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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백제를 지키던 천오백 년 전 고대 성곽

공주 공산성은 백제의 도읍이 웅진(공주)이었을 때 도읍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산성으

로 충남 공주시 산성동에 있다. 공주는 475년(백제 문주왕 1)에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천도했다가 538년(성왕 16)에 다시 사비(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64년간 백제의 수도였다. 

하지만 웅진 시대는 길지 못했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피해 웅진으로 내려왔지만 고구려

의 침략은 끊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진 데다 천재지변

의 징조까지 보였다.  

『영동군지』에는 웅진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불길한 징조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 533년 여름, ‘일관’이라는 신하가 다급

하게 왕 앞으로 나아와 동쪽 하늘이 심상치 공산성 전경과 공산성을 감싸고 흐르는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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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전했다. 동쪽 하늘에서는 별이 비오듯 떨어지고 있었다. 총명하고 천문을 읽는 지

혜가 있던 왕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왕이 일관의 의견을 물었더니

일관 역시 같은 생각을 말하였다.  

“이것은 웅진성(공산성) 땅의 기운이 쇠퇴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왕 또한 짐작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구려의 침략을 피해 우리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공산성으로 옮겨 온 지 이제 겨우 60

년이 되어 가는데 벌써 이 땅의 기운이 쇠하다니, 이는 땅의 눈물이 아니라 백제의 눈물이

다!”

동쪽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 떨어진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또 심상치 않

은 일이 벌어졌다. 화성(火星)이 북두성 반대편에 있는 남두성(南斗星)을 범한 것이다. 그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징조였다. 고구려의 침략, 연이은 흉년, 천재지변의 징조까지 이어

지자 성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산성은 당시 도읍이었던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것이다. 현재 공주시 금성동과 산

성동에 걸쳐 있는 산성으로 쌓은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백제 때 이름은 웅진성(熊津城)이

었으나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공산성으로,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렀다. 원

래는 토성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공산성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한 이후 왕궁을 옹위하는 성곽이었고,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

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통일신라 때

822년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

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인조가 몽진해 와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푸른 금강 줄기와 함께 이어지는 성곽길 

공산성의 북쪽으로는 푸른 금강이 흐르고 있다. 또한 공산성은 금강변 야산의 계곡을 둘

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푸른 금강 줄기가 성곽을 지키는 천혜의 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이다. 공산성에 올라가면 공주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인다. 과연 공주를 지키던 산성

답다. 

성곽은 둘레가 2,660m에 달하며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400m 정도 길이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사방에 문터가 확인되는데,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아 있고 동

문과 서문은 터만 남아있었는데, 1993년에 동문터에는 영동루를 서문터에는 금서루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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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다. 

산성 안에는 백제의 궁터로 추정되는 쌍수정 광장과 연못, 우물터 등이 남아 있고 임진왜

란 때 승병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영은사와 문로인 진남루, 공북루, 고려시대 인조가 몽

진 오면서 지은 쌍수정도 있다. 또한 연꽃무늬 와당을 비롯하여 백제 기와·토기 등의 유물

들과 고려·조선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쌍수정은 조선의 왕 인조가 몽진 와 있을 때 기대 앉아 있던 두 그루 나무가 있던 자리에

세운 정자이다. 인조는 두 그루 나무에 기대어 근심의 나날을 보내다 “이괄의 난이 평정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두 나무에게 벼슬을 내렸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훗날

정자를 세운 것이다.  

쌍수정 광장은 흔히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지만 이곳의 적심석(積心石) 건물지가 규모도

작고 공간이 협소하여 왕궁터로 보기 힘들다. 또한 왕궁이었다면 반드시 존재해야 할 담

장이나 궁전 입실에 관련한 계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왕궁터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공산성의 성안 마을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백제의 갑옷으로 추정되는 칠갑(漆甲)이

출토된 바 있다. 이 칠갑은 백제의 갑옷으로 간주되나 ‘정관(貞觀)’ 연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당나라 장군이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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