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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백제의 옛 서울을 지켜온 성터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사비(부여)의 부소산을 두르고 있는 산성으로 도성

(都城)의 일부이다. 백제가 웅진(지금의 공주)에서 사비(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기던 시

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사비성·소부리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이라 부른다. 산성 아래로 백마강이 흐른다. 백마강은

부여 부근을 흐르는 금강의 다른 이름으로 ‘백제에서 가장 큰 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천도한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0여 년 동안 사비는 찬란

한 문화를 꽃피우며 백제의 중심이 되었다.

백제는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기 위해 부소

산성을 쌓았고, 이 부소산성은 백제가 망할

때까지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부 백마강과 부소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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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성은 사비 최후의 보루였던 셈이다. 

사비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된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 나당연합군이

오자 궁녀들은 부소산의 바위에서 몸을 던져 ‘삼천궁녀의 낙화암 전설’을 만들었다. 지금

도 부소산 아래로 푸른 백마강이 흐르고 있다. 

백제의 마지막 길을 따라 오르는 부소산

부소산성을 따라 거닐면 백제의 마지막 역사를 만난다. 성은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빙 둘

러싼 테뫼식과 다시 그 주위를 감싼 포곡식이 혼합된 복합식 산성이다. 성의 둘레는

2,200m 정도 되며, 흙과 돌을 섞어 다진 토석 혼축이다. 

부소산성의 성문은 동·서·남문 터가 남아 있으며, 북문 터에는 백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

에 물을 빼는 수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성 안에는 군창터와 건물터 등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유사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백마강과 부소산의 아름다운 경관

을 이용하여 왕과 귀족들이 즐기던 곳으로 쓰인 듯하다.

부소산성의 성벽 바깥 서남쪽에 가칭 서복사(西腹寺)라는 절터가 있다. 서복사지는 1980

년 발굴조사에서 중문지·탑지·금당지가 남북 자오선상에 있는 가람 배치와 정교한 축석

및 판축으로 조성된 기단이 확인되었다. 이 절터는 궁 안에 소속된 내원 기능의 사찰로 짐

작되는데, 소조불상과 연화문 와당, 토기 편 등이 출토되었다. 

사비문 입구에서 오른쪽 길로 접어들면 삼충사(三忠祠)라는 사당이 있다. 삼충사는 백제

말 전쟁을 경고하며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나라 걱정을 했던 성충과 함

께 의자왕에게 고하다가 유배를 당한 홍수, 황산벌 전투로 잘 알려진 계백 장군의 3충신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영일루 부소산성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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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성 동쪽 성벽 부근에는 영일루가 있다. 영일

루는 ‘해를 맞는 누각’이란 뜻인데, 본래 이곳에는

영월대가 있었다. 저녁에 달이 솟으면 부소산 동편

의 큰 저수지에 달그림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수

지 이름을 월함지(月含池)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부소산성 내의 동남부 가장 높은 곳에는 군창터가

있다. 군창터는 1915년 이곳에서 불에 탄 곡식이

출토됨으로써 군량을 비축해 두었던 창고 터로 알려졌다. 건물의 배치는 □자 모양으로

가운데 공간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였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와 대대적으로 건물

을 다시 세웠음이 밝혀졌다.

부소산성에서 제일 높은 곳에는 사자루가 있다. 이곳은 원래 달구경을 했다는 송월대가

있던 곳인데, 1919년 임천면의 문루 건물이었던 개산루를 이 자리로 옮겨 세우기 위해 땅

을 고를 때, ‘정지원’이라는 백제사람이 죽은 부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8.5cm 크기의 작은

금동석가여래입상(보물 제196호)이 출토되었다. 불상의 등 뒤에 붙은 광배에는 다음과 같

은 글이 적혀 있다. 

“정지원이 세상을 뜬 처인 ‘조사’를 위하여 삼가 불상을 만들었으니, 빨리 삼도(악업의 결

과 태어나게 되는 지옥·아귀·축생의 세계를 가리킨다)를 떠나게 해 주소서!” 

또 삼충사 뒤편 부소산 기슭에는 당나라 장군인 ‘유인원’이 백제회복운동을 평정한 기념으

로 663년에 세운 기공비(紀功碑)가 있었는데, 현재는 국립부여박물관 뜰로 옮겨 가 있다.

화강편마암제로 높이는 335cm이며, 해서체로 비신 앞뒷면에 글자를 새겼으나 마멸이 심

하여 알아보기 어렵다. 비문 중에는 의자왕과 태자 및 좌평 이하 700여 명이 당나라로 압

송되었던 사실과 회복운동 관계의 중요 내용 등 당시 상황이 새겨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소산성에는 주둔한 군대의 움집터 및 고란초와 물맛 좋은 약수로 유명한

고란사가 바위 절벽 좁은 터에 자리 잡고 있다. 고란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으나 현존하는 건물은 은산의 숭각사에서 옮겨 지은 것으로 상량문에 의하면 1797년

(정조 21)에 중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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