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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들이 겉옷을 하나 둘씩 벗을 즈음
18호 가을호를 받았습니다. 아직 삼
라만상이 발가벗기 전에 받아서 다행
이긴 합니다만, 을씨년스럽고 쓸쓸하
던 참이었습니다. 「보보담」은 늘 덧없
이 흐르는 세월에 대한 회한이 들 때
쯤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줍
니다. 그것이 「보보담」의 철학이며 정
신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라고
채찍질하는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눌
러주고 늦춰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 씀
씀이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가을호에
실린 강릉의 조락한 단풍을 보면서 한
해를 반추합니다. 나는 과연 단풍들이
조락하며 사르는 열정만큼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직도 미망(迷妄)입니다.
이번 호에 실린 강릉단오제의 물색을
보면서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봄
을 기다립니다.
__ 김재한 경기 의왕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평소 학교에 배포되는
월간지나 주간지를 즐겨 읽는데요. 이
번에 처음으로 도서관에 비치된 「보
보담」을 보고 덥석 집어 왔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고 그다음 장을 읽어나가
면서 약간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쪽 면을 꽉 채우는 사진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평소 등산과 사진을 좋아
하는데 고즈넉이 앉아서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을 여유롭게 보는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보보
담」 가을호에서는 강릉 이야기를 다루
어주셨는데요. 사람 사는 향기가 묻어
나는 사진이 많아 읽는 내내 마음 한
켠이 따뜻했습니다.
__ 윤숙경 서울 강남구

한국적 정서가 짙게 드러나는 「보보
담」은 우리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마중물이다. 민속신앙이 역동적인 강
릉. 금풍옥로(金風玉露)가 지나고 엄동

설한(嚴冬雪寒)에 재독하는데도 가슴이
찡하다. 굿[祝]은 미신이 아니다. 샤머
니즘이다. 우리 고유의 신앙이다. 일
제가 미신이라 치부해 우리 얼을 매도
했다. 강릉단오제는 유・불・무(儒・佛・
巫)가 통합된 신성한 의식이다. 강릉단
오제는 주민들의 축제 한마당이다. 면
면히 이어져온 전통. 강릉 주민의 긍
지이자 나라의 자랑이다. 대대손손 이
어야 할 민속이다. 강릉단오제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신명난 축제이다. 해마
다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행하는
축제이길 바란다.
__ 송순옥 전북 군산시

「보보담」을 네 번째 받아보았다. 신문
과 잡지, 소식지 등을 몇 가지 보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군계일학이다. 이번에
도 받자마자 새벽까지 정독했다.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 알고 나니 강릉의 문
화와 전통이 새롭게 보였다. 특히 100
여 년 전 강릉에서 한양까지 1200리 길
을 왕복한 강릉 할머니의 생생한 기록
은 그 어떤 여행기보다 생생하고 감동
적이었다. 당연히 이번에도 영주와 단
양에 이어 강릉으로 가족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에 앞서 아이들에게 새 운동
화와 아웃도어를 사주기 위해 백화점
에 가서 「보보담」을 만드는 회사의 매
장에 들렀다. 오랫동안 독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__ 김덕문 경기 남양주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
견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께
는 LS네트웍스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
드 제품(프로스펙스・몽벨・잭울프스킨・스케
쳐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

보보담

「보보담」은 LS네트웍스에서 연 4회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유가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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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일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러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면 난감하다. 이
번 겨울이 그렇다. 지난 연말에는 가장 더운 겨울이
라고 하더니 새해가 되자 갑자기 또 가장 추운 겨울
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겨울
가뭄이 극심하다가 한 차례 눈이 내리면 폭설이고,
따뜻하다가도 느닷없는 맹추위가 닥치는 실정이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은 3일
동안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를 뜻하는 ‘삼한사온(三

자연을 지켜야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

寒四溫)’이라고

배웠다. 물론 때에 따라 그 기간이 조

금씩 달라진다는 것까지도 배웠다. 하지만 그때의 기
억으로 요즈음 날씨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
다. 오히려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익숙해지면서 무감
각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들 정도다. 잦은 기후
변화에 점점 둔감해지며 반응이 느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
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자못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
욱 두려운 것은 많은 이들이 엘니뇨(El
냐(La

Niña)

Niño)나

라니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알고 있

지만, 엘니뇨나 라니냐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물론 이러한 기후문제들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기후는 생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기후와 같은
자연 조건이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간
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화는 스스로가 처한 자연환
경과의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다. 그 때문에 자연조건과 기후가 달라지면 그곳에
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화 양상 또한 달라지게 마련
이다.
전통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우
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과거와 다르지 않
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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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_ 서산과 태안

／

꽃 속에 누운 술 취한 스님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삼수갑산(三水甲山)이라는 곳이 있다. 삼수와 갑산
두 곳은 모두 함경남도의 오지 중의 오지이며, 추위
가 말도 못하여 죄인들 중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유
배 보내기에 알맞은 곳으로 손꼽혔다고 한다. 그런
데 그곳에 스스로를 유배시킨 사람이 있다. 그는 박
난주(朴蘭州)로 갑산과 강계(江界) 등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 노릇을 하다가 1912년 4월 25
일에 죽었다. 죽기 직전에 시 한 수를 남겼는데 자
못 불가의 선시(禪詩)와도 같다.
외로이 홀로 밝은 마음의 달

고독한 수행자의 땅과
혹독한 시련의 땅

心月孤圓
온 누리에 빛을 머금었구나
光呑萬象
그 달빛 온 누리와 함께 사라졌으니
光境俱忘
이는 다시 무엇인가
復是何物

서산이 고독한 수행자의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단박

땅이라면, 태안은 혹독한

에 서산에 전해진 것이다. 더구나 그의 죽음이 알려

삶을 슬기롭게 극복한

지자마자 당시 불가에서 이름 높던 혜월(慧月) 혜명

아름다운 사람들의 땅이다.

(1861~1937)

서산에는 조선 후기 선불교를

이 득달같이 갑산의 웅이방(熊耳坊) 도하동(道下洞)으

진작시킨 경허선사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과
같은 수행자들이 머문

스님과 월면(月面) 만공(1871~1946) 스님

로 달려갔다. 그곳으로 달려가 박난주의 주검을 마주
한 만공 스님은 시 한 수를 지었는데 「경허법사의 천
화를 듣고 읊다(聞鏡虛法師遷化吟)」라는 것이다. 그는
그 시에서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다.

소박한 사찰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 태안에는 2007년

경허선사여!

겨울, 기름 유출로 맞닥뜨린

是鏡虛禪師

혹독한 시련의 땅을 더없이

천화하여 어느 곳으로 떠나셨습니까

아름다운 장소로 탈바꿈시킨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태안의

20

遷化向甚處
술 취한 스님께서 꽃 속에 누워 계시네
酒醉花面臥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그러고 이내 박난주의 주검을 수습하여 다비를 시작

아름답다.

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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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보물 제104호)과 법인국사 보승탑과 탑비(보물 제105호, 제106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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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연암산 천장암 가는 길

25

앞에 말한 천화라는 것은 고승의 죽음, 곧 열반을 뜻

않았다.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셨던 한암 스님은

한다. 사실 박난주는 성우(惺牛) 경허(1846~1912) 스님

경허선사의 보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며, 혜월과 만공은 그의 제자들이었다. 경허 스님
은 1906년 안변 석왕사에서의 법회를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천장암에 주석할 때 한 벌 누더기 옷으로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법명을 버리

추운 겨울이나 찌는 듯한 여름에도 한 번도 갈아입

고 박난주라는 속명을 취하여 누구도 쉽사리 찾아오

지 않으시고, 모기와 빈대가 몸을 찌르고 이들이 옷

지 못하는 오지에 몸을 감추고는 어린아이들을 가르

에 가득하여 온몸이 헐어서 벗겨져도 고요하고 의연

치며 살았던 것이다.

한 자세를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은 큰 구렁이가
벽을 뚫고 들어와 어깨와 등에 올라가 서리고 있는
것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일러주었는데도 태연한 마

천장암에서의 담금질

음으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구렁이가 스스로 다시

경허선사는 9세의 어린 나이에 과천 청계사(淸溪寺)

기어 나갔다. 도에 의정이 깊이 익지 않았다면 누가

로 출가하여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萬化) 보선 스님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앉아 여러 해를

에게서 깨달음을 이루고는 1881년, 비산비야(非山非

지났지만 찰나와 같이 보내셨다.

野)의

내포평야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서산의 연암산

천장암(天藏庵)으로 들어갔다. 당시 그곳에는 경허선

이렇듯 고독한 수행을 이어가던 경허선사는 1898년

사의 친형인 태허선사(泰虛禪師)가 어머니를 모시며

합천 해인사로 옮겨 갔지만 그는 천장암은 물론 도

머물고 있었으며, 경허선사는 그곳을 자신의 깨달음

비산 부석사와 상왕산 개심사와 같은 서산의 사찰들

을 담금질하는 보림(補任)의 장소로 택했던 것이다.

을 두루 만행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서산은 정신

그는 유독 천장암을 좋아했다. 「자암거사에게 보내는

적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허(淸虛) 휴

글(上慈庵居士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1520~1604) 이후 가물거리며 빛을 잃어가던 한국
선불교의 등불을 되살린 그의 뒤를 이은 스님들 중

천장암이 좋은 것은 한쪽은 산이요, 한쪽은 바다여

만공 스님은 유난히 간월암을 좋아했다. 원효와 무

서 비록 그러하다 하지만 이곳은 경치를 구경하려는

학 스님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간월암은 조선 초 배

사람들만 올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통인달사(通人達士)

불 정책으로 헐린 후 절터에 묘까지 들어서서 무참

들도 오고 갈 수 없다. 통인달사들만 오고 갈 수 없

하게 짓밟힌 불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던 곳이

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 조사들도 그러하다. 이곳을

었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와 함께 유난히 그곳을

어찌 가히 말할 수 있으랴.

아끼던 만공 스님이 중창불사로 간월암을 되살려 자
신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의 선지식인 퇴옹(退翁) 성철
스님과 같은 분들이 정진할 수 있는 공

여기서 말하는 보림(補任)이란 이미 깨달았지만 그

(1912~1993)

깨달음에 또 다른 티끌이 묻지 않도록 더욱 정진 수

간으로 바꿔놓았다. 이처럼 서산은 근현대 불교의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곧 자신이 체득한 깨달음을 더

내로라하던 수행자들이 서슬 퍼런 고독을 견디며 수

욱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고

행을 이어가 결국 깨달음을 얻은 곳이었다.

독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은 물론 보림까지 무사
히 마친 승려들이라야 비로소 선지식으로서의 대접
을 받을 수 있었다. 경허선사가 천장암에서 보림을

26

해미읍성, 천주교 박해의 현장

행할 때는 몸 하나 뉘면 딱 맞는 한 평 남짓한 방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천주

서 단 한 차례도 깨달음을 원만히 이룬 방으로 들어

교 프란치스코(Francis

가는 문이라는 원성문(圓成門)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이 나라 안 수많은 장소 중 해미읍성을 방문한 것이다.

|

Jorge Mario Bergoglio, 1936~)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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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개심사 구품연지와 외나무다리

29

둘레 2킬로미터의 해미읍성은 그 형태가 아주 잘 남
아 있는 읍성(邑城)인데, 난데없이 교황이 방문한 것
은 그곳이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 장소였기 때문이
다. 1866년 천주교 박해 당시 해미읍성에는 관아에
토포사(討捕使)가 있었고, 그 관아로 끌려온 1000여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도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한
것이다. 관아 앞 회화나무에는 지금도 고문을 하거
나 목을 매달았던 흔적으로 굵은 철사 줄이 박혀 있
고, 태형으로 죽인 자리에는 돌다리의 자리개돌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더구나 형리들이 그 많은 사람
들을 일일이 처형하기 힘이 들자 해미천에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생매장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다. 이렇듯 서산 일대에는 불교는 물론 천주교의 이
절대로 남에게서 나를 찾지 마라

야기까지 숱한 수행자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무성
하다. 반드시 이러한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고독한 수행자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용현골 끝자
락 보원사지와 같이 텅 빈 폐사지에서 스스로를 돌
아보는 것도 서산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것이 아
닐까 싶다. 홀로 고독한 수행자들의 흔적을 좇아 나
섰으면 중국의 동산(洞山) 양개(807~869) 스님의 오
도송인 「물을 건너며 부른 노래(過水偈)」를 읽어보면
좋으리라.
절대로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라
切忌從他覓
멀고 멀어서 나와 상관없네
迢迢與我殊
나 이제 홀로 가지만
我今獨自往
곳곳에서 그를 만나네
處處得逢渠
그는 진짜 나이건만
渠今正是我
나는 이제 그가 아니다
我今不是渠
진실로 그렇게 깨달아야
應須憑麽會
비로소 진실로 그를 만나리라
方得契如如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서 바라본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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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창리
32

태안 모항항
33

©정지수
34

안면도 작은 수해마을 굴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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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36

안면도 작은 수해마을 굴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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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

여 년 전에 본 것과는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이와 달리 태안의 북쪽에는 혹독했던 삶의 흔적이

그러나 그것은 생각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었다.

남아 있다. 2007년 12월 7일 아침 7시 15분이었다.

갯가에서 만나는 주민들에게 불쑥 말을 건네보면 그

태안 연안을 지나가던 기름을 가득 실은 배에서 기

들의 가슴에 진 응어리는 채 풀리지 않은 것 같았

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여 1만2547킬로리터의 기

다. 소박한 삶에 가해진 혹독함은 너무나도 가혹했

름이 바다를 뒤덮었다. 바다의 어장은 물론 양식장

던 것이다.

뿐 아니라 기름 덩어리가 범벅이 된 해안은 참혹한

하지만 인간이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모습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태안 지역의 바다 생태

금 깨달은 것은 영목항에서 다시 만대항으로 거슬러

계를 조사한 결과, 기름 유출 사고 전에 비해 바다 속

올라가서 솔향기길을 걸을 때였다. 어떻게 이처럼

생물의 개체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하기도

가파르고 위험한 곳에 길을 만들었을까 싶은 곳들

했다. 적어도 5년 정도가 지나야 조개류가 돌아올

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은 다름 아닌 사

것이고, 10년 정도가 지나야 예전과 같아질 것이라

람들이 기름을 제거하러 다니던 길이었다. 본디 길

고 하였으며, 김이나 파래 등의 해조류는 절반 가까

이 없었지만 기름 범벅이 된 해안을 그냥 둘 수 없

이나 감소하였으니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또 없

어서 아무리 가파른 곳이더라도 밧줄을 묶고 발 디

었다.

딜 자리를 만들어서 해안으로 다가가 기름을 제거했

눈 깜짝할 사이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하

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여 아연실색한 주민들은 슬픔을 삼키고 원유제거 작

전부였고, 그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

업에 나섰으며,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도 자원봉사

는 것이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에 나서 약 200만 명의 연인원이 기름유출로 인하여

마음에 마음이 주렁주렁 달리는 길

지금 ‘솔향기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길은 그런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으로 찾아가 해안에 범벅이

길이었다. 비록 당시의 삶은 혹독했을지라도 그 가

되어 눌어붙은 원유를 제거했다. 나 또한 두어 차례

혹함을 또 다른 지혜를 발휘하여 지금은 누구나 걸

모항항에 가서 기름으로 시커멓게 물든 해안의 바위

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지 않았는가. 상처가 완전히

를 열심히 닦았었다. 당시 만조가 되면 잠기고 말던

아물지 않았을 텐데도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이

해안가의 돌들은 모두 검은색이었으나 산기슭은 황

러한 길을 만들어놓았으니 어찌 아름다운 사람들이

토 빛을 띠고 있어 그 대조가 상당히 날카로웠던 기

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발 한발 걸음을 뗄

억이 남아 있다.

때마다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그렇기에

그러나 그보다 더한 기억은 겨울 바닷바람과

서산이 고독한 수행자들의 땅이라면, 태안은 혹독한

기름 오염을 막으려 장화나 비옷과 같은 것들로 온

삶을 슬기롭게 극복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땅이라고

몸을 에워싸고 또 모자는 물론 얼굴까지 꽁꽁 감싼

말하고 싶다. 그래서 경허 스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 겨우 내놓은 눈에서 느껴지던 지역주민들의 간

스스럼없이 버렸듯이 서산의 폐사지를 거닐며 텅 비

절한 눈빛이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돌에 묻은 기름

워버린 자신과 함께 떠나온 태안에서는 바닷가 해안

을 벗겨내려는 그들의 순정한 눈빛은 현장에서 결코

길을 걸으며 두 팔 벌려 큰 바다를 끌어안아볼 일이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실 태안의 북쪽

다. 파도에 밀려온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

끝, 만대항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안면도의 영목항까

의 마음에 주렁주렁 달릴 것이다.

지 내려가본 것은 자원봉사 이후 처음이었다.
이원방조제에는 자원봉사를 다녀간 사람들의
장갑 낀 손도장이 이미 퇴색해가고 있었고, 그들의
수고로움만큼 바다는 깨끗해져 있었다. 그 속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눈으로 보이는 해안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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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을 이야기

／

첫 번째 - 태안 어은리

／

사진 수집 및 자료 조사. 최경자

“이게 나여,
스물세 살 때였을 거여”
조점순(85) 할머니 부부 사진이다. 할머니는 어은리에 살던 윤병환에게 스물한 살에 시집을 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남편은 결혼한 지 사흘 만에 군대에 가버렸다. 그러곤 2년이 지나
서야 첫 휴가를 나왔다. 2년 만에 신랑의 얼굴을 다시 본 것이다. 자칫하면 신랑 얼굴 잊어버리
겠다 싶어 할머니가 스물세 살이던 그때 신랑의 손을 이끌고 읍내 사진관으로 달려가 사진을
박았다. 신혼의 부부들이 아름다워서였을까. 사진은 흔히 보지 못하는 채색사진(彩色寫眞)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채색사진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세기 후반, 호를 어문(魚門)으로 쓴 황
철(1864~1930)에 의해서였다. 상하이에서 중국인 좌소인(左紹仁)으로부터 사진 촬영술을 익힌
그는 서울 북촌의 대안동과 소안동 또 남촌의 진고개나 공평동 등지에 사진관을 열었던 인물이
다. 그러던 그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채색사진술을 익혀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채색사진을 만
든 사람이 되었다. 사진 속 남편 윤병환은 28년 전,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둘 사이에
딸을 여섯이나 두어 딸 부잣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할머니 혼자 어은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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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을 이야기

／

두 번째 - 태안 어은리

／

글과 사진. 조대현

가로림만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어은리의 어은초등학교는 처음에는 태안
국민학교의 분교로 문을 열어 1960년 4월 1일 어은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러
나 지금은 폐교되었다. 여느 시골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없어서이다.

솥단지 지고 소풍 가던 날
어은리에서 태어나 여태 살고 있는 조대현(74)은 태안초등학교 어은분교를 다닌
학생이었다. 그는 나중에 교사가 되어 어은분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사진은
그가 교사로 지내던 당시 사진으로 그가 지니고 있던 것이다.

봄이나 가을이면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
풍을 간다”는 동요를 부르는 날이 있었다. 그날은 엄마가 정성을 들여
서 어렵게 싸준 양은 도시락을 짊어지고 좁은 논길, 밭길을 두어 시간씩
걸어 소풍 가는 날이었다. 한 학년이 50명이나 되었을까. 그러나 함께
소풍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수두룩했다.
“소풍은 무슨 소풍이야. 공부도 안 하고 놀러 가는데 그 시간에 동
생이나 돌봐줘라. 아니 농사일 도와주어야지”라고 하시는 부모님 때문
이었다. 그렇게 같이 소풍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
지만 아무리 그래도 소풍은 즐겁기만 했다. 둘러앉아 나눠 먹던 도시락,
삶은 달걀, 눈깔사탕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몰래 감춰둔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뒤지느라 한바탕 난리를 치며 보물찾기를 하던 일은 여
태 잊히지 않는 추억이다.
그처럼 어렵게 자란 내가 어느덧 교사가 되어 같은 학교 후배이면
서 제자가 된 학생들과 함께 떠난 소풍은 남달랐다. 소풍을 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다. “소풍도 공부야. 소풍은 사회생활이야” 하면서 계획하
고 준비시키던 일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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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여학생들만의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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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의 기억은 김밥과 사이다 그리고 삶은 달걀로 완성된다. 그런데 어은분교 학
생들은 집에서 먹던 반찬을 싸고, 생쌀과 솥단지를 들고 소풍을 갔다. 그들에게 소
풍의 완성은 밥을 태우지 않고 잘하는 것이었다.

