 일.     

여왕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을 보면서 과연 여왕은 도리

천에 갔을지 궁금했다. 여왕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는 행복했을까? 죽은 뒤

에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오고가며 그녀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 어쨌든 나무들은 그런 일

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려가는 길에 매화나무 옆에 서서 이제 

막 벙글어진 하얀 꽃봉오리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모하는 여왕을 기다리

다가 잠들어버린 지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뜬 지귀가 가슴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았듯이, 나는 봄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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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번지 

경주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 들판으로 나왔다. 차가 지나갈 수 없을 것만 같

은 좁고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마을 한복판을 지나 천변을 따라 한참 들어

갔다. 설마 이런 곳에 왕릉이 있을까, 길을 잘못 든 것일까 의심이 들기 시

작할 무렵, 진덕여왕릉의 표지판이 나타났다. 사람 그림자도 구경 못했던 

선덕여왕릉과 달리, 마을 저수지가 올려다보이는 주차장 입구에서 동네 아

주머니처럼 보이는 세 사람을 만났다. 아주머니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여기가 진덕

여왕릉이 맞나요?” 짐짓 말을 걸자, 저쪽으로 올라가라며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었다.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번지. 여기가 정말로 진덕여왕의 능일까? 

소나무 숲 사이의 완만한 오솔길을 걷다보니, 어느새 왕릉에 이르렀다. 다

시 선덕여왕릉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 만큼 분위기가 흡사했

다. 능의 형태는 조금 달랐다. 자연석이 아닌 판석으로 보호석을 돌려쌓고, 

판석과 판석 사이에 방향을 맞춰 12지신상을 새겨넣었다. 사실은 이러한 

12지신상이 신라 하대의 가장 늦은 양식이라는 점에서 진덕여왕의 능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을 “사량

부(沙梁部)에 장사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량부라는 곳은 이 무덤이 위

치한 곳과 정반대인 경주시의 서남쪽 일대로 짐작된다고 한다. 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들은 이곳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고 있을까? 이곳의 

나무들은 유독 무심해 보였다. 그들에게는 여기가 누구의 무덤인들 별로 

상관없을 것이다.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이며 이름이 승만이었던 여인이 왕

이 되어 신라를 다스렸는지, 혹은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도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신라의 여왕은 스스로 강력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다른 

귀족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서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다. 진덕여왕의 경우는 선덕여왕보다도 실질적인 통치권을 거

의 행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들은 김춘추가 왕위에 올라 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한 것이었나. 

경주 사람들은 흔히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고 한다. 경주에는 아름다운 문화재와 유물이 많고, 그것들 모두 일상과 멀

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묻는 말들일 것이다. 불국사도, 첨성대도, 

안압지도, 모두 한번쯤 시간을 내서 둘러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사라진 누군가에 대해, 한때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영욕을 누

렸을 사람에 대해 슬픔 없이 한가롭게, 원한다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

회를 주는 왕릉은 아름답고 소중하다.        

진덕여왕릉이다. 봉분 아래 12지신상에 할미꽃이 헌화 공양하듯 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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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글. 이지누

그림 위의 산책

박대성(71) 화백이 8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기증하여 만들어진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공원 안 〈솔거미술관〉에서 그를 만났다. 짐짓 모른 체하며 미술

관 안을 거닐고 있는 화백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려니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자

신이 그린 그림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진득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림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금강설경〉은 물

론 노송(老松)이 거침없이 치솟은 〈솔거의 노래〉 앞에서도 그랬다. 어디를 가

려는 것일까. 자리에 앉자마자 그것부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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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설경(솔거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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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고 싶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살아오면서 줄곧 본디의 자신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큰 물음이었고, 그것은 아직 자신이 답을 구하지 못

한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대

개 자신의 눈이나 마음 앞에 망사를 걸치고 있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망

사의 두께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어서 누구에게는 세상이 훤히 보이는가 하

면 또 다른 누구는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그 망사

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슬처럼 투명에 가까워 모두 직관(直觀)이라는 것

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직관은 현실에 가려지고 실

제의 나는 허상으로 치장이 되어 점점 불투명의 존재가 되고 만다. 

노 화백은 과거의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직관으

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태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덧씌워진 허상을 걷어내고 다시 투명하고 맑은 정신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아름다움이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한국인임을 다시 깨닫고, 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

는 곳이 금수강산임을 퍼뜩 깨우치고 싶단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있으

려니 누구보다 한국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온 그가 너무 겸손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것이 아니면 마치 선사들이 깨달음을 이루

고 난 후 보림(保任)을 하듯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하려는 것인

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가 덧붙이길, 우리에게는 서양의 문화들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했다. 그것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도 갖

추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들어 온 그들에게 흙냄새를 빼앗기고 대신 시멘트 

냄새를 얻었다는 것이다. 손님이 주인을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격인

데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모두 그것

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때문일까, 앞으로 좀 더 진한 흙냄새가 나는 작품을 그릴 수 있

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작업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앞에 말한 직관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망사의 허물을 벗는 길이며, 인간성

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이란 어떤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집합

이며 더구나 먹을 사용하는 그림은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먹 또한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기 때문이다. 컬러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색이지만 검

은 빛을 띤 먹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색이다. 그렇기에 좋은 그림이란 화

폭 속에 정신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극히 한국적이며, 한국을 사랑하는 노 화백과의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다. 곧 이어질, 화업 50주년 기념전시 때문이었다. 올해는 그가 본격적

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여서 잠시도 짬을 내기가 어

려운 상황이었다. 어쨌든 그가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가 말했듯 직관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보고 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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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야기(감은사지), (솔거미술관 소장)

그는 먹빛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의 집합이며, 태초의 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먹빛은 동양 정신의 통로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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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이야기(쌍봉총), (솔거미술관 소장)

서양 종이를 자를 때는 칼을 써야 하지만 

우리 종이를 자를 때는 물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서양종이는 사지(死紙)이고 우리 종이는 

생지(生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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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솔거미술관 소장)솔거의 노래(솔거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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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은 그와 밤을 새우며 막걸리를 마셨고, 

경주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날은 자동차 타기를 

마다하고 포석정 언저리부터 삼릉의 집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기도 했다. 또 다른 어느 봄날,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노라니 낡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어디를 다녀오시냐고 물으니 “아! 저 산에 풀 뜯으러 

댕기오는 길이라, 내가 하얀 꽃을 좋아하는데 집에 

하얀 민들레가 없더라꼬, 그래 저 산기슭에 가서 흰 민들레 

몇 뿌리 캤어, 토종이라, 키 나지막한 거 그거” 그러고 보니 

마당의 함박꽃도 흰색이고, 뒤란의 모란도 흰색뿐이었다. 

시종일관 검은색의 아름다움에 대해 차분하게 말하던 

그는 유난히 흰색 꽃을 좋아한다. 

