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십육년

여름
걸으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步步譚

통권 21호

함께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인 보보담은 한국의 사람이자 그들
이 처해 있는 자연이며, 또 그들이 자연환경과의 투쟁을 슬기
롭게 이어오며 만들어놓은 문화이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
는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가
져오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보보담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다. 그것이야말로 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백
제
의
왕
연
표

한성시대(BC 18년~AD 4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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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년 ~ 2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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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왕(沙伴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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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왕(古爾王)

234년 ~ 2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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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계왕(責稽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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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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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왕(比流王)

304년 ~ 3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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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왕(契王)

344년 ~ 346년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

346년 ~ 375년

14대

근구수왕(近仇首王)

375년 ~ 384년

15대

침류왕(枕流王)

384년 ~ 385년

16대

진사왕(辰斯王)

385년 ~ 392년

17대

아신왕(阿莘王)

392년 ~ 405년

18대

전지왕(腆支王)

405년 ~ 420년

19대

구이신왕(久爾辛王)

420년 ~ 427년

20대

비유왕(毗有王)

427년 ~ 455년

21대

개로왕(蓋鹵王)

455년 ~ 475년

1대

웅진시대(475년~538년)
22대

문주왕(文周王)

475년 ~ 477년

23대

삼근왕(三斤王)

477년 ~ 479년

24대

동성왕(東城王)

479년 ~ 501년

25대

무령왕(武寧王)

501년 ~ 523년

사비시대(538년~660년)
26대

성왕(聖王)

523년 ~ 554년

27대

위덕왕(威德王)

554년 ~ 598년

28대

혜왕(惠王)

598년 ~ 599년

29대

법왕(法王)

599년 ~ 600년

30대

무왕(武王)

600년 ~ 641년

31대

의자왕(義慈王)

641년 ~ 6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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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것들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Different Things

지난 20호에는 신라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을 다니면서 백제 사람들이 남긴
문화의 흔적을 쫓았다. 경주는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
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에 세
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곳들은 공주 웅진성과 연관된 공산
성,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 부여 사비성과 관련된 관북리 유
적 및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의 외곽을 방어하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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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부여 나성, 그리고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 알려진 익산의
이 지역들은 지난 호에 돌아 본 경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어
쩌면 그것은 패망한 나라와 승리한 나라가 가지는 역사적 운명과도 같
아 보였다. 하지만 패망한 백제일지라도 그들만의 아름다움이 모두 사
그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경주 지역보다 유적지의 수는 많지 않더라
도 신라가 흉내 내지 못한 그들만의 아름다움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었
다. 연꽃을 사랑한 백제인 들이 만든 석탑이나 도교와 불교의 이상향이
잘 표현 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와 같은 것들은 신라와는 확연
히 다른 아름다움을 뽐낸다.
연이어 삼국 중 두 고대국가의 도읍지들을 살펴보다 새삼 느낀 것
은 네가 있어 내가 있을 수 있고, 너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아름다워 진
다는 것이다. 이 작은 한반도에서도 이렇듯 서로 다른 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었음은 작은 기쁨이다. 하지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 북한 지역
의 유적지들을 마음껏 오가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보보담」을
통하여 고구려의 문화들도 살펴보고 싶지만 북한 지역의 고구려 문화
가 빠진 채 중국 지역에 남아 있는 고구려 문화들만 본다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다. 어서 빨리 또 하나의 형제인 고구려의 도읍지에 남아 있
는 문화유적들도 샅샅이 톺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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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 유적과 석탑이 돋보이는 미륵사지등이다.

지난 호에 대한 독자 의견

「보보담」은 매우 잘 만들어진 인문학 교양서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번호에서는 책을 덮을 때까지 봄의 꽃향기를 한
껏 맡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동아
시아의 회화 속에 나타난 꽃놀이>이었습니다. 얼마 전 휴
가를 틈타 방문했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아시아
관에서 <이츠쿠시마 및 요시노 산의 하나미 병풍>을 봤는
데, 「보보담」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였습니다. 병풍 그
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
고, 한국과 중국의 꽃놀이 관련 회화도 더불어 알게 되었
습니다. 빠르게 앞을 향해서만 가는 일상 속에서 뒤를 돌
아보게 하는 「보보담」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오랫동안
출간되기를 바라봅니다.
__ 김정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라의 왕릉을 이렇게 자세히 멋지게 담은 「보보담」에 놀
랐습니다. 경주 왕릉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있지만 멋
진 봄날, 정성스럽게 능 풍경을 담아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 서오릉을 정기적으로 걷기운동 겸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조선 왕릉의 풍경과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수
백 수천 년 차이나는 왕릉에서 봉분의 곡선이 특히 두르려
지게 눈에 들어옵니다. 매우 부드러운 선이 무척이나 아름
답게 느껴지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오랜 세월의 풍
광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능 주위의 소나무만
비슷하고 왕릉에 있는 홍살문, 각종 석물, 정자각 등이 없
이 소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유명 사진작가의 소나무 작
품에서 느끼는 신비감도 경주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역시
「보보담」은 보고.보고.담에 또 보고 싶은 매거진입니다.
__ 이경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보보담」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소개된 분께는 LS네트웍스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
드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www.lsnetworks.com
사이버 홍보실

>>

보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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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__ 조영민 경기도 의정부시

보편적으로 사보에 대한 인식은 흥미 위주의 눈요기 광고
로 편집되어 있어 대충 들쳐보다 한쪽에 천덕꾸러기처럼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보보담」은 나
의 부족한 역사인식을 고취시켜주고, 인문학적 소양을 일
깨워 주는 교양서라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매번 다음호
가 기다려집니다. 이번 봄 호는 경주를 직접 걸으면서 탐
방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인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소나무를 호위무사삼아 호연지기를 뽐내고 있는 왕릉의
곡선미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황홀경에 빠트렸습니
다. 가히 경주의 신라 왕릉은 길 위의 인문학이라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입니다. 페이지마다 뜻있는 내용이 가득해 정
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고향 여수의 아리따운 분홍
진달래꽃이 교태미를 뽐내고 있는 영취산이 실려서 자부
심을 느낍니다. 언제까지나 내 옆자리에 두고두고 함께 하
려고합니다. 다시 한 번 정성을 다해서 「보보담」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궁한 번창을 기
원합니다.
__ 장호익 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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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름다운 계절 5월 봄의 한 가운데서 「보보담」과 함께
하노라니 그 행복감이 배가 되는 듯 반갑기만 합니다. 그
러고 보니 매호 「보보담」은 한 계절 한 계절 계절의 순환
주기에 맞춰 독자들을 찾아와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
자칫 스치고 지나칠 뻔 했던 주변 모든 것들의 소중한 가
치를 깨닫게 해주고 살며시 떠나가네요.
이것이 「보보담」의 매력이며 그렇기에 「보보담」이 항상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이번호에서도 역시 신
라 왕릉 순례 길을 「보보담」의 안내에 따라 담담히 걸으며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을 지켜 온 땅속 주인공들의
찬란했던 과거와 켜켜이 쌓인 이야기에 취해 한 없이 행복
할 수 있었네요 그렇기에 편집주간의 말씀처럼 왜 경주에
서의 왕릉 순례를 길 위의 인문학이라 하는지 새삼 깨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
는데 편집진들의 철학과 뚝심이 느껴져 읽는 내내 즐거웠
습니다. 바로 정기구독 신청하고 글을 남깁니다. 몇번 경
주를 다녀봤지만 고등학교 수학여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던 게 사실인데 덕분에 다시 한 번 경주를 가고 싶어졌
습니다. 그때면 이 책을 지도 삼아 경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것은 그림으로 보는 한・중・일 삼국
의 꽃놀이 다음에 배치된 한중일 삼국의 꽃놀이 사진이었
습니다. 이 잡지에 수록된 글들이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에게 봄을 선물하기 위해 섬세하게 배치되었
다 생각하니 큰 대접을 받는듯하여 기뻤습니다. 아, 좋은
잡지네요. 덕분에 봄 한철이 감사하게 지나갑니다.
__ 박민경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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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북리유적지 와편

옛 문인의 부여기행
글. 이광수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아침에 이인을 떠났다. 이인에서 부여까지 50여리
되는 길은 대개 좁은 산길이었다. 평탄하고 넓던 신작로가 좁고 긴 산길 사
이로 들어가자 마치 한 가닥 맑은 물줄기와도 같았다. 게다가 도로 양옆으
로 아카시아가 죽 늘어서서 그 풍치 있음이 비할 데가 없었다. 나는 산 속
비탈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어간다. 좌우 푸른 산에는 빗소리와 벌레소리
뿐이다. 1250년 전, 백제의 서울 반월성이 나당연합군의 횃불에 잿더미가
되던 날 밤에 자온대와 대왕포에서 놀던 흥도 깨지 못한 의자왕께서 태후
태자와 함께 공주로 몽진하던 길이다. 그때가 7월이라니까 아마 이와 같이
벌레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지팡이를 멈추고 우뚝 서서 좌우를 돌아보니

아아·! 낙화암

예와 다름없을 푸른 산에서 말굽소리가 들리는 듯 하여 흔연한 감회를 금
치 못하였다.

Oh-oh! Nakhwaam(The Rock of falling blossoms)

신지경(新地境)고개 마루턱에 올라 설 적에 문득 들리는 두견새 소리
는 참말 나그네의 애를 끊는 듯 하였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 고개 넘고
저 고개 넘어, 늘어진 버들 그늘에 띠 집(茅屋) 서너 채가 해거름에 내리는
비에 잠겨있음을 보았다. 막걸리 파는 미인에게 물은즉 지명은 ‘왕자터’요,
부여에서 20리라 한다. 목도 마르고 시장도 하므로 메기 안주에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 문 앞에 청강(淸江)이란 강이 있으매 메기가 많이 잡힌다 한
12

다. 거기서 약 10리를 걸으면 부여군 현내면 가증리에 유명한 유사이전의
묘지가 있다.(부여읍 가증리의 돌널무넘(石棺墓)을 말하는 것이지 싶다) 몇 년 전, 총
전 것이라 한다.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고분은 대
답이 없건마는 난리에 잃어버렸던 선조의 분묘를 보는 듯 하여 잠간 거닐
며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부여 나복리라 하는 곳에도 4천 년 전 주민의 유적이 있다하니 이 지
방에는 퍽 고대부터 문화가 열렸던 듯 하다. 차차 앞이 툭 터지며 안계(眼

대당평백제탑(大唐平百濟塔)이란

界)가

이름은 수치이건마는 이와 같이

이던가 하는 생각에 자연 걸음이 빨라진다. 동시에 이 고개를 넘어서면 취

만고의 대 걸작을 후세에 남긴

타(吹打)가 들릴 듯 하고, 하늘에 날아오르는 반월성의 높고 찬란한 궁전과

우리 선조의 문화는 또한

백마강 물 위에 관현(管絃)의 태평곡이 맑게 들릴 것 같다. 그러나 그 고개

자랑할 만하다. 석양을 비껴 받은

를 넘어서도 여전히 거친 여름풀과 모 심는 농부뿐이다.

탑은 즉시 날개를 버리고
가을하늘로 솟아오를 듯 하다.
어떻게 저러한 구상이 생기고,

넓어 간다. 대체 그 굉장한 문명을 가졌던 백제의 서울이 어떠한 것

길가에 말없이 누운 주춧돌과 낡은 비석이 행인의 눈물을 재촉할 뿐
이다. 눈을 깜빡이며 거니는데 감개무량하다. 부소산 동쪽 모퉁이를 돌아
초가집 2, 3천이 고요히 누워 있는 소위 부여읍내에 다다랐다. 아, 이것이
부여이던가 함은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는 감탄이라 한다. 이

어떻게 저렇게 기술이 능한고.

것이 일찍 백제의 서울 터라고 뉘라서 믿으리오. 사람의 일을 믿을 수 없다

저렇게 조화롭고, 장중하고,

하건마는 이렇도록 심하랴.

그러고도 미려한 형상을 생각하여

이튿날 아침, 백제의 유적들을 구경하기 위해 나섰다. 바로 옛 헌병

만들어 내는 그 대예술가의

대 구내에 석조(石槽) 2개가 놓였다. 이것은 백제의 귀인이 목욕하던 것이

정신은 얼마나 숭고하였던고.

다.(부여박물관 마당에 놓인 석조 2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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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의 촉탁을 받은 구로이타(黑板)박사의 감정에 의하건대 적어도 4천 년

1개는 다리 뻗고 앉기 좋을 만하고, 1개는 반듯이 눕기 좋

하고 사방을 살폈으나 오직 독사가 튀어 나올 듯한 이름 모를 풀이 있다.

을 만하다. 나는 한창 적 로마사람들을 연상하였다. 그렇게 백제인은 번쩍

나는 위로 바위를 보고 아래로 물을 보다가 차마 오래 머물지 못하여 급히

하게 살았다. 길에 기와조각이 한 벌 깔렸다. 그날 밤 화염에 튄 것이다. 궁

발을 돌렸다.

지 알 수가 없다.)

중의 향내 맡던 것이오.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를 듣던 것이다. 여기는 대
궐자리요. 저기는 비빈(妃嬪)이 있던 곳이요. 달맞이하는 영월대, 달 보내는

백마강 흘러내리는 물에 석양이 비낄 제

송월대도 여기요. 공 차던 축국장(蹴鞠場)이 여기, 가무하던 무슨 전(殿)이

버들 꽃 날리는데 낙화암이란다.

여기, 150년의 영화가 하룻밤에 사라질 때 부소산 전체가 온통 불길이 되

모르는 아이들은 피리만 불건만

어 7월의 밤하늘과 백마강의 물을 비칠 때 그때의 비장하면서도 처참한 광

맘 있는 나그네의 창자를 끊노라.

경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듯 하다. 그때의 영화로운 꿈에 취하였던 구중궁

낙화암, 낙화암 왜 말이 없느냐.

궐이 온통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울며불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이
리 뛰고, 저리 구르고 하던 모습, 꽃같이 아름답고 가는 버들가지처럼 연약

7백년 내려오던 부여성 옛 터에

한 수백의 비빈이 검은 연기를 헤치고 송월대에 비낀 달빛 속으로 낙화암

봄 만난 푸른 풀이 옛 같이 푸르렀는데

으로 가던 모습, 숫고개와 백마강 물 위로 폭풍같이 말 달려오던 나당연합

구중의 빛난 궁궐 있던 터며, 대며

군의 기세 오른 고함소리가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듯 하다.

만승의 귀하신 몸 가신 곳 몰라라.

나는 푸른 풀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힘껏 그때 일을 상상하려 하였

낙화암, 낙화암 왜 말이 없느냐.

다. 내 눈 앞에는 그때의 반월성이 있다. 그때의 궁전이 있고, 그때의 사람
이 되어서 노래하고 춤춘다. 그러나 황량한 반월성 연못의 거친 풀이 보일

꽃 같은 궁녀들이 어디로 갔느냐.

뿐이다. 부소산의 모양도 얌전하거니와 비스듬히 저리 이리 흘러 돌아가

님 주신 비단치마 가슴에 안고서

는 백마강도 좋고 멀리 눈썹 같이 둘러선 청양(靑陽)으로 연이어지는 산봉

백마강 깊은 물에 던진단 말이냐.

우리도 좋다. 강산은 좋은 강산이다. 그러나 그 강산도 그 주인을 얻어야

낙화암, 낙화암 왜 말이 없느냐.

빛이 난다. 부여의 강산은 암만해도 시를 알고 풍류를 아는 백제인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빛이 난다. 지금은 백제인이 없음에 그 강산을 뉘라서 빛낼

곤한 다리를 잠간 쉬여 조금 떨어진 푸른 대숲 속에 평제탑(平濟塔)을 찾았

까. 부소산 동쪽에서 해맞이를 하던 앙일대 너머에 있는 창고 터를 보았다.

다. 대당평백제탑(大唐平百濟塔)이란 이름은 수치이건마는 이와 같이 만고의

아직도 쌀과 밀과 콩이 까맣게 재가 되어 남아있다. 거기서 다시 발을 돌

대걸작을 후세에 남긴 우리 선조의 문화는 또한 자랑할 만하다. 석양을 비

려 문자와 같이 벼와 기장이 기름지게 무르익은 밭을 지나서 송월대 자리

껴 받은 탑은 즉시 날개를 버리고 가을하늘로 솟아오를 듯 하다. 어떻게 저

에 한참 발을 멈추고 있었다. 이윽고 궁성의 서문을 빠져 돌아가 빙글빙글

러한 구상이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기술이 능한고. 저렇게 조화롭고, 장중

돌며 절벽을 내려가니 백마강 물소리가 들리는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유명

하고, 그러고도 미려한 형상을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그 대예술가의 정신

한 고란사다. 문 앞, 절벽에 선 노송에는 까치둥지가 있어 지저귀고 또 그

은 얼마나 숭고하였던고. 또 그러한 대예술가를 배출하던 당시의 우리 선

밑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아마 수양버들 속에는 꾀꼬리가 잇는 듯 울음소

조의 정신은 얼마나 숭고하였던고. 역사의 모든 기록이 다 연기처럼 사라

리가 울려 올라온다. 이 절의 내력은 참고할 사료가 불에 타 버려 없었으나

지고 말더라도 평제탑이 의연히 백제의 옛 도시에 서 있는 동안 우리 겨레

아마도 불법을 존경하고 숭배한 백제왕실의 수호사찰일 것이다. 연꽃을 아

의 정신이 숭고하고 세련됨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몸의 혈관 중

로새긴 주춧돌이며 빤빤히 닳아진 섬돌에는 당시 귀인의 발자국이 있을 것

에도 이 선조의 혈액이 방울이 되어 흐를지니 이것이 새로운 옥토를 만나

이다. 낙화암 위에서 꽃다운 넋이 스러진 궁녀들도 아마 이 법당에서 최후

고 새로운 햇빛을 받으면 반드시 찬연히 꽃을 피울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의 명복을 빌었을 것이다.

요즈음의 조선 건축과 공예를 보여주는 조선인이 백제탑을 만든 조선

거기서 푸른 넝쿨을 붙들고 층층인 바위를 안고 돌아 수십 보를 가면

인의 자손이라 한들 뉘가 곧이들으랴. 요즈음의 조선인은 쇠퇴하였고, 타

까맣게 하늘을 폭 찌르고 우뚝 선 울퉁불퉁한 바위가 낙화암이다. 설마 그

락하였고, 추악하고, 무능하며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다. 고려중엽 이후로

때 궁녀의 피는 아니지만 바위틈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발아래에서

이씨 왕조에 이르는 7,8백년간에 삼국시대의 용장하고 건전한 숭고하던 정

는 소용돌이치는 장마 물이 성난 듯이 흘러간다. 행여 꽃 한 송이나 얻을까

신은 온통 소멸되고 말았다. 편벽(偏僻)하며 협애(挾隘)한 유교사상은 조선

15

어떤 밤 물길 속에 곡소리 나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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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그때의 색채가 보이고, 그때의 음성이 들린다. 나도 그때의 사람

인 정신의 생기를 말끔히 사라지게하고 말았다.