소풍을 가면서도 굳이 양은 도시락을 들고 갔다. 가마솥에 밥을 지어 양은 도시락
에 담아서 먹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밥을 하면서도 유쾌했고, 늘 먹던 반찬
이지만 투덜거리지 않았다. 도회지 아이들과의 다른 경험이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
켰을까 궁금하다.

“야! 반장, 너희들 이번 가을소풍 어떻게 갈까? 우리

밥을 푸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다. 그렇게 밥을 푸기 시작하면 마

실과 시간에 공부한 것 실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

치 요즈음의 뷔페와 같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다양한 반찬을 풀밭 위에

희들끼리 의논해봐.”

펼쳐놓았으니까 말이다. 오순도순 모여서 밥을 먹고 나면 이번에는 누
룽지 쟁탈전이 벌어진다. 양은솥 바닥이 뚫어져라 박박 긁어대기가 무

그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야단법석이었다. “우리 분

섭게 아이들은 누룽지를 집어가고 숭늉까지 끓이고 나면 한시름 놓은

단별로 준비하자. 너는 솥을 준비해. 너는 바가지, 너는 물통, 쌀과 반

것 같지만 걱정이 또 한 가득이다.

찬은 각자 조금씩 준비하자.” 당시 소풍 가는 날은 마치 이사 가는 것만

나무를 때서 밥을 한 통에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깨끗한 양은솥이

같았다. 솥단지를 지고 물통을 메고 또 가방까지,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

그만 깜둥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흙으로 비비고, 모래로 비비고, 풀

은 너무나 즐거워했다.

을 묶어서 수세미를 만들어 닦아보지만 여의치 않다. 그렇게 또 한바탕

그렇게 아예 학생들이 솥단지를 지고 가서 밥을 스스로 해먹으니

소란이 끝나면 어느덧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소풍이라고 해야 겨우

어려운 형편의 부모님들도 아이들 소풍 도시락 싸줄 걱정이 없었다. 목

집에서 먹던 김치나 나물 그러고 갯것들을 반찬 삼고 솥을 걸어 밥을 지

적지에 도착하면 남자아이들은 솥을 걸고 나무를 하는가 하면, 여자아

어 먹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워했다.

이들은 쌀을 씻고 뚝딱 반찬을 만들고, 분단별로 요리경연대회를 방불

나를 불현듯 40여 년 전으로 데리고 간 앨범 속 사진 몇 장. 그러나

케 하듯 솜씨를 발휘하곤 했다. 당시는 요즈음과 달라서 밥을 짓고 반찬

사진 속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된 지 오래이다. 학생

까지 만드는 아이들이 많았다. 부모들이 모두 바다나 밭에 나가서 일을

이 없다는 것은 마을 주민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과 같다. 더불어 아이들

하던 터여서 국민학교(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동생들을 챙겨야 했기 때문

이 없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마을에 없다는 것이다. 잠시 학교 앞을 서

에 누구나 그러던 시절이었다.

성거려보니 깔깔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낡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것

얼추 밥이 되어가는가 싶으면 이번에는 남자아이들이 주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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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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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을 이야기

／

세 번째 - 서산 여미리

／

글. 김세중(미술평론가), 사진 수집. 조선희(여미갤러리 관장)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도포에 갓을 쓰고 바지저고리, 버선과 미투리를
신은 할아버지의 낡고 오래된 사진부터 사모관대에 족두리를 쓴 누군가
의 전통혼례 사진, 회갑 잔치에서 눈을 찡그리고 서 있는 손주의 사진,
지금은 아이들을 모두 졸업시켜 시집 장가 보냈을 것 같은 꽃중년들의
국민학교 졸업식 사진….
어느 것은 남의 내밀한 사진임에도 비슷한 시기를 거친 사람들에
게는 자기 앨범을 들춰 보는 듯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근한 사진들이다. 아니,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날 오래
된 사진첩을 뒤지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사진 속에
서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
이듯 묘한 기분이 들었다. 타인의 사진을 보며 느껴지는 그 묘한 기분…

장지문 위나 낡은
앨범 속의 여미리 사람들

그것이 무엇일까 자꾸만 생각이 났다.

‘달빛예촌’이라고 불리는 서산 운산면 여미리를 지나다 보니 예전 정미소였던 곳이
말끔하게 수리되어 ‘여미갤러리 &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보니 갤러리는 서울에서 살던 조선희 씨가 여미리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문을 열었는데 그동안 재미있는 전시가 많이 열렸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여미리 사람들’이라는 전시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옛 사진을
모아서 연 전시였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과 동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도 그렇지만,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낸 것이 돋보였다.
이번에는 당시 사진들 외에 또 다른 사진들을 모았다.

멋쟁이다. 1960년에 찍은 것이라고 하니 당시로는 한껏 멋을 부린 셈이다. 사진 속
주인공은 한상용 씨로 지금 여미리 노인회장을 하는 한재희 씨의 부친이다. 사진
찍을 당시 18세였으며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아마도 데이트하러 가시는 것 같다
면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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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왼쪽이 여미리 노인회장인 한재희 씨의 어머니인 최기예 씨다. 곧, 앞쪽에 자전거를 끌고 있는 한상용
씨의 아내이다. 그 앞 어린 여자아이는 고모이고, 가운데 아이를 안은 이는 둘째 작은어머니, 안겨 있는 아
이는 사촌 누나이다. 맨 오른쪽은 큰어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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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리에 살고 있는 김범식 씨의 가족사진이다. 모두 6남매이지만 둘만 사진을 찍었다. 맨 앞 어린아이가
김범석 씨이고 그 옆에 선머슴처럼 생긴 아이가 누나인 김경식 씨다. 뒤에 선 이는 어머니인 이순노 씨인데
2004년,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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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만 씨와 한상숙 씨가 결혼하던 날, 마을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진을 찍었
다. 그간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인 조경호 씨는 1996년에 세상을 떠났다.

몇 해 전, 여미갤러리의 조선희 관장은 여미리로 내려와 갤러리를 시작
하기 전 동네 분들에게 인사를 다녔다고 한다. 그때 그는 툇마루 장지문
위 액자에 걸려 있던 사진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오래된 앨범 속 사
진들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때부터 사진들을 모아 원형을 유지한 채 일
부 보정을 하고, 디지털 복원작업을 거쳐 아카이브(archive) 파일로 만들
어낸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기획했다.
조선희 관장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막연히 이런
오래된 사진들이 단순히 정서적 감흥을 주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이렇게 사진들을 한데 모으면 지역과 생활
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다.
그리고 세밑, 그가 마지막 사진들을 보내왔다. 다운로드 한 사진
들이 모니터에 큼지막하게 뜰 때마다 나는 나지막이 뇌까렸다. “아, 아
우라…” 그 아우라의 정체는 40~50년이 훨씬 넘어버린 마을 분들의 소
중한 사진 속 후광이었다.
그 후광은 옛 거장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수행하는 성인들 얼
현재 노인회 총무일을 맡고 있는 최기만 씨의 결혼사진이다. 부인은 한상숙 씨이며, 때는 1976년 10월 26일이다.
마을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막 신혼여행을 떠나려는 모습이다.

굴 주위에 그려 넣는 금관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미리를 지켜온 건강
한 공동체성과 그 땅을 일구고 지키며 살아온 여미리 사람들에 대한 한
편의 경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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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대절했지만 꽃 장식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자동차가 출발하
려 하자 친지들이 몰려들어 행복하게 잘살라며 덕담을 건넨다.

객관적 논리만을 수용하는 미술 세계에서 이 사진들은 흔히 복제된 이
미지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작품의 개성이나 독창적인 분위기를 뛰어
넘는 나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 살았던 공간의 역사를 함께 더듬
으면서 짚어보는 과거의 풍경 혹은 잔상이 그 어떤 기록보다 강력한 인
1969년 10월 15일, 최기만 씨의 누나인 최순예 씨의 결혼사진이다. 신랑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재성 씨이며, 결혼식은 신부 집
에서 치렀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집으로 향하는 것이 이곳의 풍습이었다. 신랑 옆 아이를 업은 이는 신부의 외
숙모인 이정숙 씨이다.

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진을 보다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조차 그저 지나치게 구조화된
기호나 논리에 의한 비유적인 수사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낡은 상투어나 신파(新派)처럼 그림에서조차 기피하는 대상으로 밀려나
버린 고향. 하지만 오래된 사진 속에서는 고향이 여전히 눈물겹게 살아
있다.
장지문 위에, 낡은 앨범 속에….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칠 것만 같은 여운이 길게 느껴진
다. 추스른 가슴 한쪽이 자꾸 무너지는 세밑이다. “그대의 고향은 안녕
하신가?”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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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

첫 번째 - 서산 개심사와 보원사지

／

글. 조용미(시인), 사진. 김상훈

쓸쓸함이 불러오는 화려함은 무채색이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며칠 전 내린 눈은 아직 녹지 않았다.
맑고 차고 습한 공기가 폐로 들어온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는 가야산 구비를 돌아 선염에 발묵이 더해진 수묵화의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내포 땅 가야산 인근은 한때 불교문화가 융성했
던 곳, 가야산 기슭의 용현계곡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넓은 평지에 절터
가 나타난다. 당간지주 너머 멀리 석탑이 보인다. 현재 보원사지로 들어
가는 길은 당간지주가 있는 오른쪽으로 개울의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거
나 조금 더 지나 석조를 통과해 나무다리 위로 개울을 건너거나 혹은 개

소멸과 적멸,
그 사이를
걷다

울을 건너지 않고 절터 옆의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
다. 물이 많아진 개울의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너 석축을 오르니 오층
석탑은 차츰 커지며 찰주와 지붕돌이 보이고, 탑신 전체가, 기단이 차례
차례 키가 자라나듯 나타난다.
보원사지는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당간지주와 석조, 뒤
로는 법인국사의 보승탑과 보승탑비 이렇게 보물 5점과 발굴 중인 많은
석조 유물 등이 남아 있다. 보원사 터 한쪽으로 들어서 있는 인법당 마
당에는 아직도 붉은 감을 성탄목의 장식등처럼 가득 매달고 있는 늙은
감나무가 잘못 세워둔 장승처럼 몇 그루 서 있고 길 가는 사람들을 위해
탁자 위에 감나무에서 딴 홍시며 사탕 같은 것들을 놓아두었다.

개심사와 보원사지,

지에서 느낄 수 있는 오롯한 폐허의 적막감을 맛보기는 어렵다. 처음 이

한 곳은 아직 법등이

곳을 찾았던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보니 개울가에는 물풀이며 갈대, 덩

꺼지지 않은 곳이고,

굴이 무성했고, 허술한 징검다리를 건너 야트막한 언덕으로 오르자 펼

다른 한 곳은

쳐지던 넓은 절터와 웅장하게 우뚝 서 있는 오층석탑에 가슴이 마구 뛰

이미 법등이 꺼진 지

었던 것 같다. 일행 중 누군가 대금을 불어 털썩 주저앉아 탑을 바라보

오래되었다. 그 두 곳은

며 그 피리 소리를 들었다.

산 곳과 죽은 곳이기도
할 테지만 어쩌면

개울을 건너기 전에 놓여 있는 석조는 화강석의 통돌을 파서 만든
직사각형으로 크고 아무 장식이 없다. 장중하다. 석조 안으로 눈 녹은
물 위에 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물을 담아 쓰기 위한 쓰임새만은

모두 멸(滅)한 곳들이다.

아니었을 것이다. 저기에다 연꽃을 심거나 쌀도 씻었을 것이다. 처음 보

그 두 곳을 이어주는

원사지에 와서 오층석탑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풀숲 사이에 묻힌

산길은 아주 편안하다.

듯 놓여 있던 거대한 석조였다. 아니, 석조가 꽉 물고 있는 허공, 석조에

걷는 데 힘이 들지 않으니

가득 담겨 있는 빈 공간이었다. 찰주가 가리키고 있는 먼 하늘의 허공보

자연 사색이 걸음보다

다 땅에 파묻힌 듯 버려진 듯 보이던 석조에 찰랑이는 햇빛이나 일렁이

앞서간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나면 풀리지 않던
마음속 응어리 하나쯤은
쉽게 풀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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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사 터는 발굴 작업이 장기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폐사

는 폐허의 공기 같은 것들이 마음을 더 지그시 눌러주었던가.
비닐로 덮고, 파헤쳐지고, 임시로 구획 지어진 발굴 현장 가운데에
들어와서 오층석탑 앞에 서 있으니 어수선해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다. 석탑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탑을 몇 바퀴 돌고, 하층 기단 면석에 세
마리씩 새겨진 사자상의 자세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팔부중상의 건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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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보원사지의 당간지주(보물 제103호). 감나무 왼쪽으로 오층석탑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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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수라를 눈길로 쓰다듬고, 옥개석의 물매를 고개 젖혀 바라보다가
뒤로 물러난다. 그리고 낮은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와 금당터 뒤의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멀어진 탑을 바라본다. 쓸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화
려함이 있다. 쓸쓸함이 불러오는 화려함은 무채색이다.
거의 온전하게 보존된 찰주 때문인지 멀리서도 오층석탑의 존재
감은 우뚝하다. 높이 올라간 찰주는 탑의 아래쪽에서 보면 큰 새의 날개
를 살며시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찰주 때문인가, 범종 소리가 땅속까지
울려 퍼지는 듯한 감은사지 삼층석탑의 장중함이 함께 떠오른다. 이층
의 기단 위에 오층의 탑신이 차곡차곡 단정하게 올라갔다. 석탑은 사방
어느 곳에서 보아도 늠름하지만 멀리 가야산을 배경으로 비껴서 바라볼
때의 모습이 특히 아름답다.
폐사지의 탑들은 부처를, 법당을, 석등을, 암자를 대신해 서 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오로지 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절터도 없지
않아서 낯선 길을 가다 어둑한 시간, 들판 한가운데 혹은 산길의 비스
듬한 언덕에 버려진 듯 그러나 당당하게 서 있는 탑을 만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며 요동쳐온다. 그런 석탑을 만나게 되는 순간은 묘하게도 거
의 해 질 녘이나 어둠 속에서였다. 폐사지의 탑들을 마주보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침묵하는 시선의 교환만으로도 시간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흘러넘쳤다.
발굴 중이어서 그런지 인적이 없어도 절터는 적막하지 않다. 너무
오랜만에 온 탓일까. 넓은 절터이지만 예전의 호젓한 느낌은 사라지고
사방을 넓게 펼쳐놓아 몸도 마음도 숨길 데 없다. 전에는 적막하지만 바
글거리는 고요가 있었다. 개울도 더 넓어진 듯하고, 징검돌은 커졌고,
개울가에 빽빽하던 덤불숲은 줄어들었다. 2017년까지 발굴할 예정이라
니 발굴이 끝난 후 보원사지에는 무엇이 또 새로 생겨나고 사라질 것인
가. 천년 전의 시간을 말해주는, 무너진 시간의 흔적인 폐사지도 다시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빈터가 될 테니. 탑마
저 무너져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폐허만이 절이 있던 자리를 가
장 완벽하게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완전한 멸망만이 완전한 증
거가 된다. 완전한 소멸만이 시간의 진정한 윤리가 된다. 굳이 천지불인
(天地不仁)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은 언제나 무심하고 또 무심하다. 자

연은 스스로를 갱신하기 위해 죽음과 변화를 선택한다.

개심사를 편애하게 만든 숲길
부도비 뒤에 두 장승이 개심사로 넘어가는 서산 아라메길을 안내하며
서 있다. 이 산길로 넘어가면 개심사다. 조금 가파르다 싶은, 폭이 넓은
계단길을 올라가면 한동안 산등성이를 따라 난 길이 제법 길게 이어진
다. 왼쪽으로는 비탈의 나무들 사이로 문득문득 멀리 건너편의 수정봉
오층석탑 곁에서 시묘살이 하듯 서 있는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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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사로 오르는 길이다. 때때로 이 길 앞에 서면 허튼 쌓기로 마구 던져놓은 것처럼 투박하게 박혀 있던 계단길이 그립기도
하다. 이 길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렇게 되겠지만 말이다. 길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 길로 들어서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
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마음을 닦아주는 골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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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덕사의 말사인 개심사는 상왕산(象王山)에 있으며, 상왕은 부처를 상징한다. 코끼리 중에서 가장 큰 코끼리에 부처를 비
유한 것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651년(의자왕 11) 혜감국사(慧鑑國師)가 창건하고 개원사(開元寺)라 하던 것을 1350년 처능(處能)이
중창하며 개심사로 고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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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쯤 겨울, 심검당 문에는 햇볕이 목련나무 가지를 붓 삼아 종일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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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야에 들어오고, 오른쪽 산 아래는 운산면 용현리, 서산 한우목장과

못할 수도 있다. 외나무다리에 서서 물에 비친 겨울나무들과 떠 있는 마

내포평야가 내려다보인다. 나뭇잎들이 수북하게 쌓여 바스락거리는 호

른 나뭇잎과 하늘과 축대와 배롱나무의 굵은 그림자와 지나가는 바람을

젓한 산길, 간혹 까마귀 울음소리가 정적을 일깨운다. 속삭이듯 다정한

들여다본다. 연못의 이름은 경지, 외나무다리를 무심코 지나기도 그리

능선길이다. 쉼터가 나오고 다시 갈림길에서 나뭇잎들에 가려 돌계단이

간단치 않은 곳, 개심사에 왔다.

거의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면 개심사에 이른다. 은행나
무 아래 노랗게 물든 길이 비단처럼 한보자기 펼쳐져 있다.

대웅보전을 마주보고 왼쪽으로 심검당이 오른쪽으로는 무량수각
이 반듯하다. 대웅보전 지붕 위에는 여느 대웅전에서 보기 드문 연봉이

소나무 숲길을 따라 맑고 서늘한 솔바람 소리를 들으며, 소나무 향

가지런하다. 처음 볼 때는 그저 대웅보전 지붕 장엄 중 하나인 줄로만

을 맡으며 한칸 한칸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는 이 시간, 참 오랜만이다.

알고 감탄했다. 알고 보니 지붕의 경사 각도를 크게 하여 눈이 지붕에서

이리저리 휘어지는 돌계단을 차근차근 디디며 솔숲에 눈길을 주는 사이

빨리 쓸려내려가 건물 전체에 하중을 주지 않도록 했고, 이로 인해 기와

소박하고 포근한 절집 개심사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 세심

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쇠로 된 못을 박아 기와를 고정시킨 것이

동을 지나 개심사로 오르는 이 숲길 때문에 개심사를 편애하게 되었을

다. 와정을 박고 나면 기와등에는 쇠못의 끝부분이 돌출되어 보기에 좋

까. 연못의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면 호흡은 더욱 가지런해질 것이다.

지 않으므로 도자기로 연꽃 모양의 그릇을 만들어 덮는데 이것이 연봉

외나무다리 위에서 멈추었다. 연못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데도 목이 마

이다. 와정이 기와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르다. 이 목마름은 해소되기 어려운 것일까.

덮는 연봉은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연꽃으로 장식한 것이니 결국은

지금의 개심사는 크게 변한 것이 없음에도 어쩐지 오래전의 그 고

지붕 장엄이라 볼 수 있겠다.

요한 소박함과 밀도 높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

연봉은 제각각 크기도, 모양도, 빛깔도, 방향도 모두 조금씩 다르

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답다. 늦은 봄, 조용한 봄꽃들이 다 져갈 무렵 개

다. 일렬로 놓여 있어 질서정연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

심사에는 흰색·연분홍·진분홍·연두색·붉은색의 왕벚꽃이 화려하게 피

다. 우주적인 무질서의 아름다움이 저런 것일까. 각각의 무질서가 크나

어난다. 그 꽃을 보려고 이 자그마한 절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특히

큰 질서를 이루고 있다. 질서란 늘 무질서보다 더 거대한 법이지만 우주

명부전 앞의 푸른빛이 도는 청벚꽃은 그 화려한 색으로 보는 사람의 마

적 질서는 무질서의 다른 이름이다.

음을 몹시도 어지럽힌다.