그렇게 자연이 베푸는 흰색과 마주하며 자신이 그리는 

그림 속 검은색의 깊이를 가늠하는 것일까. 얼마 전 그렸다는 

그림 속을 서성이던 그는 다시 그림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가 갈 곳, 그의 작품이 아무리 크다 해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광활한 자연이지 싶다. 그곳에서 숨을 고르다 

돌아오면 거대한 화판 위에 흰색 종이가 붙여지고, 

붓이 몇 차례 지나다니고 나면 먹은 스스로 

깊이를 가지며 빛나고 흰색은 검은 먹빛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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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시에 가면 신약사사(新藥師寺)와 이웃하여 〈이리에 타이키치(入江

泰吉)기념 나라시 사진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다. 나라시에 살았던 이리에 

타이키치(1905~1992)의 업적을 기리려 만든 미술관이다. 그는 20세가 되던 

1925년 오사카의 우에노(上田)사진기점의 점원으로 처음 사진과 인연을 맺

었다. 그러던 중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3월 13일 오사카 

공습으로 집을 잃고 고향인 나라시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어수

선한 분위기였던 그해 11월 하순, 동대사(東大寺) 법화당(法華堂)의 사천왕

상이 전쟁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사찰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이 일본의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다음부터 그는 나라시의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우연히 소꿉친구인 가미츠카사 카이운(上司海雲)을 만났는

데 그는 동대사 관음원의 주지였다. 그에게 소설가인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를 비롯하여 시인이나 평론가 혹은 판화가나 화가와 같은 문화계 인사들을 

소개 받아 더욱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때부터 그는 운명을 달리할 때까

지 동대사 아래 작은 집에서 머물며 다이와로(大和路)를 중심으로 나라시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그의 사진은 위에 말

한 미술관에 가면 항상 볼 수 있으며, 그는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나라시의 사찰이나 문화재는 물론 허튼 골목길이

나 그 골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런 그의 열정 덕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나라시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열정을 지닌 사람

들이 아직 없는 것일까. 글과 그림으로 경주의 모습을 남기려 애를 썼던 윤

경렬(1916~1999) 선생의 흉상이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한쪽 모서리에 있

다는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이제 와서 그가 살았던 고택을 고쳐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어쨌든 그동안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록을 

게을리했다. 그렇지만 요즈음 들어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특히 경주와 

같은 곳은 기록할 것이 넘쳐난다. 그런 일은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하

는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말은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두 사람의 

사진가가 사람들을 모아 『삼국유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장소들을 기

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첫걸음을 뗀 이들은 사진

학과 교수로 퇴임한 변명환 그리고 변명환과 학교 동문이면서 사진가로 활

동하는 백종하이다. 아직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하지만 곧 큰 강물이 될 것

이라 기대한다. 기록이란 본래 더딘 일이고, 급한 일이 아니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길 바라며 그들이 이미 촬영해둔 

왕릉 사진 몇 장을 게재한다.   

사람 

글. 이지누, 사진. 변명환, 백종하

경주를 
기록하다 

변명환과 백종하는 경주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는 

그들을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경주에도 아름다운 

사진들로 가득한 전시장 

하나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경주와 유사한 

역사 도시인 일본의 나라시에 

갈 때마다 들르게 되는

〈이리에 타이키치(入江泰吉)

기념 나라시 사진미술관〉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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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왕릉 신문왕릉

©
변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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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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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왕릉 법흥왕릉

©
변

명
환

©
변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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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릉

태초의 아주 미세한 작은 울렁거림으로부터 시작된 시간. 시작부터 한 번의 단절도 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

간. 그 연속선상에서는 살아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는 그 무엇도 비켜가지 못한다. 그 연결선상에서 경주에 

또다시 봄이 왔다. 봄이 다가올수록 산 빛과 들 빛이 달라지듯 오랜만에 나가본 문무대왕릉의 바다 빛도 밤새

도록 촬영을 하던 정월 대보름과는 사뭇 달라졌다. __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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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

경주의 왕릉은 대개 이천 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머금고 있다. 밝은 빛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혁거세로부

터 경주에 묻히지 못하고 경기도 연천 임진강가에 묻힌 56대 경순왕까지 말이다. 왕릉에 갈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한다.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들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전해주는 것이다. 터무니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까닭은 그렇게 해야 사진에 내용이 담기기 때문이다. __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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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릉

기원전 69년 3월 1일, 신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나정에서 박혁거세가 알에서 탄생하고, 알영정에서 알영부

인이 태어나는 등 기이한 일이 생기며 신라가 세워질 그때에도 버드나무에 한창 물이 오르고, 생강나무와 개

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붉은 진달래가 만발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안개처럼 내리는 봄비

에 진달래의 붉은빛이 더 붉어 보이는 날. 굳이 오릉을 찾게 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삼월 초하루이기 때문

이다. __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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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이울어진 봄

봄, 떠나가다

글과 사진. 변명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진득하게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다. 서둘러 논갈이를 해놓은 

논둑을 걸을 때면 짙은 흙냄새가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렸고, 두어 차례 내린 봄비가 그치자 꽃망울들이 앞

다투어 경주를 환하게 밝혔다. 황룡사지 빈터에도 꽃다지와 민들레 그리고 제비꽃들이 헌화 공양 중이었으

니 경주의 그 어디인들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나 며칠 뒤 길에 나섰더니 어느덧 꽃잎이 비가 되어 흩어진다. 

정녕, 봄이 이울어가는 것이었다. 화무십일홍이라, 잠시 고개 돌렸을 뿐인데 봄은 떠나가고 있었다. 봄, 그는 

속절없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우며 행복을 주는 존재다. 

황룡사 서편 절터, 멀리 선도산이 구름에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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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지



171
170

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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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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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퀴 

글과 사진. 백종하, 라이더 배중선

꽃이 피었다. 남산 깊은 곳에는 

진달래가 점점이 박혀 있고, 산기슭에는 

하얀 벚꽃이 무리지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왕릉으로 가는 길에도 

꽃이 피었을까. 문득 경주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다. 서로 자전거를 

가지고 만나기로 말이다. 

그러고는 성덕왕릉–효소왕릉–효공왕릉–

신문왕릉–선덕여왕릉–진평왕릉으로 

이어지는 길로 봄맞이를 떠났다. 

자전거를 싣고 성덕왕릉으로 

가는 길, 꽃이 가득했다.

두 바퀴로 
찾아간 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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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배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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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왕릉에 다다르자 봄기운에 에워싸인 

능 주변 곳곳에서 산벚꽃이 반겼다. 

진달래는 벌써 이울어 바닥을 붉게 물들여

놓았으니 그 또한 아름답다. 성덕왕릉과 지척인 

효소왕릉까지 에둘러보고 길 위로 나섰다. 

지인은 반바지에 반팔 차림이었다. 

이제 겨우 꽃이 피는 봄이건만 그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봄이 무르익어서였다. 

성덕왕릉에서 효공왕릉까지는 인도를 

달려야 하지만, 그 길 또한 꽃길이었다. 

성덕왕릉 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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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공왕릉은 드물게 대나무 숲이 능을 

에워싸고 있다. 넓은 터, 대나무 숲 곁에 

잠시 누워 있노라면 댓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허공에서 꽃잎 떨어지듯 들려온다. 

해거름이면 대숲 너머로 물들어가는 노을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신문왕릉도 마찬가지다. 

내처 다다른 신문왕릉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능을 향하여 읍을 하고 서 있는 기이한 장면이 

펼쳐진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여전한 

나무 곁으로 벚꽃잎 몇 장이 흩날렸다. 

효공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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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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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을 거쳐 다다른 곳은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릉이다. 

여느 능들은 대개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지만, 진평왕릉은 그렇지 않다. 

투박한 고목들이 능 주위에 박혀 있으며, 

다른 능들과는 달리 평지에 자리 잡았다. 

그 때문에 고목에 기대어 바라보면 

멀리 황복사지 3층석탑이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진평왕릉 

일대는 가볍게 라이딩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진평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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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쿠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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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는 한국.중국.일본의 꽃놀이 문화

글. 윤민용(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KF 글로벌 뮤지엄 인턴)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꽃이다. 한・중・일 삼국도 서로 앞다투어 꽃맞이를 한다. 