니와 단정하게 소복을 차려입은 나이가 28세나 넘었을락 말락 한 미인이

공자의 유교가 퍼진지 2천여 년에 그것으로 망한 자가 있음은 들었으

함께 배를 탐은 더욱 기연이다. 나는 악기를 들고 있는 두 분에게 한곡을

나 흥한 자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유교사상은 일부 몸을 닦고 마음을 가다

청하였다. 그들은 흔연히 허락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이어 연주한다. 눈물

듬는데 자료가 되는지 모르되 결코 치국평천하의 도는 아니다. 유교는 진

자국이 그득한 미인도 눈썹을 움직이며 이윽히 듣더니 솟는 흥을 못 이김

실로 발랄한 정신의 활기를 죽이고 모든 문명의 새싹을 말라죽게 하는 뜨

인지 두드려 박자를 맞추며 ‘장생술(長生術) 거짓말이’의 한곡을 부르고 다

겁기만 한 태양과도 같은 것이다. 삼국시대의 조선인으로 하여금 금일의

시 내 청으로

조선인이 되게 한 것은 그 죄가 오직 유교사상의 전횡에 있다.
나는 조선사에서 고려와 조선을 지우고 싶다. 그러고 삼국으로 거슬

반월성 깊은 밤에 화광이 어인 일고

러 올라가고 싶다. 그 중에도 이씨 왕조의 조선사는 결코 조선인의 조선사

삼천 궁녀가 낙화암에 지단 말가.

가 아니오. 자기를 버리고 중국처럼 되고 말려는 어떤 노예적 조선인의 조

물가에 푸른 버들아 너무 무심(無心)

선사다. 그것은 결코 내 역사가 아니다. 나는 삼국시대의 조선인이다. 고구
려인이요, 신라인이요, 백제인이다. 고려를 내가 모르고 이씨 왕조를 내가

강산은 좋다마는 인물이 누구냐.

모른다. 서양의 신문명이 옛 사상의 부활에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조

자온대 대왕포에 새 울음소리 깃들이니

선의 신문명은 삼국시대의 부활에 있을 것이다. 아이구. 나는 사비성의 옛

지금에 의자왕 없음이 못내 싫어

날에 돌아가고 싶어 못 견디겠다. 나는 평제탑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며
옛 선조들을 연모한다.
부소산 위에 걸린 태양은 핏빛 같이 붉다. 백마강 가에 늘어진 버드나

당시 번화를 어디가 찾을까.
동문 밖 겹겹한 무덤에 석양만 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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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는 저녁안개가 꼈다. 반월성 위로 울며 돌아가는 까마귀는 무엇을 한

백제 궁궐터에 보리만 누웠으니

탄하는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월성 동문 밖의 백제왕
미인은 소리를 떨어가며 세곡을 연이어 불렀다. 노를 젓던 사공도 어느덧

의 뜨거운 눈물을 뿌리고 겹겹이 놓인 돌무덤 앞에서 무상의 감정을 돋우

노를 쉬고, 배는 물을 따라 저 혼자 흘러간다. 이윽고 강위에 갑자기 부는

었다. 아, 그리운 백제의 서울. 잿더미가 된 백제의 서울. 황량한 백제의 서

바람이 돌아가니 천 년간 수중에 졸던 낙화암의 아름다운 넋이 이 노래에

울. 천년 후 어린 시인의 애를 끊는 백제의 서울아.

깨임이런가. 배가 또한 물 구비를 돌아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은 조그

나는 배를 탔다. 우리 배는 규암진(窺岩津, 부여읍에서 백마강을 건너면 다리
끝, 오른쪽에 있었던 나루터이다. 그곳의 수북정(水北亭)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일품이다.)을

만 봉우리가 보이고 거기는 바위에 굴이 달라붙듯이 초가집이 눌려 붙었
다. 사공의 말이 강경(江景)에 다다랐다 하더라.

떠났다. 옛날 백제의 상선과 병함이 떠다니던 곳이오. 당나라, 일본, 베트
남의 상선이 각색의 물자를 만재하고 다투어 모이던 곳이다. 자온대의 기
암은 지금에는 의자왕이 한가롭게 놀이를 즐기던 터로 알려져 있지마는 당
시에는 아마 이별암(離別岩)으로 더 유명하였을 것이다. 진취적이고 활발한
백제인이 요즈음의 일본인들이 서쪽으로 천하가 좁다하고 횡행할 때에 이
바위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뿌리던 미인도 많았을 것이다.
나도 백제인이 당나라를 향해 떠나는 마음으로 규암진을 떠났다. 감
회 많은 부소산을 다시금 바라보며 일엽편주는 노 젓는 소리 한가하게 백
마강의 중류로 흘러내린다. 한 점 바람과 구름도 없어 파도조차 구경할 수

이 글은 1933년 『삼천리』4월호에 「문인의 반도팔경기행 제1편, 아아·낙화암」
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을 읽기 좋게 고친 것이다. 제목으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삼천리』에서 문인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뽑은 나라 안 팔경 중 한
곳을 다녀와 쓴 글이다. 당시 낙화암을 포함한 부여는 나라 안의 3번 째 승경
으로 꼽혔다. 글쓴이는 춘원(春園) 이광수(1892~1950)이며 워낙 알려진 인물이
니 따로 더 보탤 까닭은 없을 것 같다. 필자는 충남 공주의 이인면에서 부여
로 걸어갔다. 그는 이인에서 부여까지의 거리가 50리 남짓하다고 밝히고 있다.
글은 그저 덤덤하다. 다만 지금은 박물관 마당에 있는 석조 두개가 옛 동헌 터, 곧 일제

없는데 강 양쪽의 버드나무만 안개에 묻혔다. 이따금 이름 모를 고기가 뛰

강점기에는 헌병대가 된 곳 마당에 있었다는 것과 백마강의 규암진에서 배를 타고 논산

어 강물에 비친 산 그림자를 깨트릴 뿐이다. 물도 좋고, 청산도 좋고, 청천

의 강경읍에 다다랐다는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들 일행이 배를 타고 백마강을 떠

에 뜬 흰 구름도 좋다. 모두 그림 속에서나 볼만한 풍경이오, 시 가운데 한
장면이로다. 마침 같은 배에 탄 3명이 다 비범한 자다. 퉁소 부는 소경 노
총각과 해금 긋는 휘날리는 백발에 다 부서진 삿갓을 쓴 노인도 신기하거

가는 정경은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이런 옛 글을 읽다보면 요즈음 글과 다른 점
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글 속에 이미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이다. 이광수의 글을 읽다보
면 글 속에서 이미지가 보인다. 문자가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글
은 그림이나 사진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었다. _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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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과 백제시대의 묘지를 찾았다. 황혼의 풀숲 속에 묻힌 세 왕릉 앞에 회고

고도를 찾아서
글. 강석경(소설가), 사진. 이지누

웅진백제의 명문에 혼이 빠지다
1971년 7월 공주에서 고고학계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다. 송산리 고
분군 5,6호분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한 인부의 괭이 끝에 벽돌이 걸렸다.
벽돌을 따라 파 내려가니 입구인 듯한 아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사롭지
않은 발견은 다음 날 당장 서울로 보고되어 당시 국립박물관장직을 맡고
있던 김원룡 박사가 내려가 발굴 지휘를 맡게 되었다.
신라 고분과는 달리 고구려나 백제 고분은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
에 거의 도굴되었지만 입구를 막은 벽돌의 맨 윗줄을 들어낸 것은 오후 늦
은 때였다. 터널형의 연도에는 항아리가 굴러 있고 돌짐승 한 마리가 지석

연꽃이 아름다운 나라
The Beautiful Country like Lotus Flowers

두 장을 앞에 놓고 침입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완전히 보존된 상태의 무
덤이었고 주인은 지석 첫머리에 적힌 ‘영동 대장군백제사마왕(寧東大將軍百
濟斯麻王)’, 25대

무령왕(501~523)과 왕비였다. 사마왕이 62세 되던 계묘년 5

월 7일에 돌아가셨다고 쓰여 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과 정확하게 같다. 우
리나라 고분이나 유적에서 명문과 연대가 표기된 예는 거의 없다. 더구나
삼국시대 명문을 보다니. 그 순간 고고학자의 감격과 흥분은 충분히 상상
할 수 있으리라.
무령왕 이름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지자 발굴 터는 아수라장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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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어느 기자는 안으로 마구 들어가 숟가락을 밟아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발굴대원들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수습이 곤란해지기 전에 철야작
나무뿌리들이 수세미처럼 덮여있는 바닥에서 메모하고 약도를 그리
며 유물을 들어내는 작업은 다음날 아침에 마무리되었다. 금제관식을 비롯
해 2906점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1500년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백제 왕릉
은 태풍을 맞은 듯 그렇게 몸을 비웠다. 세계 고고학계에 이토록 빠른 발굴
작업이 있었을까. 세계최고 졸속 발굴이라는 비난이 그 뒤 쏟아졌으니 호
사다마일까. 큰 고분을 발굴하면 불운이 온다더니 그는 일 년 뒤 파산으로
집을 내놓는 변을 당했다.

수원 화성은 효심 지극한

김원룡 박사가 회고담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정조가 저절로 떠오른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눌러앉았어야 할 일이었다. 예기치 않던 상태의 흥분

강릉의 눈 시린 바다는 혁명가

속에서 내 머리가 돌아 버린 것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쓰라린 경험은 그

허균의 모습과 겹쳐진다.

뒤 경주 고분을 발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위로

이렇듯 장소는 특정인물을

하자. 무령왕릉 발굴은 묻혀있던 백제사 연구에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으니

연상시키면서 각인되는데 백제의
세 고도(古都)인 공주·부여·익산은
세 왕의 이름과 연결되어 특별하게

지신이 도운 것이 아닌가.
이 왕릉발굴의 절대적 의미는 피장자를 밝힌 묘지석에 있다. 연도 입
구에 놓여있던 2장의 네모난 돌 판에 새긴 글은 왕과 왕비의 장례를 지낼
때 묘소로 쓸 땅을 지신에게 사들인다는 내용의 매지권이다. 지석 위에는

다가선다. 그 세 고도는 바로

양나라 때의 오수전이 꾸러미로 놓여있었다. 다른 백제무덤들과는 다른 무

백제의 무령왕·성왕 그리고

령왕릉의 전축분은 남조의 묘제를 재현했다. 유물도 수입품이 많이 나와서

무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금강을 통한 웅진시기의 해외교류와 해상활동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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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해서라도 발굴을 속히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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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공산성에서 보이는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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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 성곽

무령왕은 24대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백제의 웅진 천도 후 네 번째로 왕위

주(新州)를 설치한다.

에 오른 왕이다. 개로왕 21년(475), 고구려 3만 대군이 한성을 공략하는데

다음해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관산성(충북 옥천)으로 떠나지만 신주

장수왕이 보낸 첩자의 계략으로 백제의 재정이 파탄 나 버렸다. 왕이 쫓기

의 군주이며 김유신의 조부인 김무력까지 가세한 신라군이 “말 한필도 돌

다 아차산에서 죽음을 당하자 아들 문주가 22대 왕이 되어 ‘오백년 도읍지

아가지 못하게 하였다”할 정도로 승세를 몰았다. 신라 24대 진흥왕은 처음

를 뒤로 하고’ 남쪽 웅진으로 옮겼다. 국가적 위기에 귀족세력이 득세하여

으로 국사를 편찬케 하고 연호를 개국(開國)이라 고치고, 가야를 토벌했으

3대 왕이 연이어 시해를 당하였으나 무령왕은 즉위한 해에 반란을 토벌하

며 화랑제도를 만들어 안팎으로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한 왕이다. 위

고 동성왕을 살해한 백가의 목은 지금의 금강인 백강(白江)에 던졌다. 그러

대한 군주일지라도 한 나라가 비약하려할 때의 응집된 기운을 혼자 힘으로

고 고구려를 습격하는가 하면 제방을 튼튼히 하며 놀고먹는 자들을 모아서

꺾기는 힘들다.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군은 패하고 전쟁에서 간신히 돌아온

농사를 짓게 하였다. 재위 21년 양 고조(梁高祖)에 표를 올려 “여러 차례 고

맏아들 위덕왕이 554년 27대 왕위에 오른다.

구려를 깨뜨리고 비로소 우호를 갖게 되었다고” 하니 백제는 무령왕에 의
하여 다시 강한 나라가 된 것이다.

치세 45년간 위덕왕은 네 나라에 조공을 빈번히 보내면서 외교로 돌
파구를 찾으려 했다. 그러한 위덕왕 이름이 현대인에게 알려진 것은 1993
년 12월 부여박물관 발굴 뉴스 때문이다. 백제 나성(羅城)과 능산리 고분군

있다.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데 공주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보

사이에 위치한 절터를 발굴하던 중 예사롭지 않은 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

존처리가 완료되면 공주박물관에서 전시되도록 힘쓰겠다는 답을 받고서야

냈다. 이 절터에서 발견된 공방시설 제3건물터 중앙방 목곽수조에서 잠자

물러섰지만 무령왕릉의 유물들은 그의 땅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제 무령

던 용이 큰 숨을 토하며 지상으로 올라왔다. 세인을 놀라게 한 바로 그 백

왕은 공주의 정체성이니 빼어난 운치로 꼽히는 금강이 흐르는 공산성 귀퉁

제금동대향로이다. 높이 63cm 지름 19cm인 이 대향로는 용이 받치고 있는

이에서도 왕의 숨결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 무령왕의 금제관식에 고귀하게

연꽃 모양 몸체와 봉황이 올라서 있는 봉래산 모양의 뚜껑으로 크게 구분

피어난 연꽃, 경자년(更子年, 520) 2월 다리(多利)라는 장인이 대부인(왕비)을

된다. 용이 입에 문 연꽃 위에 봉래산이 솟아있고, 그 꼭대기에 봉황 한 마

위해 만든 은제 팔찌엔 두 마리 용장식이 백제의 혼인 듯 꿈틀거린다.

리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다. 향로에 수많은 기이한 동물과 인물들이 배
상이 결합되어 파노라마를 펼친다.

사비, 아름다운 연꽃나라

목탑 터에서 출토된 석조사리감에는 백제 창왕 13년(567) 여동생인 공

63년간의 웅진시대를 마감하고 수도를 사비로 옮긴 것은 무령왕의 아들인

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명문이 중국 남북조 시대 서체로 새겨져 있다.

성왕(聖王) 재위 16년(538)이다. 사비시기 왕궁관련 유적이 있는 부소산성

창왕은 바로 성왕의 아들 위덕왕이다. 내용으로 보아 이 절은 백제 왕실에

은 그보다 오십년 전 동성왕이 산봉우리에 산성을 쌓았다니 이미 배후 도

서 발원한 기원사찰 또는 능사(陵寺)로서 세워진 것 같다. 사원이 건립되기

시로 꼽혔는지 모른다. ‘북으로 강을 두르고 바로 산이 막아선 형상이 고구

전 강당터와 공방터 등 건물들이 먼저 세워져, 능산리 고분군에 안장되었

려 군사를 방비하기에 알맞아 공주의 공산성과 흡사하다’니 고대국가의 존

을 부왕(성왕)의 명복을 위해 불교의례를 행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망은 방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왕이 즉위한 해 가을에도 고구려

금동대향로는 중국과의 교류로 선진문물을 자연스럽게 수용했던 백

군사가 패수에 이르러 싸워 물리치고, 재위 7년에는 고구려 안장왕이 몸소

제가 문화의 절정에서 피운 꽃이다. 사비의 꿈이다. 1400년 어둠속에서도

군사를 끌고 쳐들어와 북쪽 혈성을 함락했다. 선왕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빛을 잃지 않은 백제의 기품이다. 봉래산 위에서 아름다운 연꽃나라를 굽

사비에 천도하자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라 하고 ‘부여에서 이어지는 역사적

어보며 꼬리를 곧추 세우고, 오늘도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펼치는 봉황은

법통’을 명확히 밝혔다.

성왕의 현현 같지 않은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났다는 왕, 나라사람들이 일컬어 성왕(聖王)이라
했다니 그는 백제인의 이상적 군주였나 보다. 일본서기에도 ‘성왕은 천도
지리에 통달하여 명성이 사방에 나있다’고 평했다. 치세동안 불교가 성행

사그라져가는 백제

하였고 고구려에 빼앗긴 옛 땅을 회복해갔다. 고구려 양원왕이 예와 함께

부여에는 성왕의 동상이 있지만 익산에는 무왕의 깊은 발자취가 찍혀있

독산성을 치자 왕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고, 신라군사는 고구려군사를 크

다. 29대 법왕이 재위 2년 만에 죽자 600년에 왕위에 오른 아들 무왕은 삼

게 격파하였다. 2년 뒤 백제는 고구려 도살성을 빼앗고 고구려는 백제의

국유사에 의하면 홀어미의 아들로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다. 마를 캐어 팔

금현성을 함락시키지만 성왕 31년(553) 신라가 역습하여 두 성을 빼앗고 신

다가 신라 진평왕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 서울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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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치밀한 구성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데 도교의 신선사상과 불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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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 발굴 뒤 유물보존처리를 위해 서울로 이송할 때의 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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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어가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고 동요를 부르게 하니 그 유명한 서동요이다.

화산이 굽어보고, 고려 때 지은 절이나 사자사도 가물가물 보인다. 80년대

현대에도 서동이 펼친 이러한 작전이 유효한지 몇 년 전인가 젊은 친구가

의 본격 발굴로 이 사찰이 7세기 전후로 창건되고 서원 중원 동원과 같이 3

“남자들은 다 서동이야, 무왕이나 될 거면 몰라도” 라고 말해서 웃었던 기

원 병립식 가람배치가 이루어지고 못을 메워 사찰을 세웠다는 점이 밝혀졌

억이 난다. 서동은 쫓겨 난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돌아가 뒤에 왕이 된

는데 삼국유사 기록과 맞았다. 무왕 대에 지어진 이 국가 사찰은 1탑 1금당

다. 또 무왕이 왕비와 함께 용화산 사자사(獅子寺)에 가고자 큰 못에 이르니

구조가 아닌 3탑 3금당의 독특한 가람구조를 드러냈다.

세 미륵불이 못에서 나타났다는 기사도 있다. 왕비가 “여기 꼭 큰절을 짓

경내의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은 634년 건립된 분황사 모전석탑보

도록 하소서.” 소원하니 못을 메워 전각과 탑과 행랑채를 세우고 미륵사

다는 몇 년 늦지만 규모는 훨씬 큰 탑으로 목탑의 양식을 돌로서 재현하

라 하였다. 익산시 금마면 너른 평지에 자리 잡은 미륵사지에 서면 과연 용

여 한국 석탑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절은 17세기 무렵 폐사

되고 탑도 많이 허물어져 일제 때 일본인이 콘크리트로 긴급 보수하였다.

려로 왜로 당나라로 다니며 사력을 다한다. 일본서기에 ‘용모가 아름답고

2009년 석탑을 해체·조사하자 미륵사지의 창건 년대와 창건주를 기록한 금

쾌활하게 담소하였다‘는 이 인물은 적기를 놓치지 않은 외교로 나당동맹을

제 사리봉안 기록판과 금제 사리 항아리 등 9700여점의 유물이 나왔다. 기

맺고 삼국 통일의 문을 연다.

록판을 통해 미륵사는 무왕 재위 40년(639)에 백제 왕후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실과 시주자인 백제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신분이 밝혀졌다.

“의자왕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즉 중국 대륙에서 당나라가
등장하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르다. 역사계가 뒤집혔다는데 유홍준 선생을

지속적으로 신라를 압박, 결국 나당 동맹 체제를 초래하고 이로서 국가멸

위시하여 일부 학자들은 사찰을 완공하는 동안 첫째 왕비인 선화공주가 죽

망의 비운을 맞게 된다.” 그러나 애통해 하지 말자. 왕조는 멸망했지만 민

고 두 번째 왕후를 맞이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익산의 쌍릉도 무왕

족은 멸망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도 백제인들은 굶주림과 전쟁이 극심할

과 선화공주 무덤이라 전해오지만 일연스님이 승려 신분으로 소설을 쓸 리

때면 신라로 고구려로 흘러들어가 섞여 살았다. 서로를 승냥이와 이리로

없으니 선화공주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부르며 삼국이 미친 듯이 싸웠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는 얼마나 찬란한가.