개심사를 말할 때 많은 이들이 빼놓지 않는 곳은 심검당일 것이다.

하필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모시고 있는 명부전 앞인가. 청벚꽃 피

지금은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심검당 옆의 집은 다듬지 않은 휘어진

는 봄의 개심사는 꿈속처럼 현실감이 없고 겨울의 개심사는 마치 거울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움과 파격적인 미감을 보여준다. 저

속에 들어와 있는 듯 분명하고 또렷하여 서늘하기까지 하다. 하늘에서

자연스러움에는 조금 과감한 데가 있다. 그리하여 소박한 자연미를 살

쏟아지는 하얀 법열의 꽃처럼 눈이라도 쏟아지는 날이면 그 적요함 속

린 건축물이 파격적인 건축물이 되고 마는 역설을 보여준다. 범종각과

에서 말을 잊게 되는 곳, 개심사처럼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절

무량수각 뒤편 요사채 기둥에서도 구부러진 자연목을 볼 수 있는데 굽

집도 드물 것이다. 청벚꽃 피는 봄의 개심사는 명부전 앞이라 해도 죽음

은 나무기둥의 갈라진 틈이며 빛바랜 색감이 쉽게 그 앞을 지나치지 못

을 떠올리기 힘들다. 저 앙상한 마른 가지들에서 올봄에도 다시 연둣빛

하게 한다.

겹벚꽃으로 피어나겠지. 사람들은 모여 봄날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허

햇빛이 나무기둥을 비추고 있는 낮 시간, 기둥을 손으로 쓰다듬어

망한 푸른 것을 홀린 듯 바라보고 서 있겠지. 연둣빛 꽃숭어리들은 뭉클

본다. 죽은 나무가 살아 숨 쉬는 듯하다. 물이 아닌 빛과 시간을 빨아들

뭉클 피어올라 미혹과 깨달음 사이를 오가듯 청벚꽃 필 때마다 우리는

여 쩍쩍 갈라져 있다. 휘어진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단도 흔히 볼 수 있

드문드문 개심사 찾아오겠지.

는 자연석이다. 개심사는 어느 곳 하나 과한 데가 없다.

아래에서 보니 범종각의 처마가 날아갈 듯하다. 범종각을 받치고

심검당, 지혜의 칼을 찾는 집. 툇마루 앞의 동백 잎이 햇빛에 반짝

서 있는 네 개의 구부러진 기둥 때문인가. 범종각, 범천의 종소리가 흘

인다. 심검당의 검은 번뇌를 끊어 부처의 혜명을 증득하게 하는 검이다.

러나오는 곳. 하지만 어디에나 가득 차 있다는 일승원음과 무음의 불음

무명초라는 번뇌의 풀을 끊기 위해 필요한 지혜의 칼이다. 자르고 또 잘

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근기에 맞는 일음

라도 자라나는 번뇌의 풀을 베어내는 검. 그 검을 찾는 집, 심검당 툇마

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어쩌다 절집에서 범종 소리를 들으

루 앞에 우두커니 서서 동백나무만 하릴없이 바라본다. 심검당의 띠살문

면 내 앞의 어둠이 얼마나 깊고 크나큰지 깨닫게 된다.

이 겨울 햇살을 받아 따스해 보인다. 언젠가 저 문을 열어보고 싶다.

직사각형 연못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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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

두 번째 - 태안 가로림만

／

기억의 지문, 갯벌

글. 김이정(소설가), 사진. 김상훈

어린 시절 갯벌가에 산 적이 있다. 서해바다 깊숙이 들어온 만(灣)을 막
은 새우 양식장이었다. 네 개의 호지로 된 양식장 한가운데에 사택이 있
었다. 옥상에 올라가면 서해바다의 반짝이는 수평선과 흰 모래사장, 회
색 갯벌이 한눈에 보였다. 양식장 수문 너머의 드넓은 갯벌에 썰물이 지
면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물웅덩이로 홍시 같은 저녁 해가 비쳐 세상
은 하늘과 땅이 온통 붉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갯벌 가득 기어 나온 게
들의 등껍데기 위에도 노을이 비쳐 세상은 현기증이 일었다.
나는 갯벌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태안에는
갯벌이
살고 있다

도 뻘밭에 가만히 엎드려 구멍 밖으로 나온 게들을 지켜보았다. 쉴 새
없이 흙을 동그랗게 말아 퍼내며 집을 만들어가는 게들은 잠시만 몸을
움직여도 일제히 구멍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나는 게들이 숨어든 구멍
을 볼 때마다 동생의 귓속처럼 그 안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주먹만
한 크기부터 새끼손톱보다 작은 것까지, 나는 게들이 사라진 구멍을 들
여다보다 마침내는 조개껍데기나 호미까지 동원해 땅을 파보았다. 갯벌
속엔 게들이 뚫어놓은 구멍들이 서로 겹치지도 않고 미로를 이루고 있
었다. 파도, 파도 닿지 않는 미로의 끝을 결국 포기하고 나는 갯벌에 빠
진 신발 두 짝을 빼들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발가락 사이로 삐져나오
는 부드러운 갯벌이 간지러워 발에 더 힘을 주었다.

스무 살에 만난
서해바다는 까맣게 잊고

스무 살이 돼 다시 만난 서해바다 앞에서 나는 내 혈관 속에 짜디
짠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멀리서부터 자박거리며
다가오는 바닷물 앞에서 심장은 거친 펌프질을 해댔다. 물 빠진 갯벌은

살던 발바닥에 지문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이 간질간질했다. 발바닥에도 갯벌의 감촉이 지

각인되어 있던 갯벌의

문처럼 새겨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나는 주말마다 시

감촉과 내 혈관을 타고

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태안까지 오가게 되었다. 태안 읍내에서 갈아

흐르는 짠물의 존재를

탄 군내버스가 산굽이를 돌아 마침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가로

일깨워주었다.
파도 소리와도 같은 솔바람
소리를 벗 삼아 걷던 갯가에서
문득 염전을 마주하자

림만(加露林灣)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댔다. 모퉁이만
돌아도 느닷없이 나타나는 갯벌. 바닷물이 소리 없이 들고나는 구불구
불한 가로림만은 동해바다처럼 격렬하지도, 남해바다처럼 투명하지 않
아도 내겐 어느 바다보다 더 마음이 매워지는 곳이었다. 산에서 번지는
솔향기와 진득한 갯내가 섞여 순식간에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곳.

염부를 아비로 둔 어린 시절
친구인 숙자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다.
마치 나신(裸身)에 먹물이
스미듯 어둠이 깔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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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이끼 가로림만
물 빠진 겨울 가로림만엔 초록색 갯벌이 펼쳐져 있다. 이끼라도 뒤덮인
것처럼 기이한 풍경이다. 겨울 들판에 초록색 갯벌이라니! 알고 보니
청정지대에서만 난다는 감태였다. 실처럼 가늘어 가시파래라는 학명이

신두리 해안사구에는

붙은 해초. “모양은 매산태를 닮았으나 다소 거친 느낌이다. 길이는 수

파도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數)

자(尺) 정도이다. 맛이 달다. 갯벌에서 초겨울에 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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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갯벌은 갯골이 그리 깊지 않고 덩달아 갯등도 높지 않아 그 원만함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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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창리의 감태밭이다. 겨울이면 파랗게 자라는 감태는 물이 빠져야 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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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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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작은 수해마을 굴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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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전이 『자산어보』에 쓴 감태에 대한 묘사라 한다. 매산태란 명주실

들에 가슴이 아려온다. 어쩔 수 없이 2007년의 기름유출사건이 떠오른

보다 가늘다는 매생이를 이른다.

다. 시커먼 원유가 바다와 해안의 바위는 물론 모래알 속속까지 파고들

감태라는 말을 듣자마자 입안에서 바다 향이 번지며 부드러운 식

었던 그해 겨울, 너도나도 기름 묻은 돌을 닦으러 고무장갑을 끼고 태안

감과 쌉쌀한 맛이 떠올라 침이 고인다. 태안을 자주 오가던 시절, 자주

으로 몰려들었다. 삽으로 퍼내고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내는 수밖엔 다

먹던 겨울 별미 중 하나였다. 올이 가늘고 연해서 불에 구우면 자칫 타

른 방법이 없는 사고였다.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혹은 해안의 바위에 빽

기 쉬워 팬에 조심조심 굽곤 했다. 감태로 뒤덮인 갯벌 근처에 비닐하우

빽이 붙어서 흡착포나 헌옷으로 기름 묻은 돌멩이들을 닦아내기 시작했

스들이 들어서 있다. 감태를 채취해 건조시키는 작업장이라 한다. 가로

다. 130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 마침내 해안을 뒤덮은 기

림만 사람들은 농사가 끝나는 겨울이면 감태와 굴, 낙지잡이에 더 바빠

름을 모두 제거했다. 솔향기길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길이

진다. 아낙들은 겨우내 굴을 까거나 낙지를 잡고, 사내들은 감태를 따고

다. 주민들은 대가 없이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말린다. 새부리처럼 삐죽 솟은 마늘밭이 길을 따라 도열해 있다. 육쪽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계단을 만들고 경사진 곳엔 로프를 매었다. 그것이

늘의 고장답게 서산과 태안은 어딜 가든 흔한 게 마늘밭이다. 겨우내 갯

지금의 솔향기길이 되었다. 하여 솔향기길은 단순한 트레킹길이 아니

내를 맡으며 차가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안간힘이 향이 강하고 단

다. 태안이 고난에 처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헌신과 희망

단한 마늘로 여물게 하는지도 모른다. 상념을 깨며 느닷없이 길 오른쪽

이 만들어낸 뜨거운 마음의 길인 것이다.

이 환해진다. 물 받은 염전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비쳐 거대한 거울

바닥에 닿는 촉감이 폭신하다. 솔잎이 카펫처럼 쌓인 길옆으로 밀

같다. ‘만대솔향기길염전’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차에서 내리니 갑자기

물이 들기 시작하는지 파도가 희끗희끗하다. 파도 소리가 귓전으로 몰

파도 소리가 몰려온다. 두리번거려도 파도는 보이지 않는다. 솔밭을 쓸

려든다. 등 뒤로 불어오는 북서풍에 발길이 빨라진다. 걷다 보니 추위는

고 가는 바람 소리라 한다. 염전 이름이 어지간히 잘 어울린다. 어릴 적

커녕 금세 몸이 더워진다. 고개를 드니 눈앞이 탁 트인다. 서해의 수평

친구 숙자네는 염전집이었다. 새우 양식장 옆에 있던 염전 역시 바다를

선이 한눈에 펼쳐진다. 호수 같던 가로림만의 구불구불한 물길에 익숙

막아 만든 간척지였다. 햇빛이 지치지도 않고 종일 내리쬐면 흰 소금 결

해져 있다가 갑자기 대양에라도 나온 듯하다. 문득 지난가을에 갔던 포

정들이 반짝거리던 염전도 내 놀이터 중의 하나였다. 해 질 녘이면 나

르투갈의 최서단에 있는 호카곶(Cabo

무수차에 올라가 바닷물을 퍼올리던 숙자 엄마의 삐죽한 실루엣이 붉은

벽과 잠시도 멈추지 않던 바람이 그곳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라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해졌다. 가끔 숙자를 꼬드겨 맨발로 올라간 수차

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비바람을 맞으며 대륙의 동쪽 끝

를 잘 닿지도 않는 다리로 돌려보려 애쓰던 나는 아직도 발바닥으로 전

에 있는 반도의 이 서해바다를 떠올렸다. 어디를 가도 세상의 끝이라는

해지던 젖은 나무의 부드러운 감촉을 잊지 못한다.

기분은 들지 않는, 아니 오히려 세상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유

da Roca)이

떠오른다. 깎아지른 절

마침 염전 주인 정갑훈(70) 씨가 외출에서 돌아온다. 부산의 벡스

순하기 짝이 없는 반도를 둘러싼 바다, 바다. 이 바다에는 무엇보다 사

코에서 열린 행사에 소금을 싣고 갔다 오는 길이라 한다. 40년 동안 소금

람이 함께 있었다. 인가라곤 등대지기를 위한 숙소 외에 찾아볼 수 없는

을 만들어왔다는 그는 국내산 천일염이 드물어진 세상에서 오히려 더

그곳과 온통 사람들의 숨결이 어우러진 이곳의 극명한 차이. 유라시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한때 염전에 황토를 깔아 토판소금을 생산했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왔다는 감회의 끝은 결국 사람이었다.

으나 지금은 광폭타일을 깔아 깨끗한 소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길은 산등성과 깊숙한 소나무숲, 해안과 동굴을 지나 꾸지나무해수욕장

“여긴 소나무가 많아서 솔향기 소금이 나와. 5월이면 송홧가루가

까지 이어진다. 불땀이 좋아 자염을 끓일 때 쓰였다는 꾸지뽕나무가 많

잔뜩 날리는데, 송화 섞인 소금에서 솔향기가 나. 태양과 지열과 바람의

은 동네. 밀물은 어느새 백사장 가장자리를 핥고 있다. 세상은 온통 붉

삼합에다 솔향이 더해진 거지.” 그는 소금이 눈처럼 쌓인 창고와 원심

은 망토를 걸쳐 입는다. 지나온 발길마다 먼저 간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분리기로 불순물을 걸러낸 고운 소금을 보여준다. 솔향기가 섞인 소금

있는 길이었다.

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시적인 소금이 아닐까?
희망벽화 손도장과 신두리 사구
만대항, 솔향기길 1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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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이원방조제는 거대한 캔버스였다. 솔향기길 2

꽃게통발이 공터 가득 쌓인 만대항 건너편으로 서산의 황금산과 대산공

코스에 포함되는 희망벽화. 벽화 가운데엔 기름유출사고 당시 자원봉사

단의 굴뚝, 굵은 배관들이 하나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온다. 이질적 풍경

자들의 손도장이 모자이크 타일처럼 모여 있다. 군데군데 핸드페인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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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바래었다. 안타깝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
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던가. 손도장이 더 오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지나는 길에 한 비닐하우스에 들른다. 경운기
가득 굴이 쌓여 있다. 중년의 두 여인이 탁자 위에 쌓인 굴을 까고 있다.
날카로운 조새는 순식간에 굴껍데기를 열고 살점을 도려낸다. 살갗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굴은 탱글탱글하다. 서태안 지역에서만 난다는 먹
굴은 유난히 색이 검다. 갯벌의 영향인지도 모른다. 웬만한 도시노동자
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여인들의 손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쉬지 않
고 움직인다. 한 여인이 굴 하나를 입에 넣어준다. 바다 향이 입안 가득
번진다. 신두리에 도착한 것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때였다. 오랜
만에 마주한 사구는 몹시 낯설다. 신두리에 처음 간 것은 1990년 여름
이었다. 군사지역에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바다엔 사람 그림자도 보
이지 않았다. 물무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해안에 백일이 갓 지난 아이
의 몸을 담갔다. 생전 처음 바닷물에 몸을 담근 아이는 놀라 두 다리를
바싹 오므렸다. 아이의 여린 발등으로 은모래들이 쓸려나갔다.
사구엔 해당화가 붉었다. 해안가로 좀보리사초와 갯메꽃 등이 사
구를 잠식하고 있었지만 맞은편 모래언덕엔 사람 발자국 하나 찍히지
해당화 붉게 피어나던 해안사구

않은 채 바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텅 비어 있으나 세상 어
느 곳보다 가득 차 있는 고요. ‘신두리’라는 이름이 저절로 각인되었다.
몇 해 만에 온 신두리는 사구가 몇 배나 늘어나 있다. 군락을 이룬
삘기들이 바람에 날리는 언덕과 붉은 해당화 열매를 갈라 씨를 털어내
며 타박타박 걷던 길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사구 바깥으로 데
크를 만들어 흰 모래언덕은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다. 사구가 사막처럼
넓어진 것은 그곳을 잠식해가던 해안식물들을 제거한 덕이라 한다. 사
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주억거리면서도 속으론
서운함을 감출 수 없다. 모래언덕에서 바라보던 신두리의 긴 해안선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바람이 운반해온 모래가 쌓이고 흘러내리면서 만
들어낸 경사와 날카로운 선, 신두리는 바람의 나신이었다. 이젠 더 이상
그 나신을 눈으로 만지듯 생생히 보던 특권은 누릴 수 없게 돼버렸지만
사람들의 무자비한 발길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나신(裸身)에 먹물이 스미듯 사구로 짙은 어둠이 내린다. 흰 파도
가 갈기를 세운 채 몰려온다. 한참 동안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본
다. 다섯 번째 저 파도는 어쩌면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그 절벽에서
부서지던 흰 포말인지도 모른다. 아니 언젠가 컨테이너선을 타고 나가
만난,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궁함 같던 인도양을 떠돌다 지쳐 이곳으로
몰려온 물인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 최초의 인류가 뗏목을 타고 떠났
던 그 바다가 오늘 마침내 내 앞에 당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
간과 공간이 바다 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밤의 신두리 해안으로 태초
의 바닷물이 우우우 몰려왔다.

이원방조제에 남아 있는 장갑 낀 손도장이다. 기름을 제거하러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남겨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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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

／

세 번째 - 서산 황금산과 간월암

／

황금

글. 부희령(소설가), 사진. 김상훈

대호방조제 위를 달려가는 자동차 유리창에 후두둑 빗방울이 듣는다.
겨울비다. 여행의 목적지는 저 멀리 구름으로 뒤덮인 회색빛 하늘과 바
다와 길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끝나는 곳 어디쯤에 있다. 황금산(黃金山).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 상자 하나쯤 묻혀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이
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황금빛은 서쪽을 나타낸다고 믿었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황금산은 서산시 서북쪽 끝 가로림만 어귀에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서산은 서쪽에 있어서 서산이 아니라 상서로운 곳이라 서산
(瑞山)이다.

백제 때까지만 해도 기군(基郡)이라 불리던 서산은 고려 충

렬왕 때 이 지역 사람 정인경이 공을 세워 서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
다고 한다.
서산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다. 동쪽으로 내륙을 가로막
고 있는 가야산을 제외하고는 높고 험한 산도 없고 큰 강을 낀 드넓은
평야도 없다. 완만한 언덕과 야트막한 산들 그리고 아산만・가로림만・천

황금과
달

수만 등으로 이루어진 리아스식 해안들. 아마도 오래 세월 서산 사람들
을 먹여 살린 것은 바다와 갯벌이었을 것이다. 천수만 간척사업, 대산공
업단지 조성 등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지만.
대산면 독곶리에 다다르자 때마침 비가 그친다. 추수가 끝난 들판
저쪽 공장지대의 새하얀 굴뚝과 치솟은 첨탑들이 보인다. 공상과학 영
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 같다. 마을 진입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중이다. 복잡한 길을 벗어나 황금산으로 이어지는 해변 길을 따라
걷는다. 길의 왼쪽으로 갯벌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비가 막 그친 갯

설문대할망, 계양할미,

벌에는 홀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림자가 하나 보인다. 아마도 바지

서구할미, 안가닥할미라고

락을 캐고 있으리라.

불리는 그는 마고할미의
서로 다른 이름이다.
태초에 이 세상의 지형을
형성시킨 대지모신(大地母神)인
그들은 어마어마한

에 짐작해보는 것이다. 물 빠진 갯벌에 우두커니 올라앉은 작은 어선 한
척 너머로 어살이 늘어서 있다. 어떤 물고기들이 밀물을 따라 들어왔다
가 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지 궁금하다. 혹시 언젠가는 돌아온다던 전
설 속의 조기떼들?
옛날에 활 잘 쏘기로 이름난 박활량의 꿈속에 황금산 앞바다 수호

거인이어서 서해바다를

신 청룡이 나타났다. 연평도 앞바다에 사는 황룡이 조기떼를 몰고 가려

휘젓고 다녀도 고쟁이조차

고 하니, 자신이 황룡과 싸울 때 와서 활을 쏘아달라고 했다. 중요한 것

젖지 않을 정도였다.

