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백제시대의� 왕과� 왕족의� 묘로� 동쪽에는� �1�~�4

호분�,� 서쪽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이� 있다�.

�1�~�5호분은� 굴� 모양의� 돌로� 만든� 무덤�(굴방식

석실묘�)이다�.�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로� 쌓았

으며� 중국묘제의� 영향을� 받았다�.� 왕과� 왕비의� 

관이� 일본의� 금송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백제의

건축� 기술과�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다�.

웅진백제시기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2�0�1�5년� �7월에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숭덕전은� 백제국� 시조� � 온조왕

�(溫祚王�)을� 비롯하여� 웅진� 백제

시대�(�4�7�5�~�5�3�8�)의� 문주왕�(文周王�)�,

삼근왕�(三斤王�)�,� 동성왕�(東城王�)�,

무령왕�(武寧王�)의� 위패를� 모신

전당으로� 백제� 옛� 왕조의� 영광

을� 가리는� 곳이다�.

매년�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첫날에� 웅진백제대왕� 추모제를� 올리며

백제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뜻으로� 선조들의� 덕을� 기리고� 있다�.

지석이� 발견되어� 축조연대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고학� 편년연구의�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금제관식�,� 금제뒤꽂이�,� 금제심엽형이식�(귀걸이�)�,� 지석�,� 석수�,

청동신수경� 등을� 포함하여� 총� �5�,�2�0�0여점의�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으며�,� 그� 중�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국립공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사적� �1�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웅진동� 

�(옛지명� �:� 송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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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武寧王陵�,� 백제� �2�5대왕�)은

�1�9�7�1년� 배수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굴되었는데�,� �1�,�5�0�0년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완전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는� 삼국시대�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한국� 고대의� 유일

한� 왕릉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미의식과� 창의성�,� 수준높은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안쪽, 바깥쪽, 바닥의 3판이 서로 붙어
있으며 바닥은 네모뿔 모양의 못이 박혀있다.



무령왕릉 발굴 조사단이 가장 처음 보게 된 것은 입구에 놓여있던
진묘수와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을 살펴보니 그동안 왕릉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무덤주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석에 새겨져 있는‘ 백제 사마왕 ’은 무령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령왕의 기록은『삼국사기』백제본기 무령왕 부분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왕릉 안에는 무령왕, 무령왕비의 관과 함께 약 124건
5,200여점의 유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웅진백제역사관 ▶ 매표소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숭덕전 ▶ 백제오감체험관

웅진백제역사관 ▶ 매표소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숭덕전 ▶ 정지산유적

▶국립공주박물관 ▶ 한옥마을 ▶ 백제오감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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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의

북쪽정지산 정상에 있는 집자리와

왕실의 제사 시설이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국보 

12점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은 무령왕릉 및 5·6호분을 실물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으로 재현한 곳이다.

무령왕체험,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전시관 발굴과정등을 볼 수 

있으며 융성했던 백제문화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7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장마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6호분 옆에서 벽돌무덤의 입구가 발견
됩니다. 입구는 벽돌이 차곡차곡 쌓인 채로 막혀있었는데 입구를
열어보니 한번도 도굴된 적이 없는 무덤인 것이 확인되었죠. 1,5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무령왕릉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령왕릉이 발견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관광안내소 041-856-3151 
공주시 왕릉로 37

어른 1,5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

09:00~18: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둘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