한마디로 우리는 이 귀여운 고대 로맨스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전쟁 이

나라가 멸망하자 백제인들은 신라로 왜로 흡수되어 통일신라와 일본 문화

야기보다 사랑이 백배 낫다. 선화공주 없는 무왕이라면 누가 서동을 기억

를 꽃피게 했다. 지상적인 것이 다 걸러진 반가사유상, 순정한 아리따움으

할까. 중국 육조시대에 편찬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는 백제 무광

로 ‘미쓰(Ms)’ 백제로 불리는 부여 규암리 출토 금동미륵관음상, 부드러운

왕 즉 무왕이 지모밀지(왕궁)로 천도하여 새로이 사찰을 경영하였다고 기록

양감의 연화문을 빚은 그들의 손길이. 왜의 신공왕후는 백제의 조공을 받

돼 있다. 기해(639)에 제석정사가 불타버려서 사찰을 새로 세웠다는데 제석

고 태자에게 말했다. “짐이 친교하는 백제국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사람

사란 왕궁 안의 절을 말한다. 익산의 왕궁리 명칭은 오래 전부터 이곳에 왕

때문이 아니다. 완호물(玩好物), 진기한 물건 등 이전에 없던 것이다.”

궁이 있었다는 데에서 유래하고 있어 89년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했다.
비시기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된 왕궁이라 본다.

살아있는 백제인의 독백
익산 미륵사지를 거닐 때 들려오던 바람소리, 딸랑 딸랑 풍경소리가 지금

설치했다고 하였다. 무왕의 익산 천도가 실패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왕궁리

도 귓가에 울려오는 듯하다. 백제문화에 대한 사랑으로 문화재 해설을 자

궁성의 존재는 무왕이 그린 미래의 꿈이 아니었을까. 미륵사지석탑과 정림

청한 황호일 선생과 거닐었던 폐사지 공기와 발길에 닿는 초석들의 침묵

사지석탑 양식을 충실히 따랐다는 왕궁리 5층석탑. 버선코처럼 살짝 들어

이 감겨온다. 백제 사찰에만 사용했다는 석등 하대석에 초여름 햇살이 내

올린 네 모서리 귀옥개가 돌의 둔중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경쾌하다. 이

리 꽂힐 때 하대석에 조각된 여덟 연잎을 쓰다듬던 선생의 작은 손이 잊히

탑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보존되어 익산의 부활처럼 시선을 잡는다.

지 않는다. 그날 익산 미륵사지에서 만난 진정한 감동은 살아있는 백제인

무왕은 재위 42년간 11번 신라를 습격하여 압박하고, 힘이 미치지 못

의 독백, 시 같은 독백이었다.

한 신라는 3번 공격해왔다. 수에 조공을 보내면서 개로왕이 위나라에 했듯
이 고구려를 칠 것을 요청하고, 재위 27년에 사신을 당에 보내 “고구려가

“전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전생에는 계백장군 휘하 무사로

길을 막고 당나라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무왕이

황산벌에서 죽은 무사였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신라의 두 성을 함락하고 다시 군사를 일으키려할 때 진평왕도 당나라에

연꽃을 보면 볼수록 좋아서 전생에 석공이었으면 좋겠다 싶어

위급함을 고하였다. 신라는 물론 강한 고구려와 백제도 중국대륙의 힘을

요. 내가 1400년 전 망치와 정으로 새긴 석물이 여기 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사찰 창건으로 문화를 꽃피우고, 연회를 베푼 기사

바스러지는 것이 안타까워 눈비를 피하고 저걸 어떻게 막을 것

가 말년에 나오더니 무왕은 641년 돌아갔다. 맏아들 의자왕(641~660)이 왕

인가 생각해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을 견

위에 오르니 무왕의 재도약은 백제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뎠는데 저걸 들어 올리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무로 돌아가요.

의자왕은 무왕의 뒤를 이어 재위 기간 십여 차례 신라를 공격한다. 즉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비바람에 마멸이 계속 되다가 연

위하자 신라를 쳐 40여성을 함락하고 포문을 열지만 한 달 뒤 장군 윤충이

꽃 흔적이 없어지고 돌까지 모래로 흩어질 것이다. 그걸 안타

대야성을 칠 때 항복하는 성주 품석과 처자를 모두 죽여 머리를 베니 이 전

까워하지 말자.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자연에서 왔으니 자

투로 강적 김춘추를 역사 무대에 등장시킨다. 품석의 부인은 바로 김춘추

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다. 단순해서 고귀한 이 연꽃의 선

의 딸이니 이때부터 김춘추는 선덕여왕의 명을 업고 군사를 요청하러 고구

을 보세요, 서정주시인도 이 연꽃을 보고 시를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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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는 『대동지지』에 무강왕(무왕)때 익산에 성을 쌓아 별도(別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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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말기에 해당하는 초창기 유적은 왕실이나 관부와 관련된 유적이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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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절터 금당

섭섭하게,

이별이게,

연꽃

엊그제

그러나

그러나

만나러 가는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아조 섭섭지는 말고

아주 영 이별은 말고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어디 내생에서라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__ 서정주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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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중금당과 9층 석탑

백제의 미
글. 소재구(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사진. 변명환

요절한 천재가
세운 석탑
The Stone Pagoda Built by a
Genius Who Died Young

정림사지 출토 연꽃무늬 수막새(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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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탑은 나무로 건물을
기품과 품격의 나라

짓듯이 지어 올리는 목탑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국시대의 목탑은 그것들이
세워 졌던 흔적들만 남았을 뿐
탑 자체는 없다. 외침이 잦았던

부여...
우리의 땅 이름 중에서 이토록 옛 고을의 이름을 오늘까지 전해온 곳이 또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만주 벌판의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
가 있었다. 워낙 북쪽에 있어서 ‘북부여’라고도 했다. 그 일부 세력이 동쪽
으로 이주하여 세운 ‘동부여’라는 나라도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동

역사 속에서 대개의 목탑들은

명성왕 주몽은 바로 동부여 금와왕의 서자 출신이었다. 또 고구려의 제2대

전란을 당하여 불타 버리고 말았기

왕인 유리왕의 서자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건국한 나라가 백제였다. 이

때문이다. 석탑은 백제 왕조가

처럼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부여’의 왕계에 뿌리를 두었지만 모두 ‘서출

이 땅에서 사라지기 21년 전인

자손(庶出子孫)’이라는 악연 때문인지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남남이 되고 라

639년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벌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폐사지가 된 익산의
미륵사에 남아 있는 석탑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20년 후,
부여의 정림사에도 백제의 솜씨가

그러나 백제는 마지막까지도 ‘부여’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왕족
의 성씨조차도 ‘부여’씨라 하였고 왕도를 ‘사비(泗沘)’로 옮긴 성왕은 심지
어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처럼 백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
져버린 그 ‘부여’ 왕국의 후손을 자처하며 끝까지 조상의 국호를 고수하였
기에 오늘날까지도 ‘부여’라는 이름을 백제 땅에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

유감없이 발휘된 5층 석탑이

로 ‘부여’는 애당초부터 단순한 지명이 아니요 백제가 품었던 머나먼 옛 조

세워져 삼국에 석탑의 열풍을

상의 나라에 대한 회상의 ‘국호’였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야 할 희망의 국호

불러 일으켰다.

였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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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서금당의 초석(礎石)과 동 9층 석탑

‘미인박명’이라 하였던가. 한 때는 고구려를 침공하고 중국의 요서지방까
지 진출하기도 했던 백제였지만 결국 고구려에 밀리고 동맹국 신라에 배신
당하여 고구려로부터 회복한 영토마저도 다시 신라에 빼앗기니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제는 국가의 왕도를 세 번이나 옮겨야 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중흥의 혼을 불살라 백제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운 시절이 바로 ‘부
여백제’의 시기였다.
삼국 중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라가 바로 백제이지만 마지막
왕도를 정한 ‘부여백제’의 문화 속에는 고구려나 신라에서 느낄 수 없는 우
아한 품격과 격조가 남아 있다. 고구려의 문화는 역동적인 힘이 배어 있고
신라의 문화는 섬세하고 화려함이 있다면 이 시기의 백제의 문화는 심미적
이다. 서산 마애불, 정림사지오층석탑, 금동대향로, 산수문전, 무령왕릉 출
토 공예품, 각종 사리 장엄구, 연꽃무늬 기와 등을 보라. 화려함보다는 단
정함과 맵시가 있고 역동적인 힘을 초월하여 오히려 고요히 시선을 집중시
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다. 어느 누가 정림사지 오층석탑
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가 백제의 연화문
막새기와를 보고, 서산 마애불의 미소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
모두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놓아 주기는커녕 되돌아서서 다시 한 번 바라보
38

게 만드는 품격을 지닌 문화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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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탑을 세우며 그리워 한 석탑
백제는 일찌감치 바닷길로 남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불교를 처음 백
제에 전래한 나라도 남북조시대에 중국의 남부에 위치한 동진(東晋)이었으
며 동진이 멸망한 후에는 양(梁) 나라와 교류를 계속하였는데 양 나라 역시
동진의 뒤를 이은 남북조시대의 새로운 왕조국가였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바닷길로 일본과도 교류가 잦아 불교를 포함하여 온갖 선진문물을 일본에
전해주기도 하였다.
불교 도입 이후 사찰에 대한 국왕의 배려는 각별한 것이었다. 만민을
통치하는 왕은 ‘군왕’이요 만백성을 불법(佛法)의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왕은 ‘법왕(法王)’이라 하였는데 법왕은 바로 부처님이었다. 이처럼 부처님
을 똑같이 지존의 대상으로 우대하였기에 궁궐에서만 허락되는 건축법식
을 모두 사찰건축에 허용하여 사찰의 모든 꾸밈새를 궁궐과 동등하게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사찰의 격식과 규모는 국격(國格)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
어 이웃나라와 경쟁의 대상이었다.
신라에서 대규모의 사찰 황룡사를 창건하고 9층 목탑을 세우니 백제
에서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큰 미륵사를 세우고 여기에 법당을 세 곳에 두고
엄청난 크기의 탑도 세 곳에 세웠던 사실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심지어
백제는 사찰의 탑을 세움에 있어서도 목탑과 석탑을 고루 세웠으며 짧은
시간 속에서도 탑의 꾸밈새에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탑이야말로 삼국시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의 사찰에서 가장 귀중하면서도 가장 규모가 큰 중심 건조물이었고 사찰의
격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대표적 상징물이었다고 하겠다.
애당초 탑은 무덤에서 출발하였다. 인도의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로 탑은 ‘스투우파(Stpa)라 하였는데 ‘성자의 무덤’ 또는 ‘높이 솟은 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인도의 고대 탑들은 반구형의 커다란 무덤
형태를 하고 있다. 나중에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된 후 인도식 탑은 중국식
으로 해석되어 층층 누각형 건물을 탑으로 대용하고 탑 밑에 사리를 묻어
‘높이 솟은 곳’과 ‘무덤’의 기능을 모두 갖춘 중국식의 탑을 만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전래와 함께 이 중국식 탑이 불탑으로서 첫 선을 보
이게 되었다.
불교가 들어온 이래 처음 200년 동안은 고구려와 백제 양국에서는 모
두 목조 다층 누각건물과 같은 목탑이 세워지고 있었으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목탑을 조성하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백제의 예를 보더라도
부여의 군수리 절터와 능산리 절터에서 목탑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
히 능산리 절터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함께 ‘창왕’명 석조 사
리감(국보 288호)이 발견되어 절터의 목탑이 서기 567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
인되었다. 능산리 절터에 세워졌던 목탑의 원래 모습은 정확히 알 수 없으
40

나 부여의 백제문화단지에 가면 옛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한 5층 목탑이 세
워져 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정녕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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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전수할 만한 실력을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한 목탑축조의 기본적 기량을 갖추었기에 백제는 삼국 중 제일
먼저 목탑을 석탑으로 변모시키는 창조적 건축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그토록 석탑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목탑을 하나 지어 올리기에는 고도
의 조탑 기술과 함께 경비 또한 많이 들었다. 또 그렇게 세운 공든 탑이 전
쟁이나 화재로 인하여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했을 것이니 한 번 세우면 영
원을 보장하는 석탑을 만들고 싶어 했을 것이다.

639년, 기어코 세운 석탑
그러나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석탑을 처음으로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석조불상이나 비석을 제작
하는 기술을 배워오고 돌을 다루는 도구를 제작도 해보았겠지만 중국의 석
재보다 훨씬 거칠고 강한 우리나라의 화강암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따로 개발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석재를 치밀하게 조립하여 축조하기 위
한 설계와 무거운 석재를 운반하고 쌓아 올리는 축조공법까지도 완벽하게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이러한 석탑 축조의 공정과 기술 그리고
설계를 완성하느라 불교가 들어온 이래 석탑이 등장하기까지는 250여 년
이란 기나긴 연마와 시행착오의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
부여 장하리 3층 석탑

그런 까닭에 석탑의 축조는 처음부터 창조적 모델을 선보일 수가 없었다.
석불상이나 석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의 건축기술이 요구되
었기 때문에 그 첫걸음은 당연히 목탑의 모방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모방의 건축물로 탄생한 석탑이 바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공사 중에 탑 속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금동탑지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석탑이 639년에 조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실로 백제왕조가 사라지기 불과 21년 전에 비로소 석탑
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과 같은 대규모의 탑을 석탑으로 축조하여 성
공한 것은 우리나라의 석탑건축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일대 사건이었
다. 더구나 이 석탑의 석재들은 깔끔한 다듬질 보다는 밀가루 반죽에서 마
구 수제비를 뜯어내듯 거친 손맛이 살아 있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돌을 다듬는 치석기술은 자신 없지만 석재 쌓기의 축조
기술은 자신감에 넘쳐 있다는 증거이다. 이제 마지막 1퍼센트가 모자란 석
재다듬기의 치석기술만 완결시키면 새로운 탑으로 거듭나려는 기상이 역
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륵사지 석탑 완공 후 얼마 안 되어 왕도 부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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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사지에 오층석탑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치석이 된 석재를 조
립하여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석탑으로 선을 보인 것이다. 미륵사지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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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공되고 난 후 고작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각각의 석재는 질서 정연하게 조립이 되어 제1층의 탑신은 탄탄
한 기둥과 벽체로써 규모와 중량감 있게 탑 전제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으
며 여기에 네 모서리의 기둥 돌은 밑 너비가 약간 넓어 안정감을 더해 주었
다. 2층 탑신부터는 높이와 너비를 급격히 줄여 1층탑신과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심지어 맨 위의 5층 탑신은 너무 가냘픈 모습을 하고 있어 애처롭
고 아슬아슬할 정도이다.
여기에 각층의 지붕돌은 층층마다 기러기 날개처럼 쫙 펼쳐져 경사가
있는 듯 없는 듯 완만함이 지극히 평화롭고 정적인 시선으로 다가온다. 그
러다가 그 평평한 지붕의 네 모서리에서는 하늘로 향하는 반전의 귀솟음이
살짝 일어나 마치 느릿한 진양조에 아름다운 무희가 팔을 벌려 고요히 춤
을 추다가 한 순간 살짝 손끝을 치켜세우는 생기의 맵시를 연출하고 있다.
진실로 날씬한 탑신과 널찍한 지붕의 대비, 탄탄한 1층과 가뜬한 2층 이상
의 대비, 완만한 지붕과 추녀 끝 반전의 대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균정한
비례와 단정한 짜임새 속에서 결구된 탑 전체의 모습은 다보탑의 화려함을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시선을 압도하는 탑이 어떻게 백제 석공
의 가슴 속에서 연출되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익산 왕궁리 유적 5층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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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무량사 5층 석탑

요절한 천재와도 같은 백제
안타깝게도 백제의 석탑은 여기서 끝을 맺고 말았다. 그러나 백제의 석탑
은 삼국통일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석탑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가 되었다. 백제 석탑의 기운을 본받아 통일신
라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스타일의 석탑을 선보였고 이후로도 석탑의 제작
기술은 승승장구하여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과 같은 걸작의 석탑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 새로운 스타일의 석탑이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망국의 백제 석탑은 전통의 계승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
일신라 왕조도 세월이 흘러 쇠망기에 접어들고 고려가 그 뒤를 이어 새로
운 왕조로 국가 기반을 다지는 사이의 오랜 세월동안 새로운 석탑의 모델
이 등장하지 않게 되자 옛 백제지역에서는 향수에 젖은 백제풍의 석탑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비록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같은 과거의 영화는 되살릴 수 없었으나
민예풍으로나마 복고적인 백제탑의 옛 그림자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
하나의 예가 부여지역의 장하리 삼층석탑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충청 호남
지역에는 비인 오층석탑,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등 이러한 백제 양식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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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석탑이 다수 전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 시가(滋賀)현의 이시도지(石塔寺)
에도 유사한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일본 전통의 석탑과는 완전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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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로 오히려 복고풍의 백제석탑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아마도 이 석탑이 한국계 석탑이라면 후삼국시대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의 석탑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 왕조를 인생에 비유하자면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린 안타까운 청
춘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비록 반도의 남쪽에서 왕조를
경영하였지만 부여의 후손이란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이름을 오늘에까
지 전한 백제문화의 혼이 각별하게 느껴진다. 그러한 혼이 있었기에 삼국
간의 끝없는 대립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백제 특유의 품격 있는 문화를
남겼으며 특히 한국석탑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던 주역이 되었다고 생
각된다.
이제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역사도시의 반열에 부여라는 작은 도시
가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니 적자의 후손들은 간 데 없고 서자의 후손이
오히려 그 이름을 수천 년 간직해 왔음이 한편으로는 한스럽고 또 한편으
로는 남다른 감회가 깊어진다.

공주 청량사지 남매탑

백제역사유적지 순례
백제를 만나다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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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 Encounter with Baekje

북도 익산시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고대 삼국 중 백제와 관련된 유적들이 흩어져 있는 곳
을 일컫는다. 이 세 지역은 백제의 왕도(王都) 또는 왕성(王城)이 있었던 곳이어서 다양한 문화
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백제는 한성으로부터 웅진(공주)으로 또 다시 사비(부여)로 도읍
을 옮겼다.
그 때문에 공주에는 웅진성(熊津城)과 관련이 있는 공산성(公山城)과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
분군(宋山里 古墳群)이 있다. 부여에는 사비성(泗沘城) 속 왕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
적(官北里遺蹟)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백제 석탑의 위용을 뽐내는 5층탑이 있는 정림사지(定林寺
址), 백제 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의 외곽을 방어하는 외성(外城)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시 지역에는 왕궁터로 추정되는 왕궁리 유적(王宮里 遺蹟)과 「서동요」의 무
대인 미륵사지(彌勒寺址)와 같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이들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475년경
부터 패망한 660년 사이의 백제 왕국의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록 말은 하지 못
하지만 당시의 이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유적들이다.
더러는 찬란하고 또 다른 것들은 수더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백제의 유적지들은 2015년 7
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물론 이외에도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들은 다양하지
만 위에 말한 곳들이라도 먼저 만나면 좋겠다. 더불어 공주나 부여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물론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왕궁리유적전시관에 있는 백제도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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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를 만나다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百濟歷史遺跡地區)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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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 고분군, 오른쪽 불거진 구릉이 무령왕릉이다.