은 황룡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 즉 청룡을 겨누고 쏘아야 한다고

그러나 서산의 황금산 앞바다에
이르러 그의 고쟁이가 젖고
말았다. 서해바다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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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지락밭이라는 푯말을 막 지나쳤기

신신당부했다. 박활량은 청룡의 말대로 숨어서 기다리다가 활을 쏘아야
하는 순간에 잠시 흔들린다. 활솜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청룡의 당
부를 어기고 황룡을 겨눈 것이다. 활은 청룡에게 맞았고, 이때부터 조
기떼는 연평도 앞바다로 가버려서 황금산 앞바다에서는 조기를 잡을 수

유난히 푸른 까닭이 그만큼

없게 되었다는 것. 신탁이라든가 점괘라는 것은 사람의 무의식이 감지

깊은 때문인가 보다.

하는 어떤 징후를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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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산 아래 몽돌해안에 있는 코끼리 바위, 바다 건너 저 멀리 보이는 곳은 태안의 만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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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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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

또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의 척도

은 몸이 감지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직관의 힘. 사람이 자연과

인 금을 사랑했고, 금이 가져다주리라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을 선망하

너무 멀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며 추구했다. 황금이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명예, 권력의 최

주차장을 지나 등산로 입구로 접어든다. 길은 편안하다. 화려한 이

대치를 찬란한 빛 그 자체로 구현한 사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

름과 어울리지 않게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산이라는 느낌이 든다. 오른

은 황금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황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금술에 빠져

쪽으로 대산산업공단의 굴뚝과 저장 탱크들을 배경으로 철새들이 떼 지

들기도 했을 것이다.

어 날아오르는 호수가 보인다. 얼마 안 가서 이정표가 서 있는 사거리

황금산의 원래 이름은 ‘항금산(亢金山)’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쉼터가 나온다. 정상으로 향하는 왼쪽 길로 접어든다. 황토 빛 오솔길이

바닷가 동굴에서 금을 캐기 전까지 산이 있는 마을 전체를 ‘항금’이라

갑자기 가팔라지기 시작한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순간, 해발 156미터

불렀다. ‘항금’은 평범한 금이 아니라 고귀한 금을 뜻한다. 그래서 마을

의 산 정상임을 알려주는 돌탑에 다다른다. 정상에 있는 황금산사에는

의 옛 선비들은 ‘항금산’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

서해안 일대에서 ‘조기의 신’, ‘풍어의 신’으로 추앙받는 임경업 장군을

다. 황금이라는 말에 들어 있는 허황되고 덧없는 섬망을 경계했던 것인

모시는 사당이 있다. 험난한 뱃길을 지날 때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지도 모른다.

당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던 자리다. 주위에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그림
같은 섬들이 떠 있는 가로림만이 내려다보인다. 무성하던 잎들이 사라
져 굴곡진 줄기와 잔신경처럼 뻗어나간 가지들만 남은 나무들이 반짝이

서해바다답지 않게 맑고 푸른 바다

는 바다를 향해 질문을 던지듯 비스듬히 서 있다. 나는 왜 여기에 서 있

금을 보았으니 은을 보러 간다. 해를 봤으니 달을 보러 간다. 혹은 세속

는 것입니까.

을 보았으니 초월을 보러 간다고 할까?

정상에서 이정표가 있는 사거리까지 다시 내려가 코끼리 바위 쪽

서산과 홍성 안면도 사이에 자리 잡은 좁고 긴 바다가 천수만이다.

으로 방향을 잡는다. 누리장나무・벚나무・소사나무라는 푯말이 달린 나

1984년 간척사업으로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동북아 최대의 겨울철새

무들 사이를 걷다 보니 평상이 놓인 쉼터가 나타난다. 이미 코끼리 바위

도래지로 거듭났다. 간척지에 생긴 인공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드넓

까지 내려갔다가 온 한 팀의 등산객들이 간식을 나누며 앉아 있다. 빗방

은 벌판에 떨어진 곡식과 갯벌에 사는 조개들 그리고 갈대밭이 새들에

울이 간간이 흩뿌리는 평일 겨울 산에도 웃음과 한담을 나누는 사람들

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하늘을 새카맣게 메우면서 날아가는

이 넘쳐난다. 밧줄 난간이 있는 길을 지나 온통 모난 바위와 돌투성이인

새떼를 보려면 일출과 일몰 시각을 맞춰야 한다. 늦은 오후 서산 A, B지

험한 지역을 통과하면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진 몽돌해변이 나타난다. 해

구 방조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간월도로 향한다. 새들은 오른쪽에 보이

변의 오른쪽 구석에 코끼리 바위가 있다. 파도에 몽돌이 구르는 배경 음

는 바다 한가운데에 섬처럼 한가롭게 떠 있다.

향과 바위 표면에 붙어 있는 우툴두툴한 굴 껍데기 덕분에 그 모습은 코
끼리라기보다는 고대의 이름 모를 신비한 존재처럼 보인다.

‘달을 본다’는 뜻인 간월이라는 이름은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
달음을 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간월도는 원래 천수만 한가운데

바다는 서해답지 않게 맑고 푸르다. 겨울이라 수온이 낮기 때문인

떠 있는 섬이었다. 방조제가 생긴 뒤로는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 물이

가 했는데, 황금산 앞바다는 깊고 험하단다. 서해안을 다 돌아다녀도 고

나가면 육지가 된다. 물때를 맞춰서 간 것도 아닌데 간월암 입구에 가보

쟁이가 젖지 않던 마고할미의 고쟁이를 적신 바다다. 그래서 이원반도

니 마침 길이 열려 있다. 예전에는 밀물 때도 암자까지 들어가는 쪽배가

에서는 마주 보이는 황금산의 해식 암벽들은 ‘마고할미의 고쟁이를 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 말린 바위’라고 불린다.

걸어 들어가면서 눈짐작으로 가늠해본 간월암은 조금 크다 싶은

썰물 때는 해안선을 따라 금굴까지 갈 수 있지만, 길이 험해서 포기

살림을 하는 여염집 규모의 소박한 사찰이다. 암자 주위로 장승 형태의

하고 다시 평상이 있던 쉼터까지 올라갔다가 금굴로 내려가는 길로 다시

부처님과 돌탑들, 고목들이 와글와글 둘러 서 있다. 고승이 얻은 초월의

접어든다. 가파르지 않은 계곡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몽돌해변이 나타난

힘을 빌려 세속의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염원을 본다. 문득 성과 속

다. 더 시야가 넓고 편안한 곳. 해변을 구르는 돌들도 더 작고 동글동글한

이 그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물이 나가면

것처럼 보인다. 금굴은 절벽 한쪽에 깊게 파인 해식동굴이다. 생각보다

세속, 물이 들어오면 초월인 듯.

꽤 크고 깊어 보인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금을 캐기도 했다.
동서양 문명을 막론하고 황금은 오랜 옛날부터 태양과 풍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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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염궁문·대웅전·요사채·산신각·용왕단 등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
는 아담한 사찰이지만, 암자 안 어디에서도 바다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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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간월암이다. 조선 후기 만공선사가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여러 선지식들이 머물며 수행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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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으로 가리고 벽으로 막혀 있는 곳만 수행의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
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월암이 품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무한하
다. 하늘과 바다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만큼이나 경계가 없
다. 이토록 허허로운 곳에서 달이 뜨는 것을 보면, 문득 그 자리가 세상
의 중심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달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달이 되는
경지.
왕사이기도 했던 무학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시대에 폐허가 되었던 간월암을 다시 세운 이는 만공 스님이다. 스
님은 ‘절 짓는 스님’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1941년에 중창불사를 완료했
다. 그 후 수덕사가 거처였던 스님은 제자들과 이곳을 자주 찾았다. 대
웅전에 걸려 있는 ‘간월암’이라는 현판도 스님이 직접 쓴 글씨다. 당시
서산군수 박영준은 간월암을 다시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스
님은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휘호를 써주었다.
만우당이고불심 목조석호상쟁전(晩愚堂裏古佛心 木鳥石虎相爭轉)
(만우당 속의 옛 부처님 마음이여, 나무새와 돌호랑이가 엉키어 서로 다투는구나.)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세계전쟁이 발발한 어둡고 혼
란한 시대였다. 참 나를 잃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날뛰
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다.
간월암이 품은 고승들은 무학대사와 만공 스님뿐이 아니다. 일설
에는 원효대사 또한 간월도에 머무른 적이 있다고 한다. 성철 스님도 30
대에 접어들 무렵 수덕사에서 동안거를 끝내고 늘 모자라기만 한 듯한
공부를 채우기 위해 그 해 봄 간월암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2년 동안 참
선을 하면서 머물렀다. 바다 위에 뜬 달을 보면서 성철 스님이 미진한
무엇인가를 채웠는지 비웠는지는 알 수 없다.
달을 보러 왔으나 달이 뜨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남았다. 물이 들
어오기 전 암자를 떠나야 한다. 그냥 떠나기 섭섭하여 굳게 닫힌 대웅전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절 마당 용왕단 앞에 삼배를 한다. 무엇을 빌
까 망설이다가 그냥 마음을 비운다. 다시 삼배를 하고 들어온 길을 되짚
어 돌아 나온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나 바닷길이 열린 섬으로 들
어왔다가 나갈 때나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 방향이 바뀌면 다른 곳을 걷
는 기분이다. 목적지가 바뀌니 장소가 변하는 것인가.
간월도 명물 굴밥이라도 먹으면서 서산 3경이라는 간월암 낙조를
볼까 하다가 발길을 돌린다. 어느 해의 마지막 날 문득 생각이 나면 이
곳으로 훌쩍 와서 한 해를 보내는 해넘이를 위해 아껴두어야겠다는 생
각을 한다.

도비산 부석사의 승상이다. 간월암은 물론 부석사에도 만공선사가 수행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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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

첫 번째 - 천리포수목원

／

글과 사진. 최경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웨스트피츠턴에서 태어나 버크넬 대학에서 화학
을 전공한 칼 페리스 밀러(Carl

Ferris Miller, 1921~2002)는

다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진학하여 일본어를 배웠다. 그는 1945년 4월, 일본 오키나
와 섬 미군사령부의 통역장교로 배치되었고, 이듬해 25세이던 1946년
연합군 중위 신분으로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다가, 1947년 1월에는 주
한미군사령부 사법분과위원회 정책고문관으로 지원해 한국으로 왔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은행에
취직하여 본격적인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은행과 증권사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1962년 지금
의 수목원 부지를 처음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그 까닭이 자못 흥미롭다.
처음부터 수목원의 꿈을 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태안에
간 것은 한국은행 동료들과의 여름휴가 때였다. 만리포를 찾은 그에게

나무를 지키기만 할 뿐
주인 노릇하지 마라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바닷가의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 1만9830제곱미
터(6000평)를 사주기를 간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여 구입한 것이
시작이었다.
더구나 그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1970년에도 그는 나무에 대하여
별반 아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희귀종 나무들이 죽
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무에 대한 애정이 더
욱 깊어진 그는 1979년에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한다. 국내로 귀화한 외
국인 제1호인 그는 이름을 민병갈(閔丙渴)로 바꿨다. 이는 한국은행 근

천리포수목원은 설립 이후 39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다. 지금도 제한된 구역만을
공개하는 까닭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게 하려는 설립자 민병갈의
생각 때문이다. 민병갈은 나뭇가지 하나 허투루 자르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한다.
나무는 그대로 자라게 놓아둘 뿐 보기 좋게 다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무 당시 동료였던 민병도(閔丙燾, 1916~2006)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후
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고 을유문화사라는 출판사를 세운 민병도는 은퇴
후 남이섬을 구입하고 민병갈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심어 가꾼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
현재 천리포수목원에는 1만3200여 종의 수목이 자라고 있다. 수종

그는 나무를 위한 수목원을 꿈꾸었으며, 항상 수목원 사람들에게

에서 국립수목원을 훨씬 앞지른다. 특히 400여 종에 달하는 목련과 370

나무를 지키기만 할 뿐 나무에 대하여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 했다.

여 종을 보유한 호랑가시나무는 세계적이다. 그가 이처럼 다양한 수목
을 가꿀 수 있었던 까닭 중 하나는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그는 아주 탁
월한 펀드매니저였다. 국내 웬만한 증권사들을 두루 거치며 자문을 했
는가 하면, 홍콩의 경제지 파이스트 이코노믹 리뷰는 그를 ‘아시아 최고
의 펀드매니저’로 소개했고, ‘월스트리트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던
존 템플턴 경도 개인 자산 투자를 그에게 맡길 정도였다고 전한다.
그는 그렇게 번 돈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무에 투
자한 것이다. 2000년 4월에는 국제수목회로부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
로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삽을
대기만 해도 소금기가 올라오던 척박한 땅에 아낌없이 투자한 결실인
것이다. 2002년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목원은 우리에게 많
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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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수목원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곳으로, 민병갈 선생이 사사로이 이뤄놓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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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수목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 나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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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를 함부로 잘라버리던 직원을 그 자리에서 해고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설 같다.

99

10 0

민병갈 선생 생전에는 수목원을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 일부를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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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천리포수목원에 가거든 나무 구경도 좋지만 민병갈 선생의 마음을 배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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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

두 번째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글과 사진. 최경자

신두리 해안사구가 지금처럼 잘 보존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무시할 수 없는 까닭이 해안사구 지역이 군사지역이었다는 것이
다. 자연히 1990년대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그나
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북면에서 태어난 나는 학창
시절 이 해안사구로 소풍을 다니곤 했다. 그 때문에 이 사구를 미워하기
도 했는데 어느 해 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던 날 점심을 먹으려고 도
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마술을 부린 것처럼 모래밥이 되어버렸기 때문
이다. 삶은 달걀은 그때까지 껍질을 까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마저 모
래를 뒤집어썼다면 그만 울음을 터뜨렸을 수도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듯 모래언덕을 휘감아 싸는 바람이 많이 불
었다. 바다와 잇닿아 있는 백사장인 사빈(砂濱)으로부터 모래언덕으로
움직이는 모래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여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웠거나 흔히 보

모래언덕에 서서
노을을 보다

지 못하는 신기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주변 환경이 바뀌
어서 그때처럼 모래가 바람에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1월의 해안사구는 겨울을 맞이하여 시베리아에서 달려오는 북서
풍으로 생기가 넘친다. 또 모래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식물
인 순비기나무·해당화·갯방풍·갯그렁·통보리사초 등 10여 종의 사구
식물들은 모래 속에 스스로를 감추고 겨울잠을 자는 중이다. 그들과 함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海岸砂丘)는 나라 안에 몇 남지 않은 해안에
발달한 모래언덕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빙하기 이후 약 1만5000년 전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모래언덕은 육지와 바다 사이의 생태적 완충지역으로 퇴적물의 양을

께 명주잠자리의 유충 개미귀신과 왕소똥구리, 멸종위기 2급인 표범장
지뱀 등이 서식하는가 하면, 흰물떼새·종다리·노랑때까치 등 다양한 조
류도 살고 있다.
매일 나가지는 못하지만 더러 해안사구에 나가보면 모래들이 다양

조절하여 폭풍과 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모습으로 반기곤 한다. 거대한 사막이라도 되는 양 어떤 날은 물결무

이렇듯 작은 사막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해안사구는 바람과 모래, 그리고 시간이 빚은

늬를 이루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그 무늬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기도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 특히 바람이 거세게 불고 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자연의 신
비로움을 만끽하게 된다. 그중 내가 즐기는 풍경은 모래언덕 너머 바다
로 지는 낙조이다. 요즈음은 사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로 데크
를 만들어 아예 탐방로를 만들어놓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 개의 탐방
코스 중 마침 해 질무렵에 해안사구에 다다르면 망설이지 않고 탐방 2
코스를 걷는다.
모래와 바람 그리고 바다까지 신두리 해안사구가 갖추고 있는 모
든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덤으로 노을까지 볼 수 있으니 내가 가장 아
끼는 코스인 것이다.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해안사구는 날마다 그 모습
이 달라진다. 마치 어린왕자가 살 것같이 삭막한 작은 사막이지만 바람
과 만난 모래들이 빚어내는 부드러운 곡선들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
는, 신두리 해안사구만이 내놓을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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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는 모래가 쌓인 언덕이다. 해안 침식으로 생긴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지는 모래해안[砂濱]에서 바람에 실려
오는 모래들이 사진에 보이는 식물들에 의하여 걸러지며 쌓여 모래언덕[砂丘]이 된다. 반드시 사진에 보이는 식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바람에 떠다니는 모래의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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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사막이라고 하기에는 황량함이 덜한 신두리 해안사구는 형성되기 시작한 지 무려 1만5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필두화(筆頭花)라고도 불리는 해당화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지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을
기어 다니며 자라는 식물도 있다. 이처럼 바닷가 모래에서 자라는 식물은 따로 해변식물(海邊植物)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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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

첫 번째 - 문헌 속의 자염

／

글. 김성은(고전연구가)

광해군 시절, 시대를 피하여 은둔을 일삼던 문인들 중 계곡(谿谷) 장유
(1587~1638)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김직재의 옥사에 연루되어 1612

년, 고향인 경기도 안산에 잠시 몸을 피하였다. 안산에는 그에게 고조가
되는 유정(柳亭) 장옥(1493~?)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호호정(浩浩亭)이
있었으며, 그가 머문 집은 해장정사(海莊精舍)였다. 그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시골생활을 무던히도 즐겼다. 그러나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
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지은 오언율시에서 말하기를
집 짓고 살기엔 너무도 쓸쓸한 곳

此地成幽築

어른 아니시면 뉘와 이웃하리요

非君誰與隣

어부와 나뭇꾼도 말동무 할 만한데

漁樵堪作伴

술에 시 곁들이면 더욱 친해지리다

酒賦更相親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당시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제목이 「시골집(田家)」이다.
석양빛 어둑어둑 산은 환히 빛나고 		 落日荒荒山際白
소금밭 푸른 연기 하늘하늘 흩어지네

鹽煙淡淡鹵中靑

풍년 든 농촌 들녘 승냥이도 없나니 		 田家歲熟無豹虎

바닷가에
자욱하던
소금 굽는
연기

곳곳마다 사립문 밤에도 그냥 열려 있네 處處柴扉夜不扃
그런데 의아하다. ‘소금 굽는 연기[鹽煙]’라는 대목이 말이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거푸 고쳐 읽었지만 “봄날 안산 별장에서 선조
호호정의 시에 삼가 차운한 뒤 이어 장장에게 보여주다[春日安山別業 敬次
先祖浩浩亭韻 因示張丈]”와

“기암자의 호행록에 화운(和韻)한 시[和畸菴子湖

行錄]”에도 소금 굽는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유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간 가정(稼亭) 이곡(1298~1351)이 지은
시에서도 지금의 영종도를 일컫는 자연도(紫燕島)에 소금 굽는 연기가
자욱했다고 하며, 부산 동래(東萊) 바닷가에도 소금 굽는 연기가 떠다녔
다고 한다. 또 전라남도의 다도해인 신안군 지도읍에 잠시 머문 운양(雲
養)

김윤식(1835~1922)은 읍내 황금 부락 뒤 삼암재(三巖齋)에서 자고 난

아침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은 본디 구워서 얻는 것이었다. 소금을 얻는 수많은 방법 중 이처럼
바닷가 가을날 해 저무니

海堧秋將暮

바람과 햇살 아름답고도 맑네

風日美且淸

게으른 나를 일으키는 손님 있어

有客起余慵

지팡이 이끌고 냇가 곁으로 간다

携筇傍溪行

관원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 글은 이렇듯 서해안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금 굽는

바람 지나가니 벼 향기 스미고

風過稻香襲

일과 관련된 문헌 기록들을 간추려본 것이다.

조수 물러가니 소금 연기 피어오르네

潮退鹽煙生

바닷물을 끓여서 얻는 소금을 자염(煮鹽) 혹은 화염(火鹽)이라고 했으며, 금강산의
큰 사찰에서도 따로 소금 굽는 가마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 중기에는
염분차사원(鹽盆差使員)이라는 벼슬도 있었는데, 이는 자염 제조의 실적을 감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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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과거 우리들이 먹고 살았던 소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
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천일염이 아니다. 지금까지 읽은 시에서 공통
적으로 보이는 ‘소금 굽는 연기’는 염분(鹽盆)이라는 소금 굽는 가마에
서 나는 연기를 말한다. 염분은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 때에 쓰는
큰 가마로, 염부(鹽釜)라고도 한다. 이는 서해안뿐 아니라 남해안과 동
해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바닷가 전역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록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단연 서
해안으로 앞에 말한 장유가 남긴 글에서는 경기도 안산으로부터 지금의
보령인 남포까지 바닷가에는 소금 굽는 연기가 항상 자욱했다고 할 수
있다.
장유와 동시대를 살다 간 잠곡(潛谷) 김육(1580~1658)은 서해안의
수많은 염분들 중 태안의 염분을 오언절구로 남겼는데 「태안의 염분[泰
安鹽盆]」이 그것이다.