한국은 진달래와 살구꽃이나 복숭아꽃이고, 중국은 단연 꽃의 왕이라 불리는 모란이며, 마지

막으로 일본은 벚꽃이다. 이 삼국 중 우리나라의 꽃맞이는 진달래가 활짝 핀 골짜기로 화전놀

이를 떠나는 것이었다. 대개 여인들이 화전놀이에 참가했지만 지방에 따라 남자들도 산상의 

진달래밭으로 놀이를 떠나기도 했다. 그때 만들어 먹은 음식이 전병의 일종인 화전(花煎)이다. 

그래서 봄날이면 떠나는 놀이를 진달래 꽃잎을 올린 하얀 전을 먹으며 논다고 해서 화전놀이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사대부들은 삼월삼짇날을 답청일로 삼고 푸르러진 들판에 나가서 산

책을 하며 즐기기도 했다. 

일본은 벚꽃이 피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서민들은 물론 귀족들까지도 꽃놀이에 나섰다. 그 

러한 꽃놀이를 하나미(花見, はなみ)라고 불렀고, 하나미가 완전체로 갖춰지려면 몇 가지 요소 

가 필요했다. 일본의 저명한 조경학자이자 문화연구가인 시라하타 요지부로(白畑洋三郎)에 따르 

면 하나미를 완성시키는 세 가지 요소는 벚꽃 군락과 음식 그리고 수많은 행락객이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봄이 되면 매화를 필두로 하여 복숭아꽃 그리고 모란으로 이어 

지는 꽃들을 감상하였지만 대개는 귀족 중심이었다. 또 그들에게는 완상(玩賞)의 요소가 강했 

으며, 무리지어 즐기기는 매한가지였다. 장안에 모란꽃이 필 무렵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

끓어 흙먼지가 사람은 물론 꽃까지 뒤덮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꽃놀이 문화는 일본이 가장 발달하여, 그림으로도 많이 남겼다. 이는 하나미를 즐기는 

신분이 서민으로부터 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여태 우리나라에서 화

전놀이를 즐기는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은 그러한 놀이를 즐기는 신분의 속성 때문이지 싶다. 이

와 같은 한・중・일 삼국의 봄맞이 꽃놀이 문화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동아시아의 
회화 속에 나타난 
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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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Flowers and Amusement 
depicted in the East Asian Paintings

Traditionally, enjoyment of welcoming spring was expressed in poetry and in 
music, as well as in painting. However, a way of expressing it in a painting is 
different in the case of Korea, China, and Japan.

In Japan, the tradition of hanami (Cherry blossom viewing) has long history from 
the ancient Heian period. However, dissemination of hanami into the public 
took place in the early Edo period. The two Cherry blossom viewing painting 
screens collected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depict a custom that is 
prevalent across social classes and illustrate beautiful scenery of famous and 
sacred site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ased on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zation, people of Edo period maintained economic prosperity and had 
time for leisure. These cherry blossom viewing paintings described not only 
merrymakers but also all kinds of laborers for a pleasant spring feast such as a 
tea-maker, a chef, porters, street vendors, actors and etc. The Cherry-Blossom and 
Maple leaf viewing screen represents seasonal merrymaking activities of spring 
and fall. Especially, in the right screen of cherry blossom, there is a clear contrast 
between women on activities and clothes.  Courtesan and her Attendant under a 
Cherry Tree depicts a custom of flower viewing picnic done by courtes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It is hard to find a depiction of the public enjoying spring flowers in Chinese 
paintings. Instead, spring is depicted together with a cityscape. Spring Festival 
on the River and The Qianlong Emperor's Southern Inspection Tour, Scroll Six, 
describe the flower blooming and willow growing season with a prosperous 
cityscape.

In the case of Korea, paintings depicting merrymakers or flower viewers 
are found in some genre paintings of late 18th century. However, it is hard to 
find similar examples in the Japanese style of amusement-painting or an epic-
scale handscroll of cityscape of Chinese painting. However, A Pictorial Map 
of Jeonju is an exceptional map showing a season. Originally a map should 
have to represent objective geographical information. This pictorial map has a 
well-depicted painting quality and is full of spring flowers with geographical 
information. Moreover, this map emphasizes some historic sites related with 
Joseon dynasty and an event similar to a flower viewing of a governor of the city.  

Yoon, Min Yong 
Ph.D. Candidat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F Global Museum Inter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東アジアで描かれた春花と遊楽

東アジアでは古くから春の訪れを詩歌や書画を通じて祝って来た。しかし

絵画の場合、日本、中国、韓国の間でその表現の仕方が異なっている。

日本の花見は平安時代以来の伝統的な行事ではあるものの、庶民の生活

にまで広く浸透したのは江戸時代初期のことであった。メトロポリタン

美術館が所蔵している2点の花見図屛風は17世紀初期の作品であるが、
様々な身分の人々が桜名所で花見を愉しむ姿をよく描いている。政治も

社会も比較的安定していた江戸時代に、人々は余暇の時間を持つ経済的

余裕が出来たのである。これらの花見図にはただ遊楽に耽る人のみなら

ず、茶立てする人, 仕出しする板前、立売、歌舞伎役者など、花見行事をと

りまく様々な職業の姿が見られる。春と秋の遊楽の様子を描いた『花見・

紅葉狩図屏風』の、とりわけ右隻の桜木の下の女性たちに目を向けると、
その身分の違いが衣服や仕草を通し描き分け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また『桜下遊女と禿』からは、19世紀頃の遊女たちの桜見物の様子がうか

がえる。

中国の絵画においては、花を愛でる人々はモチーフとして殆ど表れない

代わりに、春は都城の風景を中心として映し出されている。清時代に制

作された『乾隆南巡図』第６巻と「清明上河図」の中では、花が咲き柳が芽

吹く季節が栄える都市の姿とともに描写されている。
一方韓国では、18世紀末の一部の風俗画に花見をする人々の姿を見つけ

ることが出来るものの、日本の遊楽図や、大きな巻子本に描かれた中国
の都城の風景に近い作例は見つけられない。しかし、ソウル大学校奎章

閣の所蔵する18世紀の『全州地図』は、地図の中に季節が映し出されてい

る珍しい作品である。地図は本来、その土地の情報を客観的に指し示す

為のものであるが、この作品は地図のなかに春の花々を丁寧に描きこん

だ絵地図である。しかもこの絵地図は朝鮮王朝に関わる重要な場所を花

で埋め尽くしており、高級官僚がめでたあろう花見の様子を思い起こさ

せる。

尹玟容 

韓国学中央大学院  韓国学大學院 博士過程

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　KFグローバル　ミュウジアム　インターン

飜譯: 堀田結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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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의 꽃놀이가 묘사된 일본의 봄 

먼저 봄꽃 하면 화려한 벚꽃과 일본의 하나미 문화가 떠오른다. 일본 고대 

헤이안시대에 황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미는 이후 무사 계급으

로 퍼졌고, 에도시대에 이르러서는 계층을 막론하고 대중화되었다. 특히 

17세기 초 교토에서 도쿄로 정치의 중심지를 옮긴 위정자들이 도쿄 근교에 

대규모 벚꽃 군락지를 조성하여 서민들까지 벚꽃놀이를 즐기도록 장려하

면서, 하나미는 대표적인 일본의 봄철 시절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풍속화

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하나미 유락도(遊樂圖) 계열의 회화에는 벚꽃 명소

를 배경으로 다양한 군중의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이츠쿠시마 및 요시노 산의 

하나미 병풍(厳島吉野花見図屏風)〉 역시 이름난 벚꽃 명소를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은 2좌 1쌍으로 구성되었는데, 위 병풍은 일본 중부 나라현 인근의 

요시노 산(吉野山)을, 다음 페이지의 병풍은 히로시마현 세토내해에 자리한 

섬 미야지마의 이츠쿠시마 신사(嚴島神社)를 중심으로 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요시노 산은 불교와 도교의 성지로, 8세기 후반 간행된 『만엽집(萬葉

集)』에 이곳의 벚꽃을 노래한 와카가 수록될 정도로 고대부터 잘 알려진 벚

꽃 명소다. 오른쪽 병풍을 살펴보면 화면 전체에 걸쳐 꽃문양의 금색 구름

厳島吉野花見図屏風 Cherry Blossom Viewing at Itsukushima and Yoshino(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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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치되었고, 산등성이와 계곡 곳곳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다. 화면은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되는데, 맨 오른쪽 제1폭의 요시노 강을 가로지르

는 무지개다리에서 시작해 제5폭과 제6폭의 요시미즈 신사(吉水神社)와 가

츠테 신사(勝手神社)로 이어지는 길을 가득 메운 참배객들의 행렬과 곳곳에

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락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제2폭에는 우리나라의 강

강술래를 떠올리게 하는 후류오도리(風流踊り)라는 춤이 눈길을 끈다. 

