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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신라와 백제의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우술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수척골에 있는 백제시대의 성곽이다. 660년 백제의 사

비성이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함락된 후 백제 여기저기서 격렬한 백제회복운동이 일어났는

데 그 한복판에 있던 성의 하나가 바로 우술성이었다. 

우술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문무왕 원년 조에 나온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一牟山郡)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沙尸山郡) 태수 철천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우술성(雨述城)을 쳐서 1천 명을 목 베었다.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

솔 ‘파가’가 무리와 더불어 꾀하여 항복하였으므로, 조복에게 급찬의 관등를 주고 고타야

군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 주었다.”

백제회복군은 국가를 되찾기 위해 신라와 당나라 군대에 거세게 항전하였다. 신라군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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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우술성에서의 전투에 앞서 신

라군은 먼저 계족산성(옹산성)에서 백제회복군과 전쟁을 치

렀는데, 처음에는 백제회복군의 사기가 충천하여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결국 신라군의 승리로 성은 함락되었다. 계족

산성을 점령한 후 신라는 웅현(熊峴)에 성을 쌓고 당군이

주둔하고 있는 웅진도독부성에 이르는 도로를 개통할 수

있었다. 

신라군은 곧이어 우술성을 향하였다. 우술성의 백제회복운

동군은 신라군의 공격에 의해 1천여 명의 희생자를 내고 함

락되고 말았다. 이때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는 무리를 거느

리고 항복하였다. 이들은 신라 측으로부터 관등과 관직을 받을 정도로 선무 공작 차원에

서 우대를 받았다. 

이후 전쟁은 신라 측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회복운동은 완전히 수세로 몰렸다. 662년 3월

문무왕이 죄수를 크게 사면하는 한편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소사(所司)에게 명하

여 큰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는 것은, 일단 회복운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므로 위협의 대상

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 신라는 계족산성(옹산성)과 우술성을 함락시킨 661년

말부터 662년 초반에 걸쳐 고구려와의 전투에 주력하고 있는데, 결코 이와 무관하지는 않

았다.

백제의 산성, 기울어지다

우술성은 해발 145m 정도의 낮은 산 능선에 테를 두른 모양으로 돌과 흙을 섞어 쌓은 성

이다. 연축동 산성이라고도 불린다.  

우술성의 평면은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둘레는 580m이다. 산성의 동쪽 기슭을 통

과하는 도로변에서 바라보면 불과 60∼70ｍ

정도의 높이로 보일 만큼 평지와 인접한 곳에 축

조된 산성이다. 

북벽은 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형식이고, 동-

서벽은 산 능선을 따라 지형을 이용하여 구축하

였으며 남벽은 동-서 양 능선 사이의 경사면을

우술성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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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질러 축조되었다. 이 산성의 동벽 밖에는 대

전-천안 간 국도와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지나

가고 있으며 서벽 밖은 급경사를 이루고 갑천에

이르게 된다. 현재 경부선 철도는 이 산성 기슭

을 따라 갑천과의 사이를 통과하고 있다. 

이 산이 입지한 주변 지리는 남쪽으로 바로 회덕

당산과 마주 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다.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는

계족산성이, 동남향으로는 700m 근거리에서 옛 회덕 읍내가 바라다보인다. 

우술성의 서북쪽 벽에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흙으로 쌓은 동쪽 바깥벽은 높이

2.2m 정도가 남아 있으며, 흙과 돌을 섞어쌓은 남벽의 높이는 3.4m이다. 너비 3.6m의 남

문 터에는 배수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성안에 우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문 터 바깥

쪽으로 70m 떨어진 곳의 바위틈에서 솟아나고 있는 샘물을 식수로 이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술성은 신라의 북서진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이며,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 중 옹산성

을 함락시킨 신라군이 연이어 우술성을 격파시켰다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술성에서의 패전 이후 백제회복운동이 급격하게 힘을 잃어감에 따라 백제 멸

망은 점점 기정사실화되었다. 

현재 이 성은 거의 붕괴되어 성내의 구조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성은 성 주위에 여러 산

성들이 있고, 특히 동남쪽 700m 되는 곳에 조선시대의 회덕현과 관아 터가 남아있다. 

성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대전 우술성

간접 관련된 유적(물) 대전 계족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