소금 굽는 우물 위에 연기 꼈는데(출곽,
관청에선 바칠 숫자 이미 정했네(염정,

遠烟鹽井上

出郭)

官作旣有程

鹽井)

만리 멀리 공급하느라 번거로움에(기부서회,

夔府書懷)

인가 불빛 밤 깊도록 밝기만 하네(촌야, 村夜)

萬里煩供給
隣火夜深明

이 시는 앞에 읽었던 시와는 사뭇 다르다. 앞의 시들은 대개 서정성이
보이는 반면, 김육의 시는 관청에 소금을 공급하는 일 때문에 염부들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현실 고발성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는 소금을 구우며 피어나는 연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김육은 소금을
굽는 장소로 염정(鹽井)을 말하고 있다. 염정(鹽井)은 이처럼 큰 솥이나
가마에서 바닷물을 끓이고 졸여서 만들어내는 소금 제조방법인 자염(煮
鹽)

혹은 화염법(火鹽法)에서 애벌로 곤 바닷물을 담아두는 곳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소금을 굽는 행위는 비록 설화이기는 하지만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위덕왕 24년인 577년에 창건된 전북 고창의 선
운사 창건주인 검단선사(黔丹禪師)는 스님이기도 했지만 선운사 근처에
서 도적질을 일삼던 산적 무리에게 소금 굽는 방법을 가르치며 교화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킨 인물이기도 하다. 소금을 굽는다는 것은 불이 필요함을 뜻하고 불은

염분을 판매하던 매매 문서 _ 1864년 3월에 고치로(高致老)라는 사람이 가원서(賈元西)라는 사람에게 염분을 판매
하는 매매 문서이다. 고치로가 판매한 염분은 충청도 면천군(沔川郡) 송산면(松山面) 용두벌(龍頭筏)에 위치한 1등
염분으로, 가격은 40냥(兩)이다. 염분을 파는 고치로와 이 매매를 증명하는 원정서(元正西)의 수결(手決, 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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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사용하여 피웠다. 그러므로 앞에 말한 소금 굽는 연기는 나무를
때서 생기는 연기이기도 하겠지만 솥에서 바닷물이 끓으며 내는 증기이
기도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태안에서 소금을 굽는 일을 재현하여 주목을 받았
던 인물들 중 시인인 정낙추 씨는 필자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태안 지방
의 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바닷가 근처 산의 소나무는 조
금이라도 밑동이 굵으면 모두 땔감으로 잘려나가 헐벗은 민둥산이었다

123

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 때에도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

먹다

／

두 번째 - 자염 만들기

／

글. 정낙추(시인), 사진. 최경자

을 뒷받침하는 시가 한 구 남아 있다.
비록 태안 지방이 아니라 전남 신안군 지도(智島) 일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운양(雲養) 김윤식이 지은 시 중에 「산의 나무 벌채를 탄식하다
[山木歎]」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사방 주위에 소나무가 꽤 있었네
그 후 두세 해 만에
곳곳마다 다 민둥산이 되고
아궁이엔 땔감 끊겨
겨울 추위를 막을 수가 없네
무슨 까닭인가 물으니

四圍頗有松
		

伊來兩三年

		

處處山盡童

		

竈下絶柴薪

		

無以禦窮冬

		

借問緣何故

모두 소금가마 속으로 들어갔다네
섬마을 수백 호가

我初來寓時

盡入鹽釜中
		

島村數百戶

대대로 소금으로 농사 삼는데

世世鹽爲農

내년에는 소금가마도 치울 거라니

明年將廢釜

아아, 살길이 막막하구나

		

吁嗟生事窮

		

異哉山之性

예나 지금이나 역시 똑같고

		

古爾今亦同

옛날부터 소금 굽던 곳인데

		

自昔煮鹽地

이상하다 산의 성질은

산등성이 울창하게 푸르다가

岡巒鬱靑蔥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변하여

胡爲一朝變

천봉우리 깎아 민 듯 서 있을까

戌削立千峯

비록 하늘의 운수가 그렇다 해도

縱然諉天數

실은 사람의 노력이 모자란 탓이리

實由乏人功

단지 눈앞의 욕심만 채울 줄 아니

但知充近慾

누가 다시 심고 북돋을 생각하는가

誰念更殖封

그가 1901년, 신안군 지도에 간 까닭은 유배 때문이었다. 지도에 겨우 6
년을 머물렀을 뿐이지만 처음 당도했을 때와 떠날 때의 산 풍경이 달라
졌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

염한이와
간쟁이가
만들어내던
자염

다. 지금도 신안군에서는 질 좋은 천일염이 나지만 이처럼 100여 년 전
만 하더라도 모두 바닷물을 끓인 소금인 자염을 생산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소금은 모두 햇볕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서 얻는 천일염으로 그 방식이 바뀌고 말았지만 말이다.

2001년 5월 20일,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낭금 갯벌이 종일 떠들썩했다. 옛 기억을
되살린 어르신들 덕분에 1950년 이후 더 이상 볼 수 없던 소금 굽는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염한이와 간쟁이를 맡은 어르신들이 애쓴 덕분에 너덧 시간이
지나 철 가마솥에서는 뽀얀 소금이 나왔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일염보다 덜 짜고 구수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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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을 끓여서 얻는 소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소금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는 땅 속에서, 30퍼센
트 정도는 바닷물에서 얻는다. 중국·호주·캐나다·미국 등의 경우에는
암염(巖鹽)·정염(井鹽)·해염(海鹽)·지염(池鹽)·천일염(天日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
안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뿐이다.
자염(煮鹽)은 끓일 자(煮)와 소금 염(鹽)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염
도를 높인 바닷물[鹹水, 함수]을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소금을 말한다. 그
러나 태안 지방에서는 자염이라는 말 대신 화렴(火鹽)이라는 말이 통용
되었다.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랜 옛날
부터인데, 대체로 토기(土器)에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토기
제염법(土器製鹽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3~3.5퍼센트
정도의 소금밖에 들어 있지 않아 연료의 소모가 많았고 생산성 또한 매
우 낮았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원시적인 생산 방식을 한 단
계 발전시켰다. 즉 바닷물을 1차 증발시켜 농축시킨 함수(鹹水)를 끓여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다.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크게 발달한 서·남해
안을 중심으로 상·하현(조금·사리) 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을 소
[牛]로

4~5일 동안 하루에 몇 차례씩 써레질을 하여 수분을 증발시킨

함토(소금기가 농축된 갯벌 흙)에 다시 바닷물을 여과시켜 만든 함수를 토가
마[土釜, 석회로 만든 솥]나 철가마[鐵釜, 쇠로 만든 솥]에 끓여 소금을 생산하
였다. 이런 방식은 동해안・남해안・서해안・제주도 등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원리에 입각하여 1945부터 1950년까지
이어졌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러한 방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자염의 생산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해수직자
식(海水直煮式)・무제염전식(無堤鹽田式)・유제염전식(有堤鹽田式) 마지막으
로 양빈식(揚濱式)이 그것이다. 해수직자식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원도
와 함경도 일부 지방에서 바닷물을 직접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었

갯벌을 깔때기 모양으로 파내어 통자락을 만드는 중이다. 통자락은 대개 그 지름이 8~9미터이며, 사진 뒤로 보이는 검은 띠와
같은 얕은 둑이 통자락의 지름 끝이다. 가운데 말뚝은 간통을 만드는 말뚝이다.

으며, 땔감이 흔한 지방에서만 가능했다. 무제염전식은 갯벌을 써레로
갈아 말린 함토에 만조 시 바닷물을 여과시켜 함수를 만들어 끓이는 방
식이다. 유제염전식은 갯벌에 제방을 쌓아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
는다. 염전 바닥의 중앙이나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닥의 모래와 갯벌에 바닷물을 잠기게 한다.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킨
말린 흙을 긁어 웅덩이로 운반해놓고 바닷물을 부어 함수를 만든다. 조
선 후기에서 개항기에 서·남해안에 성행하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양
빈식은 갯벌보다 높은 곳에 염전 바닥을 만든다. 점질토로 바닥을 다지
고 위에 사질토를 두껍게 깐 다음 도랑을 통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두레
박으로 염전 바닥을 채워 함수를 만들어 끓인다. 강원도·함경도와 같이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곳에서 생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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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질을 하는 중이다. 실제 사람이 타고 하는 것이며 통자락을 만들 때 나온 흙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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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방식 중 태안에서 생산하던 자염은 무제염전식이나 양빈식

부하였다. 이처럼 산림을 봉산으로 지정 보호한 까닭은 선재(船材) 공급

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를 태안에서는 통조금이나 갈개조금

을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사회 기강이 매우 해이하여 나뭇가지나 낙엽

방식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자염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염한(鹽漢)이

을 연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활발하던 자염 생산은 조선 말 개항이

지금은 자염을 굽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염을 굽기 위

되고 일본과 청나라의 값싼 천일염이 수입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한다.

해서는 벗임자와 간쟁이 그러고 염한이가 있어야 한다. 벗임자는 염벗

또한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천일염전이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씩 쇠퇴

[鹽幕]을

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는 인물이다. 또 간쟁이는 함수의 염도를 측정해주고 염한이들이 만든

비롯해 가마솥과 일소[牛] 그 밖의 제염(製鹽) 도구들을 제공하

함수를 염벗의 버굿(간수 저장고)에 운반해준다. 가마솥에 함수를 끓이는
순서를 정하는 등 자염을 만드는 데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염벗주와 염한이 그리고 간쟁이

인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은 1907년 지금 인천시 북구 십정동인 주안

마지막으로 염한이는 생산된 소금의 임자이다. 소금 생산을 위한

에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천일염전의 제염권은 총독부가 소유하였

함토와 함수를 만들고 땔감도 마련한다. 더불어 간쟁이가 운반해 온 함

으나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비로소 개인에게 제

수를 끓이는 일도 염한이가 직접 한다. 이렇게 하여 생산된 소금은 먼저

염 허가권을 내주기 시작하였다.

염벗 임자와 간쟁이에게 염벗 임대료와 품삯으로 나눠준 후 그 나머지

그 후 천일염전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서산·태안 최초의 천일염

를 염한이가 가졌다.

전은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서산의 양대리염전(현 서산시 서산읍 양대리)이
고, 태안의 최초 천일염전은 1948년 개인 허가권으로 개설된 모항리 중
화염전(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태안군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천일염전이 곳곳에 개설되면서 자

이들이 만들던 염벗 혹은 벗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소금을 끓이는 가

염 생산의 명맥이 끊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솥을 설치한 움막을 말한다. 이 염벗의 크기는 간수를 만드는 통자

소금 생산단가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연료비와 인건비를 견디지

락(경기·전라 지방에서는 섯등이라고 함)의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못한 대규모 자염 제염업자들은 천일염전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고, 그

132~165제곱미터(40~50평) 정도이다. 염벗은 만조 시에도 바닷물이 닿

나마 소금의 품질로 천일염과 경쟁하던 소규모 자염 생산자들마저 1950

지 않는 갯벌 근처에 말뚝을 비스듬히 둥근 형태로 박고 이엉으로 울타

년을 전후하여 자염 생산을 포기하니 태안 지방에서 자염을 만들던 염

리를 두른 형태이다. 염벗의 가운데에는 소금을 끓일 때 솟는 김이 빠지

벗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태안 일대가 자염

도록 개방되어 있었다. 하나의 염벗에는 약 20여 개의 통자락과 4~5개

을 생산하게 되었던 것은 자연지리적인 조건이 알맞았기 때문이다.

의 갈개 조금이 있었다.

가로림만을 낀 이원면의 갯벌과 원북면의 방갈리・신두리 소원면

이렇게 만들어진 염막의 내부 중앙에는 가마솥을 설치한다. 그리

의 의항리와 소근진 갯벌, 또한 모항리・파도리・송현리・법산리로 이어

고 울타리 안쪽으로 버굿(함수 저장고) 구덩이를 판다. 이 버굿은 염한이

진 넓은 갯벌은 자염을 생산하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런가 하면 근흥면

들이 조금 때 함수를 만들면 간쟁이가 물지게로 운반하여 저장해두었다

마금리와 용신리의 궁틀, 두야리의 장명수 갯벌은 남면으로 이어져 안

가 사리 때 퍼서 가마솥에 붓고 끓이기 위해 만든 함수 저장 웅덩이다.

면도까지 뻗어 있다. 위에 열거한 갯벌들은 태안반도의 서해를 접하고

이 버굿은 함수를 약 1000리터에서 1500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크기

태안읍의 도내리와 어은리,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막힌 A·B지구의 태안

이고, 함수를 쏟아붓는 입구는 울타리 바깥에, 퍼 올리는 입구는 울타

읍 송암리・반곡리와 남면 신장리・당암리 등은 천수만을 접했다.

리 안에 각각 따로 만들었으며, 하나의 염벗에는 대개 3~4개의 버굿이

이렇게 조석(潮汐) 간만(干滿)의 차가 큰 광범위한 갯벌을 곳곳에
품은 태안 지방에서 자염업이 성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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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꽃처럼 희어지는 소금

있었다. 또한 염벗 안의 구석진 곳에 소금 섬을 쌓아놓기 위해 땅바닥을
점질토로 잘 다져놓는다.

자염을 만드는 데 중요한 땔감인 소나무가 풍부한 것도 양질의 자염을

가마솥의 크기는 염벗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가로 2.8

생산하는 데 한몫을 했다. 전라북도 부안군과 전라남도의 영광군, 충청

미터, 세로 3.3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모양을 한 철 가마솥

도의 태안군은 부근 산지의 산림을 일찍부터 봉산(封山, 나라에서 벌채를 금

이다. 태안 지방에서도 철 가마솥 이전에는 토가마[土釜]를 사용했다고

지하는 산)으로

하는데 문헌이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지정하여 보호해왔기 때문에 산림이 울창하여 연료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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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정낙순 씨의 말에 의하면 토가마는 굴 껍데기를 태워 회를 만든

때 생산된 소금은 꽃바래기 소금이라 하여 최상품으로 인정했다. 뿐만

다음, 땅을 가마솥 형틀로 파고 대나무를 엮어서 뼈대를 만든 뒤 바닷물

아니라 가격도 1년 중 가장 높았다. 소금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는 보릿

로 반죽한 석회로 발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

고개 시기인 3~4월과 장마가 끝나는 6~8월경이었다. 이 시기에 소금

로 비슷했는데 전북 줄포만(茁浦灣)이나 동해안 영해(寧海) 지방의 기록

의 수요가 많은 까닭은 보릿고개 때 백성들이 초식으로 연명하더라도

에도 나타나 있다.

염장(鹽藏)을 함께 섭취해야 했으므로 진휼 때 구황염(救荒鹽)이 많이 필

이와 같은 철 가마솥의 경우에는 대장간에서 두드린 무쇠 철판을
몇 조각 덧붙여서 만들었는데, 덧붙인 부분은 구멍을 뚫어 쇠못으로 고
정하고 벌어진 틈은 석회로 메워 함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다.

요했기 때문이다.
7~8월은 장마로 소금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운
날씨로 인한 어물(魚物)의 보관과 염장(鹽藏)에도 소금이 많이 필요했기

그렇게 설치된 솥에서 함수를 끓이는 방법은 처음 불을 괄게 지펴

때문에 염상(鹽商, 소금 상인)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시기에

서 함수가 펄펄 끓도록 한다. 한번 끓을 때마다 거품(불순물)이 뜨는데

집중적으로 소금을 매집·판매하였다. 이때는 밤낮 없이 가마에 불을 때

이것을 대칼과 후리채로 건져낸다. 이 거품을 건져내지 않으면 소금의

는데 염한이들 거의가 농사와 겸업을 하기 때문에 밤가마를 땔 수 있도

빛깔이 누렇게 변한다. 함수가 끓을 때마다 수증기가 증발하고 함수가

록 간쟁이에게 부탁을 했다고 한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소금

줄어든다. 이때 소금이 가마솥 밑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슬슬 저으며

가마에 불을 때는 고단한 소금 생산은 5월까지 계속되다가 장마철로 접

덧물을 붓는다. 이렇게 3~4회 끓인 뒤에 서서히 식히면 소금의 모양이

어드는 6월과 7월에는 잠시 쉬게 된다. 이때 염한이들은 가을철 소금 생

생긴다.

산에 필요한 땔감을 장만해야 했다. 그렇게 하여 장마가 끝나는 8~9월

소금이 생기면 불을 완전히 끄고 식힌 다음, 되주걱으로 퍼서 삼태
기에 담아 간수를 뺀다. 간수가 빠질수록 소금은 배꽃처럼 희다. 자염은

에 다시 소금을 생산하다가 해가 짧아지는 10월에야 비로소 그해의 소
금 생산을 끝낸다.

천일염보다 입자가 곱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간수가 다 빠진 소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육로를 통하여 다른 지방으로 팔려 나가

열 말(十斗, 60킬로그램)씩 섬에 담아 염벗 안에 쌓아둔다. 불을 때는 일은

기도 했지만 대개는 바다를 통하여 유통되었다. 여러 마을의 염벗에서

염한이들이 하고 함수를 끓이고 소금을 만드는 일은 간쟁이가 관장한

생산된 소금은 상인들에 의해 작은 포구(갯고랑)를 통해 강경포구로 실

다. 이런 방법으로 염벗에서 밤낮없이 자염을 생산했는데 낮에 불을 때

려 갔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공주 위쪽은 물이 얕아 배가 다니기 어려

면 낮가마, 밤에 불을 때면 밤가마라고 했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염

웠고, 은진 강경포(江景浦)는 선박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었다. 이곳에

벗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던 솔

매집된 소금과 미곡·어물·면포는 경강(京江)을 통해 서울을 비롯하여

모루 염벗의 경우 염한이 67.5퍼센트, 염벗주 25퍼센트, 간쟁이 7.5퍼

제주도까지 공급되었고, 심지어 함경도 원산에서 생산된 북어(北魚)까지

센트 비율로 서로 나눠 가졌다고 한다.

이곳에 운송되어 판매되었다.
충청도의 강경포는 교통상·유통상의 위치 때문에 금강유역 유통
권의 중심지이자 교역의 창구였다. 강경에는 일찍부터 객주들이 자리

소금 중의 으뜸은 꽃바래기 소금

잡고 상품 거래를 중개했기 때문에 선상들은 각기 자기 주인을 정해 상

소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음

품을 거래하였다. 충청도 내륙지방의 소금 유통은 주로 금강 유역의 강

력 정월 스무 사흘 조금에 염벗과 통자락 보수작업부터 시작했다. 보수

경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살았던 정윤영

작업이 끝나면 2월 초 여드레 조금부터 함토 작업을 하여 소금을 생산

씨(71)의 말에 의하면 태안 지방에서 중선배에 소금을 가득 싣고 강경포

하기 시작하는데, 첫 가마에 불을 때기 전에 염벗주는 푸짐하게 음식을

구에 닿으면 흰옷을 입은 상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로

장만하여 염한이와 간쟁이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먹이고 염벗에 고사를

떼 같았다고 한다.

지냈다. 소금 생산이 가장 많은 때는 4월 초 여드레 조금이다. 이때 태
안지방의 날씨는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함토작업,
즉 갯벌 흙을 말리는 작업이 쉬웠고, 함수의 염도가 높아 소금 생산량이
많았다.
요즘도 송홧가루 날리는 봄철에 생산된 소금을 최고로 치지만 그
시절에도 꽃이 피고 송홧가루가 날리는 4월 초여드레(석가탄신일) 조금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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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

자염을 복원하는 데 가장 알맞은 근흥면 마금리 낭금마을 갯벌이다.

135

13 6

예전에 자염을 구워본 어르신들이 통자락 안에 함수를 모으는 간통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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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

써레질 중이다. 자염을 굽는 데 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소는 염한이와 같은 비율로 소금을 분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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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파서 만든 바가지는 ‘털’이라고 부르는데 구멍을 작게 만든 까닭은 귀한 함수를 한 방울이라도 덜 흘리려는 마음에서였다.

14 0

간통에서 함수를 퍼서 물지게에 담고 있다.