후류오도리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젊은 남성들 사이에 크게 

유행한 춤으로, 화려한 주홍색의 옷을 입은 남성들이 큰 원을 그리며 북소

리에 맞춰서 손에 쥔 막대기를 마주치며 추던 춤이다. 여인과 아이들을 비

롯해 다양한 인물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 눈과 귀를 사

로잡는 굉장한 볼거리였던 듯하다. 제4~6폭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선 

길가를 따라 신사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한편에는 차일을 치고 봄날

의 정취를 즐기는 사무라이들의 연회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위 병풍은 이츠쿠시마 신사의 벚꽃과 성지 참배객을 묘사하고 있다. 

이츠쿠시마 신사가 자리한 미야지마는 고대부터 ‘신의 섬’으로 불릴 정도

로 신성시되던 곳이다. 신도의 입구를 알리며 신비롭게 물 위에 떠 있는 붉

은색 도리, 이곳에 닿기 위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순례객, 제5~6폭의 해변

에서 바다에 몸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순례객의 모습은 이츠쿠시

마 신사가 신성한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츠쿠시마 신사 내부

의 건축물과 일대의 지형을 부감시(俯瞰視)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특

厳島吉野花見図屏風 Cherry Blossom Viewing at Itsukushima and Yoshino(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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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제4폭 하단에 보이는 단독 건물이 강조되어 묘사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 당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1587년 

지은 경당 센조가쿠(千畳閣)다. 제3폭에는 이츠쿠시마 신사 앞바다에 전통 

일본극인 ‘노’ 상연을 위해 지은 대형 무대를 상세히 묘사했는데, 공연 및 

이를 관람하는 청중은 유락도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중 하나다.    

대개 하나미를 묘사한 병풍은 2좌의 병풍에 걸쳐 파노라마 시점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이 병풍은 산과 바다라는 극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학자들은 1594년 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신들을 이끌고 

요시노 산에서 하나미를 가진 점, 또 1587년 그가 주문하여 지은 센조가쿠

가 묘사된 점으로 미루어, 이 병풍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련되어 있다

고 본다. 

〈히가시야마 유락도 병풍(東山遊楽図屏風)〉은 더 전통적인 하나미 유락

도의 구성을 따른다. 벚꽃 명소로 이름이 높은 교토 히가시야마 일대의 봄

날 풍경을 1쌍의 병풍에 묘사했다. 교토 남동쪽에 위치한 기요미즈데라(淸

水寺)부터 야사카 신사(八坂神社)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걷는 다양한 인물들과 

풍속이 묘사되었다. 화면 전체에 걸쳐서 상서로운 칠보 문양의 금색 구름

이 펼쳐지고, 소나무와 대나무 군락지 사이사이로 만개한 벚꽃이 어우러

져 있다. 먼저 위 병풍의 제2~3폭 상단에는 기요미즈데라 일대의 부속 건

물이 묘사되었다. 오늘날에도 교토 일대를 굽어보는 전망 덕에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기요미즈의 무대’로 불리는 본당을 비롯해 3층목탑과 세 개

의 물줄기가 연못으로 떨어지는 오토와 폭포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풍

속 장면도 상세하다. 

제1~2폭의 하단에는 숲 한가운데 벚꽃나무 아래 벌어지는 사무라이

들의 연회가 보인다. 분재가 놓인 탁자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색색의 

깔자리 위에 앉아 부채를 쥔 인물의 공연을 보고 있다. 그런데 주변의 다양

한 기물들이 눈길을 끈다. 분재가 놓인 탁자의 모양이 범상치 않다. 스하마

다이(州浜台)로 불리는 이 탁자는 병풍 전체에 걸쳐 세 차례나 등장하는데, 

사무라이들의 연회 중앙에 설치되었다. 

東山遊楽図屏風 Amusements at Higashiyama in Kyoto(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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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형태는 해변 모래 위로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으로

서, 이는 일본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자 도자기, 칠기 등에 시문되는 

문양이기도 하다. 또 칠기로 만든 찬합과 주석으로 만든 술병으로 구성된 

이동식 칠기 도시락 세트 등도 꼼꼼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도시락 용구는 실제 일본 및 구미의 박물관 일본 미술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 또

한 하나미를 즐기는 인물들뿐 아니라 노동하는 인물들의 모습도 함께 보이

는 것이 흥미롭다. 

연회 너머 차일 뒤편에서 생선회를 준비하는 요리사를 비롯해, 흰색

의 스하마다이를 나르는 짐꾼, 멜대에 다구를 지고 다니며 말차(末茶)를 만

들어 파는 행상, 음식을 파는 행상 등이 보인다. 또 머리부터 내려오는 장

옷을 입고 신사로 향하는 부녀자들과 허리에 칼을 차고 움직이는 사무라이

들, 가마꾼, 승려와 시중을 드는 시동, 짐꾼, 부채를 쥐고 누가 더 멀리 던

지나 내기하는 소년들,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는 손님, 붉은색 앞치마를 허

리에 묶고 호객 행위를 하는 찻집 여종업원 등 다양한 인물 군상이 묘사되

어 있다. 그림의 양념처럼 길가에는 점쟁이와 경전을 베끼는 사경승, 경전

을 암송하는 승려, 맹인과 이를 보고 짖는 개 등 다양한 풍속 장면이 삽입

되었다. 이러한 하나미 병풍은 모두 에도시대 초기, 즉 17세기 초에 제작되

었다. 전국의 다이묘가 세력을 다투던 혼란기 센고쿠(戰國)시대가 끝나고, 

모처럼 찾아온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경제의 발달과 번영을 가져왔고, 그 

결과 사회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기는 하나미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는 하나미 유락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일본 회화에는 유난히 계절감이 짙게 배어난 작품들이 많다. 

앞서 살펴본 하나미 유락도 병풍들이 1쌍의 병풍에, 한 지역 혹은 2개의 지

역에서 벌어진 봄철의 풍속을 묘사했다면, <벚꽃놀이와 단풍놀이>는 각각의 

병풍에 봄철과 가을철의 행락 풍속을 함께 담아냈다. 특히 벚꽃놀이를 묘

사한 다음 페이지의 병풍은 에도시대의 인물과 고대 헤이안시대의 인물이 

공존하고 있어 이채롭다. 

東山遊楽図屏風 Amusements at Higashiyama in Kyoto(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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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병풍 제1~4폭에 보이는 여인들의 복색을 살펴보면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장옷을 써서 머리를 가리거나 붉은색 치마에 화려한 문양으로 장

식한 12겹 기모노를 입고 있는데 이는 헤이안시대 귀족 계급 여성들의 복

식이다. 바퀴가 달린 가마를 타고온 이들은 벚꽃나무 아래 모여 붓과 먹, 

종이를 준비하여 시문을 짓고 있는 반면, 제5~6폭에는 맨발에, 팔다리가 

훤히 보이는 짧은 기모노를 입은 에도시대 서민들이 나물을 캐고 있는 장

면이 묘사되어 대비를 이룬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계급에 속

한 여인들의 봄철 풍속을 이처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는 풍속화는 찾

아보기 힘들다. 

