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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3000명을 동원하여 성을 쌓다

보은의 삼년산성에 올라가면 보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1,500년 전의 성이지만

마치 현대의 건축물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다. 

『삼국사기』 에는 삼년산성의 축성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국시대는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년산성에 대한 정확한 축성 및 수리 사실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삼년산성이 지닌 정치적, 군사적 가치가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자비마립간 13년. 삼년산성을 쌓았다. 삼년이라 한 것은 공사를 착수한 때부터 시종 3년

에 걸쳐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삼국사기』 권 제3 신라본기 제3) 

소지마립간 팔월춘일월. 이찬 실죽을 제수하여 장군으로 삼아 일선군지역의 장정 3천 명

450

보보은 >  삼 년산성

누구도 빼앗지 못한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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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징발하여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다.

(『삼국사기』 권 제3 신라본기 제3)

삼국사기를 보면 성을 쌓는 데 3년이 걸렸기 때문에 삼년산성으로 불렀으며 3,000명의 장

정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년산성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오항산성(烏項山城)으로, 『동국여지승람』과 『충

청도읍지』에는 오정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서(史書)의 기록과 더불어 이곳 삼년산성에도 성의 축성과 관계된 오누이 힘겨루기 설화

가 전승되고 있다. 

“이곳에 힘이 세기로 이름난 남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오누이는

서로 자기가 장사라며 누가 더 힘이 센지 겨루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남매에게 목숨을 건 시합을 시켰다. 오빠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은 채 송아지를

몰고 서울에 다녀오고, 동생은 산의 능선을 따라 성을 쌓게 하였다. 어머니는 남매가 목숨

까지 걸고 시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둘은 기꺼운 마음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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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시작하였다. 오빠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여동생은 성을 거의 완성해 갔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성문만 달면 성이 완성될 시점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애가 타서 팥죽을

끓여 딸에게 팥죽을 먹고 문을 달으라 했고, 딸이 팥죽을 먹는 새에 오빠가 돌아왔다. 결

국 시합에서 진 여동생은 오빠에게 목숨을 내 주어야 했다. 이 여동생이 완성하지 못한 성

이 바로 삼년산성이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철옹성

보은은 지리적인 위치상 삼국시대 고구려·신라·백제의 군사적 충돌이 잦은 곳이었다. 신라

가 중원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은은 전략적으

로 가장 중요한 위치였다. 신라는 이 지역의 확보를 토대로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

었고, 이 지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년산성을 쌓은 것이다. 삼년산성의 축

조 목적이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신라가 고구려의 남하를 막

고자 하는 최전방이 보은이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꽤 많은 성터가 남아있다. 

삼년산성은 철옹성이었다. 삼국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삼년산

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삼년산성은 기록상으로는 한 번도 함락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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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성이다. 

신라 태종 무열왕(김춘추)은 당나라 사신 왕문도를 삼년산성에서 맞이한 바 있으며, 이후

822년(신라 헌덕왕 14) 신라 웅천주(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의 도독 김헌창이 삼년산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은 견훤과 대결을 벌일 때 삼년산성

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바가 있다.  

산을 감아 올라가는 용처럼 이어지는 산성

삼년산성은 470년(신라 자비왕 13)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석성으로 지정 면적이

226,866㎡, 둘레가 1,680m이다. 산의 자연적인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선을 따라 마

치 용이 산허리를 감아 꾸불꾸불 기어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쌓은 산성이다. 

삼년산성은 오정산의 능선을 따라 문지(門址) 4개소, 옹성(甕城) 7개소, 우물터 5개소와

교란된 수구지(水口址)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성의 성벽이 골짜기를 싸고 있는 형태

인, 전형적인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 

삼년산성은 포곡형으로 구들장처럼 납작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정(井)자 모양으로, 한 켜

는 가로 쌓기로 또 한 켜는 세로쌓기로 축조하여 성벽이 견고하다. 성벽을 쌓은 석재는 대

부분 장방형이다. 

- 성벽 :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축조하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 13∼20m에 달하며

거의 수직으로 쌓여 있다. 이처럼 성벽이 높고 크기 때문에 그 하중도 막대하며, 성벽 모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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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하중이 큰 부분에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4중의 계단식으로 쌓았다.

동쪽과 서쪽의 성벽은 안으로 흙을 다져서 쌓았

고, 바깥쪽은 돌로 쌓는 내탁외축(內托外築)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남쪽과 북쪽은 모두 석

재를 이용하여 축조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성문과 문지 : 성문은 신라의 상대와 하대에

축조되었는데 문지방석(門地枋石)에 수레바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분석한 결과, 중심 거리

가 1.66m에 달하는 큰 수레가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1983년의 발굴 결과 삼국시대에서 고

려, 조선시대까지의 토기조각과 각종 유물이 출

토되어 이 성의 이용 편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문지는 동서남북의 네 곳에 있으나 지형상 동문과 서문을 많이 이용한 듯하며, 그 너비는

대개 4.5m에 달한다. 수구는 지형상 가장 낮은 서쪽 방향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동쪽에는 지상에서 약 1m 되는 성벽 부분에 65×45㎝의 5각형 수문이 남아 있다.

- 옹성 : 7곳의 옹성은 대개 둘레가 25m, 높이 8.3m로서 지형상 적의 접근이 쉬운 능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축조하였다. 

- 우물터 : 우물터는 아미지(蛾眉池)라는 연못을 비롯하여 5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주위의 암벽에는 옥필, 유사암, 아미지 등의 글씨가 오목새김되어 있는데 김생(金

生)의 필체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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