간쟁이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다. 그만큼 일이 고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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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벗은 소금밭, 즉 염밭이 변형된 말이다. 염벗은 평지에 먼저 부담을 쌓고 그 위에 쇠로 만든 솥을 걸고 부담 한쪽에 불을 땔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솥 위로는 지붕을 만들어 덮는데 완전하게 밀폐시키지는 않는다. 솥에서 나는 김이 빠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지붕을 걷고 불을 때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 얼른 지붕을 내려
서 비가 소금 솥 안으로 들이치지 못하게 하였다.

14 2

염벗에 건 솥에서 함수가 끓기 시작하면 염한이가 솥 안을 휘젓는데 이것을 후리채질이라고 하며, 소금물이 끓을 때 나는 거품
을 대나무 칼로 한쪽으로 모아서 후리채를 이용하여 건져서 버린다. 또 소금을 저어주지 않으면 눌어붙어 소금 색이 좋지 않게
된다. 염한이들은 한시도 염벗을 떠날 수 없고, 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개 만들어지는 소금의 주인은 염한이들이
며, 벗임자와 간쟁이들은 소금을 분배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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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소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분화구 같은 구멍은 소금이 끓으면서 열이 빠져나간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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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

다 만들어진 소금을 후리채로 삼태기에 옮겨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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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서산과 태안의 사람

／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저게 꽃이여, 검은 돌꽃”
『시경(詩經)』의 「곡풍편(谷風篇)」에는 “내가 지른 어살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놓은 통발을
들추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앞의 것은 바다에 만든 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시경의
그것은 바다에는 어전을, 하천에는 통발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발이라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고기잡이 방식이라면 어전 또한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그것이 놓이는 자리나 규모에 따라 구분되었다.
이런 살들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르게 불렸는데 같은 돌로 성을 쌓듯이 바다에 담을
둘렀더라도 제주에서는 ‘갯담’이나 ‘원’ 혹은 ‘개’라고 하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독살’이라 불렀다.

1998년 12월 처음 만났을 때의 김의배 씨. 그는 몽산포의 독살 주인이었다.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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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피고 금장 나면 웃구 보인다네

꽃이 피기를 기대하며 새벽녘에 나선 몽산포 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

면 긴 담뱃대 들고 댕기고 그랬는디 아무리 짧게 봐도 이 독이 200년은

려도 꽃은 피지 않았다. 물이 모두 빠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피기 시작하

족허쥬.” “그래도 저게 처음 있던 그대로는 아니죠?” “암요. 무너지면

는 꽃이었건만 가뭇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김종권 씨를 찾았다.

또 쌓고 우리들도 쌓고 우리 애들도 쌓고 했는디 지금은 높이가 전에만

그러자 대뜸 “그게 인자는 다 무녀졌쥬. 군에다가 좀 고쳐달라 했는데

못혀유. 전에는 내가 독에 들어가면 한참 올려봐야 혔는디 지금은 내 키

감감무소식이네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몽대(夢垈)라고도 부르는 몽

만 허잖유. 바람에도 무너지고 물살에도 넘어가고 허물어지면 또 쌓아

산포 바다에 피는 꽃을 날마다 보던 이는 김종권 씨의 아버지인 김의배

야 허는디 인자 그것이 잘 안 되는구만유. 높이가 전에만 못혀유. 전에

씨였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98년 12월이었다. 이제 그이는 더 이상

는 이 독에 매달려 제법 돈도 되고 그랬는디, 일본 사람덜 있을 때 동력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쓰는 배 나오고 난 담부터는 풍선(風船)이 사라져버렸잖유. 동력 쓰는 배

하지만 그와 함께 꽃을 보던 순간들은 기억 속에 뚜렷하다. 그이는

들은 먼 바다까정 나가 고기를 잡고 그물도 먼 바다에 뿌리는디 고기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해변 백사장에 놓인 거뭇한 돌이 드러나기 시

이 독살까정 오덜 않지유. 그저 반찬거리나 장만하던지 동네 친구들허

작하면 그걸 보고 꽃이 핀다고 했다. 검은 돌에 피는 돌꽃이다. 거기에

고 술안주 할 정도가 전부여. 해마다 줄어드는디 그거 보자고 고칠 수

하얀 굴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더욱 꽃처럼 보였다. 그렇게 꽃이 피기 시

는 없잖여? 쉬운 일도 아닌디.”

작하여 방죽이 드러나면 ‘금장’이 난다고 했다. 그것이 거의 드러나면

그이는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하듯 말을 던지고는 꼼짝도 않고 또 수

‘웃구’가 보인다고 하고, 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면 이내 독살[石箭]이

문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연세가 들면 독살을 어찌하실 거냐고 물었

드러났다.

더니 옛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전에 한번은 독에 나오는데 저 위에서

말이 재미있어 다시 여쭤봤더니 꽃이 핀다는 것은 독살의 가장 첫

보니 독이 번쩍번쩍 혀. 가까이 와서 보는데 독이 전부 멸로 꽉 찼어유.

번째 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금장’이 난다는 것은 점점 돌이

우리는 그때 내외만 살 때라 먹을 것만 퍼 오고 마을 사람들한테 일러

많이 보이기 시작해 거뭇한 형태가 보인다는 것, 그리고 ‘웃구’ 난다는

줬더니 리어카로, 경운기로, 트럭으로 수십 대는 퍼냈을껴. 가오리도 한

것은 사뭇 형태가 드러나 그 위로 사람이 걸어 다닐 만큼 바닷물이 빠진

번 든 적이 있는데 그 놈 크기가 어마어마혀, 부게에 담아도 담기지도

상태, 그리고 ‘독살’ 났다는 것은 물이 완전히 빠져 살[箭]의 형태가 완

않고 그랬는디 요새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혀. 전에는 여게도 독이 서넛

연해졌다는 것이다.

은 되얏는디 이젠 전부 죽은 독이여. 우리 것만 아즉 살았고, 아들이 간

김의배 씨의 집은 독살이 있는 바닷가에서 1킬로미터 남짓한 곳이

혹 나서기는 허는디 계속 남을지는 나도 몰러.”

었다. 그래서 웃구 날 쯤이면 옷을 두툼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자

그렇게 잠시 말을 끊더니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저기 보이

신만의 걸음으로 바닷가에 다다르면 이내 독살이 드러났으니 그의 어깨

쥬? 저 우에 바우 있는데 저게가 고사 지내던 데여. 독살고사를 따로 지

에는 고개를 퍼 담을 쪽받이가 담긴 부게가 걸려 있었다. 드러난 웃구

냈는디 음력 팔월 보름 되는 날하고 정월 그믐날하고 일 년에 두 번씩은

위를 걸어 그가 걸음을 멈추는 곳은 수문통이다. 그곳에 부게를 내려놓

밤에 시루로 떡 쪄다가 저 바우 우에 놓고 괴기 많이 들게 해달라고 고

고는 세상일에 별반 관심이 없는 듯 지긋한 눈길로 수문통만 바라본다.

사를 지냈던 기여. 고사는 내가 독살을 맡았을 적에도 서너 번 했는디

수문통은 독살 안에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는 문으로 대나무로 촘촘하게

그 후로는 하덜 않어유. 전에 어른들 이야기 들으면 독이 한참 될 때는

만든 살이 박혀 있다.

저 모래사장에 막을 지어놓고 독을 지키고 그랬다 허든디. 그 막을 모래

멀리서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에

위에다 막 지었다고 ‘사구막재’라 혔다고 하데요. 우리 독 지키는 막이

또 뵙네요” 하며 불쑥 인사를 하니 “아이구, 이기 누구여. 이 선생 아

두 개나 됐다고 허니 알만 허지유. 아버지 생존 시까정만 해도 말도 못

니유. 워째 연락도 안 하고 또 이래 왔시유. 아즉도 사진 찍을 것이 남았

허게 독에 괴기가 꽉 찼었는디 내가 본 거는 멸 팔아서 새야치 사는 걸

남유” 하며 얼결에 만난 내가 싫지 않은 모양이다. “어르신은 여전히

봤지유. 하루 밤에 독에 든 멸치 팔아 송아지를 사니 그기 괴기가 얼마

건강하시네. 그때 수술하시고도 계속 독에 나오셨어요.” “그럼유, 이기

나 많았는지 짐작허것지유.”

운동이지유. 달리 운동도 못 하는데 이렇게라도 매일 나오는 거 이기 운
동이 되잖여. 안 그러면 또 심심허고....”

리 들었었다. 그래도 그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것

김의배 옹은 당시 75세였으며, 몽대에서 태어나 ‘적살’이라고도

이다. 먼저 말을 건네지 않으면 결코 말을 꺼내지 않던 그이는 마치 수

부르는 독살의 주인이었다. “이 독살이 지금 4대, 아니 나까정 5대여.

그런데 그날은 이곳에서 ‘몰치’라 부르는 숭어 새끼만 대여섯 마

행자처럼 독살의 수문통에 앉아 있곤 했다.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어도, 그래도 사오십은 살았지유. 사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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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구 난 독살 위를 걸어가는 김의배 씨, 그이 발 앞에 보이는 돌이 보이기 시작하면 꽃이 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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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통에 앉아 물을 보고 있는 김의배 씨, 바구니가 부게이고 뜰채같이 생긴 것이 쪽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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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큰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독살에 고기가 들지 않는다. 또 독살은 돌담처럼 돌로 쌓은 것이어서 물살에 허물어지
기 십상이다. 그래서 독살을 보수할 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없다. 아들과 둘이서 하기에도 버거워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채로 그냥 두니 물이 제대로 가두어지지 않는다.

15 6

오늘은 허탕이다. 물을 보다가 디딜독으로 내려서서 쪽받이를 휘둘렀건만 ‘몰치’보다는 크고 숭어보다는 작은 ‘모쟁이’ 서너
마리가 들었다. 그래도 개의치 않는다.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이는 부게와 쪽받이를 집에 내려놓고는 뒷
짐을 진 채 어슬렁거리며 마실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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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서산과 태안의 사람

／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어이, 잘혀. 그게 뭐여”
어느 날 배역을 맡은 사람 중 한 명이 오지 못했다. 그래서 전수자인 김동익 씨가
일인이역을 하느라 동분서주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 제 차례의 사설을 기억할까
말까 한 나이들인데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돌리면서 매끄럽게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구경꾼들에게는 볼거리였다.
김동익 씨가 꼬이면 그다음에 사설을 받아야 할 큰마누라도 또 이어나가야 할
작은마누라도 헷갈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구경꾼들은 또 틀렸다고 타박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싫은 기색이거나 그들이 못한다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까르르
웃음을 지으며 “어이, 잘혀. 그게 뭐여”라고 추임새를 넣으며 즐거워했다.

박첨지놀이는 전문 연희꾼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연희자가 되어 인형극을 하는 것이다.
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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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첨지놀이는 마을 주민이었던 주연산(1903~1993) 씨가 남사당패 출신이었던 유영춘 씨에게서 인형 제작법, 놀이 방법,
재담 등을 배워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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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서산 음암면 탑곡리에서 벌어지던 ‘박첨지놀이’는 아무런

다. 근데 첨지가 첫째 마누라에게는 시큰둥하고 둘째 마누라만 살갑게

조미료를 치지 않은 곧이곧대로 놀이였다. 정해진 것은 있지만 그것을

대하자 그 둘 사이의 골이 깊어져 이윽고 분가를 하게 되는데 살림마저

칼같이 지키려 애를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 절

도 작은마누라에게 후하게 줘서 마을 사람들이 첨지를 조롱하는 것으로

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전수회관이라는 근사한 명패가 붙어 있던 마

둘째 마당은 평안감사 마당이며 감사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잘살

을회관에 저녁을 먹고 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더러 이

수 있도록 애를 쓰기는커녕 저 홀로 매를 풀어 꿩 사냥에만 열중하는 못

장이 방송을 하였지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다. 그냥 두어도 사람들은

된 관리의 모습을 그렸다. 그는 결국 매가 잡아온 꿩고기를 잘못 먹고

제각기 알아서 모여든 것이다.

죽음에 이르고 상여를 타고 나가는 그의 주검 앞에서 고개 숙인 아들들

회관 안으로 들어가서도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군데군데 모
여서 수다를 떨 뿐 공연을 앞둔 연희꾼들이 빠져드는 긴장감이라고는

셋째 마당은 절 짓는 마당이다. 마을 사람들이 시주를 걷어 공중사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공연을 한다고 고지한 시작 5분 전까지도 그랬

라는 절을 짓고는 장님과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삼라만상 모

다. 그들은 전문 연희꾼들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달래 농사를 짓는 평범

든 것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놀이가 끝난다. 주 내용은 권선

한 주민들이었다. 그런데 공연 경험들이 만만치 않았다. 대개 10여 년을

징악이며 부처의 가피에 힘입어 평온한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다.

헤아리고 있었으니 의아한 일이기도 했다.

암만 노는 게 좋아도 밥은 먹어야지

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 눈으로 본 공연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

공연은 항상 저녁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이 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

니라 사람 냄새 흠씬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었다. 지금은 박첨지

했기 때문이다. 박첨지놀이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농사까지 팽개치고 할

놀이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지만 내가 그것을 보러

만큼의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 농번기에는 어림도 내지 못하고 농한기

다닐 때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연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놀

가 되어야 겨우 엄두를 내는데 농한기여도 할 일이 끝난 다음이어야 사

이였던 시절이다. 놀이와 공연의 가장 큰 차이는 구경꾼들의 참여이다.

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놀이의 무대는 결코 거창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못하다. 연희자와 구경

해오던 역할들이 있었다. 그러니 굳이 대본을 외우지 않더라도 대강은

꾼 사이의 간극도 넓거나 멀지 않다. 그래서 놀이는 하나가 되어 노는

알고 있었다. 토씨 하나쯤 틀리는 일은 다반사라고 했다. 이미 객석에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공연은 사뭇 권위적이다. 구경꾼과 연희

앉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대사여서 연희자들이 틀리면 객석에서 까

자는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경우도 많으며 그 거리 또한 먼 것이 일반

르르 웃음이 터지곤 했으며, 바로잡아주는 일까지도 있었다.

적이다.

그런가 하면 무대 뒤에서 넋 놓고 있다가 자기 순서를 놓치는 일도

그렇지만 공연을 하는 연희자들은 구경꾼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어

허다했다. 그런데 10여 차례 공연을 구경하는 동안 그런 일이 생길 때마

울리기를 강요한다. 그렇지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공연과 놀이의 차

다 너무 즐거웠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홍동지 왜 안 나오느냐고 소리를

이이다. 놀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어울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

쳐야지 겨우 자기 순서를 깨닫고는 허겁지겁 나타나던 그런 모습들 말

다. 하지만 공연보다 거룩하거나 엄숙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 탑곡리

이다. 그럴 때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으면 대답이 걸작이었다. “암만 노

에 가서 전수자인 김동익 선생을 만났더니 이제 마을 앞에 박첨지놀이

는 게 좋지만서도 저녁은 먹어야 할 꺼 아녀”라고 말이다. 돈을 내고 보

전수회관까지 지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기뻐하는 일이지만

는 전문 공연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으며,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는 오히려 마뜩치 않다. 마을 놀이가 공연이 되고 말 것 같은 두려움

마다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지 않은 자유로움이 느껴지기도 했다.

때문이다.

놀이는 탈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것은 아니

이런 일은 언제나 갈등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모습은 남겠지만

다. 마치 인형극처럼 무대 뒤로 연희자들이 들어가서 손에다 탈을 씌워

자칫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첨지놀

서 놀리는 인형극과 같은 것이다. 박으로 만든 탈은 우스꽝스럽게 생겼

이를 생각할 때마다 분방함은 사라지고 규격과 형식만이 놀이 속에 남

는데 아마추어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박첨

지나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로운 놀

지놀이의 대강은 이렇다.

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마당인 박첨지 마당은 박첨지가 주인공이며 자신이 그 역할
을 맡고 있는데 그놈이 마누라가 둘이라고 했다. 그도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해 어느 해에는 길 떠났다가 둘째 마누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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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누라와 둘째 마누라다. 그 사이에 홍동지가 보이고 가운데 몽둥이는 홍동지의 거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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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첨지놀이는 20장면 정도로 구성되는데 장면마다 등장하는 탈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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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인
<두바쿠 Bicycle Galle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16 8

한국・중국・일본의 마애불

風
景

人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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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한국・중국・일본의 마애불

／

글. 이지누(본지 편집장)

탑원(塔院)과 승원(僧院)의 석굴사원
마애불(磨崖佛,

まがいぶつ)이란

한자 그대로 풀면 바

위 벼랑을 깎아서 만든 부처라는 말이다. 여기서 바
위 벼랑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 그대
로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바위 벼랑
이 아닌 석굴이었다. 석굴사원의 기원은 인도이고,
1919년 훈련 중이던 영국군에 의하여 발견되어 널
리 알려진 아잔타와 엘로라 석굴을 그 시작으로 본
다. 그중 아잔타의 석굴군은 동서 약 500미터의 구
릉 중턱에 29개의 사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 엘로
라의 석굴군은 남북으로 약 2킬로미터에 걸친 경사

한반도에 이르러
석굴 밖으로
나온 부처

면에 조성되어 있으나 열두 곳의 불교사원을 포함하
여 힌두교와 자이나교의 사원도 있어 아잔타보다 후
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와 같은 인도의 석굴사원들은 인도의 유명
한 무역항이었던 봄베이(Bombay)를 중심으로 그 주
변에 조성되어 있으며, 대략 1200곳에 달하는 사원
들 중 75퍼센트가 불교사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석굴사원들은 대개 뛰어난 벽화와 조각들로 가
득 차 있기 마련인데 이들이 이렇듯 굴을 파고 안으
로 들어간 까닭은 바로 기후 때문이다. 사원이란 평
지나 산지의 노출된 장소를 택하여 건축하기 마련이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불상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것을 조성하는 재료들도

다. 그러나 석굴사원들이 밀집한 봄베이 지역은 데

나무·돌·쇠·흙과 같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초기 불교의 경우 자연 암벽에

칸고원(Deccan Plateau)의 서부에 해당한다.

굴을 파고 들어가 사원을 조성하고 그 석굴사원의 벽에 불상을 새기거나 그렸다.
인도와 중국에서 유행한 그러한 양식은 한반도에 이르러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바위의 바깥 면에 불상을 새기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 두 가지 양식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 조건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땅 중 한 곳인 데칸고
원은 자연사적으로는 그 가치가 크지만 사막과 같아
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석굴들이 모여 있는 서부 지역은 남서 몬순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고원지대는 고도가 높기도
한데다 비마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여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하며,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니 승려들이 항상 머물
러야 하는 사원을 짓기에는 마땅치 않았다.
그 결과 용암지대의 동굴들을 이용하여 굴을
파고 그 안에 사원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
나 그처럼 석굴사원이 조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든
든한 자금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금은 모두 봄
베이 항구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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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일찍부터 해상을 통해 서방과 교역을 시작했

벽은 장엄했다. 이러한 형식은 서역의 실크로드를

다. 당연히 교역을 위한 도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며,

따라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도 보인다.

승려들은 이런 교역로를 따라 대상(大商)들과 순례를

말했듯 교역로인 실크로드는 서역 지역이고,

이어갔을 것이다. 대상들은 자신들이 처한 불안한

현재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에 속하며, 지금도

현실을 신앙에 의지하여 달래려 하였을 것이니 이들

사막이 펼쳐진 넓은 땅에 드문드문 도시가 형성되어

의 동행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있다. 타클라마칸사막(塔克拉玛干沙漠)은 삼면이 세계

이러한 관계 속에 대상들이 불교사원에 재정

최고봉의 산맥들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은 고

적 지원을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석굴사원 대부분

비사막에 막혀 있는 형상이지만 그 사막의 가운데

이 교역로 주변에 조성되어 있고, 또 도시로부터 멀

는 투루판 오아시스 지역이다. 때문에 옛 오아시스

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 조성된 사실이

국가에서 형성되었던 사상·문화·교류 등 여러 방면

바로 그런 점을 뒷받침한다. 그에 따라 한 명의 대

에서 그 신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20세기 초반에

상이 재정적 지원을 하여 석굴 한 곳을 조성한 경우

스웨덴의 스벤 헤딘(Sven

도 있으며, 또 여러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하

국의 오럴 스타인(Mark Aurel Stein, 1862~1943), 독일의

여 만든 석굴들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굴은 탑

폰 르콕(Albert von Le Coq, 1860~1930), 프랑스의 폴 펠

원(塔院)과 승원(僧院) 두 종류로 나뉜다.