그런가 하면 우키요에 화가로 더 잘 알려진 우타카와 도요하루(歌川 豊

春, 1735–1814)의 <벚꽃나무 아래 유녀와 시녀>는 벚꽃나무 아래 서 있는 고

급 유녀(遊女)와 시중을 드는 여자 아이, 카무로(禿)를 묘사하였다. 만개한 

벚꽃을 장식적인 문양처럼 묘사하고 유녀와 카무로가 입은 화려한 공작 깃

털 문양의 겉옷과 기하학적 문양의 속옷 등 복잡한 기모노와 머리 장식을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19세기 에도의 요시와라 유곽에서는 벚꽃 철이 돌아오면 중심가에 

벚꽃을 옮겨 심어놓고 이를 즐기거나, 유녀들이 하루 동안 인근의 우에노

나 아사쿠사의 센소지 등으로 소풍을 다녀오는 풍속이 있었다. 미인도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실은 이 그림은 유녀들에게마저 하나미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19세기 일본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림인 셈이다.

花見・紅葉狩図屏風 Cherry-Blossom and Maple-Leaf Viewing 중 화견 부분(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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桜下遊女と禿

Courtesan and her Attendant 
under a Cherry Tree(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회화식 지도에 기록된 조선의 봄  

이 땅의 사람들도 봄꽃놀이를 즐겼다. 오늘날에는 벚꽃이 봄꽃의 대명사처

럼 불리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한반도에 벚꽃은 드물었다. 대신 진달래와 

복숭아꽃, 자두꽃이 지천에 피어났다. 

조선시대 전기의 문인들이 노래한 한양 도성의 10가지 풍경 중 하나

가 바로 ‘목멱상화(木覓賞花)’, 즉 남산에서 하는 꽃구경이다. 한양에서 남산

과 더불어 봄 풍경으로 유명한 곳은 인왕산 일대, 지금의 서울 종로구 필운

동 자락이었다. 조선 후기 문인 박문수는 인왕산 일대에 “희고 붉은 자두

꽃, 복사꽃이 만 가지에 가득 피었네”라고 노래했고, 진경산수화가 정선(鄭

敾) 또한 〈필운대상춘(弼雲臺賞春)〉을 남긴 바 있다. 

이 그림은 인왕산 방향에서 남산을 굽어보는 시점으로 그려졌는데, 

분홍색 복숭아꽃과 연분홍 살구꽃,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도성 안을 가

득 채운 풍경을 바라보며 꽃놀이를 즐기는 풍류객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

다. 복사꽃 가득한 봄 풍경은 한양 외곽에서도 볼 수 있었다. 18세기에 제

작된 것으로 전하는 〈전주지도(全州地圖)〉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회화식 지

도로서는 이례적으로 계절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규장각이 소장하

고 있는 장방형의 이 지도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이자 호남 제일의 도시이며 

태조 이성계의 관향인 전주부 일대를 조감 시점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주부성 내의 시가지와 주요 건물을 꼼꼼히 묘사하고 읍성 밖의 주

요 시설물도 빠짐없이 묘사했다. 부성 내 중앙에 자리한 객사와 부사가 집

무를 보는 선화당 등 감영의 부속 건물과 담장을 꼼꼼히 그렸다. 성내 하단 

동남쪽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의 표현도 눈에 띈다. 어진을 

모신 진전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주변에는 키 큰 나무들이 군락을 이

루어 둘러싸고 있는 데다, 그 위로 수십 마리의 백로 떼를 그려넣어 경기전

이라는 공간의 권위와 상서로움을 강조했다. 또 성 남쪽 외곽에는 남천에 

자리한 정자인 한벽당과 오목대 등 지형지물을 꼼꼼하게 그려넣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화식 지도와 달리, 이 지도는 객관적인 지형 및 지

리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뛰어넘어 높은 회화 수준을 보여주며 봄날의 

정취를 멋지게 전달한다. 전주부성 안팎에 활짝 만개한 복숭아꽃을 비롯해 

붉은색과 흰색, 분홍색 안료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봄꽃을 화면 곳곳에 표

현했다. 더불어 오목대 주변에 여러 인물이 묘사된 점도 지도로서는 이례

적이다. 

흰색 천으로 차일을 치고 호피를 깐 가마와 일산, 시동과 여인이 동원

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전주부사 일행이 아니었을까 싶다. 특히 오목대

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국 전에 황산벌 일대에서 왜구를 격퇴시킨 뒤 

종친들과 연희를 즐겼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지대가 높아 전주 일대

의 전망을 굽어보기에도 안성맞춤이었으니, 역사적 장소에서 건국 시조의 

위업을 기리며 꽃놀이를 즐기기에 이보다 적당한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205
204

전주지도(보물 제1586호), (규장각 소장)

“수십 마리의 백로 떼를 그려넣어 

경기전이라는 공간의 권위와 상서로움을 강조했다. 

전주부성 안팎에 활짝 만개한 복사꽃을 비롯해 

붉은색과 흰색, 분홍색 안료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봄꽃을 화면 곳곳에 표현했다. 

더불어 오목대 주변에 여러 인물이 묘사된 점도 

지도로서는 이례적이다. 

흰색 천으로 차일을 치고 호피를 깐 가마와 일산, 

시동과 여인이 동원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전주부사 일행이 아니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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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시대 궁정회화의 정교하고 치밀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담

채가 가미되었으나 수묵을 주조로 하여 화사한 봄을 묘사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청명절을 맞은 변량의 활기차고 북적거리는 도시 풍경을 묘사한다. 

청명상하도 주제는 후대의 화가들과 감상자들을 매료시켰고 지속적

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명청대에 다수의 이모본이 제작되었는데, 장택단이 

그린 원본에 비해 좀 더 다양한 도상이 가미되고 채색이 화려한 것이 특징

이다. 특히 청대 궁중에서 제작된 청명상하도는 정교한 건축물 표현과 더

불어 화려한 봄의 정취가 넘쳐난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장한 〈청명상하도〉 역시 후대

에 제작된 이모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인 청록산수화법을 따른 

청록색의 산세(山勢) 표현과 더불어 연녹색으로 물이 오른 활엽수들이 화면 

성시와 함께 묘사된 중국의 봄 

다양한 사회계층의 꽃놀이와 그 풍속을 실경의 명승지와 함께 표현한 일본

의 유락도와 같은 구성은 중국의 회화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꽃을 감

상하는 인물은 고사인물화나 사녀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규모의 꽃놀

이를 즐기는 인파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싱그러운 봄날의 정취는 도시

를 중심으로 한 성시도 혹은 기록화 계통의 회화에 묘사되었다. 가장 잘 알

려진 예가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로 불리는 그림이다. 본디 ‘청명상하도’

는 12세기 초 북송시대의 화원화가 장택단(張擇端)이 청명절 무렵 북송의 

수도 변량(汴梁, 현 카이펑)의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권의 두루마리 그림이다. 

