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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왕건의 오른팔, 유금필 장군

부여 임천면 군사리에 사적 4호인 가림성이 있다. 산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는 계룡산을 비

롯하여 강 건너편에 있는 논산·강경의 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남쪽으로는 금강의

하류 일대를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북의 응포, 익산 등까지도 볼 수 있다. 이 가림

성에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던 유금필 장군의 사당이 있다. 

유금필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

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다. 특히 유금

필은 후백제와의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유금필 장군이 고창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어 고

려에게 전환점을 만들어주었을 때도 왕건은 이

렇게 말했다. 

“고창전투의 승리는 유금필의 공이다.”가림성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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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백제의 나주 땅을 침략할 때도 유금필의 공이 컸다. 왕건은 그때 물었다. 

“나주지방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나 백제에게 빼앗겨 6년간 바닷길이 통하지 않았다. 지

금 그곳을 취하여야 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 그곳에 가겠는가?”

그때도 유금필은 나주로 출전하였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 왕건은 예성강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유금필이 고려의 바닷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금필은 전공이 뛰어났

는데 그가 후백제를 섬멸한 후 남방을 다스릴 때 부여의 임천 지역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

다. 태조 왕건의 부름을 받아 가는 중에 들른 것이었다. 

“패잔병들의 노략질이 심한 데다 악질이 퍼지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쳤으니 백성들

의 삶이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없구나.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왕을 뵈러 가는 것보다 더

급하다. 고을의 창고를 모두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라!”

임천의 비참한 실상을 본 유금필은 고을의 창고를 모두 열어 식량을 나누어 주고 둔전을

운영하여 민심을 수습하며 선정을 베풀었다. 임천의 백성들은 유금필의 선정에 감동하여

사당을 세워 장군의 공덕을 기렸는데 지금까지도 임천에서는 해마다 제사가 계속되고 유

금필의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고려 태조 때에 유태사 금필이 진남장군으로 전라도 순천군 산성으로부터 바야흐로 송도

를 향하여 가던 중 임천에 오게 되었다. 유금필 장군은 이 성(가림성)에 올라 주민 가운데

빈궁한 자를 진휼하였다. 그 후 주민들이 그 은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였

다.”

고려 무장과 백제 병졸을 함께 추모하다

고려의 개국공신인 태사 유금필의 사당은 그 형성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의 후

삼국 통일 후 지역민의 흩어진 민심을 집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금필이라는 인물이 신령

으로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금필의 사당은 2군데로 산성 안과 입구에 위치한다. 산성 안에 있는 사당은 ‘유장

군당(庾將軍堂)’ 또는 ‘구사당(舊祠堂)’이라고 부르며, 내부에는 5개의 목상이 봉안되어

있다. 규모는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의 맞배지붕 집이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본래는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집이었다고 한다. 

또한 산성 입구에 있는 사당은 1976년 이후 문중에서 별도로 사우를 건축한 것이다. 건물

에는 ‘유태사지묘(庾太師之廟)’라는 편액을 걸고, 내부에 영정을 모셔놓았다. 후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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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3월 18일에 제향을 모신다. 

사당 안에는 유금필과 그의 부인, 아들, 그리고 2명의 딸이라고 전하는 5개의 목상이 모셔

져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금필 가족 구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들 목상은 둥글고 긴

형태의 통나무를 다듬어 얼굴 부분을 사실적으로 깎았으며, 몸통은 그대로 두었다. 남자

의 경우 푸른 색 옷을 입었고, 여자의 경우는 빨간 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별도로 단을 만

들어 그 위에 일렬로 봉안해 두었다.  

또한 가림성에서는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4월에는 700년 사직의 백제가 멸

망할 당시 임천 가림성에서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백제 무명 장졸들의 충혼

을 기리는 임천충혼제도 거행되고 있다. 

천혜의 요새였던 가림성

전략적 요충지인 가림성은 백제의 사비천도 이전인 501년(동성왕 23)에 축성되었다. 당시

이곳이 가림군이었기 때문에 가림성이라고도 불린다. 산봉우리를 둘러 원형으로 성벽이 구

축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성의 둘레는 약 1,400m이고, 성벽 높이는 3∼4m이다. 기단

부는 15∼20㎝ 정도 앞으로 내어 쌓고 그 정상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석성과

토성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성내에는 우물이 3개소 있고 군창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이외에도 초석 등이 흩어져 있다.

성내 남쪽 느티나무 아래에는 폭 4m의 남문지가 있는데, 초석이 현재도 남아 있다. 서문

지와 북문지도 있다. 남문지 바로 앞에는 돌로 쌓았던 보루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석재

를 반출하여 제방을 쌓은 관계로 지금은 마치 토성처럼 되어 있다. 

가림성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이곳을 공격하던 당나라 장수 유인궤가 이 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공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봐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음을 알 수 있

다. 

드라마 단골 촬영지, 사랑의 느티나무

가림성에는 수령이 400여 년 된 것으로 추정되

는 느티나무(부여군 향토유적 88호)가 있다.

이 나무는 많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면서 전국 가림성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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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백제를 무대로 만

들었던 드라마 ‘서동요’에서 서동과 선화공

주의 사랑을 키운 장소로 등장했는데 늘어

진 가지가 하트 모양이어서 일명 ‘사랑나무’

라고 불린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어린

똘복이가 복수를 다짐했던 눈물의 장소로,

‘여인의 향기’에서는 주인공이 타임캡슐을 찾

으러 갔던 애잔한 향수의 공간이었다. 

이외에도 신윤복과 김홍도를 중심인물로 그린 ‘바람의 화원(SBS)’, ‘천추태후(KBS2)’의 촬

영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가림성의 느티나무

직접 관련된 유적(물) 부여 가림성

간접 관련된 유적(물) 가림성 느티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