공주 公州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인 백제 사마왕(斯麻王)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병술일이 초하루인데) 임진일
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계유일이 초하루인데)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大墓)에 올려 뫼시
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寧東大將軍百濟斯 / 麻王 年六十二歲 癸 / 卯年五月丙戌朔七 / 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 /
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 / 登冠大墓 立志如左)

__ 무령왕릉지석(武寧王陵誌石) 중 왕의 지석(국보 163호)

백제 금석문의 보고, 무령왕릉
무령왕릉에서 발견 된 지석은 왕의 것 뿐 아니라 왕비의 것도 함께 있었다.
왕의 지석은 세로 35cm, 가로 41.5cm, 두께 5cm이고, 왕비의 것은 세로
35cm, 가로 41.5cm, 두께 4.7cm이다. 왕의 지석에 새겨진 명문 중 앞면에
는 인용한 내용한 새겨져 있었으나 뒷면에는 방위를 표시하는 간지(干支)를
음각으로 새긴 간지도가 있었다. 또 왕비 지석 앞면의 내용은 왕비가 526
년(병오) 12월에 사망하고, 삼년상을 마친 529년(기유) 2월 12일에 안장하였
다는 것이며, 뒷면은 525년(을사) 8월 12일에 돈 1만매로 사마왕이 지신(地
神)에게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지권(買地券)이다.

돌의 질이나 글씨체가 왕의 것과 같은 왕비의 지석 중 앞면의 내용은
“병오년 12월 백제국(百濟國) 왕대비(王大妃)가 천명(天命)대로 살다가 돌아
가셨다. 정서방(正西方)에서 삼년상을 마치고 기유년 2월
데)

(계미일이 초하루인

갑오일인 12일에 다시 대묘(大墓)로 옮겨서 정식 장례를 지내며 기록하

기를 이와 같이 한다.(丙午年十二月 百濟國王大妃壽 / 終 居喪在酉地 己酉年二月癸 /

무령왕릉 석수(국보 제162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未朔十二日甲午 改葬 / 還大墓立 / 志如左)”이다.

또 땅을 매입한 내용을 기록한 뒷면은 다음과 같다. “돈 1만매, 이상
1건 /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賣主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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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 무령왕비 금제관식(국보 제155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토왕(土王), 토백(土伯), 토부모(土父母) 천상천하(天上天下)의 이천석질(二千
石秩)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남서(南西)방향의 토지를 매입해서 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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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陵墓)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증(明證)을 삼으며 (이 묘역에 관한 한)

모든 율령(律令)에 구애받지 않는다.(錢一万文右一件 / 乙巳年八月十二日 寧東大將
軍 / 百濟斯麻王 以前件錢 詢土王 / 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 / 買申地爲墓 故立券爲明 / 不
從律令)”.
호)에도

그런가하면 왕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만들어진 은팔찌(국보 제160

명문이 새겨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경자년(庚子年 520년, 무령왕

다리(多利)가 만들었으며, 대부인(大夫人) 것으로 230주(主)가 사용되

20년)

었다.(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卅主耳)”. 이는 다리라고 하는 장인이 왕비
를 위하여 은 230주를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소장
학자들은 다리작대부인(多利作大夫人)이 왕비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주장하
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국보 제161-1호인 무령왕릉출토청동신수경(武寧王陵出土
靑銅神獸鏡)에도

명문이 새겨졌는데 “상방(尙方)에서 거울을 만든 것이 진실

로 좋아서 옛날 선인(仙人)들은 늙지 않았고(늙음을 알지 못했고), 목마르면 옥
천(玉泉)의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어도 쇠, 돌(金石)같이 긴 생명
을 누리셨도다.(尙方作竟眞大好上有仙人不知老渴飲玉泉飢食棗壽如金石兮)라는 것
이다. 이처럼 무령왕릉은 국보 제162호 진묘수(鎭墓獸)나 국보 제154호와
155호인 금제관식처럼 돋보이는 유물들과 함께 백제 금석문의 보고이기도
하다.
공주 무령왕릉 무령왕

금제관식(국보 제154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무령왕 지석(국보 제163호),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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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에서 본 공산성 북쪽이다. 왼쪽 강변의 누각은 만하루(挽河樓)이며 만하루와 잇대어 백제시대의 연지(蓮池)가 있다.
그 뒤로 보이는 건물은 사찰인 영은사(靈隱寺)이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누각은 공산성의 북문인 공북루(拱北樓)이며 오른
쪽 끝, 위에 보이는 정자는 공산정(公山亭)이다. 왼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동문인 영일루이고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서
문인 금서루이다.

공산성과 쌍수산성
백제에 대한 옛 시들은 대개 옛 자취를 찾아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시(懷古
詩)들이

많다. 그런데 회고하는 것 자체가 잘 된 경우보다는 잘 못된 경우

에 대한 상념이 더 많게 마련이다. 경주를 노래한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는
대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자신이 그곳에 다녀왔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공주나 부여에 대한 시들은 그렇지 않다. 승경을 예찬하는 것은 마
찬가지이지만 한 줄이나마 안타까움이 표현된다.
공주를 대표하는 시문들 중 사가정(四佳亭) 서거정(1420~1488)이 지은
「공주 십경(公州十景)」 중 세 번째인 「웅진의 밝은 달(熊津明月)」 은 백제의
패망에 대하여 “당나라 군함이 한번 바다를 건너온 뒤(一自樓船駕海來) / 사
직은 이미 폐허 되고 당 도독부 열렸네(國社已墟唐府開)라며 안타까움을 토
로하고 있다.
다산(茶山) 정약용(1726~1836)이 젊은 시절 공주를 찾은 일이 있다. 당
연히 시 한 수를 남겼는데 「웅진에서 고적을 회고하다(熊津懷古)」 이다. 제
목 곁에 ‘공산은 백제의 옛 도읍지이다(公山百濟故都)’라는 자주를 달았으니
지금의 공산성이 틀림없으며 때는 늦가을이었다.

紅船錦水中

들판은 넓디넓은 금마 잇닿고

地連金馬闊

산봉우리 웅장한 계룡 마주해

山對碧鷄雄

서글퍼라 도읍지 자주 옮기어

都邑悲遷變

나라의 지도 서적 어지럽기만

圖書憶混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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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이란 강에는 붉은 배로세

60

서리 내린 숲 너머 하얀 성가퀴 粉堞霜林外

공연히 천험 요새 버려 던지어 無端棄天險
용을 낚는 공적을 이루게 했네 成就釣龍功
마지막에는 자신이 서 있는 천험의 요새와 같은 공산성을 버리고 부여로
도읍을 옮기어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금강의 용을 낚아 백제를 멸망시킨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매천(梅泉) 황현(1855~1910)도 마
찬가지다.
그는 1899년 「금강(錦江)」 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또한 “백제의 흥
망을 갈매기야 너는 아는가(百濟興亡問白鷗)”라며 독백을 하고 있다. 또 황현
은 시에서 공산성을 쌍수산성(雙樹山城)이라고 하고 있다. 1624년, 조선 인
조 2년에 이괄의 난이 벌어지자 왕이 공주로 피난을 왔다. 그때 왕이 머문
곳이 공산성 안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다
고 해서 그 후로 공산성을 쌍수산성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그 자
리에는 쌍수정과 그 내용을 기록한 쌍수정사적비가 있다.

만하루 위 성곽과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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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 산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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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루와 공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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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정 옆 우물터

성 위에 바라보는 금강
공산성은 백제 문주왕 1년(475)에 한산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여 성왕 16
년(538)에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5대 왕조가 도읍지인 공주를 수호하기 위
하여 축조한 성이다. 왕조가 웅진성으로 불렸던 공산성에 머문 시기는 64
년 남짓하여 비록 길지는 않지만 성 안에는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빈 터도 남아 있다. 쌍수정이 세워져 있는 근처에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연못이나 갖가지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과 건물의 유지
들이 발견되어 쌍수정 근처가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
기록에 따르면 공산성에는 연못이 모두 세 곳이라고 하지만 여태 발
견된 것은 쌍수정 근처의 원형 연못과 만하루 뒤의 사각형 연지가 전부이
다. 공주시내의 금강 둔치에서 빤히 보이는 만하루에서 시선을 오른쪽으
로 옮기면 동북루가 보인다. 동북루는 공산성의 북문이다. 지금의 공북루
는 예전 망북루 터에 1603년에 신축한 것이며 4개의 성문 중 유일하게 강
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에 말한 매천 황현
의 「금강」이라는 시는 금강의 하얀 백사장에 앉아 상앗대를 저어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또한 쌍수산성으로 들어갔으니 어쩌면
동북루로 강을 건너 성으로 올랐을지 모를 일이다.
다. 여장(女墻), 여첩(女堞), 타(垜)와 같은 이름으로도 불리는 그것은 성 위
할 수 있는 구조물의 일종으로 타구(垜口)를 통하여 화살을 쏠 수 있는 구조
이다. 그러나 공산성에는 4개의 문 중 서쪽 출입구인 금서루(錦西樓) 옆으
로 몇 년 전만 해도 보이지 않던 새로 쌓은 약간의 성가퀴 말고는 눈에 띄
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存齋) 위백규(1727~1798)가 지은 「쌍수산성의 월파
루에서 판 위의 시를 차운하여(雙樹山城月波樓 次板上韻)」에 보니 “단청 누각
높다랗게 여첩의 머리에 있어(畫閣崢嶸女堞頭) / 이곳에 올라 보니 옛 웅주임
을 알겠도다(登臨知是古熊州)”라고 되어 있다. 여첩이 곧 성가퀴를 말하는 것
이니 18세기까지도 공산성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겠다. 하긴 공
산성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석성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모습은 조
선시대에 새롭게 쌓은 것이며 백제 시대에 쌓았다고 전하는 토성은 석성의
동쪽에 성벽 바깥으로 조금 남아 있는 정도이며 서쪽에는 토성 위에 석성
을 쌓았다고 한다.
이러한 공산성의 둘레는 대략 2.6km 남짓하며 가장 높은 곳이 해발
110m일 뿐이다. 또 성벽이나 성 안은 가지런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공
주 시가지나 금강을 내다보면서 쉬엄쉬엄 걸을 수 있다. 가파른 고갯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유 있는 걸음으로 2시간 정도면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출발 했던 곳으로 돌아 올 수 있다. 대개 금서루를 기점으로 삼으며 금서루
문루에서 바로 성을 따라 왼쪽이나 오른쪽 모두 빼어난 풍광과 마주 할 수
있다.
토성은 이 성곽 아래쪽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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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쌓은 낮은 담장이다.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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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공산성과 같은 돌로 만든 성에는 대개 성가퀴가 있게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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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성이다. 성 너머 건물이 보이는 곳이 부여읍이다.

부여夫餘

새로운 도읍지인 사비를 방어하기 위한 외곽 방어시설인 나성(羅城)은 사비로 천도하던 해인 538년을 전
후하여 쌓았다고 전한다. 지금은 약 6km 남짓한 흔적만 남아 있으며, 부소산성을 정점으로 나성의 양쪽
끝은 백마강에 잇닿아서 강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왕궁터로 추정되는 관북리유적지와
부소산성을 외침으로부터 지키는 1차 적인 방어선이며, 이러한 예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먼저 축성된 도읍지의 외곽성이라고 한다.

백제금동대향로 다섯 악사(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유연한 백제왕실의 사고
백제왕릉원과 잇닿아 있는 능산리절터에서 출토된 국보 제287호인 백제금

관북리 추정 왕궁터 출토 합(盒),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동대향로는 말 그대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향로이다. 그럼에도 이 대형
향로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섬세한 조각 때문이다. 더불어 세밀하게 새겨진
조각의 구성으로 당시 백제인들의 사상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기에 더욱 더
72

아름다운 것이다. 향로의 맨 위에는 꼬리를 치켜 든 봉황 한 마리가 영글어
가는 연꽃 봉우리를 발톱으로 움켜쥔 채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덕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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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다.
연봉은 다시 뚜껑과 받침으로 나뉘었는데 산들이 중첩되어 있는 모
습을 표현한 뚜껑 가장 위에는 다섯 명의 악사들이 각각 금, 완함, 동고, 종
적, 소 등의 5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또 악사들 사이에 표현된 5 봉우
리에는 그 상단마다 1마리씩 5마리의 새가 얼굴을 들어 정상부에 있는 봉
황을 올려 보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산다고 알려진
삼신산(三神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사찰에 모셔진 향로에 도교적인 문양이 가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
교와 불교가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모습은 당시 향로를 주조했을 백제 왕
실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처럼 연꽃봉우리 하나에 신선계와 인간계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가 모두 표
현 된 것을 두고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과 광명이 충만한 이상적인 불국토
(佛國土)를

뜻하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이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연화화생(蓮華化生)은 불교
적인 사상이지만 그것을 표현한 내용은 도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백제왕
실의 사고가 유연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부여능산리 5호분 출토 순금영락금사(純金瓔珞及金絲),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향로가 출토된 곳은 왕실 인물들의 제사를 봉행하는 능침사였을 것
이다. 그렇기에 이처럼 불교와 도교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을 것이
며, 이러한 사고는 백제인들의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백제왕실의 사상이
부여 능산리절터출토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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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고분군이다. 지금은 백제왕릉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모두 7기의 능이 있다. 하지만 능의 주인을 알 수
없어 동하총1호분, 동상총6호분, 중하총2호분, 중상총5호분, 서하총3호분, 서상총4호분 그리고 맨 위의 능은 그냥 7호분이
라고 부른다. 사진의 왼쪽 끝이 서하총3호분이고 그 뒤에 있는 서상총4호분은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서하총3호분 아래로
내려가면 능산리 절터에 다다를 수 있다.

능뫼골 절터에서 만난 백제
70~71페이지의 사진 중 가장 오른쪽 끝, 흰색 도로 건너편이 능뫼골 능산
리절터이며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능산리 절터와 붙어 있는 오른쪽 넓은
공간이 지금은 백제왕릉원으로 부르는 능산리고분군이다. 절터 위쪽 산에
는 나성의 흔적을 발굴하고 다시 쌓는 중어서 성이 마치 길처럼 드러나 있
다. 또 굴곡진 성을 기준으로 성벽이 보이는 쪽이 성 밖이며 그 너머 건물
들이 보이는 곳이 성 안이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곳은 외곽이며 부여의 중
심지는 사진의 왼쪽 큰 나무들이 성 위로 자라 있는 안쪽이다. 하얀 선으로
보이는 도로는 4번 국도로 오른쪽으로 가면 논산, 왼쪽으로 가면 백마강에
걸린 부여교를 건너서 서천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나성을 기준으로 성 밖에 왕들의 능을 만들었으며, 국
보 제287호인 아름다운 백제대향로가 출토된 능산리 절터는 능에 딸린 능
침사(陵寢寺)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아무리 왕
의 능이라 하더라도 죽은 이들의 무덤은 도성 안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신라 또한 마찬가지다. 월성지구를 도성이라고 가정한다면 대
릉원 일대의 고분군들이나 미추왕릉 또는 내물왕릉과 같이 시내 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능들도 모두 도성 밖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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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예는 유교나 불교를 가리지 않
고 같았다. 불교 또한 스님들의 묘라고 할 수 있는 부도(浮屠)를 절 안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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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물론 한두 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절 앞이나
혹은 경내에서 떨어진 곳에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이처럼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만든 것이 능침사이다. 말 그대로 능 가까이에 있는 사찰이며, 죽은
왕과 왕비의 명복을 빌고 능역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사찰에는 선왕의 어
영(御影)이나 위패를 모신 어실(御室)이 마련되었고 조석예불과 초하루, 보
름, 추석, 청명, 한식, 단오, 기신(忌晨) 때마다 재가 치러졌다.
조선시대에는 능 가까이에 있는 사찰을 능침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
며 따로 사찰이 없는 경우에는 능침만을 위하여 사찰을 창건하기도 했다.
그러나 17세기 초, 유교식 의례가 점점 공고히 되어 가던 조선 선조 이후부
터는 능침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그 일은 조포사(造泡寺)가 대신 수

나성의 옛돌과 새돌

행하였다.
이와 같은 능침사는 신라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이다. 감은사에는 동탑과 서탑이 있으며 그 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
구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능산리절터에는 목탑이 있었다고 전해
지며 그 탑의 심초석(心礎石) 위에서 출토된 국보 제288호 백제 창왕 명 석
조 사리감은 좌우에 각각 10자씩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이 사리
감은 성왕(聖王)의 아들로 554년 왕위에 오른 창왕(昌王)[위덕왕(威德王)]에 의
해 567년 만들어졌으며, 성왕의 따님이자 창왕의 여자 형제인 공주가 사리
를 공양하였다는 내용이다.

부여나성처럼 외곽을 방어하는 성은 강화도에도 있다. 강화도의 성은 내성과 중성 그리고 외성으로 되어 있는 삼중성이
다. 고려 23대 고종이 1232년 몽고의 침입을 피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뒤인 1233년에 적북돈대로부터 초지진까지 23km
에 걸쳐 쌓았다. 부여 나성은 6km 남짓하며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있다. 더구나 사진에 보이는 동 나성외 서 나성과
북 나성의 존재는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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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성 테뫼식 산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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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성 태자골숲길

부소산성은 아주 낮은 곳이긴 하지만 한 두 시간으로는 모두 돌아 볼 재간이 없을 정도로 넓다. 아니 넓지는 않지만 그만
큼 발길을 잡아끄는 곳들이 많아 걸음이 더디다는 것이 오히려 옳은 표현이겠다. 태자골 숲길은 옛날 태자들이 산책을 다
녔던 길이라고하며, 중간에 태자들이 마셨다는 약수인 태자천도 있지만 모두 신빙성은 없는 것 같다. 가는 길에 낙화암에
서 몸을 던진 궁녀들을 기리는 궁녀사도 있지만 그저 미소 지으며 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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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북리유적 건물지

왕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북리유적지 중 가장 큰 건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크기가 동서로 35m이고 남북으로
18.5m에 달한다. 또 일대에는 물을 저장했던 시설이나 상하수 시설 그리고 곡물과 같은 것들을 보관했던 나무로 만든 창
고와 돌로 만든 창고가 각각 3군데 발견 되었다. 건물지의 오른쪽 건너편으로 가면 창고와 도로 그리고 연지의 흔적도 남
아 있다. 사진 뒤로 띠를 두른 산이 부소산이다.