길이 5미터가 넘는 이 그림은 강을 따라 시점이 이동하는데, 변량 교외의 

농촌 풍경에서 시작하여 발달한 수도의 성시(城市) 풍경을 세밀히 묘사하여 

淸明上河圖 Spring Festival on the River 부분(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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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저택의 안뜰마다 연분홍 복숭아꽃이 만발했

다. 건물과 인물의 표현에 흰색과 청색, 붉은색이 가미되어 화사하고 산뜻

하다. 또 원본에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장면이 더해졌다. 두루마리의 초입

에는 혼례와 불상을 모신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온 여인들이, 성내에는 궁

궐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2층 전각과 정자가 딸린 정원 및 이곳에서 노니는 

궁중 여인들이 보인다. 성 밖에는 무과 시험을 치르는 장면, 가마를 탄 관

료의 조상묘 참배 행렬과 사슴 사냥 장면, 희대(戱臺)를 마련하고 연극을 공

연하는 장면, 회혼례 혹은 축수연을 치르는 노부부의 모습 등 여러 가지 풍

속 장면이 추가되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과 시가지, 시절 풍속을 그리는 전통

은 북송대에 시작되었지만, 봄꽃이 만발한 도시의 활기와 번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관행은 특히 청대 궁정에서 크게 유행했다. 특히 민생 시찰 및 민

심 안정을 위한 황제의 순행을 묘사한 기록화에서 이러한 봄철의 도시 풍

경이 묘사되었다. 청조의 강희제와 건륭제는 북경과 강남 지방을 잇는 경

항대운하(京杭大運河) 시찰을 목적으로 재위 기간 동안 각각 여섯 차례에 걸

쳐 강남 지방으로 순행을 다녔다. 남순은 수도 베이징(北京)을 출발하여 지

난(南), 태산(泰山)을 지나 양저우(楊洲),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항저우(杭

州), 샤오싱(紹興)까지 돌아본 뒤 다시 베이징으로 귀환하는 일정으로, 100

여 일이 넘게 소요됐다. 이들이 남긴 〈남순도〉에는 번영을 누리던 강남 일

대 도시의 번성한 모습과 활기찬 도시인의 일상이 세밀히 기록되어 있다.   

1751년 봄 이뤄진 건륭제의 첫 번째 강남 순행을 기록한 〈건륭남순도

(乾隆南巡圖)〉는 화가 서양(徐揚)이 주관화사(主菅畵師)로 임명되어 제작한 기

淸明上河圖 Spring Festival on the River 부분(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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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화다. 총 12권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제6권은 상업이 번성하고 도

시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쑤저우 일대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12권의 두

루마리 중에서도 가장 길어서 20미터에 달하는데, 새잎이 돋아난 나무와 

만발한 복숭아꽃을 시가지 사이사이에 그려넣어 그야말로 ‘강남의 봄’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그림은 대운하를 따라 쑤저우로 들어서는 황태후를 태

운 배로 시작하여, 쑤저우 성문 입구에 조성된 상업 지구와 발달한 성내의 

시가지까지를 정교한 서양 화법을 이용하여 묘사한다. 발달한 쑤저우의 시

가지와 황제의 행렬 묘사가 중심이지만, 동시에 비단과 곡물, 소금, 종이, 

그림 등을 파는 상점과 이발소, 만두 가게, 찻집 등 다양한 업종과 인물을 

묘사하여 18세기 당시 쑤저우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공교한 필치로 건축물과 인물을 표현하고 산뜻한 봄기운까지 담아낸 

이 그림은 건륭제의 남순이 이뤄진 지 19년 뒤인 1770년에야 완성되었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림에 들인 여러 화가들의 

수고와 공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乾隆南巡圖(第六卷:大運河至蘇州) 부분(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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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림에 가서 만든 꽃방망이

충북 진천에 사는 PKK라는 사람이 1927년 1월 27일 『동아일보』의 〈내 고

장의 풍속습관〉이라는 꼭지에 〈꽃다림〉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삽

화가 한 장 그려져 있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남정네들이 꽃다발 같

은 것을 들고 열을 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진달래와 복사꽃 
그리고 살구꽃

한국의 꽃놀이

글. 이지누(본지 편집장)

영취산

©
백

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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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놀이 또한 여인들의 놀이를 상징하는 말일 것이다. 

경북 영주의 순흥읍 일대에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살았다. 그 여

인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덴동이였다. 그 뜻은 불에 덴 아이라

는 뜻이고 그의 어미인 여인은 덴동어미로 불렸다. 그녀는 순흥읍 임이방

의 딸로 태어나 예천 읍내의 장이방 집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이 그네를 

뛰다 떨어져 죽는다. 이후 개가하여 아전 신분인 상주 읍내의 이승발의 후

처로 들어가지만, 시집이 빚을 많이 져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유랑하

던 부부는 경주에서 열심히 살아 많은 돈을 벌었으나 남편은 괴질로 죽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다 죽어 결국 빈털터리가 된다. 다시 울산의 옹기장

수 황도령을 만나 함께 살지만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남편을 잃고 만다. 

그 후 주위의 권유로 또다시 엿장수인 조첨지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들

도 낳아 잘살게 된다. 그러나 별신굿에 팔 엿을 고다가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들은 화상을 입고 만다. 아들의 이름이 덴동이가 된 것은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그녀가 나이 육십이 넘어 고향으로 돌아온 어느 봄날, 소백산 자락으

로 꽃놀이를 갔다. 젊은 아낙들과 함께 어울려 화전(花煎)도 지지고 노래도 

부르며 놀면서 지은 가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덴동어미화전가〉이다. 이날 

놀이에는 여인들만 있었고 남정네들은 없었다. 

복사꽃은 유약하고 살구꽃은 요염하네

어쩌면 이와 같은 화전놀이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기는 했을 테지만 서민 

신분을 지닌 이들의 전유물이었을 수도 있다. 여태 사대부들의 화전놀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삼월삼짇날이 되면 답청

(踏靑)에 나섰다. 

이는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고 거닌다는 뜻으로, 삼월삼짇날을 답청

일이라고 부르며 야외에 나가서 산책하며 노니는 것을 말한다. 비록 그림

은 남아 있지 않지만 서거정(1420~1488)과 같은 이들은 〈제랑답청도(諸郞踏

靑圖)에 제(題)하다〉라는 시를 짓기도 했는데 그중 한 수가 이렇다. 

복사꽃은 유약하고 살구꽃은 요염하여라   桃花癡小杏花憨
정히 청명시절 삼월삼짇날을 만났으니   政値淸明三月三

아마도 답청하며 행락하는 곳은           想得踏靑行樂處

종남산 동편 한성의 남쪽이겠지           終山東畔鳳城南

여기에서 말하는 복사꽃과 살구꽃 가득한 모습은 앞에서 본 〈전주지도〉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진달래와 복사꽃 그리고 살

구꽃 그늘에서 노닐었건만 요즈음 우리네 꽃놀이는 벚꽃놀이로 대변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라 하여도 지금부터 15~6년 전까

지의 일입니다. 그때에는 따뜻한 봄이 3~4월이 되면 화

창한 날을 받아서 모두 산으로 놀러를 갑니다. 아이들은 

글방을 중심으로 하여 아이들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부인은 부인들끼리 다 각각 그룹이 되어 나갑니다. 지금

은 의례히 두 사람만 모여도 회비를 거두지만 그때에 돈

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

로 떡하고 술도 하고 채소도 장만하여 여러 집 음식을 한

데 모아놓으면 제집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종류

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광대 같은 사람도 부르지만은 대개는 

사율(四律)을 짓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쾌한 날을 산 위에

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석양이 되면 다 각각 헤어져서 산

에 널려 있는 진달래를 꺾어가지고는 모두 ‘꽃방망이’를 

만들어 둘러메고는 열을 지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일 년

에 한 번밖에 없는 ‘꽃다림’이라는 것인데 근년에는 생활

이 모두 위축된 관계인지 이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이 글을 쓴 PKK라는 사람은 남자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신문에 칼럼을 쓰기 쉽지 않았던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그림에 나타난 

이들이 모두 남자들이기 때문이다. 또 필자는 화전놀이를 꽃다림(꽃달임)이

라는 순우리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아이들부터 부녀자들까지 남녀를 가리

지 않고 산으로 꽃맞이를 갔다고 한다. 음식은 추렴을 했을 뿐 화전을 부친

다는 이야기는 없다. 

