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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백제의 슬픈 마지막을 지킨 여인들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변의 부소산 서쪽에는 슬픈 역사를 지닌 낭떠러지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바로 백제의 3천 궁녀가 백제 멸망 당시 절개를 지키기 위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낙

화암이다. 

1,400여 년 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수륙양면으로 백제 침공을 감행하고 왕성에 육

박하자, 의자왕과 태자 효는 일단 웅진성(공주성)으로 피하고 둘째 왕자 태가 남아 사비

성을 지켰다. 적군이 왕성에 육박하자,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낭떠러지

로 몰려들었다. 

“곧 적들이 몰려 올 터인데, 이대로 적을 맞이하면 우리는 치욕을 당할 게 분명하다. 신라

와 당나라군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 절개를 지키고 백제와 함께 강물에

묻히는 것이 나으리라!”

궁녀들은 서로를 이끌며 치마를 뒤집어쓰고 한 사람씩 강물로 뛰어들었다. 마치 연꽃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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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듯 여인들의 치마가 낭떠러지 아래로 펄

럭이다가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바위

의 이름은 원래 타사암(墮死巖)이었으나 떨

어져 죽은 여인들을 연꽃에 비유하여 낙화암

(落花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고기(百濟古記)』에 부여성 북쪽 모퉁

이에 큰 바위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로부터 서로 전해 말하기를 의자왕과 모든 후

궁들이 화를 면하지 못할 줄 알고 차라리 자결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서로

이끌고 이곳에 와서 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므로 속칭 타사암(墮死巖)이라고 한다 했으나,

이것은 속설(俗說)의 그릇된 것이다. 궁녀들이 그곳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맞지만 의자왕

은 당나라에서 죽었다는 것은 『당사』에 명문(明文)이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낙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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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룡대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의자왕이 당나라 군사에게 패하게 되자

궁녀들이 쏟아져 나와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으므로 낙화암이라

했다.”

고려 말 이곡이 지은 『주행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포위를 당하여 너무 급하게 되자 임금과 신하가 궁녀들을 버리고 달아났다. 궁

녀들은 의리로 군사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여 떼를 지어 이 바위에 이르러 물에 떨어

져 죽었다.”

궁녀들은 낙화암에서 몸을 던져 죽고 왕자 태가 지키던 사비성의 백제군은 중과부적의 나

당연합군 앞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 함락된 것이다.  

삼천 궁녀에 담긴 숫자의 진실

궁녀의 숫자는 진짜 3천이었을까? 

낙화암의 이야기를 전하는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주행기』 등에도 3천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삼천궁녀’라는 표현은 15세기 이후 문인들의 시에서 등장하기 시

작한다. 이는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그르친 당 현종에 대해 백낙천(백거이)이 지은 장한가

에서 보이는 “後宮佳麗三千人 三千寵愛在一身” 또는 다른 시의 “三千宮女 脂面”라는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적 과장과 패망의 임금인 의자왕에 대한 비판 의식

이 합해져서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낙화암 꼭대기에는 ‘백화정’이란 정

자가 있는데, 궁녀들의 원혼을 추모

하기 위해서 1929년에 세운 것이다.

그리고 낙화암 밑의 선착장 부근에

는 조룡대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는 조룡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낙화암 고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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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강가에 임하여 물을 건너려고 하였는데, 홀연히 비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소정방은 비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흰말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

리를 낚아 잡으니, 잠시 후 날이 개어 드디어 군사가 강을 건너 공격했다. 이에 강을 백마

강이라 부르고, 바위는 조룡대라고 일컬었다.” 

가공된 삼천 궁녀의 이야기는 쓰라린 역사의 상징으로 그 후로도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가

슴을 저리게 하며 오늘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그녀들을 의자왕과 엮어서 타락의 대명사처

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 진주 남강의 의암과 마찬가지로 낙화암의 궁녀들도 절개의 표상

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낙화암이 있는 부소산에는 물맛이 좋기로 이름난 고란사가 있고 건너편 강가에는

왕흥사 터가 남아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낙화암

간접 관련된 유적(물) 부소산성, 고란사, 왕흥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