몸에 새겨진 백제의 슬픔
백제의 석탑은 신라의 것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그 중 부여 읍내에 있는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은 그 모습이 빼어나기도 하지만 탑에는 당나
라의 소정방이 새겼다고 전하는 명문이 남아 있어 더욱 눈길이 간다. 정림
사지 5층 석탑의 명문은 당나라가 660년(신라 무열왕 7)에 백제를 멸망시킨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탑의 1층 남쪽 몸돌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모
두 16매의 판석에 글자를 새긴 대단히 독특한 탑이다. 백제의 입장이 아니
라 당나라의 입장에서 쓴 글은 당나라가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쳐서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왕과 신하 등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 등이다.
옛 수도 한 가운데였을 정림사의 탑에 자신들의 승리를 금석문으로
새겼다는 것은 백제의 멸망을 상징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정림사지 5층탑에 새긴 것과 같은 문장을 부여 관아에 있는
큰 석조(石槽)에도 새겼다. 이렇듯 같은 내용을 두 곳에나 새긴 까닭은 무엇
일까. 아무래도 소정방의 공을 기리고 승리를 만끽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
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들이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는 제액(題額)을 쓰고
명문을 새긴 정림사지 5층 석탑 제1층 탑신은 높이 136.4cm, 폭 218.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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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1면은 24행, 제2면은 29행, 제3면은 28행, 제4면은 36행 등 총 117
행이며 각 행은 16자 또는 18자인데, 자경(字徑)은 4.5cm로 해서체(楷書體)
방의 기공비(紀功碑)로서 당 고종(高宗)이 신라 문무왕과 힘을 합쳐 백제를
쳐서 사비성(泗沘城)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이를 정벌한 사적을 기록한 것이
다. 그들이 비문에서 말하는 의자왕 체포 당시의 모습은 이렇다.
“백제의 왕 부여의자(扶餘義慈) 및 태자 융(隆) 이외에 왕자 효
(孝)

등 13인이 대수령(大首領)과 대좌평(大佐平)인 사타천복(沙

吒千福),

국변성(國辯成) 이하 700여 명과 함께 이미 겹겹의 포

위 속에 들어 있어 포로로 잡혔다. 이들에게 무기를 버리게
하고 우마차에 실은 다음 사훈(司勳)에게 올리고, 청묘(淸廟)에
바쳤다. 이어 사나운 풍속을 바꾸어서 현묘한 꾀에 젖어 들게
하였다.”
사훈은 공상(功賞)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관직을 말하며, 청묘는 제왕의 종
묘인 태묘(太廟)를 말한다. 이는 곧, 자신들의 치적을 뽐내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나라 안에 몇 남지 않은 백제탑이며, 지붕돌의
보무당당함과 날렵함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유려한 백제의 선
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의 몸돌은 스스로 예견하지 못한 가슴 아픈 백제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정림사지 5층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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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글을 새긴 시기는 신라 660년(무열왕 7)이며, 내용은 앞에 말했듯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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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석조와 동 9층 석탑

익산 益山

익산에서 백제유적을 대표하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사찰이고 다른 한 곳은 왕궁이었을 것으로 추정
하는 곳이다. 그 왕궁에 딸려 있었을 사찰은 왕궁사라고 했으며 지금은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탑은 미륵사지 동서 9층 석탑으로부터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이어지는 백제의 온전한 선을 제대로 이어
받지는 못했다. 그래도 피는 같았던 것인지 왕궁리 5층 석탑의 둔중한 몸집과 그 몸집을 무색케 만들어
버리는 날렵한 지붕돌을 보면 백제의 적통인 것만은 부인 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왕궁에 딸린 사찰이었을
제석사지와 무왕과 그의 왕비의 능이라고 알려진 쌍릉에서도 백제의 향기는 풍긴다.

오열하며 흐르는 차디 찬 백마강
발길은 부여를 떠나 익산으로 향하는데 자꾸 금계(錦溪) 황준량(1517~1563)
의 시 한 수가 걸음을 붙든다. 마침 그는 달빛 좋은 밤, 백마강에 배를 띄워
노닐었던 모양이다. 시의 제목은 「부여에서 동헌의 시에 차운하다. 백마강
에 배를 띄웠을 때의 기행(扶餘 次軒韻 泛舟白馬紀行)」이며 내용은 이렇다.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엄구 금제금강경판(국보123-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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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도읍 자취 남은 황량한 성 슬퍼하며

千年王迹弔荒城

다시 가벼운 배 띄워 달빛 거슬러 가노라

更泛輕舟泝月行

차가운 백마강은 오열하며 흘러가고

白馬江寒流咽恨

오래된 낙화암은 애간장을 끊는구나

落花巖老斷腸情

가을 든 바다에는 은빛 조수 넘실대고

秋連海口銀潮立

서리 물든 산에는 비단 잎이 선명하네

霜染山顔錦葉明

흥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지

算却興亡猶未了

고란사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네

皐蘭寺裏送鐘聲

무정한 강산은 예와 다르지 않거늘

山水無情似舊時

패왕의 성패는 달처럼 찼다 지네

伯王成敗月盈虧

푸른 바위가 삼천궁녀 애한을 아는 듯한데

蒼巖若解花飛恨

비바람은 해마다 몇 번이나 불었을까

風雨年年幾度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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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배를 띄운 듯, 그의 뱃놀이는 애잔하기 짝이 없다. 유독 백제의 패
망에 대한 그의 감상이 짙었던 것인가 아니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남달
랐던 것일까. 그는 13수에 달하는 백제 관련 시를 지었다. 위의 시를 짓기
전에 「부여 백마강(扶餘白馬江)」이라는 시도 지었는데 역시 잔잔한 슬픔이
시 전체에 배어 있다.
아득히 긴 강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浩浩長江入海流

마름꽃과 갈대 잎은 몇 해를 겪었을까

蘋花蘆葉幾經秋

여의주 가라앉고 용 떠난 뒤로 소식 없는데

珠沈龍去無消息

물결 머리 가득한 달빛만 나그네 배 전송하네 月滿潮頭送客舟
이처럼 조선전기나 후기의 시인들 모두 공주나 부여에 다다르면 마음은 쓸
쓸해지고, 그곳의 유적지들을 찾으면 절로 옛 일이 떠올랐다. 그들이 즐겨
찾았던 백마강가의 낙화암이나 조룡대 혹은 왕궁이 있었다고 전하는 부소
산 일대의 유적지라고 하는 곳들은 대개 백제의 패망과 관련되어 있는 곳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엄구 금동제경판외함(국보 123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 - 금동불입상(국보 제123-4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들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남긴 시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라를
잃은 왕조에 대한 애틋함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비 백제의 또 하
나의 왕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익산의 유적지들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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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지는 정갈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그곳만큼은 질서정연하지 않아도 된다. 폐사지는 자유로워야하기 때문이다. 정지
용 시인이 「구성동」에서 말하지 않던가. ‘폐사지는 꽃도 귀양 사는 곳’이라고 말이다. 왕궁리유적지에 너덧 차례 가서야 겨
우 이 자리를 찾았다. 부러 시선을 낮춰 망초꽃들이 눈앞에서 흔들리게 앉았다. 바람이 거칠게 불면 탑조차도 망초꽃에 가
렸다. 우리는 주춧돌이나 탑마저도 웃자란 풀이나 꽃에 가려지는 곳의 아름다움을 잊고 산다.

죄를 불러일으키는 석탑
이젠 버릇이 되어 버렸다. 폐사지에 갈 때 마다 옛 문인들의 문집을 뒤적이
는 것이 말이다. 그러다보면 내가 가야 할 폐사지에 대한 글을 더러 찾을
수 있다. 익산으로 향하기 전 날 책상에 앉아 문집을 뒤적이는 나의 모습이
새삼스러웠다. 백제 당시에 창건한 사찰이려니 기록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
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시기에 쓴
두어 편의 시를 찾았기 때문이다. 백제 당시 미륵사는 두 곳이다. 지금은
두 곳 모두 폐사지지가 되었지만 익산의 미륵사와 다른 또 하나의 미륵사
는 부여 백마강가에 있는 왕흥사인데 흔적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고 그
저 빈 터 뿐이다.
여하튼 익산은 고려 당시 익주(益州)라고 불렸으며 여말선초의 성리학
자인 양촌(陽村) 권근(1352~1409)이 그곳으로 귀양을 갔다. 그는 공양왕 2년
인 1390년 에 청주의 옥에 갇혀 있다가 큰 홍수가 나서 풀려났지만 그 해
여름인 5월에 다시 익주로 귀양을 왔다. 그러자 익주의 수령인 지주사(知州
事)가

술을 보냈다. 그때 권근이 술을 받아 마신 곳이 미륵사이다. 절에는

노래를 잘하는 늙은 중이 있어 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권근은 그의
둘째 형이 스님이었을 정도로 불교와 가까워 적거지를 떠나 절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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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미륵사에 머물면서 미륵사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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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한 시에는 인색했지만 『입학도설(入學圖說)』이라는 성리학 입문서를 지
었다.
그 후, 점필재(佔畢齋) 김종직(1431~1492)이 미륵사 앞을 지나갔다. 그
의 눈에 퍼뜩 들어 온 것은 크나큰 석탑이었다. 문장가였던 그가 그냥 지나
칠 리 없었으니 「익산 미륵사의 석탑을 보며(益山彌勒寺石浮屠]」라는 시를 남
겼다. 아마 미륵사의 석탑을 노래한 유일한 시일 것으로 보이는 그의 시는
이렇다.
귀공인지 민력인지 끝내 아득하기만 해라

鬼功民力竟茫茫

위로 용화산 만 길 등성이를 능가하였네

上軼龍華萬仞岡

천년을 두고 그 석재가 죄안을 이루었으니 千載石材成罪案
금마국의 무강왕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可憐金馬武康王

미륵사지 중금당터와 목탑지 그리고 당간지주

첫 행에서는 귀신의 공력으로 만든 것인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인지 탑
의 엄청난 크기를 미륵산에 빗대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다음 행부
터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는 사림파를 대표하는 성리학자가 아니던가. 그
의 눈에 석탑이나 불상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천년을 두고 돌덩이가 죄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죄안
은 범죄와 연관된 사건을 적은 기록을 말한다. 그러니 미륵사의 거대한 돌
탑 하나가 천년 동안 죄를 일으키고 그것을 증명하며 서 있다는 표현을 서
슴없이 한 것이다.

미륵사지에 갔던 어느 날 하늘에는 음습한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폐사지에 들어맞았고 마음을
풀어 놓고 거닐 수 있었다. 사진에 보이는 중금당(中金堂)과 목탑지를 떠나 미륵산 사자사로 향하자 굵은 소나기가 거칠게
쏟아졌다. 그 비를 모두 맞으며 생각했다. 무왕과 선화공주가 함께 미륵산 사자사로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날 연못 속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할 때도 이랬을까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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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동 9층 석탑과 중금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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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동 9층 석탑과 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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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리 유적 5층 석탑

왕궁리 유적지에 가면 아름다운 5층 석탑보다 드문드문 서 있는 소나무들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가운데 굵은 소나무의
세월이면 그 또한 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들이 서로 어울려야만 아름답다. 반듯하게 다져지고 정리 된 건물터 곁에
그들 소나무마저 없다면 탑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적어도 왕궁리 유적지의 소나무들은 금강역사이거나 사천왕 혹은
팔부중과 같이 탑 곁에서 그를 수호하는 외호신장이다.

일본에도 있는 백제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도 익산 지역을 다닐 때는
날씨가 궂었다. 천둥과 번개는 말할 것도 없고 맞으면 찌릿할 정도의 굵은
빗방울들이 사정없이 쏟아지곤 했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거닐었다. 왜냐
하면 탑이 한 기 서 있다고 그저 폐사지일 것이려니 했던 곳이 알고 보니
왕궁터였기 때문이다. 성벽은 물론 담장도 버젓이 있고 후원도 있었으며
대형 화장실의 흔적도 찾아냈는가 하면 지금 5층 석탑이 서 있는 아래로
목탑을 세울 때의 기초 작업을 했던 흔적까지 찾아냈다고 하니 오묘한 생
각마저 들었기에 빗속이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물론 그러한 흔적들이 모두 같은 시대에 이뤄 진 것은 아니다. 먼저
지어졌던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무너진 어느 시절에 다시 그 위에
다른 용도의 건물이 들어섰을 것이다. 탑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목
탑이 들어섰을 자리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목탑은 허물어졌을 것이고
다시 그 자리에 석탑을 세운 것이 아닌가. 더구나 왕궁리 유적은 무왕의 별
궁(別宮)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궁실이 들어섰던 곳에 사찰이
세워진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아스카 지역에서 많이 보는 형태였다. 궁궐이었던 자리

뭇없지만 아직 그 자리에는 가와라데라(川原寺)라는 현판을 건 사찰이 명맥
을 유지하고 있다.
도유라궁의 주인이었던 스이코(推古, 재위:592~628)는 백제계 여인이라
고 알려졌다. 그녀가 왕실을 지배할 당시인 596년에 아스카 최초의 사찰이
라고 알려진 아스카데라(飛鳥寺)가 창건되었다. 그런데 그 아스카데라와 부
여의 왕흥사지가 건축 구조상 1탑 3금당으로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것
은 백제 제27대 위덕왕(威德王, 재위 554~598)이 왕흥사지를 건축한 장인들을
일본으로 보내 아스카데라 건축을 도왔기 때문은 아닐까. 왕흥사는 위덕
왕이 죽은 왕자를 위하여 577년 왕실 원찰로 세웠으니 이미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백제왕실과 왜의 왕과는 당시에도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
게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스이코왕이 머물렀던 도유라궁도 후에 도유
라데라(豊浦寺)가 되었다가 지금은 고겐지(向原寺)라는 작은 사찰로 변했다.
이처럼 왕궁이었다가 사찰로 그 모습이 바뀌는 것은 백제와 일본에서만 찾
을 수 있는 형태로 보인다. 아직 신라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
문이다.
이렇게 공주나 부여 그리고 익산의 유적지를 다니다보면 자신의 힘만
으로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있다. 그러다 문득 나에게 없는 퍼즐조각을 찾
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느새 일본의 곳곳을 거닐게 된다. 그러곤 다시 백제
의 땅을 서성일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백제는 이 땅에만
있지 않고 일본에도 있으니까 말이다.
왕궁리 유적 5층 석탑

109

와라궁(飛鳥川原宮)이 그렇다. 지금은 사찰의 흔적도 궁궐의 흔적과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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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찰이 들어선 대표적인 경우는 도유라궁(豊浦宮)도 그렇지만 아스카 가

금강의 시인
글. 정우영(시인, 신동엽학회장), 사진. 백종하

신동엽,
금강에서 새로이 살다

신동엽 문학관

Sin Dongyeop’s Revitalized Life by the Geum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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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흔든 만남
부여는 한미한 소도시다. 지금도 부여는 그리 문명화된 자취가 짙지 않지
만, 30여 년 전 내가 처음 부여를 찾았을 때에는 더 초라했다. 저녁 무렵이
라 더욱 그러했을까, 백제의 서울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쇠락해
져 있었다. 대표적인 백제시대 절터인 정림사지나 백제 궁의 연못이라는

한때 부여에서 신동엽 시인의

궁남지도 빛바랜 회억(回憶) 속에 잠겨 있었다.
당시 부여에서 내 눈을 잡아끈 것은 신동엽밖에는 없었다. 서둘러 금

자취를 찾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서(禁書)의 시인 신동엽(1930~1969)의 자취를 찾던 발길의 기억이 선명하다.

그는 내게 시적 사표였고,

그가 태어난 곳, 부여읍 동남리 249번지. 그 추레한 골목을 걸어 그의 생가

부여라는 이름은 연모의

를 들어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아담한 그 집이 아연 생생하게 내 마

대상이었다. 큰물이 유장함으로

음 속을 파고들어왔다. 어쩌면 그것은 거처라는 의미로서의 집과의 만남이

내 기억 속에 들 온 것은 금강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1930년 8월 18일, 그 집에서 태어난 신동엽은 거기서

처음이다. 금강과 속 깊은 연애를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다. 그러니 그 집은 신동엽의 태실이면서 동시

한 것도 아닌데 그가 내게 크게
다가 온 것은 신동엽의 시 「금강」
때문이다. 금강을 걸으며 그의 시
「금강」이 중첩되니 어찌
큰 강이 아니겠는가.

에 신동엽 문학의 태실이기도 한 것이다. 부여의 그 집은 그런 점에서 신동
엽과 그의 문학의 온전한 토대가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집은,
신동엽이자 부여이며 금강이고 백제이기도 하다. 내가 어찌 그 만남에서
흔들리지 않겠는가.
이 만남 이후, 신동엽은 내게 시적 사표가 되었고, 부여라는 이름은
남몰래 그리는 연모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테면 부여앓이라고나 할까. 신

동엽은 이미 가고 없으니 그 곳을 대신 갈구하는 정붙이인 셈이다. 그러고
보니, 금강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다. 내 고향은 산골이어서
물에 대한 내 경험은 작은 개울의 물장구질을 벗어나지 않는다. 섬진강도
지척에 흐르지만, 나와는 별다른 연이 닿지 않았다.
큰물이 유장함으로 내 기억에 들어온 것은 금강이 처음이다. 물론, 금
강에 얽힌 직접적인 추억은 없다. 전라북도 장수읍의 신무산(897m)에서 발
원하여 군산에서 황해로 흘러드는 금강이 내게 남긴 흔적은 대개 웅진대교
를 건너 고향에 갈 때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느낀 유장함이란, 다 서사시
「금강」이 중첩시킨 이미지들이다. 부여를 마음에 앉힌 게 신동엽이라면 금
강을 내 맘에 흐르게 한 것은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게 금강은, 실제에서 빚어낸 허구가 실제보다 더 깊이 각인
된 경우이다. 우리는 흔히 역사적 사실과 그 흔적을 추념하지만, 허구가 실
체화된 예도 적지 않다. 소설 「토지」의 배경인 하동 악양의 최참판댁이나,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의 광한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게는 「금강」이 그렇게 다가온다. 나는 실제 금강의 여기저기보다
신하늬와 인진아의 금강이 더 구체적이며 실감도 크다. ‘고구려의 밭’인 인
진아와 ‘백제의 씨’인 신하늬가 ‘차령산맥 남쪽’ ‘서기’ 어린 ‘금강 언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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얹은 ‘초가삼간’이 금강을 지나칠 때마다 눈에 선히 다가든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서사시 「금강」을 따라가는 ‘금강길’을 열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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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자주 꾼다. 최참판댁이나 광한루처럼 허구를 실제화해 보는 것이다.
서사시 「금강」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펜클럽작가기금을 받아 1967년 12월, 전 26장 4,800행으로 발표된
서사시 「금강」은 여러 면에서 신동엽이 열어젖힌 우리 문학의 두드러진 대
하 아닌가. 문학평론가 구중서는, ‘「금강」은 한국 근대민중사의 도도한 흐
름을 일깨우고 있으며, 이 서사시에는 이 땅 민생의 장구한 역사가 담겨 있
다’고 「금강」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신동엽의 「금강」은 한국문
학사에서 드물게 만나는 문학사적 사건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동엽의 문필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
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게 1959년
이고 간암으로 1969년 세상과 이별했으니 불과 십일 년이다. 그 십일 년 동
안 그는 대단한 문학적 성과를 한국문학사에 새긴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우뚝한 지점은 백제문화와 정신의 되살림, 동학농민혁명의 뚜렷한 역사적
소명과 위상의 재발견이라고 본다. 신동엽의 「금강」은 금강의 올연한 역사
이자 백제혼의 재현이며 동학 정신의 웅혼한 현현(顯現)인 것이다.

현실의 금강과 문학적 금강
백제 유민의 정신사를 축으로 하여 동학과 3.1운동, 4.19혁명으로 이어지
는 민중사를, 꿈틀거리는 자강성(自强性)으로 그려낸 작품은 더 이상 나오
신동엽 문학관

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금강」은 뚜렷하고 깊게, 민중의 과거를 오늘

관계는 다 헛것이며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연대와 유대 위에서만 금

에 비추어 미래로 활짝 열어놓았다.

강은 금강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금강길’을 걷는다는 건 신동엽문학을 체화하는 것인 동
시에, 백제의 얼과 동학정신을 새기는 순례이기도 할 것이다. 현실의 금
강은 하구 둑에 막혀 썩고 4대강 개발로 그 품위를 잃었으나, 문학적 금강

껍데기는 가라

은 그에 아랑곳없이 여전히 청신하고 의연하다. 이 청신함과 의연함으로

이러한 면으로 살펴도 1967년 『52인 시집』에 신동엽이 발표한 「껍데

저 썩은 금강을 ‘살아 있는 금강’으로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열심

기는 가라」는 절창이다. 이 시는 4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 졌

히 궁리해보는 것이다.