근친길이 으뜸이요, 화전길이 버금이라

그런데 위에 말한 꽃다림과 경상도 지방의 그것은 서로 달랐던 모양이다. 

진천에서는 아이는 물론 청년과 부녀자들까지도 꽃다림에 나선다고 했지

만 경북 지방에 전해오는 속담 중 하나는 이렇다. ‘근친길이 으뜸이요, 화

전길이 버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친길은 친정에 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집온 아낙네가 부모님이 계시는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을 일컫는

다. 요즈음은 아주 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명절이라고 해

도 반보기라는 것이 있어서 시댁과 친정 중간쯤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

는 것만도 행운이었다. 

그러니 시집온 아낙네들에게 근친길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을 것이

다. 결국 이 속담은 여인들을 위한 나들이를 말하는 것이다. 근친길 그것이 

으뜸이고 화전놀이 가는 길이 버금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1927년 1월 27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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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의 꽃, 모란

고려와 조선을 가리지 않고 내로라하던 문인들은 화왕(花王)이라 일컫는 모

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시문들을 거침없이 남겼다. 조선 중기 문인이었

던 용재(慵齋) 성현(1439~1504)도 모란에 대한 시를 서너 수 지었는데 그중 

〈별실에 모란이 만개하다(別室牧丹盛開)〉라는 시의 앞이 이렇다. 

모란, 꽃 중의 꽃
중국의 꽃놀이

왕성공원(王城公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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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장안성에 천만 떨기 모란 심어       長安城中千萬叢

그 당시 봄바람에 곱게 만개하였었지        當時爛熳媚春風

침향정의 삼랑은 정사에 게을렀고            沈香亭上三郞慵
백치미의 양귀비는 모습이 꽃 같았네        太眞嬌癡貌亦同

누가 뿌리 나눠주어 해동에 두루 피고        誰分寸根遍海東

서쪽 당에 일념홍을 남겨두게 되었는가      留作西堂一捻紅

연분홍 꽃 햇빛 받아 화사하게 빛나고        嫩紅照日光昭融

섬돌 덮어 저절로 비단 병풍 되었구나        羃階自作錦幈幪

이 시에서 말하듯 모란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지금의 시안(西安)인 장안을 

뒤덮었던 꽃이다. 또 침향정은 장안의 궁중에 있던 정자 이름이고, 삼랑(三

郞)은 당 현종(唐玄宗)의 어릴 적 자(字)이다. 개원(開元) 연간에 현종이 침향

정에서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모란을 감상하다가 “명화(名花)를 감상하고 

귀비를 대하는 데에 어떻게 옛 악부가사(樂府歌辭)를 쓰겠느냐”라고 하며 

한림(翰林) 이백(李白)을 불러오게 하여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청평

조사(淸平調詞)〉 3장(章)을 지어올리게 했던 고사가 있는 정자이다. 

또 성현의 집 서쪽에 있는 당에 활짝 핀 일념홍(一捻紅)은 꽃잎 끝에 

붉은 점이 있는 모란의 한 종류이다. 현종 때 어떤 백성이 양귀비에게 모란

을 바쳤는데, 양귀비가 마침 화장을 하던 중에 우연히 한 손가락으로 꽃을 

살짝 눌러 연지 흔적이 남았다. 그런데 다음 해에 그 꽃을 심자 연지 흔적

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또 인용하지 않은 시의 뒷부분에는 요황(姚黃)과 위자(魏紫)라는 모란 

중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두 종류의 꽃도 나타난다. 요황은 노란색, 위

자는 자주색인데 낙양의 요씨(姚氏)와 위씨(魏氏) 집에 피었던 꽃이라 하여 

이름 붙은 것이다. 이처럼 모란은 그 모양도 다양하지만 현종과 양귀비의 

일화도 꽃송이만큼이나 풍성하다. 

꽃 중의 부귀한 꽃

어느 날, 시를 좋아하던 당 문종(唐文宗)이 모란을 읊은 시 중에 으뜸이 무

엇이냐고 신하에게 물었다. 그러자 신하들은 주저하지 않고 중서사인(中書

舍人) 이정봉(李正封)의 시 중에서 ‘천향은 밤이슬에 옷을 흠뻑 적시고, 국색

은 아침 술에 뺨이 불그레하네.(天香夜染衣 國色朝酣酒)’라는 구절을 추천했

다. 그때부터 국색 천향은 모란꽃의 뛰어난 빛깔과 향기를 말하는 것이 되

었다. 이처럼 모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문들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다.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나는 생각건대, 국화는 꽃 중

의 은자이고, 모란꽃은 꽃 중의 부귀한 자이고,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고 

여기노라.(予謂菊 花之隱逸者也 牡丹 花之富貴者也 蓮 花之君子者也)”고 하였고, 원

나라 때의 문인 이효광(李孝光)은 〈모란시(牡丹詩)〉에서 “부귀함과 풍류스러

움이 무리에 뛰어나서, 온갖 꽃들이 머리 숙여 방진에 절을 하네.(富貴風流

拔等倫 百花低首拜芳塵)”라고 하였다. 방진이란 향기로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떨어진 꽃잎을 뜻하기도 한다. 

한 포기 꽃이 중농 열 집의 세금 

이와 같은 모란이 장안에 가득 피는 삼월삼짇날 즈음이면 장안 시내에 다

니는 말이나 사람은 물론 모란조차도 먼지를 푹 뒤집어쓸 정도로 행락객들

이 붐볐다고 한다. 봄을 기다리는 행락객들은 삼월삼짇날이나 청명절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월 대보름만 지나면 벌써부터 마차를 타

고 교외로 나가 동산을 찾아 휘장을 치고 봄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 그때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한매(寒梅)들이 하나둘 필 때이다. 꽃나무 한 그루만 만

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 꽃을 즐겼다고 하며, 봄이 무르익어가는 

날이면 장안 시내의 원림(園林)에는 나무 수보다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서 

빈틈이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천보(天寶, 742~756) 연간에 양귀비의 6촌 오빠인 양국충(楊國忠, 

?~756)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호사스럽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꽃

이 필 무렵이면 누거재악(樓車載樂)이라는 수레를 만들었다고 한다. 비단으

로 장식한 큰 수레 위를 누대(樓臺)처럼 만들고 그 위에 수십 명의 악공을 

태워 자신의 일가붙이들이 꽃놀이를 나갈 때 사용했다고 하니 장안의 돈 

많은 귀족들과 부호들이 모두 따라 했다고 한다. 

모란이 필 때쯤 장안의 귀족들은 아름다운 모란을 사들이기 바빴다고 

한다. 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자신의 정원에 두고 감상하려 했기 때문이다. 

빨간색과 자주색 모란이 부를 상징하는 것도 그 까닭 중 하나였다. 대개 모

란이 피는 시기는 음력으로 3월 중순이다. 장안에는 그때마다 모란 경연대

회를 벌였고,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모란은 집 한 채 가격을 훌쩍 뛰

어넘었다고 전한다. 

