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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여 >  천 정 대   

천명을 구하는

원초적 민주주의 터
종목 충청남도 기념물 제49호

명칭 천정대

분류 유적건조물ㆍ인물사건ㆍ역사사건ㆍ역사사건

지정(등록)일 1984.07.26

소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산5

시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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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백제의 재상을 선출하던 곳

천정대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에 있는 암반을 말한다. 백제 때 재상을 선출하던 곳으로

고대부터 신성시해온 곳이기도 하다. 호암리 부소산의 고란사 앞 백마강에서 북으로 약

1.5㎞ 되는 곳, 취령봉 꼭대기에 범바위(虎巖)라 부르는 넓적한 암반이 있고, 범바위 근처

절벽 아래에 임금바위, 신하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솟아 있는데, 바로 이 일대가 천정대이

다. 천정대 앞으로 백마강이 흐르고 백마강

건너 정동리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풍광

또한 아름답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

록이 나온다.  

“호암산 천정대 아래에 있는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위에 호랑이 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천정대에서 바라본 백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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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이름 지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천정대

전설도 기록되어 있다.  

“(부여) 현 북쪽 10리에 있다. 강 북쪽에 절벽

으로 된 봉우리에 큰 암석이 대(臺) 같이 되어

강물을 굽어보고 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백제 때 재상을 임명할 때 뽑힐 만한 자의 이

름을 써서 함(函) 속에 넣고 봉한 다음, 바위 위에 놓았다가 조금 뒤에 이를 취하여 보고,

이름 위에 도장 흔적이 있는 것으로 재상을 삼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한다. 혹

은 정사암(政事岩)이라고도 일컫는다.”

천정대 전설은 『삼국유사』 남부여 조의 내용에서도 연유한다.  

“호암사에 정사암(政事岩)이 있는데, 국가에서 장차 재상을 선출할 때에 후보자 3~4인의

이름을 쓴 후 밀봉하여 바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뜯어 보면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어

그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으므로 정사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처럼 천정대 유적으로 볼 때 씨족사회에 있었던 원시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인 민주적 선

거방식이 그대로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세습왕권 체제인 백제 때도 원시공동체의 방식처

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곳 천정대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어떤 의식행위를 치른 후에

그 실천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노래가 담긴 영지(靈地)

백제의 천정대 전설은 신라시대 유력한 귀족들이 국가의 중대 안건에 관하여 의논하던 4군

데의 장소인 사영지(四靈地)를 연상시킨다. 신라의 사영지는 수도 경주 주변의 신성한 곳

으로 여겨지던 동쪽의 청송산, 남쪽의 오지산,

서쪽의 피전, 북쪽의 금강산을 말한다.『삼국

유사』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귀족들이 중대사

건을 토론할 때 이곳에서 회의를 행하면 일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그리고

진덕여왕 때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자

장의 아버지)·염장공·유신공이 남산오지암(南

천정대 표지석

천정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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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知巖)에 모여 국사를 논의했다는 기사가 있다.

고려 말기의 인물인 민사평은 다음과 같이 정사암을 읊었다.

가을밤 대왕포에 보름달 떴으나

정사암의 꽃은 몇 해나 지났느뇨

오늘은 두세 집이라 쓸쓸하지만

당시에 10만 호가 태평했었지

고려 말의 이곡도 『주행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낙화암, 조룡대, 호암, 천정대. 이것이 이른바 부여의 네 가지 노래(四詠)요 이 지방의 빼

어난 경치여서 호사가들이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천정대 전설은 후대에 와서 변형되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장소, 백제 때 군사

들이 회담하던 장소, 기상 관측소가 있던 자리, 군사들이 파수 보던 곳, 임금이 유람하던

곳 등으로 변질되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천정대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