리오(Paul

승려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는 요즈음 사찰에서도

Pelliot, 1878~1945),

1876~1948),

탑원은 불탑을 모신 온전한 사원이며, 승원은
사막의 동굴에 아름답게 베풀어진 불보살

Anders Hedin, 1865~1952),

1881~1943)

영

일본의 오타니(大谷光瑞,

마지막으로 미국의 워너(Langdon

Warner,

등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탐험대의 연

그 형식이 지켜지는데,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과 승

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그들이 남긴 저서를 통해

려들이 거주하는 요사(寮舍)가 그것이다. 불탑이나 부

서역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한 연

처님을 모시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승려

구 방법은 주로 고고학적, 미술사학적 측면에서 접

들이 함께 있어야 하나의 사원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근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들의 연구 성과에는

석굴사원들은 반드시 그 두 곳을 동시에 포함하는

공통적으로 불교가 거론되고 있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승려들이 한곳에 머문다는 것

서역은 천산을 중심으로 북로와 남로, 그리고

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 그들

사막을 중심으로 한 사막북도(천산북도)와 사막남도

을 찾아오는 신자나 일반인들을 교화하기에도 수월

(천산남로)로

함을 말한다. 탁발을 하게 되면 승려들이 떠돌아다

재 파키스탄 일대)을

녀야 하기 때문에 수행과 교화 모두 마땅치가 않다.

천산북로 혹은 남로, 사막남도의 세 갈래 길을 선택

더구나 앞에 말했듯 척박한 기후 때문에 탁발의 어

하여 들어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장안(현

려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렇지만 석굴은 상대적

시작으로 하여 감숙성의 하서주랑을 통과, 돈황에서

으로 시원하여 수행과 거주가 보다 수월했을 것이기

옥문관을 통과하여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북쪽 길인

에 수많은 석굴사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천산남로는 하미・투르판・카라샤르・쿠차・악수・툼슉

나눌 수 있다. 인도에서 간다라 지역(현
거쳐 중국 땅으로 들어오는 길은
서안)을

・카쉬가르로 통한다. 그리고 남쪽 길은 미란・엔데
레・니야・케리야・호탄・야르칸드・카쉬가르로 통하게
된다. 위의 두 경로 가운데서 천산남로는 남쪽의 사

석굴사원의 이동
석굴사원 중 탑원에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은 물론

막남도보다 오아시스 국가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그

이거니와 불보살을 모셨다. 그렇지만 석굴이라는 특

나마 덜 험준하기 때문에 그 옛날 상인이나 구법 승

성 때문에 환조(丸彫)로 만들어지는 불상이나 탑보다

려들이 가장 자주 왕래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는 석굴 벽을 이용한 벽화의 조성이 성행하였으며,
또 부조(浮彫)로 만들어지는 불보살들이 조각된 석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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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남로에 위치한 쿠차(현재
구의 쿠차현)는

신장성 위구르 자치

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타클라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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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으로 향하는 남쪽으로 더 흘러내려가 탑리목하
(塔里木河)를

이룰 정도로 주변의 다른 오아시스와는

차원이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언제 불교가
쿠차에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쿠차국에 그 유명한 키질과 쿠무툴라, 커즈
얼가하와 같은 석굴사원이 있다. 이들도 앞에 인도
의 석굴에서 말했던 탑원이나 승원과 같은 불당굴
(佛堂窟)과

승방굴(僧房窟)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

러고 승당굴이 아닌 불당굴에는 벽화를 비롯하여 수
많은 불상들로 장엄되어 있다. 키질 석굴의 경우 계
곡 서쪽으로 있는 석굴과 동쪽으로 있는 석굴로 양
분되는데, 서굴(西窟)은 주로 3세기에서 4세기 중반
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굴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동굴(東窟)은 대다수의 석굴이 6세기에서 7
세기 즈음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석굴 속의 벽화(壁 )와 부조(浮彫)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러한 석굴들은 키질로부터 실크로드를 따라서 둔
황의 막고굴(莫高窟)로 이어졌으며, 막고굴은 건축과
조각의 벽화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지나
치지 않다. 현존 492개 석굴의 건축 형태는 다양하
여 선굴(禪窟)・전당굴(殿堂窟)・탑묘굴(塔廟窟)・영굴(影
窟)

쿠차의 천불동에는 주로 본생담(本生譚, 석가모니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을 그린 벽화들이 남아 있다.

등의 형태가 있다. 채색된 불상은 둔황 예술의

주체로 석굴 내 주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 분
의 부처와 두 분 보살의 삼존불을 기본으로 하여 아

곳과 멀지 않은 곳이 뤄양(洛陽)이다. 그곳에 막고굴

난(阿难)과 가섭 등 십대제자 및 나한 그리고 사천왕

보다는 조성 시기가 조금 늦은 7세기 후반까지 공사

과 금강역사와 같은 외호신장들이 새겨져 있다.

가 진행된 룽먼석굴(龍門石窟)이 있다. 측천무후의 자

모거오쿠에는 현재 2400여 존의 조소 불상이

금지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룽먼석굴에 조성된 불

있다. 그 형태는 북위(北魏) 전기의 건장한 모습에서

상은 모두 10만 기에 달하며, 아주 깊은 석굴도 있

점차 야위어가는 모습을 띠며 예술 풍격이 점잖고

지만 우리가 흔히 감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바

화려해진다. 특히 당(唐) 이후의 많은 우수한 작품에

위를 살짝 파고 들어가 그곳에 불상을 조성하기도

는 경쾌하고 부드러운 보살과 강건하고 용맹한 금강

했다. 그러한 감실형 불상들은 석굴불과는 또 다른

역사 상이 보인다. 이러한 불상은 서벽(西壁), 천장

느낌이다. 여태 말한 인도의 석굴들이거나 키질 그

연화전(莲花殿)과

더불어 충만한 불

리고 막고굴까지의 석굴들은 대개 그 깊이가 깊었

국천당(佛国天堂)에 이르고자 하는 종교의 분위기를

다. 그렇기에 그곳에 조성된 불상에게 해가 비쳐 드

느끼게 해준다.

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허(伊河)강을 따라 1.5

의 벽화, 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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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굴을 떠나 다시 실크로드를 서쪽으로 향하

킬로미터의 바위벽에 마치 벌집과 같은 모습으로 조

면 7세기 초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西安)이고, 그

성된 룽먼석굴 속의 불상들 중에는 고스란히 햇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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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것들도 있다.

겨진 것 중에서는 처음인 것이다. 이처럼 서해바다

이러한 불상들은 대개 석굴불이라고 부른다.

를 건너와 태안의 백화산에 잠시 머문 마애불이 다

하지만 2001년 탈레반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

음으로 간 곳은 태안과 이웃한 서산의 용현골이다.

진 바미안 대불(大佛)과 같은 경우는 마애불이라고

그 골짜기에 두 번째 마애불이 새겨졌으니 우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해보

리가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는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

면 바위 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면에 부조나 선

불이 그것이다. 이 둘은 백제시대에 조성되었으며,

각(線刻)과 같이 얕은 새김으로 새긴 것들은 마애불,

중국의 그것과 가장 다른 점은 굴을 파고 들어가지

그러고 바위 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그 안에 불상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바위 표면에 부조로 새겼을

새긴 것은 불감(佛龕), 그러고 여태 말한 석굴사원이

뿐이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어두컴컴한 굴 속에 모

라고 하는 것은 대개 불상이나 벽화가 조성되어 법

셔져 있던 불상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야 비로소 환

당의 모습을 가지며 그 안으로 사람이 예배할 수 있

한 굴 밖으로 나온 셈인데, 가장 큰 이유는 바위의

는 공간을 지닌 곳을 말한다. 그와 같이 석굴사원

암질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마애불이 조

안에 새겨진 불상들은 석굴불이라고 하므로 엄밀하

성된 태안 백화산과 서산 용현골의 바위는 단단한

게는 마애불이 아니다.

화강암이다. 그 화강암을 중국의 석굴처럼 파고 들
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우리나라
에도 백제시대 이후에 새겨진 마애불들 중 바위를
제각각 다른 한・중・일의 마애불들

석굴 밖으로 나온 부처님
룽먼석굴에서 더욱 서쪽으로 향하면 산둥반도(山東

깊게 파고 들어간 것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일반적이지 않다.

서해바다 건너 그곳과 마주 보고 있는 곳

겨우 움푹하게 바위를 파고 들어가 감실(龕室)

이 산둥반도의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충청

의 표현 정도를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

남도 태안반도이다. 그곳 서해바다가 빤히 내다보

지만 일본은 또 다르다. 일본의 초기 마애불은 석굴

이는 백화산(284미터)은 비록 낮지만 기암괴석이 돋

사원까지는 아니지만 깊은 석굴의 형태와 함께 우

보이는 아기자기한 산이다. 그 산 중턱의 큰 바위에

리나라와 같이 바위 표면에 노출된 마애불의 형식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막고굴의 그것들처럼 삼존불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더불어 막고굴과 같은 곳에

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막고굴은 한 분의 부

서 보이는 화려한 채색불의 형식도 함께 지니고 있

처와 두 분의 보살이라고 했는데 백화산의 그것은

어 일본은 당나라로부터 직접 수용한 것이 있는가

가운데에 키 작은 보살이 서고, 양쪽에 부처가 서

하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양식도 함께 수용하고 있

있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아직

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애불에 채색의

유사한 모습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왜 그렇게 조성

흔적은 남아 있지만 막고굴이나 일본의 석굴에서 보

되었는지 그 까닭도 알 수 없다.

이는 불상만큼 화려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우리

半島)이고,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 모호한 삼존불이 백제시

나라에서 마애불이라고 불리는 불상조성 방식은 인

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라 안에서

도의 석굴사원에서 시작하여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가장 오래된 마애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백화산의

일본까지 전해진 셈이다. 또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삼존불은 수세기에 걸쳐 인도로부터 여태 말한 그

처한 자연환경에 따라 제각각 현명하게 조성 방법을

길을 따라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태안반도로 서해바

달리 선택하고 있다.

다를 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전에 건너
왔을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은 독립된 바위에 새겼을 뿐 마애불은 아니다. 그러
니 마애불로서는 백화산 마애삼존불이 나라 안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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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국의
마애불

인도에서 시작된 석굴사원이 환하게 꽃을 피운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석굴사원의 천국이라고 해도 모자
라지 않을 만큼 다양한 석굴사원이 많으며, 그 예술
성 또한 대단하다.
가장 오래된 커쯔얼(克孜尔,

키질)부터

낙양의

룽먼, 다퉁의 윈강 그리고 둔황의 막고굴과 맥적산
(麥積山)

석굴과 같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석굴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들 석굴사원에 새겨진
불상들을 모두 마애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따로 석굴불로 분류하지만 맥적산 석굴 서벽의 삼존
불과 같은 것은 마애불로도 손색이 없다.
이처럼 인도의 석굴사원에서는 석굴 안 깊숙
한 곳에 새겨지던 불상들이 중국에 이르러서는 인도
의 그것보다는 조금씩 더 밖으로 나오는, 노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중 사진에 보이는 룽먼석
굴(龍門石窟)은 허난성 낙양의 남쪽 14킬로미터에 있
으며, 북위~초당시대의 불교 석굴군이다. 이수하안
‘이궐(伊闕)’이라고 하는 석회암 암산에 있으며, 큰
동굴은 서산(西山) 28호(북쪽에서

차례로 번호가 붙음)와

동산 7호. 석굴은 1352개, 불감은 785개가 있다. 북
위의 낙양 천도(494) 후 곧 조영이 개시되었으며, 빈
양삼동으로 대표되는 북위굴에는 운강(雲岡)석굴과
달리 탑묘굴(塔廟窟)이 없고 존상은 중국식 복제(服
制)에

의하여 상현좌(裳縣座)가 발달했다.
이들은 모두 16개의 동(洞)으로 구분하는데, 16

개 동은 각각 재불동(齎祓洞)ㆍ빈양동(賓陽洞)ㆍ이궐불
감비(伊闕佛龕碑)ㆍ경선사동(敬善寺洞)ㆍ만불동(萬佛洞)
ㆍ사자동(獅子洞)ㆍ혜간동(惠簡洞)ㆍ연화동(蓮花洞)ㆍ위자
동(魏字洞)ㆍ당자동(唐字洞)ㆍ봉선사동(奉先寺洞)ㆍ약방동
(薬方洞)ㆍ고양동(古陽洞)ㆍ극남동(極南洞)ㆍ간경사동(看
經寺洞)

마지막으로 뇌고대삼동(擂鼓坮三洞)이다.

동마다 각각 서로 다른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
으며, 만들어진 시기도 제각각 다르다. 가령 빈양동
의 경우는 북위 선무제의 발원으로 정시 2년(505)에
시작하여 중동(中洞)은 북위 말까지 십 수년에 걸쳐
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경선사동은 정관 18~현경 3
년(644~658)에 조성되었다. 그에 따라 안에 모셔놓
은 불상의 모습도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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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석굴의 노사나대상감은 감실을 얕게 파고 새긴, 마애불에 가까운 감실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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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석굴은 석굴불과 감실불 그리고 마애불의 전람회장과도 같아서 눈여겨볼수록 경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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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석굴에는 이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석굴이 서산석굴에만 10여 곳 남짓하다.

큰 석굴불은 채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룽먼석굴 또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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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

벌집처럼 뚫려 있는 석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갖가지 불상의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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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석굴에는 드물게 저부조 선각의 불상도 있다. 우리나라의 마애불과도 같아서 친근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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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의
마애불

석굴사원은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석굴사원 안을 장엄하던 불보살의 벽
화나 부조들은 산둥반도에서 서해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의 태안반도로 전해졌다. 문제는 인도나 중국의
바위와 우리나라의 바위는 그 질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석굴사원이 발달하
지 못했다. 물론 토함산의 석굴암을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석굴사원이라고 하지만, 석굴암은 바위 암벽
을 파고 들어가 만든 석굴이 아니라 화강암을 축조
하여 마치 석굴처럼 보이게 만든 것일 뿐이다.
국보 제109호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은
불상이 석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자연 동굴 안에 따
로 만든 삼존불을 모신 경우다. 본존불의 광배를 바
위벽에 새기기는 했지만 이를 마애불로 보기는 어렵
다. 석굴처럼 깊은 감실 속에 마애로 새겨진 경우는
아마도 경주 남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보물 제198
호 불곡 마애여래좌상이다. 그 밖에 석굴처럼 깊은
감실 속에 새겨진 마애불은 흔치 않다. 이는 우리나
라 바위들이 대개 화강암이어서 단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굴처럼 깊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얕은
부조나 선각으로 바위 표면에 불상을 새겼을 경우에
는 아주 또렷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선이 매끄럽
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는 바위 표면에 불상을
새기는 마애불이 발달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
기 전부터 섬겨온 민간신앙인 거석신앙(巨石信仰)과
맞물려 사찰 근처에 큰 바위가 있으면 대개 그곳에
불상을 새겼으며,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8부 능
선 정도에서부터 그 아래로 조성되어 있다. 이는 기
존의 신앙인 산신신앙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태안 백화산으로 들어온 마애불은
곧이어 서산 용현골에 백제의 미소라고 부르는 마애
불을 남겼으니 이들은 모두 고부조(高浮彫)에 해당하
는 모습이다. 이렇게 시작된 마애불은 삼국・통일신
라・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조성되었으며, 그 모
습은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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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432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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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백제시대

191

19 2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백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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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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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197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돋보이는 마애불들을 연도순으로 간추려봤다. 보물 제432호 태안 동문리 마
애삼존불입상은 독특함이 눈에 띈다. 삼존불이긴 하지만 가운데에 보살이 서고 양쪽에 여래가 서 있는 경우
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서 금세 수정되었다. 백제의 미소
라고 불리는 이 마애불은 『법화경』의 수기삼존불, 즉 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로 알려져 있다. 보물 제
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아홉 기의 불보살에 베풀어져 있는데 반가사유상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더
구나 보살들이 서 있는 대좌의 모습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충주지역까지 내려온 고구려의 흔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보물 제243호 대구 동화사 마애여래좌상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예술성이 돋보인다. 여래좌상은
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
래좌상은 약 800미터에 달하는 높이에 있으며,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의 이행기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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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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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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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았듯이 초기 마애불들이 조금 투박했다면 통일신라의 마애불은 정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
며, 고려시대로의 이행기에는 다시 투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마애불이
나타나는데 보물 제981호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도 그중 한 가지이다. 약사여래가 새겨진 곳 오른쪽
에 글씨들이 보이는데 이는 나라 안에서 흔치 않은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태평(太平, 송 태조의 연호인 태평흥국(太平興國, 963~967)) 2년(경종 2, 977) 정축년 7월 29일에 옛 석불이 있던 것
을 중수하여 지금의 황제(경종, 景宗)가 만세토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古石
佛在如賜乙重脩爲今上
皇帝萬歲願
이로 인하여 마애불이 조성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조성한 목적까지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마애불에 시주자는 물론 조성 연도와 목적을 새겨두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귀하다.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특이하게 두 분의 부처가 하나의 감실 안에 들어 있는 경우
이다. 이 또한 『법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의 내용이 표현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칠보탑(七寶塔)이 하나 허공에 떠 있었다. 그 탑은 다보(多寶)여래의 탑이며, 그 안의
사자좌에 앉으신 분은 다보불(多寶佛)이었다. 그 다보탑이 그렇게 공중에 떠 있는 까닭은 『묘법연화경』을 설하
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타나 증명하고, 거룩하다고 찬양하려는 것이다. 이윽고 석가모
니불이 『법화경』을 설하려 하자 다보불이 자신이 앉았던 자리의 반을 내놓으시며 “석가모니불께서는 이 자리
에 앉으소서”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불이 사자좌에 가부좌를 틀었다. 그로부터 허공에 두 분의 부처
님이 함께 앉으셨고, 석가모니불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대중들까지도 허공을 끌어올려 『묘법연화경』을 설하였
다. 이와 같은 「견보탑품」부터 「촉루품(囑累品)」까지의 법회는 공중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허공회(虛空會)라
고 하며,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은 이러한 허공회의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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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에도 마애불을 채색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에 접어들면서 뚜렷하게 채
색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위에 본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의 가슴 부분을 보면 푸른색과 붉
은색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런가 하면 보물 제657호 서울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의 경우는 붉은색을 칠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문경에 있는 시도유형문화재 제239호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은 여느 부처와는 달
리 머리에 뿔이 달려 있다. 그런데 그 뿔을 유심히 바라보면 마치 꽃술처럼 보인다. 이는 연꽃이다. 대승사가
창건된 것은 신라 진평왕 9년인 587년 하늘에서 사면불이 새겨진 바위가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서 떨어지자
경주에서부터 그 바위를 보러 문경 사불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때 왕은 당시 동행했던 망명(亡名)이라는
법호의 스님에게 절을 창건하고 주지를 맡겼으니 그 절이 바로 대승사다. 그런데 이 망명비구는 유난히 『법화
경』 독송에 열정을 쏟았다.
이윽고 그가 입적하고 나자 다비를 치르고 묘를 썼는데 어느 날, 그 메마른 무덤 위에서 연꽃 두 송이가 피
어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법화경』을 독송하는 승려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손톱에서 연꽃이
피기도 하고, 혀에서 연꽃이 피기도 한다. 비록 마애불은 후대에 세워졌지만 이러한 주지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어디에도 없는 양식의 부처가 조성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오른쪽 옆 시도유형문화재 제98호 여주 계신리 마애여래입상은 여주 한강변의 바위에 새겨져 있다. 지금
은 물길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주 신륵사에 머물던 무학대사가 한양으로 향하면서 배를 젓던 삿대를 휘둘
러 단숨에 새겼다는 전설이 전하는 마애불이다. 강과 맞붙어서 새겨진 마애불들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
중 조각이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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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432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이 조성된 이래로 마애불의 조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 사찰들은마애불을 조성하는데 서산 부석사의 경우도 2014년에 마애아미타석불입상을 조성했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러한 마애불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곤 하는데 불교를 폄훼했던 조선시대에도 마애불은 조
성됐다. 그 중 서울 관악산 기슭에 있는 시도유형문화재 제49호 봉천동 마애미륵불좌상이 대표적이다.
이 마애불이 여느 마애불과 다른 것은 부처가 앞을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몸을 틀어 옆을 보는 듯 비
스듬히 앉아 있다. 더구나 그 곁에는 ‘미륵존불 숭정3년 경오4월일 대시주박산회양주(彌勒尊佛 崇禎三年 庚午四月
日 大施主朴山會兩主)’라는

명문까지 남아 있으니 불상의 존명은 미륵이며, 1630년에 박산회라는 사람이 시주하

여 조성한 마애불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개인의 복을 위하여 마애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마애불뿐 아니라 범종과 같은 불구들도 개인이 시주하여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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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풍경

／

고대의 삼국

／

도래인과 도왜인

글. 홍성화(건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역사학 교수)

내가 일본을 돌아다닌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였다.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고대사를
찾아볼 요량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것이 어느
덧 일본 땅의 언저리까지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
기 시작한 것이 15~6년 전으로 벌써 아득한 일처럼
되어버렸다. 그때는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도 퍼뜩

오미(近江)
지역에서
만난
고대 삼국의
흔적

영감이 떠오르면 이내 밖으로 떠나곤 했던 터라 일본
열도까지 나의 상상력이 뻗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특히 고대의 한일관계는 밀접하면서도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과거 한반도에서 건너가 일본에 정착했던 이
들에 대한 자취를 찾는 것이 실타래를 푸는 첫 번
째 행보였다. 이들을 애당초 일본에서는 ‘귀화인(歸
化人)’이라고

했다. 지금도 우리는 귀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그 나라 국민이
되었을 때를 일컫는 법률용어이다. 하지만 고대에는
도래인이 아니라 도왜인이 맞다

그 의미가 좀 달랐다. 원래의 개념은 문명화되지 않
은 중국 주변의 이민족이 중국 황제의 덕을 흠모해
서 문명화된 중국에 이주해 산다는 뜻이었다. 따라
서 일본에서도 일본 천황의 덕을 흠모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고대
사서인 『일본서기』에서는 ‘귀화’라는 표현을 썼다.