시인 백거이는 그의 시 <진중(秦中)에서 읊다>에서 “한 포기 꽃이 중

농 열 집의 세금”이라고 표현했다. 농부들도 곡식을 사는 대신 모란에 투

자했다. 시인 노륜은 모란꽃이 “부잣집 자제를 미치게 하며 장안의 10만 

가구가 파산했다”고 말했다. 그런 모란꽃이 장안을 떠나 낙양(洛陽)으로 귀

양을 가게 된 까닭은 어느 겨울, 측천무후가 거나하게 술에 취하여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활짝 꽃을 피우라고 했다. 그러자 모든 꽃들이 앞다투어 꽃

을 피웠는데 모란만은 꽃을 피우지 않자 장안의 모란들을 낙양으로 귀양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스개일 뿐 측천무후가 수도를 장안에서 낙

양으로 옮길 당시 한 그루도 남기지 않고 모든 모란을 낙양으로 옮겼다고 

전하며, 지금 낙양의 모란은 천하제일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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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의 하나미 체험

조선 선조 당시인 1597년 9월 27일, 일본에 포로로 붙들려간 사대부가 

있었다. 그는 월봉(月峰) 정희득(1573~1640)으로 일본의 시코쿠(四國) 동

부에 속하는 도쿠시마(德島)라는 곳에서 3년 남짓 포로 생활을 했다. 그

는 당시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쓴 『해상록(海上錄)』이라는 책을 남겼

는데 1599년 3월 12일의 일기에 꽃놀이가 나온다.

벚꽃, 점을 치던 꽃
일본의 꽃놀이

히로사키 사쿠라 마쯔리(弘前さくらまつり)와 히로사키성(弘前城)의 천수각(天守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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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기 위한 실용적인 꽃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점이란 벼농사에 대한 

것이었다. 꽃의 풍성함이나 빨리 피고 지는 것 따위로 그 해 벼농사 수확을 

점쳤던 것이다. 『만엽집(萬葉集)』에 보면 일본의 지식인층은 매화를 즐겼을 

뿐 벚꽃과 더불어 노닐지는 않았다. 그들이 꽃을 감상하는 태도는 중국의 

시문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벚꽃이 하나미의 대상이 된 것은 헤이안시대 초기 제52대 

천황인 사가천황(嵯峨天皇)이 벚꽃의 명소인 신천원(神泉苑)에서 812년에 벌

인 연회 때부터였다. 『일본후기(日本後記)』에 따르면 그날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며 노닐었으며 문인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그 스스로 벚꽃을 사랑하여 궁전에 벚꽃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으며, 교토의 

제호사(醍醐寺)는 헤이안시대 이래로 매년 봄이면 앵회(櫻會)가 벌어지고 그

때마다 춤과 음악이 그치지를 않았다. 

이것이 귀족들이 즐기는 하나미였다고 한다면 에도시대 이후에는 서

민들까지도 하나미를 즐기기 시작했다. 겐로쿠(元禄) 연간(1688~1704) 당시 

에도막부의 제8대 쇼군(재위 1716년-1745년)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

宗)가 있었다. 

그는 매 사냥을 즐겼는데 그때마다 농민들을 동원해야 하고 논밭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뛰어다니게 되니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그는 

농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벚꽃을 심게 하여 귀족들이나 즐기던 벚꽃을 농

민들과 같은 서민들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에도의 

유명한 벚꽃 군락지인 우에노(上野)나 스미다(すみだ) 강둑 혹은 아스카야마

(飛鳥山)나 고덴야마(御殿山)와 같은 곳에서 꽃놀이를 즐기기 시작했다. 꽃이 

피는 철이면 여인들은 예쁜 옷을 장만하여 길에 나서는가 하면 꽃그늘 아

래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의 봄철 야유회인 하나미로 이어졌다. 

창경궁의 벚꽃놀이

이와 같은 꽃놀이 문화가 이제는 일본의 중요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아서 

봄이면 일본열도가 들썩거릴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중문화가 되었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벚꽃에 대한 글을 찾아보기가 어렵

다. 그래서 우리의 벚꽃놀이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창경궁이다. 임금이 머물던 곳을 격하시켜 

창경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한 후 벚나무를 심었으

니까 말이다. 한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일본인들의 풍속을 따라 밤 벚꽃

놀이까지 흥청망청하였으니 벚나무를 모두 잘라낸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

습이었다.      

여러 친구와 함께 고단(古壇)에 올랐다. 단 앞에서 나물 캐는 여자들이 모두 

우리 겨레였다. 억울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노래로 서로 화답하니 이것

이 이른바 통곡보다 더한 일이었다. 이날 천수(天叟)가 글을 보내어 우리를 

청했다. 가서 보니 왜승(倭僧)과 많은 남녀 왜인의 무리가 함께 와서 꽃을 

구경하고 있었다. 혹은 노래하고 혹은 춤추며, 혹은 시 짓고, 혹은 가사 엮

어 떠들며 웃는 것이 마치 꿈속에서 보는 진기한 구경인 것 같았다.(與諸友

同上古壇 壇前採女 皆我國人也 不勝冤鬱悲痛 歌而和之 此所謂甚於痛哭 是日天叟致

書邀請我等 往見則倭僧及倭徒男女許多人 共來看花 或歌或舞 或賦詩述歌喧笑 恰似夢

中奇觀)

그러고 일주일 남짓 지난 18일에 다시 천수가 자신의 절인 예천원(醴

泉阮)으로 정희득과 그의 동생을 초대했다. 

예천원 천수(天叟)가 우리 형제를 청해서 차를 마련하고 친절히 대접

했다. 뜰에 꽃나무 한 그루가 있어 산행화(山杏花) 같은데, 겹꽃으로 매우 

고왔다. 왜인들은 이를 앵화(櫻花)라 했다.(醴泉院天叟邀我兄弟 設茶款接 庭有一

花如山杏花而千葉 花極奇麗 倭徒謂之櫻花矣)

12일의 꽃놀이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 있

지 않았지만 18일의 일기에는 앵화, 곧 벚꽃이라고 밝혀놓았다. 조선 사람 

최초의 기록으로 남긴 벚꽃 구경이다. 이러한 벚꽃 구경을 일본에서는 하

나미(花見, はなみ)라고 했다. 정희득은 일본의 승려인 천수와 함께 하나미를 

즐긴 셈이었으며, 벚꽃나무 아래에서 천수와 또 다른 승려인 현소(玄蘇)와 

함께 서로 운을 나눠 〈앵화시(櫻花詩)의 운을 따라(次櫻花韻)〉라는 시를 남기

기까지 했다. 

흰 벚꽃이 범왕의 집을 점점이 꾸미는데   

白櫻裝點梵王家

한 그루 푸른 나무 대숲 밖에 비껴 있네   

一樹春風竹外斜

만일 이 풍치를 화정으로 하여금 보게 했으면   

風致若敎和靖見

그 심정 어찌 꼭 매화만 향했으랴               

心情何必向梅花

범왕의 집이란 사찰을 뜻하는 것이며, 화정이란 매화를 사랑했던 송나라의 

임포(林逋)의 호이다. 

점을 치던 벚꽃

이처럼 일본인들이 벚꽃을 감상이나 놀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나라시대 

이후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나라시대 당시에는 벚꽃이 감상용이 아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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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시를 대표하는 높이 1,625m의 이와키산(岩木山)에는 사쿠라 마쯔리가 벌어지는 즈음에 눈꽃이 활짝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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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 사쿠라 마쯔리의 장관은 꽃잎이 떨어질 때다. 융단처럼 깔린 꽃잎 위에 저마다 자리를 펴고 앉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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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미의 명소인 히로사키공원에는 왕벚나무와 수양벚나무 그리고 천엽벚나무(八重桜) 약 2,600그루가 심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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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하나미를 즐기는 무리들 앞에 북과 피리로 흥을 돋우는 네부타(ねぶた)를 연주하는 악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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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사키 성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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