으나, 단순히 4월 혁명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시인 김수영은

그러다가, 일순 모든 궁리를 멈춘다. 신동엽은 ‘금강길’ 같은 구상에

이 시에 대해, ‘강인한 참여의식이 깔려 있고, 시적 경제를 할 줄 아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물음이 불쑥 켜진 것이다. 그는 혹 내가 설정

는 기술이 숨어 있고, 세계적 발언을 할 줄 아는 지성이 숨 쉬고 있

하는 이 지역성에 혀 차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의 눈은 60년대 초에 이미,

고, 죽음의 음악이 울리고 있다’고 쓴 바 있다. 모든 뛰어난 문학작

지역성을 넘어 국경선마저 해제하는 인류 보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이 그렇듯이 해석에 따라 의미의 확장이 넓고 깊게 이뤄진다. 시에

신동엽은 1961년 『자유문학』 2월호에 발표한 「시인정신론」에서, 시는 ‘항

나를 가져다 대면 내 삶의 허울이 비치고, 금강을 대입하면 금강의

시 보다 광범위한 정신의 집단과 호혜적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쓴

삶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 그렇게 해야 ‘지상에 얽혀 있는 모든 국경선’이 ‘그의 주위에서 걷혀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 보편을 지향하는 그를, 금강에만

껍데기는 가라.

국한시킨다는 게 어쩐지 불경스럽게 느껴진다.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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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

껍데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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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하는 구절이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다. 이 부분의 ‘스칸디나비아’를 ‘부여’로 바꾸자, 걸쳐졌던 여러 거추장스

껍데기는 가라.

그렇게 졸아들어 있을 때, 1968년 『월간문학』 창간호에 실린 그의
「산문시 1」의 첫 행이 머리를 스쳐간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러움이 문득 해소된다. 그가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칸디나비아’가 아
니었던 것이다. 저 스칸디나비아를 통한 여기, 여기를 통한 저 스칸디나비

그리하여, 다시

아이다. 그가 개념화한 ‘호혜적 통로’도 아마 이런 것일 터이다. 그의 꿈은

껍데기는 가라.

스칸디나비아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스칸디나비아로 만드는 데 있다.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 논

그래야, 시의 마지막 행에 등장하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아사달 아사녀가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삼십 리 시골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길 시인의 집을 놀러가더란다’하는 그의 바람이 현실로 살아날 수 있다.

부끄럼 빛내며

나는 이제 ‘삼십 리 시골길 시인의 집’이 다른 데가 아니라, 금강 가

맞절할지니

어디쯤이라고 확신하며 다시 ‘금강길’ 구상을 다듬는다. 그런데 내가 미처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또 다른 난관이 슬근 가로막는다. 우리 삶과의 연

껍데기는 가라.

관성이다. 현실의 금강이든, 서사시 「금강」이든 간에 우리의 ‘금강’이기 위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서는 능히 금강이 우리 삶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삶과 떨어진 금강, 신동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엽의 말처럼 ‘호혜적 통로’가 닫힌 금강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그의 시 「산에 언덕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교감의 호혜적 통로가

__ 「껍데기는 가라」 전문

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에 언덕에 피어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내가 이 시에서 관심 기울이는 부분은,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에 숲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만 살고’와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 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

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이다. 이 시행에는 교감하며
포용하는 금강의 삶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 곰나루의 아우성이 들리고
태초의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곳이 보인다. 게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향그러운 흙가슴’도 있다. 이는 「산문시 1」에서 그가 불러낸 스칸디나비
아에 다름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평
화지대이다. 신동엽은 이를 ‘중립의 초례청’ 혹은 ‘완충지대’라고 부르는
데, 나는 이를 모든 외세가 거세된 해방구라고 하고 싶다. 그렇다, 해방구
다. ‘그, 모오든 쇠붙이’와 ‘껍데기’가 사라진 평화로서의 해방구.
그리하여 나는 다시 꿈꾼다. 저 살림이 되는 ‘금강길’의 개척을. 하지
만, 나는 안다. 내 꿈은 굽이굽이 축적된 금강에 관한 신동엽문학의 오마주
에 불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꿈꾸기를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결국은 내 나름의 문학적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문학은 불가능을 꿈
꾸지 않는가.
4월의 분노에서 미래를 읽었던 신동엽은 1969년 4월 7일, 서울 동선
동 자택에서 이승을 벗는다.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월롱산 기슭에 묻혔던
그는, 1993년 금강 변의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로 옮겨져 안식에 든다. 그
리고 2013년 5월, 부여읍 동남리 그의 생가 일원에 신동엽문학관이 세워짐
116

으로써 그와 그의 시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저 금강
과도 같이 신동엽문학의 현재를 흘러가는 물줄기가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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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신동엽 문학 정신은 실제적으로도 금강과 어우러지는 ‘금강의 생
애’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문학은 완결된 것인가. 무슨 말씀. 나는 신
동엽문학은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가 바라는 문학적 세계와 현실 세계, 그 어느 것도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의 문학은 되살아나
리라고 본다. 그 누군가에겐가 되살아나서 저 금강이 쌓아둔 기억의 주름
들, 마저 펼칠 듯하다.
『자유문학』에 발표한 「시인정신론」에서 신동엽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 ‘마침내 인간은 아마도 지구를 벗어날 것이며 지구의 파괴를 기억할
것이며 인조 두뇌를 만들어 자동시작을 희롱할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직관
은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시작함으로써 다 실제가 되었다. 나는 그의 ‘문학
정신’도 이와 같으리라 믿는다. 소멸되지 않는 시적 영감과 삶의 에너지를
후생에게 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날인가 이 척박한 땅에도, ‘알맹이와 흙가슴이 절묘하게
결합된 신생의 세기’가 활짝 열리지 않을까.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시인 찾
아가는 ‘금강 언덕 초가삼간’의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이!

신동엽 문학관

백제를 걷다
글. 김이정(소설가), 사진. 백종하

낡은 차로 찾아 간 공산성
종일 구름이 짙다는 일기 예보만 믿고 길을 나섰다. 백제의 길을 따라 가는
여정에 금강석을 자루 째 부어놓은 듯한 7월 햇빛은 어쩐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시 예보는 믿을 게 못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쏟아지
는 햇살 속을 에어컨이 고장 난 낡은 차를 타고 달렸다. 20년 동안 23만 킬
로나 달린 ‘올드카’이다. 해마다 폐차를 고민하지만 3년 전 인도의 콜카타
에서 프리페이드(prepaid) 택시를 탄 이후로 다시 몇 년은 더 타도 될 거라
며, 불안한 신뢰를 세뇌하고 있는 중이었다. 모자라는 힘을 격려로 분발하
는 낡은 차 한대가 1000년 전의 고대국가를 향해 숨을 헐떡이며 질주했다.

백강을 따라 흐르다
The Baek River Runs Through It

비록 땀을 뻘뻘 흘렸지만 공주까지 장하게 달려준 ‘올드카’ 덕에 무
사히 아침 공산성에 오른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성곽과 금서루의 지붕선
이 날렵하게 뻗어있다. 한성에서 공주로 도읍을 옮긴 백제국 당시에는 토
성이었지만 조선시대에 돌로 바뀌었다고 한다. 산성 꼭대기에 오르니 공
주 시내 한가운데를 흐르는 금강과 강을 가로지르는 금강교가 한눈에 보인
다.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비인 사도세자 있는 곳으로
갈 때 노량진에는 다리가 걸렸다. 나룻배를 모아서 강을 가로지르는 주교
(舟橋)가

그것이다. 오래 전, 공주에도 그런 주교가 있었다. 금강을 오가던

던 충남도청을 대전으로 옮기면서 그 대가로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쇠로 만든 철교다. 한때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고 하는 그
다리는 철교이긴 하지만 기차가 아닌 자동차를 위한 철교여서 새삼스럽다.

공주에서 부여를 찾아 갈
생각을 하고는 내가 가는 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강을 따라 띠를 두른 듯 이어진 성곽 위로 오동나무 가지가 푸른 날을 세운
채 강을 찌를 듯이 치솟아 있다. 금강을 해자처럼 두르고 쌓아올린 성곽이
천혜의 군사 요새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여름의 짙푸른 숲이 잘 벼린 창날들 같다. 송산리 고분군 모형전시관

생각을 했다. 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입에 노란 수련들이 밀랍 양초처럼 떠있다. 실내로 들어가니 웅진백제의

먹구름이 뒤엉킨 음습한 하늘을

고분들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무덤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문득 눈에 띄

머리에 이고 상념에 젖어도

는 구절,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不陋 華而不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

감사한 할 것이라며 기대를 했다.

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미의식이다. 문득 백제의

그러나 길을 나선 날은 하필

불상들이나 기와조각들을 볼 때마다, 아니 김제 만경들이나 김해평야의 넉

7월의 바늘 같이 날카로운
볕이 온 대지에 가득했다.
덕분에 강 길은 한적했지만

넉한 지평선을 볼 때마다 다가오던 그 푸근함을 나는 그제야 이해할 것만 같
다. 동시에 경주에서 만난 그 웅장한 고분들과 화려한 유물들, 그리고 정교
한 건축물들이 떠오르며 백제와 신라의 미의식의 차이를 확연히 실감한다.
송산리 고분군의 입구가 모두 폐쇄되어 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

나무가 사라지고 없는 길은

행을 와서 무령왕릉 안에 들어가 본 기억이 떠오른다. 유적보다는 온몸에

곤혹스러웠으나, 백마강에 울려

교련용 흰 붕대를 감고 유령놀이를 하기로 한 저녁의 이벤트에 온통 마음

퍼지던 유람선의 노래 소리가

이 가 있던 시절이었다. 흰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같은 개망초꽃들이 연초

달래 주었다.

록 봉분을 바라보며 흐드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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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그마저 홍수로 떠내려가 버렸다. 그러자 1932년, 공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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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룻배 2, 30척을 모아 강을 가로지르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만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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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꽃이 만발한 백강

소나무 숲에서 검은등뻐꾸기, 네 박자로 울음 운다. 곰나루를 찾아가는 길
가에 노랗게 익은 살구 알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짓물러 터지고 으깨
진 노란 살구 사이로 어쩌다 성한 과실 몇 눈에 띈다. 성한 살구 한 알을 주
워 입안에 넣는다. 단내가 훅 끼치며 입안에서 달고 새콤한 과육이 터진다.
강 건너편 연미산을 어슬렁거리던 암곰 한 마리, 이 단내를 쫓아 나왔다가
금강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를 발견한 건 아닐까. 그 어부 동굴로 데려가
부부의 연을 맺고 두 명의 자식을 낳아 안심할 즈음 동굴 밖 세상을, 아니
이 살구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한 어부 끝내 동굴을 도망쳐 나왔는지도 모
른다. 외출에서 돌아온 어미 곰, 지아비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 새끼 둘을 안
고 금강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곰나루 혹은 고마나루에서 나는
뜻밖에도 새콤달콤한 살구 맛에 빠져버린다. 금강 물빛, 유난히 푸르다. 강
가에 흐드러진 달맞이 꽃대는 어미 곰의 피가 밴 듯 붉디붉다. 아니 어쩌면
갑오년에 새 세상 꿈꾸며 곰나루까지 몰려왔다던 동학군들이 흘린 피인 지
도 모른다. 어린아이 손끝에서 배나오는 순결한 핏방울 같은 선홍빛 달맞이
꽃대에 가만히 손가락을 대어본다. 사랑을 잃은 어미 곰 울음소리와 동학군
들의 아우성을 삼킨 곰나루 강물은 묵언수행이라도 하듯 조용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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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나루에서 구드래나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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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나루에서 부여까지, 금강을 따라 자전거길이 나 있다. 한 청년이 자전거
를 타고 햇빛이 부서지는 길을 가르마라도 타듯 달려오고 있다. 가까이서
보니 텐트와 침낭이 실려 있다. 낯선 길을 달리다 지치면 자전거를 세우고
잠을 자는 모양이다. 검게 탄 청년의 허벅지가 무쇠처럼 단단해 보인다. 거
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는 어쩌면 셀 수도 없을 만큼 이력서와 자
기소개서를 들고 무릎이 꺾인 적이 있을 지도 모른다. 누구든 버거운 인생
이 아니던가. 자전거길 옆으로 나란히 도로가 나 있다. 651번 지방도로다.
평일의 지방도로는 어쩌다 지나는 자동차를 만날 뿐 한적하기 짝이 없다.
차문을 모두 열고 텅 빈 도로를 달린다. 뗏목마을이란 이정표가 나온
다. 나는 급히 핸들을 꺾어 농로로 내려간다. 마을 쉼터는 텅 비어 있다. 주
위를 살펴도 뗏목을 만들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강가 바로 옆
마을이니 능히 뗏목을 만들었으리란 짐작만 할 뿐. 옛 기억 초롱초롱한 노
인 한 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던 야심을 접고 다시 651번 도로를 달린
다. 전국 어딜 가든 똑같은 풍경이 돼 버린 강변이 아쉽기만 하다. 강을 따
라 난 자전거 길과 군데군데 폐허처럼 버려진 수변공원, 간간이 보이는 자
주색 토끼풀꽃과 보라색 수레국화가 아니었다면 나는 자주 강변에 차를 멈
추고 한눈파는 일도 없이 내처 부여까지 달렸으리라.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인증 배지를 준다는 공주보를 지난다. 강바닥에 시멘트를 쏟아 부은 흉물
을 외면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다.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부여’라는 푸른색 안내판을 지난다.
백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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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남지

왕진교를 지나며 넓어진 강폭 덕에 금강은 더 늠름하다. 금강 5경이라는

호라고, 이름을 알려준 사내는 자식들이 모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천정대 백제보가 다시 길을 막는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며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뱃머리를 돌려 구드래나루로 돌아간다. 백제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간다. 기와 무늬를 본 딴 백제보의 수

친절에 온돌처럼 데워진 발길로 고란사를 향한다. 키 큰 느티나무 한 그루

문 머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여 있는 물은 유리처럼 미동도 없다. 오른쪽

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절의 지킴이처럼 버티고 있다. 나는 느티나무로 다

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 습지식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서가 상세하다.

가가 가만히 그 몸을 껴안는다. 고목만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버릇이다. 오

물길을 막고 강변을 파내지 않았으면 자연습지로 남아있을 곳에 인공습지

랜 세월을 견뎌낸 자의 몸은 언제나 숭고하다.

를 만들어 홍보하는 수자원공사의 수고를 이해할 수 없다. 전망대 옆 금강

문을 닫으려는 극락보전으로 들어가 바쁘게 삼배를 한다. 절을 하고

문화관은 텅 비어 있다. 백마강의 구드래나루에 당도하자 겨우 햇살이 수

나오면서 백제 혹은 고려시대에 것이라 알려진 초석을 살피고 있는데 연꽃

굿해진다. 그래도 패망한 옛 도시를 걷기엔 날이 너무 환하다. 점심도 거른

무늬 주춧돌 위로 갑자기 빗방울 떨어진다. 패망한 나라의 운명을 따라 죽

채 지나온 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벚나무가 일렬로 도열한 강변 둑에 오

은 여인들의 눈물 같은 빗방울, 거짓말처럼 후두둑, 떨어진다. 우산을 두고

른다. 검은 버찌가 터진 길이 거뭇거뭇하다. 강폭은 넓고 물살도 제법이다.

온 나는 그러나 얇은 옷을 적시는 빗방울이 반가워 서둘러 낙화암을 향한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삐죽이 솟아 있다. 나는 서둘러 유람선 매표소로

다. 그녀들의 눈물은 꼭 그 절벽에서 맞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인은 매정하게 책상 위를 정리하고 있다. 황포돛배는 30명이나 돼야 탈 수

물색이 더욱 짙다. 잘 익은 산버찌들 핏방울처럼 가지 끝에 맺혀 텅 빈 수

있고 작은 유람선은 7명만 되면 떠난다는데, 6시가 다 된 평일에 내 뒤로 6

면 위를 자수처럼 수놓는다. 1356년 전, 이 절벽 위에 서 있었을 여인들이

명이나 더 올 것 같지는 않다. 종일 달려온 다리에 힘이 풀린다. 배를 꼭 타

떠오른다. 그들이 정말 삼천 명이나 되는 궁녀라는 건 믿을 수 없다. 하지

고 싶었다. 나는 선착장 안으로 들어가 낙담한 표정으로 백마강을 바라본

만 민간의 아낙들도 많았으리란 짐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들이 누구이

다. 수첩을 꺼내 종일 걸었던 길들을 메모한다. 그때 선착장 안에 있던 중

든, 여인들이 스스로 몸을 던진 곳이란 사실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강을 향

년 사내 서넛이 말을 걸어온다. 답사를 왔느냐고 묻는다. 나는 비슷한 일로

한 수직암벽, 낙화암은 더 이상 어디로도 갈 데가 없는 세상의 끝처럼 막막

왔다고 답한다. 그러자 갑자기 한 사내가 열쇠를 들고 일어서며 배를 태워

한 곳이다. 뒤돌아가 참혹한 삶을 사느냐, 몸을 던져 자존감을 지키느냐,

주겠다고 한다. 믿을 수 없어 어정쩡히 서 있는 내게 사내는 매표소에 가서

절벽 위에 놓인 갈등이 살갗을 파고든다. 얼마나 무서웠으며 얼마나 살고

표를 사오라 한다. 나는 사내의 마음이 변할까봐 서둘러 고란사행 편도표

싶었을 것인가. 어디든 전쟁이 나면 제일 참혹해지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

를 끊는다. 사내가 엔진을 켜자 죽은 듯 누워 있던 백마강이 잠에서 깬 듯

들이 아니던가. 나는 치마를 뒤집어쓰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그들을 위해

출렁인다. ‘부여 2호’라 쓴 파란색 배가 백마강 물살을 가르기 시작한다.

고요히 두 손을 모은다. 아니 백제의 그 마지막 날이 아니어도 그동안 이곳
에 와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서성였을 모든 이들을 위해. 더 굵어지지도 않
은 채 내리는 빗물, 합장한 두 손 사이로 스며든다.

연꽃 빛 머금은 사비성의 하늘

붉은 소나무 울창한 숲길을 걷는다. 비가 오니 솔향 더 짙고 바닥에

사내가 노래를 튼다.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

깔린 솔잎들 먼지도 없이 폭신하다. 사비길이란 이름이 붙은 부소산성 길,

구나.’ 얼마 전 조카의 결혼식을 마치고 양가 가족들과 신랑신부, 그리고

나는 더 좁고 더 깊은 숲길을 택한다. 저물고 비오는 탓에 사람 소리 드물

그들의 절친 몇이 함께 간 뒤풀이 자리에서 85세의 노모가 짱짱한 목소리

고 내 발자국 소리만 패망한 고도의 산속으로 스민다. 오랜 세월 세상을 떠

로 불렀던, 배호의 노래였다. ‘누구라 알리요 백마강 탄식을 낙화암 달빛만

돌다 돌아온 늙은 망명객처럼 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마음이 다

옛날 같구나.’ 탄식 같은 노래가 흐르는 강 오른쪽으로 깎아지른 수직 벽

실려 버린다. 아무래도 승전의 역사보다는 패망의 역사에 마음이 더 가는

이 보인다. ‘落花巖’, 우암 송시열이 썼다는 붉은 글씨가 핏자국처럼 선명

건 어쩔 수 없다. 이 생을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되풀이 해 온 실패의 흔적

하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침략하기 위해 백마강을 거슬러 가던

들이 내 온몸에 고스란히 새겨있지 않던가.

