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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백제의 산성

금산 백령성은 백제 후기 금산의 외곽을 두른 산성이다. 산봉우리를 둘러싼 테뫼식 산성으

로, 금산군 제원면과 추부면을 지나 충북 영동과 옥천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금

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백제 왕궁에서 파견된 관리가 신라군의 침입에 대비해 현문식

으로 축조한(사다리를 타고 출입하는 방식) 산성인 것이다. 

백령성이 소재한 금산군 일대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금산군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노령산

맥의 험준한 지맥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평균 고도가 250m로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

은 산악군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금산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견 교통이 불편할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금강 수계에 의해 상하류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침식계곡을 따라

사방으로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어 오히려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금산 지역은 삼국시

대 말 신라와 백제 간 전쟁 시 신라군의 주요한 진격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령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예외 없이 거의 사비 도읍기의 백제(538~660년)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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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이 성은 백제 말기에 축조되어 활용되다가 700년 역사의 백제 멸망과 함께 용

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회오리바람을 온몸으로 겪었을 이 산성은 서쪽 성벽만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바깥

쪽벽의 높이 5.8∼6.9m, 안쪽벽 2.5∼3m, 너비는 4m 정도이다. 

성안에서는 백제시대 토기조각과 기와조각들이 나왔으며 산봉우리에는 봉화를 피웠던 장

소가 있어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 정상에서 물을 모으고 전쟁을 대비하다

백령성의 정상부에는 1,40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저수용 목곽고가 있다. 목곽은 평면 형

태가 방형에 가까운 동서 480㎝, 남북 450㎝의 크기이며, 잔존 깊이는 120㎝이다. 이것은

풍화암반과 토층을 수직으로 굴착하고, 회색의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외곽을 채운 다음

목곽을 이용하여 네 벽을 조성한 것이다. 

목곽 중간에는 크기 20×24㎝ 정도 되는 사각형의 주목(柱木)이 중심을 기준으로 약 150

㎝의 간격마다 목곽 내벽에 붙어 있다. 바닥은 판재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조성하였는데,

바닥판재 상부에 크기가 20×20㎝ 되는 정사각형의 목재를 ‘十’자로 설치하여 바닥을 4분

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목곽수조는 공주 공산성, 대전 월평동유적, 순천 검단산성, 금산 백령

산성, 부여 부소산성 남쪽 기슭 등에서 발굴됐으며 모두 백제시대의 것이었다. 그중 대전

월평동의 목곽시설은 백령성의 것과 거의 같은 형식이었다. 

다른 백제산성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목곽 저수고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대체로 나무가 썩

어 없어져 용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백령성의 목곽고는 나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곳이 아마도 저수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백령성 성벽 백령성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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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곽고에서 다수의 석재와 기와편 그리고 불에 탄 목재가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 발견

되기도 했다. 

백령성에서는 총 3,000여 점의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이전까지 명문기와는 신라산성의

신라 기와로 간주되던 것들이어서 백령성에서 발견된 명문기와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에 대

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또한 6자 명문(기와에 6자의 글씨가 새겨진 것)은 아주 희귀한

것인데 백령성에서 다수가 발견됨에 따라 백령성이 지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현문식 성은 모두 신라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터라, 백령성의 남문이 현문식으로 축조

되었다는 것은 오랜 관념을 파기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금산 백령성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