오미는 시가현(滋賀 ) 마이바라시(米原市)의
옛 이름이다. 이곳에는 유난히 상인들이
많이 살아서 개성상인과 화교 그러고
오미 지역의 상인(近江商人)을 일컬어
동양의 3대 상인이라고 했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

‘도래인(渡來人)’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귀화’에는 일본에 의한 노골적인 복속 개념이 들어
있지만, ‘도래’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건너오다’라
는 의미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도래는 ‘건너오다’라는 뜻이기 때문

편리했다는 것이며, 당시의 교통은 바다와

에 이는 일본 측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강을 이용한 물길로의 접근이 수월했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건너간 사람’이지 ‘건너온

것을 말한다. 또 그 바다와 강을 통하여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오간 것은 반드시 교역만이 아니었다.
문화 또한 그 길을 통해 오갔으니

21 4

한동안 ‘귀화인’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이들을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도왜인(渡倭人)’이다. ‘도
왜’는 ‘왜(倭)의 땅으로 건너가다’라는 의미이기 때
문에 ‘도왜인’은 왜로 건너간 사람을 말한다. 아직

당연히 그 지역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곱게 정착한 용어는 아니지만 난 서슴없이 ‘도래인’

도왜인들의 흔적이 깊숙하게 남았다.

보다는 ‘도왜인’의 편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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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우리를 주체로 하는 표현이면서 아마 고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갔던 통신사(通信使)들도 교토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의 마음

에서 에도(江戶, 지금의 도쿄)로 가는 길에 이곳 비와호

상태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곁을 지났다. 1763년 통신사의 서기로 갔던 남

대개 일본에서 ‘도왜인’의 흔적을 찾는다고 하

옥(南玉)이 쓴 『일관기(日觀記)』에는 비와호를 가리켜

면 기나이(畿內)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곤 한다. 이

“서자(西子)의 미목(眉目)”으로 칭하고 있다. 서자라

곳이 일본에 있어서는 고대나 중세 정치 문화의 본

고 하면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월나라의 서시(西

거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관광객

施)를

도 일본의 옛 문화를 엿보기 위해 오사카(大阪)・나라

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있는 대표적인 호수 서

(奈良)・교토(京都)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대부분 일

호(西湖)와 비교하여 이야기했던 듯하다. 송나라 시

본문화의 체험 수준에서 일본 것만 보고 여행을 끝

인 소동파(蘇東坡)가 서시와 서호를 동일시하여 맑은

내는 경우가 많다.

날과 비 오는 날의 서호를 “(서시의) 옅은 화장이나

말하는 것이니, 비와호의 아름다움을 중국 저

짙은 화장이나 모두 아름답다”고 멋스럽게 표현했

실은 이들 지역에서 조금만 정성을 들여 발품

기 때문이다.

을 팔면 한반도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드나들던 나

비와호를 둘러싸고 연이어 자리한 고을 일대

의 탐방 초기만 하더라도 대개 이들 기나이 지역을

가 소위 오미(近江)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오미라는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도왜인’의 흔적을 샅샅이

지역 명도 기나이 지역에 가까이 소재하면서 비와호

훑어나갔다. 그러던 중 오미(近江)라는 지역에도 한

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을 터

반도 관련 흔적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

이다. 과거 오미 지역의 문화는 비와호에서 시작한

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미 지역은 교토에서 동쪽으

바다 같은 호수 주변에 정착한 도왜인

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미는 애당초 ‘비와호

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펼쳐져 있지만, 당시만 하

의 선물’로 생성되어 구수한 역사를 만들었을 듯싶

더라도 지리적 감각이 없었을 때라 무척 생소하고

다. 뿐만 아니라 오미 지방은 오래전 한반도로부터

멀게만 느껴져 선뜻 가보지 못한 곳이기도 했다. 하

건너간 도왜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곳으로 잘 알려

지만 는개가 피어오르던 날, 처음 도착했던 오미 지

져 있다.

방의 기억은 지금도 나를 10여 년 전의 회상에 젖어
들게 한다.

백제가 멸망하고 663년 소위 백강구(백촌강) 전
투에 참여했던 일본이 패전하자 덴치(天智)천황은 대
외적인 위기감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667
년 아스카(飛鳥)에서 오쓰로 도읍을 옮긴 적이 있다.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흔적
교토에서 차로 불과 30여 분을 이동하면 오쓰(大津)

고 오미 지방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지역을 개척하

라는 도시가 나온다. 오쓰는 시가현(滋賀縣)의 중심

고 번영을 누렸다. 『일본서기』에도 “669년 좌평 여

도시로 이곳에 도착하면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자신(余自信), 귀실집사(鬼室集斯) 등 남녀 700여 인을

비와호(琵琶湖)와 맞닥뜨리게 된다. 둘레 약 230여

오미의 가모군(蒲生郡)에 옮겨 살게 하였다”는 기록

킬로미터에 비파 모양으로 생긴 비와호는 시가현의

이 있다. 귀실집사는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었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마치 시가현 전체를 집어삼키

던 복신(福信)의 아들로 당시 일본에서 문부대신 겸

려는 듯 포효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비와호

대학총장격인 학직두(學識頭)에 임명되었던 인물이

는 일본 최대의 호수답게 고대 조몬(繩文) 시대부터

다. 그래서 만년에 관직을 사퇴하고 은거했던 고노

의 유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小野)라는

비와호 주변에 운집해 살면서 문화를 양육했던 것을

묘가 자리하고 있다.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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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간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았던 흔적이 여러 군데
에 남아 있다. 백제식 삼층석탑 양식과 흡사한 석탑
사(石塔寺)의 석탑을 일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곳이
기도 하며, 백제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숨 쉬는 햐
쿠사이사(百濟寺), 백제에서 건너간 아직기(阿直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아자키신사(阿自岐神社) 등 오
미 지역을 돌아다니면 백제와 관련한 유적을 다수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이 백제로부터 가져온 우수한
선진 문물을 전수하면서 새로이 건설된 오미 정권의
정치・경제・문화적 분야의 융성에 토대가 되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 또한 그 유민들이 오미
지역에 정착했을 법하다. 지금 요카이치(八日市)라는
곳에는 고마초자(狛長者)의 씨사(氏寺)인 고려사(高麗
寺)가

남아 있다.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고마’라고

읽기 때문에 이들은 고구려에서 건너간 도왜인의 집
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쓰에서 멀지 않은 고마
사카(狛坂)라는 지역에도 일본에 흔치 않은 마애불이
남아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이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마사카라는 지역 명이나 충
주의 봉황리 마애불에 나타나는 네모나게 각진 얼굴
과 닮은 듯한 것을 보면 고구려계 도왜인의 솜씨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오미 지역에 오기 이
전부터 한반도의 도왜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특히 신라의 왕자였다는 아메노히보
코(天日槍) 일족의 행보가 비와호 주변 여러 곳에 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중 따로 떨어져 있는 마애여래좌상이다. 상호는 물론 화불까지도 고부조로 새겨져 있
지만 삼국시대에 새겨진 불상군과 동일한 시대에 조성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쾌하지 못하다. 학계에서는 불상군보다는 늦은
통일신라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또한 상체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넓은 하체와 대좌가 새겨지지 않은 점 그리
고 상호 부분에 비하여 그 아랫부분의 조각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석연치 않다.

오미지역에서 만난 해상왕 장보고
옛날 신라에서 무지개 같은 햇빛이 내려와 한 여인
의 음부를 비추었고 그런 후 얼마 있지 않아 태기가
있어 붉은 구슬을 출산하였다. 이 붉은 구슬이 어느
덧 여인으로 변하자 아메노히보코는 그 여인을 아내
로 삼아 살았지만 종종 아내를 거만하게 다루는 경
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배를 타고
도망쳐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이때 이 여인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아메노히보코에 의해 일본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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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지역에 흔적이 남게 되었다. 전설적인 이야기이

배로 나누어 갈아탔다. 그리로 요도천(淀川)을 따라

지만 일본의 사서에 등장하기도 해서 아마 아메노히

올라가 교토 부근의 요도우라(淀浦)에 상륙하고부터

보코의 일족이 지속적으로 이동하였던 경로가 이처

는 계속해서 교토에서 도쿄까지 육로를 통해 이동

럼 기록되었던 것은 아닌가 판단하기도 한다. 현재

했다. 이 때문에 비와호반을 끼고 오쓰를 지나 동쪽

까지도 비와호변을 따라 구사츠(草津)에서 류오(龍王)

히코네(彦根)까지 넓게 펼쳐진 약 41킬로미터의 길

지방을 거쳐 북쪽 쓰루가(敦賀)에 이르기까지 야스라

을 통상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라고 부른다. 현재

(安羅)신사・가가미(鏡)신사・나무라(苗村)신사

도 교토에서 도쿄로 가는 신칸센 열차가 이 코스를

등 구석

구석 아메노히보코 일족의 자취가 스며 있다.

통해 지나가고 있으니 통신사가 갔던 길이 안전한

아마 아메노히보코의 신화는 점차 신라로부터

육로로서 빠른 길이었지 싶다.

일본 열도로 이동하면서 북방의 문화 요소를 통해

특히 히코네라는 곳은 아직도 다소곳하고 아

제 모습을 갖추어간 것 같다. 붉은 구슬이 동녀로

늑한 정취를 지녔던 고풍스러운 동네로 기억되고

변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햇빛을 쬐고서 임신하여 알

있다. 이는 중심부에 놓인 히코네성이 축성 400여

을 낳았다는 전설은 부여의 동명왕 신화에서 나타나

년이 넘은 오래된 성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인 히메

는 것과 흡사한 내용으로 북방과 맥이 닿아 있는 신

지성(姬路城)과 더불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

화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는 4개 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상

신라와의 관련은 오쓰의 미이데라(三井寺)라는

300~400명에 이르는 통신사 일행이 히코네 일대

사찰의 뒤꼍에 있는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에서도

의 사찰에서 머물면서 숙박을 했다. 히코네의 소안

찾을 수 있다. 859년 당나라에 갔던 엔친(圓珍)이 일

통신사의 길을 달리는 신칸센

사(宗安寺)에 ‘조선고관상(朝鮮高官像)’이라고 전해지

본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 신라명신(新羅明神)이 나타

는 문관도가 남아 있고, 1655년 통신사의 서기로 왔

남으로써 폭풍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기에 이곳에

던 김의신(金義信)의 호 설봉(雪峯)이 강국사(江國寺)

사당을 모셨다고 전한다.

의 편액에 보이는 것도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했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
記)』를

던 것이다.

보면 당시 당나라로 가는 해상은 신라의 장보

어쨌든 한일관계는 고대 백제를 비롯한 한반

고(張保皐) 일행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도 여러 나라와의 밀접한 교류에서부터 임진왜란과

신라선신당에 모셔 있는 신라명신의 소상은 장보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의 한류(韓流)와 일제(日製)

이거나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이 숭배하던

를 찾아 헤매는 복잡다단한 문화의 흐름 속에 잠재

신라의 신일 가능성이 높다.

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
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거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금세 깨닫

통신사가 지나간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

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기에 과거 선인(先人)들이

오미 지역은 지리적으로 기나이 지역에서 동쪽 지방

갔던 일본의 흔적을 다시 톺아보면서 당시 그들의

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길목에 위치하

생각과 인식을 느껴보면 앞으로 우리의 이정표를 세

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중심이 기나이 지역에서 점

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일본에 남은 한반도인

차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오미 지역의 역할은 더욱

의 자취를 찾는 나의 행보는 여전히 ‘아이엔지(ing)’

중요해졌을 것이다. 조선에서 1607년 통신사가 파

형이다.

견되기 시작한 이후 1811년까지 에도에 갔던 열 차
례의 사행이 이들 오미 지역을 동서로 통과하고 있
다. 부산에서 출발한 500여 명의 일행은 세토내해
(瀨戶內海)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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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은 나무의 나라이다.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일본의
마애불

내두르게 한다. 더구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을 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그 탁월한 조각 솜씨는 혀를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해온 능력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돌로
만든 불교 문화재는 취약하다. 그들의 바위는 대개
화산재가 식어서 굳은 응회암(凝灰岩)이 주를 이룬
다. 그렇기에 나무처럼 섬세하게 불상을 새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본의 초기 마애불들은 주로 나라시(奈良市)
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만
들어졌다고 알려진 석불은 나라현 사쿠라이시(桜井
市)

이시이데라(石位寺)에 있다. 이는 마애불이 아니

라 인위적으로 다듬은 돌에 새긴 삼존불이다. 나라
시대는 710년 겐메이 왕[元明天皇]의 나라[奈良] 천도
(遷都)

이후, 794년 간무 왕[桓武天皇]의 헤이안쿄[平安

京, 京都]

천도까지 70여 년을 말하며, 이시이데라 삼

존불은 나라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마애불로는 나라현 오와다마치(大和田町) 야타
야마(矢田山)의 폐사지에 남아 있는 타키데라아토(滝
寺跡)의

그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두 번째로는

마애불이라고 부르기 애매하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묘한 양식을 한 주토우(頭塔)의 불상들이다. 독
특한 양식이어서 눈길을 끌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마
애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는 카사기데라
(笠置寺)의

미륵여래마애불이다. 이는 화강암이지만

그 흔적이 너무 희미하여 알아보기조차 힘들다.
그다음으로는 나라 시내에서 빤히 보이는 오쿠
야마(奥山)의 지코쿠다니(地獄谷)의 석굴불상군이 남
아 있다. 말 그대로 석굴이며 삼존불과 함께 두 기
의 불상이 더 새겨져 있어 불상군을 이루고 있다.
또 교토에서 기차로 20여 분을 가면 나오는 구사츠
에서 찾아가는 고마사카(狛坂) 마애불은 우리나라에
서 전래되었다고 전하는 마애불이다. 이처럼 일본은
인도나 중국에서 보이는 석굴불과 함께 우리나라에
서 주로 보이는 마애불의 양식을 동시에 지니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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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데라아토(滝寺跡) 마애불상군, 나라시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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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데라아토(滝寺跡) 마애불상군, 나라시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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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데라아토(滝寺跡) 마애불상군, 나라시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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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우(頭塔) 전경,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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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우(頭塔) 동면,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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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우(頭塔) 동면, 나라시대 후기

주토우(頭塔) 남면,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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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우(頭塔) 남면,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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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우(頭塔) 서면,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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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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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묘견보살좌상, 나라시대 후기

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여래입상,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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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여래좌상, 나라시대 후기

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십일면관음, 나라시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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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 본존여래좌상, 나라시대 후기

지코쿠다니(地獄谷) 석굴불상군은 비위면으로부터 약 1.5미터 정도 굴을 파고 들어가서 새기고 채색을 한 석굴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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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12호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통일신라시대

나라시대 후기에 세워졌다고 하는 고마사카(狛坂) 마애불이다. 교토에서 기차로 30
분 남짓 동쪽으로 이동하면 만나는 시가현(滋賀県) 릿토시(栗東市)에 있지만 교토에
서 20분 거리에 있는 구사쓰시(草津市)에서 가는 것이 더 편하다. 금승산(金勝山)으로
들어가 산길을 한 시간 남짓 걸어야 만날 수 있으며,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차와가
시간논(茶沸観音) 마애불도 만날 수 있다. 마애불이 있는 곳은 고마사카데라(狛坂寺)
가 있었던 폐사지이다. 고마사카데라는 나라에 있는 사찰인 고후쿠지(興福寺)의 승
려인 간안(願安)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산중에 있던 긴쇼지(金勝寺)의 별원이었다. 또
긴쇼지는 고야산(高野山)처럼 여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여인결계(女人結界)의 수행 장소였다고 전하며, 여인들
은 고마사카데라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마애불은 높이 약 6미터, 폭 3.6미터의 바위 면에 높이 3
미터, 얼굴 폭 70센티미터의 아미타여래 좌상을 본존으로 모셨다. 일본인들은 이 마애불을 통일신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중 사진에 보이는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양식을 따랐다고 안내판에 써놓
았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큰 바위에 삼존불을 새기고 그 앞에 사각형의 바위의 동서남북 면에 각각 불상들
을 새겨 모두 일곱 분의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 고마사카 마애불은 대략 열다섯 분 정도의 불보살이 새겨져 있
지만 삼존불 앞에 따로 불상을 더 새긴 바위는 없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사진의 맨 앞, 컵이 놓인 곳 앞이
울퉁불퉁하였다. 곧 인위적으로 요철(凹凸)을 만들어두었다. 이는 대개 바위 위에 다른 바위를 올릴 때 사용하
는 방법이다. 사각형의 자료 사진은 탑의 몸돌이다. 이 위에 지붕돌이 올라가는데 지붕돌에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요철이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맞물리게 하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석불들은 대
좌 위에 올릴 때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으므로 고마사카 마애불 앞에도 칠불암과 같은 또 다른 불상이 조성되
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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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사카(狛坂) 마애불, 나라시대 후기~헤이안시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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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에서 본 지코쿠다니 석굴불은 큰 바위를 파고 들어가 불상을 조성한 방식이
다. 더구나 그 곁에도 조성하려다 만 석굴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 또 지코쿠다니 석굴불은 채색까지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석굴불의 양식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당나라로부
터 직접 그 양식을 전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채색불은 있지만 이처럼 화려한 채색불은 없으며,
이처럼 깊이 파고 들어간 석굴불도 없기 때문이다.
그 외 고마사카 마애불은 우리나라의 마애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 말했듯 고마사카는 통
일신라의 방식을 따랐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왜인들이 조성했을 것이라고까지 밝혀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일본은 비슷한 당나라와 한반도에서 동시에 석굴불과 마애불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 특유
의 감성을 살려 그리 크지 않은 바위에 새긴 작은 마애불들도 많다. 사진에 보이는 1278년에 조성된 젠도지 석
가삼존불은 높이가 채 1미터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도로부터 불교를 전해 받은 중국, 중국으로부터 전해 받은 한국, 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불교
가 전파되어간 일본은 제각각 자신들의 나라가 처한 자연환경에 따라 그들만의 독특한 불상 조성 문화들을 아
름답게 발전시켰다.

24 6

교토 젠도지 석가삼존석불(善導寺釈迦三尊石佛), 가마쿠라시대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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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유형문화재 제120호 용인 문수산 마애보살상,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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