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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를 재건하라, 백성들의 손으로

예산 임존성은 백제 수도 경비의 외곽기지 역할을 하던 성이다. 봉수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

으로,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성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 성은 백제가 신

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받아 도읍인 사비성이 함락되었을 때 백제재건운동의 전진기지로서

다시 태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성에서 흑치상지 장군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660년 7월,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충

남 공주로 탈출했던 의자왕이 당군에게 항

복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의 수장들도 일제

히 손을 들었다. 의자왕의 항복은 곧바로 나

라의 멸망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 당나라 군

대의 철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항복이었다.임존성이 세워진 봉수산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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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은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늙은 의자왕을 가두고 군사를 풀어 닥치는 대로 노략

질을 자행토록 하여 백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한 가운데 8월 2일에는 사비도성에서 신라와 당의 전승 축하연을 열었다. 신라의 태

조 무열왕(김춘추)과 당의 소정방을 비롯한 장군들이 당상에 앉았고 백제의 의자왕과 아

들인 부여 융은 낮은 자리에 앉은 채 모욕을 당했다. 백제의 옛 신하들은 목이 메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항복했을 때 왕자 부여융은 말 위의 김법민(김춘추의 아들, 후일의 문

무왕)에게 침 세례를 받는 모욕까지 당했던 터라 백제인들 사이에 울분과 분노의 공감대

가 확산되어 갔다. 

사비성에서 항복했던 백제 장군 중에는 31살의 젊은 청년 장군이 하나 있었다. 훤칠한 체

격의 ‘흑치상지’였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살아서 무엇하리. 당 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백성을 도륙하고 왕을

모욕하니, 무엇을 위해 항복을 했단 말인가.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 다시 분연히 일어나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리라!”

흑치상지는 망설이지 않고 함께 항복한 좌우의 측근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사비도성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는 당나라 군대의 노략질을 피해 흩어져 도망한 주민들을 불러 모아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에 소재한 임존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책(柵)을 성 외곽에 새

로 설치하여 방비를 튼튼히 했다. 

“백성들이여, 우리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되찾자. 당군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의 목숨을 도

륙하니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자!”

당과 신라에 대한 울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백제 백성들은 모두 임존성으로 몰려 들

었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으로 온 지 3일 만에 모여든 숫자가 3만이나 되었다. 그들은 정

규군이 아니요, 의분(義憤)으로 일어난 민초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제의 상비군은 6만

명이지만, 상당수가 나당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소진된 상황이었다.

흑치상지의 조국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백제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것이

다. 백제인들의 조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은 그해 8월부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임존성에

주둔하고 있던 흑치상지가 이끄는 군대 또한 신라와 당군을 거세게 몰아붙여 위세를 떨쳤

다. 신라군이 임존성을 직접 공격하였지만 군사적 재략이 탁월한 흑치상지는 하늘을 찌르

는 백제인들의 사기를 등에 업고 성곽 주변의 험절한 지세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신라군

을 패퇴시켰다. 신라군은 다만 임존성과 연계된 작은 목책(木柵)만을 깨트리고 돌아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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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난공불락의 요새 임존성은 조국 회복을 위한 운동의 복판에 떡 버티고 있는 든든

한 지주(支柱)가 되었다. 

임존성에서 시작된 충절의 역사

임존성은 둘레가 2.8km에 이르는 규모로 백제성으로는 초대형급에 속한다. 성벽을 따라

1m 간격마다 한 사람씩 세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800명의 병사가 필요한 성인 것이

다. 예산군 대흥면과 광시면 그리고 홍성군 금마면의 분기점인 표고 483.9m의 봉수산 정

상과 그 동쪽으로 900m 정도 서로 떨어져 있는 작은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남문 오른

쪽으로는 구불구불 8부 능선을 따라 시루테마냥 둘러친 성벽이 이어진다. 백제 산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테뫼형 성이다. 또한 성벽은 바깥은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운 내탁법

(內托法)으로 축조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진 곳이 많다. 

현재 임존성에는 성문터와 성문 밑으로 개울물이 흐르게 하던 수구문, 그리고 우물터, 건

물터가 남아있다. 성벽의 바깥쪽은 돌을 다듬어 차곡차곡 쌓고 안쪽으로는 흙을 파서 도

랑처럼 만들어 놓았다. 또한 성의 네 모퉁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다른 곳보다 약 2m 정

도 두껍게 쌓았다. 

성 안에는 샘이 있는데, 바로 이 샘에서 똑바로 성 바깥으로 나오면 성벽 사이로 수구(水

口)가 나타난다. 수구는 성안의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시설이다. 이것을 볼 때 임존성은

공학적으로 잘 설계된 성이요, 백제의 빼어난 토목술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임존성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안에 계단식의 단축이 보이는데 계단식으로 밭을 경작

하였을 때처럼 가용 면적을 넓혀 많은 인구의 수용을 가능하게 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

볼 때 사방으로의 조망이 매우 좋거니와 이곳에서 부여와 공주까지의 거리가 90리로서 동

일하다. 그러므로 임존성이 함락된다면 공주와 부여가 똑같이 위협을 받게 되므로 백제 도

성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충지였다. 이러한 임존성의 규모와 전략적 가치 때문에 백제 회복

운동을 벌이던 백제인들은 당나라 군대가 주

둔하고 있던 공주나 부여를 직접 겨냥하여 위

협할 수 있었다. 

백제 국가회복운동의 첫 봉화가 올라갔던 곳

인 동시에 백제 국가회복운동의 최후 항전지

였던 임존성이 마지막으로 함락됨에 따라 3임존성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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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을 지속했던 국가회복운동

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시 임

존성으로 몰려들어 조국인 백제를

찾기 위해 싸운 이들은 어떻게 불러

야 할까?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학자들은

이들을 의병이라 일컬었다. 백제국

가회복운동은 일종의 의병운동이었

던 것이다. 

임존성이 있는 예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라 불렸다. 한말의 최익현을 필두로 김좌진, 윤

봉길, 한용운 등 일제하에 수많은 의사와 지사를 배출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천주교 박해 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다. 

백제 말 임존성에서 일어났던 민초들의 기상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예산 임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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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