중 배가 암초에 부딪치자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백제 무왕의 화신인 청룡

돌아오는 길, 어두워가는 시간을 정지시키기라도 할 듯 달려간 궁남지

을 낚아 올렸다는 전설이 있다고, 친절한 사내가 설명해 준다. 백마강이라

에서 갓 피어난 연꽃들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의 백제행은 지나치게 쓸쓸했

는 이름의 연원이기도 하단다. 노래는 구드래나루 공원에 노래비가 서 있

을지도 모른다. 궁남지는 백제가 고대 삼국의 그 어느 나라보다 넉넉한 마음

던 ‘백마강’으로 바뀌어 있다. 부소산성의 푸른 소나무 위에 흰 고니 한 마

과 고결한 정신을 지녔었음을 증언이라도 하듯 정결한 연꽃들을 피워내고

리 앉아 강을 굽어보고 있다. 배는 어느새 고란사 선착장에 도착한다. 최상

있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사비성의 하늘이 고요히 저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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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정 정자 아래로 내려가 낙화암 절벽에 선다. 빗방울 듣는 백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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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다. 그러나 염려대로 마지막 유람선이 방금 전에 떠났다며 매표소 여

백제와 신라의 사랑
글. 이후경(소설가), 사진. 변명환

익산 쌍릉 출토 금동제관장식

서동의 노래

용의 아들 서동, 신라로 향하다.

The Song of Seo Dong

밤비 소리가 베갯잇으로 스며드는데, 장(璋)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장터 국밥집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전 신라를
다녀온 이씨가 우연히 공주의 행차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내 평생 그리
고운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가마 밖으로 잠깐 얼굴만 내밀었는데도 숨이
멎더라고. 진흙탕 속에서 하얀 연꽃이 고개를 든 것 같다고 할까? 그냥 하

모두들 긴 한숨을 쉬며 이씨를 부러워했다. “자네 심 봤네 그려. 진평
왕 셋째 따님 선화공주님 미모야 온 세상이 다 알지. 그런 공주님 얼굴을
두 눈으로 봤다니!”
장은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마를 팔러 신라를 자주 왕래하는 그들은
익히 들은 이야기인가 보았다. “아름답기만 하신가! 선화 공주님은 마음도
어질다고 소문이 자자하잖나?” “그럼,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신라 사

『삼국유사』 권2 무왕조(武王條)에
나오는 향가인 「서동요(薯童謠)」를
재구성 했다. 서동은 서여(薯蕷)라고

람들은 입만 열면 선화공주님 칭찬이 아니던가?”
국밥 한 그릇이 뱃속에서 다 소화되도록 그 자리의 화제는 오직 선화
공주였다. 그때만 해도 장은 그 얘기를 귓등으로 흘렸다. 마을에도 고운 처
녀들은 있었다. 산에 마를 캐러 다니다 보면 나물 캐러 몰려다니는 그녀들

하는 마를 캐는 아이들을 일컫는

과 부딪히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들은 입을 모아 그를 놀려댔다. 서동님,

집합명칭이며, 그런 아이들이

서동님, 내일은 아버님이 집에 들르시나요? 빨래를 해서 널어야 하는데 비

부르는 노래가 「서동요」이다.

가 올까 걱정이에요, 호호호. 어릴 때부터 마를 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노래가 산문적 형태를

그를 서동이라고 불렀다. 아버님 운운은 그가 용의 자식이라는 소문 때문

가지는 설화로 발전하였는데
백제의 왕자와 신라의 공주가
혼인을 하여 지금은 폐사지가 된

에 나온 말이었다. 용은 비와 함께 다니는 법이니까. 그런 그녀들에게 설렘
을 느낀 적은 없었다. 차라리 호젓한 산속에서 만나는 원추리나 은방울꽃
에 그는 마음이 끌렸다.
어머니가 젊은 과부가 되어 못가에 홀로 살 때, 어느 날 용의 형상을

익산 미륵사의 창건 연기(緣起)

한 검은 구름이 그 집을 감쌌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목격한 일이었다. 그 일

설화가 되기도 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태기가 있어 태어난 아들이 자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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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같이 보이니 이를 어쩌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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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더라고! 이제 세상 여자들이 죄다 저 못생긴 마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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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쌍릉 대왕릉(무왕)

자라는 내내 동네 아이들은 “용의 새끼, 용의 새끼, 어디 어디 사나, 용의

은 입술까지 보였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그는 내내 몸을 뒤척이다

새끼, 용의 새끼, 연못가에 살지.”하고 그를 놀려댔고, 그의 몸에 달려들어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다.

비늘을 찾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용은 신령한 존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꾸만 한숨이

재다. 너는 용의 아들이니.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해라. 그런데 어찌된 일일

나오고, 온몸에 열이 올랐다. 꿈속의 얼굴 같은 그 모습만이 뇌리에 박혀

까? 자리에 누워 밤비 소리를 듣는데, 얼굴 하나가 불쑥 떠올라 사라지지

떨어지지 않았다. 기이한 느낌이었다. 어찌하여 본 적도 없는 여인에게 이

않는 것이었다. 진흙탕 속에서 솟아오른 하얀 연꽃 같은 얼굴, 깎아놓은 마

리도 마음이 쏠리는가? 그것도 자기 같은 처지로선 감히 쳐다 볼 수 없는

처럼 뽀얀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그려지고, 긴 속눈썹과 오뚝한 콧날과 붉

신분에, 다른 나라의 공주이기까지 한 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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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쌍릉 소왕릉(무왕비)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자신도 신라로 가봐야겠다고 장은 마음먹었다. 운이

갈 수 없는 곳에 사는 공주, 그러니 공주를 자신에게 오게 할 수밖에 없었

좋다면 공주의 얼굴을 먼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으리라. 고귀한 공주님을

다. 그가 공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주가 자신을 찾아왔던 그 꿈처럼.

직접 보고 나면 이런 헛된 꿈도 스러지겠지. 그는 머리까지 깎고 신라로 향

꿈속에서조차 궁궐은 넘을 수 없는 곳이었다.

했다.

구중궁궐 공주이든, 시골총각 서동이든, 그 모든 것을 훌훌 벗어던지
고, 단지 한 사람의 사내, 한 사람의 계집으로만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기
회를 단 한번이라도 갖고 싶었다. 그렇게 만났을 때 공주가 그를 받아들인
바람보다 빠른 소문

다면 그 역시 그녀를 한 사람의 계집으로만 받아들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다다르자 장은 마음이 설다.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고 살 것이었다. 만약 공주가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깨끗이 승복할 작정이

공주의 행차를 만날 것만 같았다. 열흘 뒤, 다른 장사치들이 백제로 돌아갈

었다. 그녀를 다시 궁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한 모든 짓을 자백하고, 자

때도 그는 가지 않고 홀로 남았다. 밤마다 공주를 만나는 상상을 하며 잠들

신은 참수를 당해도 좋았다.

었다. 가마에서 머리를 내미는 흰 연꽃 같은 얼굴, 자신과 눈길이 부딪히자

그때부터 장은 아예 마를 쪄서 들고 다니며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빙긋이 웃어주는 그 얼굴이 사무쳤다. 그런 밤이면 공주가 자신을 찾아와

아이들이 졸졸 그를 따라다녔다. 그 아이들 앞에서 그는 흥얼흥얼 노래를

사랑을 나누는 꿈까지 꾸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로 공주를 만나고 온

불렀다. 아이들은 단순한 가사의 그 노래를 금세 외워서 부르고 다녔다. 마

듯 기뻤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을 꿈에서라도 만나니 감읍할 뿐이었

음먹고 노래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노래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바람

다. 그의 입에서는 저절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조차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궁궐은 난리가 났다. 조정의 모든 신하가 들고 일어났다.

선화공주님은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임금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랑하는 딸이지만 해괴한 소문의 근원
이니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공주가 울며 항변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
다. 중요한 것은 공주의 결백이 아니라 그 흉흉한 소문으로 궁궐이 더렵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꿈속의 장면이 떠올랐다. 누가 들었다가는 큰일 날 내

지는 일을 막는 일이었다. 침통한 왕은 떠나는 공주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

용이라 사람들 앞에서는 부르지 않았지만 혼자 다닐 때면 내내 흥얼거렸

다. 왕비만이 순금 한 말을 싸들고 나와 딸에게 안겨주며 눈물을 흘렸다.

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자신이 지은 그

공주가 귀양을 간다는 소문 역시 금세 퍼져나갔다. 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며 놀고 있지 않은가! 거기다 그 애들은 그가 처음 보

앉았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전개되어 가는 것이 놀랍기만 했다.

는 아이들이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가끔 마를 나눠준 적은 있었다. 아이
들이 뭘 알까 싶어 그럴 때 별 생각 없이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노래가
발이라도 달린 듯 퍼져나간 것이다. 그때 그의 머리에 놀라운 생각이 떠올

선화와 함께 돌아 온 서동

랐다. 아이들이 노래를 퍼뜨리다 보면 어른들도 부르게 될 터이고, 그러다

장은 공주의 귀양길을 알아내고 길목에서 기다렸다. 공주는 한눈에 알아

보면 궁궐에도 그 소문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몸

볼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리워하던 그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

을 부르르 떨었다. 두려운 일이었다. 공주는 아무런 죄도 없이 누명을 쓰게

났다.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장은 하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았다. 그녀가

되리라.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될지도 몰랐다.

공주라면 자신은 용의 아들이라는 생각도 비로소 들었다. 그는 공주의 앞

처음엔 그런 공주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런데 혼자 외로이 걸어가
는 공주의 모습을 떠올리자 그는 어쩌면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천상의 공주, 결코 넘볼 수 없는 공주, 그러나 그녀
도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궁궐에서 쫓겨나면 한 사람의 아녀자일 뿐. 그렇
다면 비록 시골의 마 캐는 사내에 불과할지라도 그녀에게 자신을 보일 기
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생각이었다. 공주한테는
안락한 삶을 다 빼앗기는 비극이 자신에게는 다시 못 올 기회였다. 자신이

으로 불쑥 나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마마, 앞으로의 길은 소인이 모시고
가겠나이다.” 공주는 몹시 놀랬으나 고요히 말했다.
“그대가 누구인지 나는 모르나 내 몸이 아무 의지처가 없으니 그대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을 듯하오.”
그 말에 장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겼다. 그러나 아무 말도 보태지는 않
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어갔다. 그가 앞서고, 공주가 뒤따랐다.
그 밤, 두 사람은 누가 먼저인지도 모른 채 서로를 찾았고, 한 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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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 도련님을

화 공주를 귀양 보내야만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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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선

었다. 장이 말했다. “제 이름은 장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마를 캐온
터라 세상에서는 서동이라 부르지요.” 그 말에 공주는 벌떡 일어나 그제야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달빛에 헌헌한 장부의 얼굴이 드러났
다.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공주는 노래의 영험함에 놀라며, 장을 자신의 진
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진로를 바꾸어 백제로 향했
다. 장의 어머니의 기쁨은 무어라 말할 길이 없었다. 아들에게 공주는 하늘
이 맺어준 짝이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으나 남은 복이 더 있었다.
공주는 사뿐히 절을 올리더니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다. 찬
란한 황금덩어리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탄성을 내뱉었다. 공주가 말했다.
“이것으로 전답이라도 사서 생계를 꾸려보고자 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은 껄껄 큰 소리로 웃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
이오?” “어찌 황금을 모르시옵니까? 이것이 있으면 한 평생 생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옵니다.” 그러자 장은 배를 잡고 웃었다. “하하, 공주, 내가
시골 무지렁이라고 나를 놀리시는 거요? 이깟 것들은 내가 마를 캐는 곳에
잔뜩 있다오.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놀던 것이란 말이오.”
공주는 그 말에 놀라서 당장 가보자고 하였다.
장은 공주를 데리고 갔다. 그의 말대로 그곳에는 황금이 언덕을 이루
136

고 있었다. “서방님,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천하의 가장 귀중한 보
물이옵니다. 이것을 궁궐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아바마마께서도 서방님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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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실 것이옵니다.” “이것이 정녕 그렇게 귀한 것이란 말이오? 그렇다
면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님께 부탁을 해보리다. 법사님은 신통력이 보
통이 아니시니 무슨 수가 있을 것이오.” 지명법사는 흔쾌히 장의 청을 들
어주었다. 공주가 서신을 쓰고, 장이 절 앞으로 황금 더미를 옮겨다 나르자
지명법사는 신통력으로 그 엄청난 금을 하룻밤 사이에 신라의 궁궐로 보냈
다. 진평왕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황금덩이가 떨어져 궁중에 산같이 쌓이
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였다. 그러나 함께 날아온 선화 공주의 서신을 보
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 공주를 그리 보내고 병석에 누워있
던 왕비도 씻은 듯이 나았으며, 신라의 모든 백성이 이 기쁜 소식에 환성을
질렀다. 진평왕은 장에게 존경이 가득 담긴 답신을 보냈고, 그 뒤로는 내내
서신을 보내는 왕래를 하였다. 백제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진 것
은 물론이었다. 백성들은 마를 캐던 소년이 용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새삼
스레 상기하며, 재기 넘치고 도량이 큰 장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
은 인심을 얻어 훗날 왕위에 올라 백제 30대 무왕이 되었다.
훗날 무왕과 왕비는 사자사로 가던 길목 큰 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
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수레를 멈추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왕비는 그곳에 큰 절을 세워달라고 말했고, 왕은 그 소원을 받아들였다. 다
시금 지명법사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하룻밤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그곳에 절을 세웠으니 바로 미륵사(彌勒寺)이다.

미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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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임존성

백제부흥운동
글과 사진. 백종하

고대 삼국 중 백제는 여러 가지로 독특하다.
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도읍지 이름으로
삼은 것도 그렇지만 패망한 역사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그렇다. 나당연합군에 나라를 잃은 백제의 유민들은

백제부흥운동의 근거지
The Base of the Revival of Baekje

제각각 부여 인근의 산성에서 봉기를 했고, 승려인
도침(道琛, ?~661), 왕족 출신인 복신(福信, ?~663)
그리고 장수였던 흑치상지(黑齒常之, ?~?)는
예산 임존성에서 결집하여 나당연합군을 공격하며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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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임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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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임존성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돌길을 걸어 합류한 유민들의
수는 3만 명에 달했다. 이를 보다 못한
소정방은 연합군을 동원하여 660년 8월 26일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은 9월 3일에 당나라의
유인원과 신라의 김인태로 하여금 사비성을 지키게
하고 그는 의자왕 및 왕족과 신하 93인과
백성 12,000인을 포로로 뱃길로 철수하였다.
예산 임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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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류성

부흥군은 9월 23일 사비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무열왕은 10월 9일 직접 연합군을
이끌고 부흥군과 전투를 벌여 이례성(尒禮城),
사비 남령(南嶺) 그리고 왕흥사 잠성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수세에 몰린 부흥군들은 661년 초에
복신과 도침을 앞세워 사비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한 후 본진을 임존성에서 주류성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임존성은 그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졌지만
주류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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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류성

학자들 마다 주류성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비정하고 있다. 전북 부안에 있다고 밝혀진 주류성은
개암사 뒤 울금바위(우금암)를 중심으로 축성되었다.
불쑥 솟은 우금암 봉우리 옆으로 쌓은 성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바위 아래에는 복신이
머물렀다고 전하는 복신굴과 전투에 필요한 베옷을
짰다고 전하는 베틀굴도 남아있지만 이곳이
부흥군의 본진이 머물렀는지 혹은 이곳이 주류성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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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주류성 복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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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두릉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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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일본에 있던 왕자 풍(豊)이 돌아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를 하였지만 부흥군은
내분에 휩싸이게 된다.
663년 풍왕을 도우려 왔던 1만 여명의 병사를 싣고
왔던 왜의 군함들도 당나라 선단과의 네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다.
화공에 의하여 400여척의 군함이 불태워지자 풍왕은
9월 1일에 고구려로 도망하고, 9월 8일에는 결국
주류성도 함락되었다. 이에 4년 동안에 걸친
부흥운동도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청양 두릉윤성

은산별신제
글과 사진. 이지누(본지 편집장)

백제부흥을 위한 별신제?
Was the Eunsan-Byeoljinse really made for the
Revival of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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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제(別神祭)는 별신굿이라고도 하며
마을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다.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며 수호신을 섬기는 굿이어서
일반 제사와는 달리 무당들이 제를
주재한다. 마을에서 치르는
동제(洞祭)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대개 유교식 제사여서 별신제와는
다르다. 나라 안에 이와 같은 별신제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 주로
전승되고 있으며 내륙에서는 안동의
화회별신굿탈놀이와 오티별신제
그리고 은산별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입에 종이를 문 모습

억울한 혼령을 달래다

종이꽃이 아름다운 별신제

부여군 은산면에서 치러지는 별신제는 대개 2년 마다 한 차례씩 벌인다.

말했듯 별신제는 격년으로 치러지지만 별신제가 없는 해에도 제는 지낸다.

마을에는 하당(下堂)과 상당(上堂)이 있는데 하당에서 먼저 제의를 치르고

별신제는 대제(大祭), 대제가 없는 해에 지내는 소제(小祭)는 산제(山祭)라

상당으로 옮겨서 크게 굿을 치른다.

한다. 제를 지내는 시기는 대제나 소제 모두 땅이 녹아 뱀들이 밖으로 나오

상당은 은산 시장의 북쪽에 당산이라 불리는 높이 7~80m의 야산이

기 전이다. 소제는 신춘(新春)의 하루를 택하여 제를 지내지만 대제는 예전

있고 그 산 남쪽 기슭에 있다. 옆에는 당산나무 있고 신당 안에는 정면에

에는 보름 가까이 했다지만 요즘에는 일주일 남짓 치른다. 사진에 보이는

산신(山神) 내외가 주신(主神)으로 모셔져 있고 그 우측에 복신(福神)장군,

굿은 1992년으로 당시에도 일주일 남짓이었다.

좌측 벽에는 토진대사(土進大師, 도침)가 탱화 형태로 봉안되어 있다. 그런데
장군의 이름 중 복신과 도침은 많이 들어 본 이름이다.

대제의 시작은 몰을 봉[水封]하는 일이다. 대개는 산신당 옆 은산천에
서 이른 새벽에 치러진다. 아직 땅이 녹기 전이니 찬바람이 불 때지만 제관

복신은 백제 무왕(武王)의 종자(從子)인 귀실복신(鬼室福信)이다. 복신

은 거침없이 물속으로 들어 가 목욕재계하고 금줄을 친다. 그렇게 물을 봉

과 도침은 백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일본에 가 있는 왕자 풍(豊)을 불러와

하면 그 위 상류 지역의 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 둘째 날은 진대[陳木]를 벤

왕으로 세우고 오랫동안 임존성을 근거로 함께 당나라에 항거한 인물들이

다. 마을에서 10리 안 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4본의 참나무를 베는데

다. 곧 백제부흥을 위해 힘썼던 인물들이지만 후에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이는 굿을 받을 신이 내려오는 신간목(神竿木)이다. 이 신간목은 2015년 가

복신은 왕자 풍에게 죽임을 당하여 끝끝내 백제를 다시 일으키지 못하였다

을 『보보담』에 소개한 강릉단오제의 그것과도 같다. 서로 모습이 다르고

고 전해진다.

강릉단오제의 신간목은 굿이 치러지는 내내 굿청의 제단에 놓여 있지만 은

그런데 그들이 은산면 산신당에 좌정하고 앉아있는 까닭이 무엇일

산별신제의 신간목은 화주집 마당에 세워 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옛날 은산 지방에 유행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마을의 젊은 남녀

개 별신제에서는 종이꽃을 많이 사용하며 지화는 전통 민속놀이 중 중요한

들이 대부분 죽고 말았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마을의 한 노인이 몰려오는

부분을 차지하며 1992년에도 전부 종이꽃이었다. 꽃을 만드는 사람은 정

잠을 못 이기고 잠깐 낮잠에 빠졌는데 꿈에 한 신선이 백마를 타고 와서는

초에 선정하는데 대개 인근 사찰과 같은 정(淨)한 장소에 기거하는 부정이

마을의 병마(病魔)를 풀어주겠으니 자신의 부탁을 들어 달라고 하였다.

없는 사람을 택한다. 그는 목욕재계하고 독방에 들어가 한 달쯤 걸려 세 번

그 부탁의 내용인즉 신선과 부하들이 전장에서 억울하게 죽었으나 아

째 사진에 보이는 꽃술이 달린 화등(花燈) 8개와 병 안에 꽃을 만들어 다발

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시신이 한데에서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으니 잘

을 한 화등 6개를 만든다. 꽃은 다 만들어지면 부소산 삼충사(三忠祠)에 보

매장해 달라는 것이 전부였다. 꿈에서 깬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신

관하였다가 굿을 치를 행렬들이 꽃을 받으러 오면 그때 내 준다.

선이 가르쳐 준 장소를 찾아가자 과연 수많은 백골들이 산재해 있었다. 마

넷째 날은 본제를 치르는 날이다. 화주집으로부터 제물을 당으로 옮

을사람들이 그 백골들을 정성껏 매장하고 원귀들을 위하여 위령제를 지내

기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게 입에 종이를 물도록 한다.

자 마을을 휩쓸던 병마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평화로워 졌다고 한다. 마을

말을 하면 제물에 부정이 탄다는 속설 때문이다. 이처럼 종이를 물고 움직

에는 이와 다른 전설 두어 가지가 더 전해지지만 위에 말한 내용과 크게 다

이는 것은 별신제 내내 볼 수 있는데 꽃을 받아서 돌아 올 때도 사진에 보

르지 않다. 모두 패망한 백제의 장수들이 자신과 병사들의 원혼을 달래주

이는 것처럼 입에 종이를 문다.
다섯째 날은 상당굿과 하당굿이 치러진다. 먼저 제물이 진설된 상당

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백제의 장군이나 군사들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말한 당집의

에서 굿을 할 때가 별신제의 하이라이트다. 쌀을 담은 큰 함지박에 대기(大
세워 놓고 3명의 무녀가 춤을 추고 무가를 부르면서 복신 장군과 토

중수기(重修記)에도 나타난다. 중수기는 언제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旗)를

못한다. 그러나 중수기를 조사할 당시 마을 노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

진대사의 슬픈 죽음을 위로하면서 정성을 잘 받았으면 설설이 내려 달라고

래 전의 것이라고 했다. 중수기에 따르면 은산이 백제 때 전쟁터였다고 한

축원을 한다. 그렇게 기 위에 달린 방울이 울리면 굿이 끝나는 것이다.

다. 그래서 전쟁 때 죽은 군인들의 원혼이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어 흔히

다음 날 저녁, 화주 혼자 산신당 옆의 고목나무에서 독산제를 지내며

불시로 풍우와 전염병을 일으켜 사람과 가축이 재해를 입히기에 그것을 막

굿이 잘 끝났음을 알린다. 다시 다음 날 밤에는 마을로 들고 나는 동서남북

으려고 신당을 세웠다고 되어있다. 그러니 은산별신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의 길목에 세워진 장승 앞에서도 굿이 잘 끝났음을 알리는 제를 치르면 별

억울하게 죽어 간 백제부흥군들의 혼령을 달래어 마을의 안녕을 꾀하는 굿

신제는 끝이 난다.

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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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날은 꽃을 받으러 간다. 여기서 말하는 꽃은 지화(紙華)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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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어느 마을이나 그렇듯이 은산에도 전설이 전해지는데 내용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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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을 상당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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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받아 오는 모습

백제부흥군을 위한 굿?
은산별신제가 부흥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산신당이 있는 은산면 뒷산
에서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곳에 백제식으로 토성을 쌓았던 흔적인 은산
당산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산별신제가 여느 별신제와 다
른 점은 장군과 병사들을 위한 제를 지내기 때문에 말을 탄 장군이 등장하
고 대장이 선정된다는 것이다. 또 꽃을 받으러 가다가 백마강을 건너기 전
진법(陣法)을 펼치는 놀이도 한다. 이처럼 은산별신제는 토속 신앙에 바탕
을 두고 있으면서 군대의 의식(儀式)이 포함된 장군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도 하다. 그것은 축문에서도 드러난다. 오래전의 축문에는 장군을 제사 지
내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명장들의 이름도 나타나곤 했다고 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나라가 곧 중국 아닌가. 그들에 의해 패망을 맛
본 백제의 후손들이 부흥군을 위하여 제를 치르면서 중국 명장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모신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렇기에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은산별신제가 오로지 백제부흥군의
원혼만을 위로하기 위하여 치러지는 별신굿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여
태 펼쳐 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충청도의 경제를 견인한 ‘저산팔읍(苧産八邑)’ 또는
162

‘저포칠처(苧布七處)’에 은산은 모르지만 부여가 꼽히기도 한 것은 사실이

163

다. 모시로 인하여 장시가 커진 것은 가까운 청양도 마찬가지다. 청양에는
모시뿐 아니라 명주와 모시를 씨줄과 날줄로 사용하여 짠 춘포(春布)라는
독특한 옷감이 있기에 시장이 더욱 커졌다. 은산에 조선 후기에는 역촌(驛
村)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중석광산이 성황을 이

루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은산 시장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이러한 장
시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고 그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은
산별신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니 은산별신제 중
백제부흥군의 이야기들이 제의의 한 가지 요소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
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은산별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
만 앞에 말한 중수기의 내력에 살이 붙어 지금에 이르렀고, 백제부흥군들
의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백제부흥군
을 위한 굿판에 한때는 중국의 장군들까지도 모셨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은가. 그것은 어쩌면 백제부흥과 관련 없이 은산별신제가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그것을 더 깊이 따지고 들지 않기로 한다. 내 몫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
이다. 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0년대에 은산별신제를 세 차례
나 구경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체 주변인(周邊人)처럼 굿판을 배회하기
도 했지만 그 배회의 소중함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지 못한다. 오랜만에 이
렇게 사진을 꺼내 놓고 보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25년 전의 시간들이 되살
아난다.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동쪽 장승에게 지내는 장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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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02-799-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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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의 도읍지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人
文
風
景

중국의 궁궐도
글. 윤민용(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KF 글로벌 뮤지엄 인턴)
일문. 한보경(와세다대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중문. Kayi Ho(Fellow, The Metropolitan Musem of Art)

았다.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인 졸본을 첫 도읍지로 삼았지만 이내 천도하여 지린성 지
안(集安) 국내성(國內城)으로 옮겼다. 이후 400여 년간 국내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고구려는
다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당시 평양성이 지금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중국 랴오닝성
이라는 학설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어 6월 중순에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백
제는 위례(한성)에서 웅진(공주) 그리고 부여를 마지막 도읍지로 삼았다.
일본은 오사카의 나니와궁(難波宮)을 시작으로 아스카(飛鳥)로 옮겼다가 다시 나니와궁
으로 되돌아 왔는가 싶더니 또 다시 아스카로 옮겨간다. 더구나 아스카에 도읍을 정한 다음
에도 아스카 내에서 이곳저곳으로 궁을 새로 지어 옮겨 다니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아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카에서 나라(奈良)의 헤이죠경(平城京)으로 도읍을 옮긴 후 다시 교토의 구니쿄(恭仁京)나 나

__ with Focus 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llection

니와 그리고 시가현 고카시(甲賀市)에 있는 시가라키궁(紫香楽宮)을 거쳐 다시 나라의 헤이죠
경으로 왔다가 교토를 거쳐 도쿄를 그들의 마지막 도읍지로 삼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 도시를 두고 그 지역을 크게 벗어
나지 않으며 도읍지를 삼는 것이다. 역대 13개 왕조들이 도읍을 정한 지역은 관중(關中)이
고 도시는 시안(西安)이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뀐 셈이다. 그 중, 시안이 가장 찬란
하게 빛났던 시기는 진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당나라 왕조 때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통일
한 왕조이며, 한나라 때 비로소 실크로드가 길을 열었고,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통한 서방
세계와의 무역과 문화 교류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한・중・일의 고대 도읍지들을 대략이나마 살펴봤다. 역사가 있는 그
곳에 문화가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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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Landscape Paintings” from the
Palaces of the Ancient Dynasties

나라 고대 삼국 중 신라는 경주를 도읍으로 삼아 변치 않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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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과 어우러진
고대 왕조의 궁궐도

도읍지는 한 나라가 서울로 삼은 곳이다. 서울은 그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으로 우리

理想景を持ち込んだ
古代王朝の宮殿図

古代宮殿中的理想山水畫
__ 以大都會博物館收藏為中心

__ アメリカ・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の所蔵品を中心として
西安是中國歷史上許多皇朝的首都。首個統一中國的秦皇朝就定都於現今
西安は古代中国王朝の首都である。その最初の例として、秦が挙げられ

西安的附近。於秦帝國滅亡之後，漢朝持續發展此一作為都城的城市。西

る。秦は中国最初の統一王朝として知られ、現在西安の近くに都を置い

安雖然於漢朝之後經歷了間斷性的衰敗，在唐帝國建立之後，西安又再次

た。秦の滅びたあと、漢朝もこの地域を首都とした。漢朝や他の王朝の滅
亡以降、唐代になると西安は再び全盛期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そして、

回復了之前的榮景。也因為西安曾為多個王朝的首都，多個宮殿建築的遺
址仍留存在此。

中国の歴史の中から現れた様々な宮殿が、西安に残存している。
隨著中國文化中心的東移，這些宮殿逐漸被廢棄。於此同時，這些宮殿逐漸
中華文化の中心地が中国の東側へ移動した以来、西安にある宮殿は荒れ

成為訓誡的題材。這些宮殿建築宏偉的外觀象徵了過往的盛世。這些宮殿啟

果ててしまったと同時に、教訓の象徴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時間の流れ

發了詩人與畫家的創作。多件以宮廷仕女為題的繪畫描繪了這些宮殿的面

につれて、これらの宮殿の様子は燦爛で壮麗であるといわれ、それらを描

貌。特別是在界畫一門中宮室也成為一個獨立的畫題。描繪宮殿的繪畫流行

いた図像は、当時の繁盛を記念する作品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数え

於明清時期。其中有許多作品被偽託為出自唐、宋著名畫家之手。

ないほどの沢山の詩人や絵師に刺激を与えた。また、宮殿の図像が仕女図
現藏美國大都會博物館的“大明宮”與“九成宮”為以古代宮殿為題的繪畫
中具有代表性的作品。
“大明宮”與“九成宮”兩者皆為唐代的宮殿。前件作

に、このような宮殿図は物差しを用いたことから、「界画」と呼ばれた。こ

品為長約七尺的手卷。除輝煌的宮殿建築，其中還畫有怪石、瀑布與人造噴

の宮殿図は明・清代にも非常に流行って、多くの図像が唐代や宋代の画

泉。這並非是一件如實反映當地地景的作品。但藉由對華麗宮殿與想像背景

師名を用いて制作された。

的描繪，作品成功地表現出唐朝的興盛過往。後者為袁江以十二件掛軸畫出
綺麗唐代夏宮的作品。作為以描繪建築聞名的畫家，袁江對宮殿的描繪相當

メトロポリタン美術館所蔵の《大明宮図》や《九成宮図》は、宮殿図を代表

地精確而細緻，也反映了清代建築的特徵。然而這件大都會藏的作品，除了

する作品である。まず《大明宮図》は唐代の大明宮を描いた墨絵で、長さは

精準描繪了宮殿雅緻的外觀之外，也成功地營造了壯闊的三度空間與奇幻的

7メートルほどの図巻である。大明宮の立派な殿閣は、奇岩怪石や滝、人

山水景色。雖然這兩座宮殿在唐以後就已消失，但這些繪畫持續地向我們訴

工の湖ともにあらわされている。その図様は実景とは一致していないも

說著過去光輝的歷史。

のの、想像とはいえ、当時の繁栄がよく描写できたとも考えられる。また、
《九成宮図》を見てみよう。この図巻は袁江の描いた17世紀の12巻の作品
であり、唐代の離宮である九成宮を華々しくあらわしている。袁江の長所
でもある建物の表現は、精密で的確であるとはいえ、袁江のときの建築様
式が見られる。しかし、この図巻は宮殿を鮮やかで正確にあらわしたのみ
ならず、新たな3次元の空間と奇妙な景観を作り出したのである。言い換
えれば、唐朝の瓦解後、九成宮が廃墟になったものの、これらの宮殿図は
素敵な過去の有様を示している。

169

に描かれた宮殿図は、一つのジャンル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になる。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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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背景として用いられたのは周知のことであり、建物のイメージのよう

“Ideal Landscape Paintings” from the
Palaces of the Ancient Dynasties

__ with Focus 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llection

회화로 되살아난 고대 궁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국 황하 유역에 자리한 시안(西安)은 뿌리 깊은
중원문화의 본거지이자 10세기 이전까지 뤄양(洛陽)과 함께 늘 수도의 자리
를 놓고 다툼을 벌이던 도시이다. 서주(西周)의 수도 하오징(鎬京),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秦)의 수도 셴양(咸陽)이 지금의 시안과 지척이었다.
시안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한(漢) 왕조에 이르러

Xi’an was the capital of many ancient dynasties throughout Chinese history.
The Qin Dynasty was the first unified empire of China that set its capital near
modern Xi’an. After the Qin dynasty fell down, the Han dynasty developed this
city as a capital. After the collapse of the Han and other numerous dynasties,
Xi’an experienced another time of prosperity during the Tang dynasty. With all

서다. 한 고조는 불타버린 셴양과 가까운 곳에 수도를 정하고 창안(長安)이
라고 했다. 시안은 이상적인 왕도의 배치에 관한 규례인 『주례(周禮)』의 「고
공기(考工記)」를 토대로 건설된 계획도시였다. 한대 건설된 거대한 규모의
궁궐들은 이를 토대로 지어졌다. 셴양의 교외였던 창안이 훗날 더 큰 제국

these legacies of dynasties, many ruins of palaces remain in Xi’an.

의 수도로 거듭난 셈이다.

After the center of Chinese culture moved to the eastern region of China,

진, 전조, 전진, 후진, 서위, 북주 등 위진남북조 시대 여러 단명 왕조들이

those palaces were deserted. Meanwhile, the palaces came to be mentioned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고, 중원의 분열을 끝낸 수(隋)왕조 역시 시안을 수도

in the didactic context. Later, the grand and splendid appearance of those

로 삼았다. 그 뒤를 이은 당(唐)에 이르러 시안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structures became symbols of the prosperous days of past dynasties. Those

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당이 멸망한 후 중국 역사의 중심은 동쪽으로, 황하

palaces stimulated many poets and painters; images of palaces emerged as

가 아닌 장강 일대로 이동한다. 이후 시안은 점차 옛 위용을 잃고, 명청대

as an individual genre of painting. Those were specifically called “boundary
were tremendously popular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many were
attributed to old masters of the Tang or Song dynasty.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황폐해진다.
고대왕조의 궁궐과 화려한 누대는 아스라이 사라져갔지만 당조 멸망
이후, 옛 고도는 역으로 문학과 회화를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한대에
건설하여 황제의 정궁으로 쓰이던 미앙궁(未央宮), 미앙궁과 연결되어 역대

The Daming Palace and The Palace of Nine Perfection, in the Metropolitan

황제의 모후들이 거처했던 장락궁(長樂宮), 별궁이었던 감천궁(甘泉宮) 등 한

Museum of Art, are the excellent examples of palace paintings. These depict

왕조의 궁궐들이 회자되었다. 당대에 지은 대명궁(大明宮)과 구성궁(九成宮)

all of the palaces of the Tang dynasty. The former is a handscroll that is seven

도 후대의 시문과 회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이와 함께 호화사치로 말미

meters long. The splendid buildings of the Daming Palace are shown with

암아 국가를 쇠망하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던 아방궁(阿房宮)도 주요 소재로

strange rocks and bizarre waterfalls, and artificial fountains. In fact, the

등장했다. 특히 이들 외에 고대 왕조의 궁궐 10곳이 주로 그려져서, 십궁도

depiction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geographical topography of the place.
But the prosperous past of the Tang dynasty is represented effectively by the
splendid palace buildings and imaginary backgrounds. The latter, painted by
Yuan Jiang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shows the fascinating and marvelous
representation of a summer palace of the Tang Dynasty in twelve hanging

(十宮圖)라는 화제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애초 이들 궁궐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치풍조를 경계하는
감계(鑑戒)적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고대의 궁궐들은 엄청난 규모로 인하
여 궁궐이나 관청 영건(營建) 사업을 펼칠 때,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사치향

scrolls. The depiction of the architecture, a strength of Yuan Jiang as a painter, is

락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적 맥락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그

very precise and detailed. The buildings reflect the painter’s contemporary style

러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감계적 맥락은 사라지고 고대 왕조의 궁궐

of architectural paintings. However, the achievement of this painting is not only

은 영화로운 과거를 추억하는 매개물로서 애호되었다. 궁궐 전각은 아름다

in the precise and elegant description of the structures, but also on creating the

운 궁중 여인들을 소재로 한 사녀도(仕女圖)의 배경으로 등장한 동시에, 궁

enormous three-dimensional space and fantastic landscape. Though the palaces

궐도 자체가 단독의 감상화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단독의 감상화로서 궁

were devastated after the Tang collapsed, these paintings inform us today of the

궐도는 보통 자를 이용하여 그리는 정교한 계화(界畫) 기법으로 제작되었는

glorious days of the past.

데, 북송대 이전까지 도구를 이용한 그림은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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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s” (jie-hua) due to the use of a ruler when painting. Palace paintings

에 이르면 시안은 당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소되고, 고도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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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for paintings of royal women. They were also appreciated

시안 일대를 수도로 삼은 왕조는 한 왕조 이후에도 여럿 있었다. 서

大明宮圖 The Daming Palace(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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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사실주의를 추구하던 북송대에 이르러 궁궐도는 비로소 독립된 하

<구성궁도(九成宮圖)>는 명청대의 전형적인 궁궐도와는 다른 화풍을 보인

나의 화목으로 인정받는다. 이후 아방궁도, 한궁도, 장락궁도, 대명궁도,

다. 그러나, 동시대 유행했던 궁궐도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성궁도 등 다양한 고대왕조의 그림이 그려지고, 명청대 유명하지 않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 궁궐도 2점은 모두 당 왕조의 궁궐을 묘사하고 있다.

직업 화가들에 의해 이모본으로 재탄생한다. 현전하는 다수의 궁궐도는 이

<대명궁도>는 당나라의 황궁이었던 대명궁을 묘사한 거질(巨帙)의 두루마

름난 계화 화가였던 당대의 이사훈(李思訓, 651~716)과 그의 아들 이소도(李

리 그림이다. 가로 길이만 무려 6.8미터에 달하는데, 파노라마식 화면 구성

또 북송대의 곽충서(郭忠恕976~997)와 조백구(趙伯駒, ?~?)의 이

을 하고 있다. 원대 건축물을 잘 그린 왕진붕(王振鵬, 1280~1329)의 작품으로

름을 빌려 제작되었다. 화면의 형식은 화첩 및 권축 등 다양하며, 대부분

전칭(傳稱)되어왔으나 현재는 명대인 15세기에 제작된 그림으로 추정된다.

녹색과 붉은색, 청색이 강조된 복고적인 청록산수화풍에 파노라믹한 전개

화가는 화려한 채색 대신 수묵을 이용하여 대명궁의 전모를 묘사하는

를 보인다. 그러나 화가의 기량에 따라 건축물 묘사의 정확함, 정교함의 정

데 진력을 다하였다. 이 두루마리 그림은 굽이치는 거대한 성벽과 성문에

도는 다르다. 때로 동일한 밑그림을 사용하면서도 궁궐명이 다른 그림도

서부터 시작하여, 부감시(俯瞰視)로 대명궁 곳곳을 보여준다. 대개 건축물

발견돼, 명청대 궁궐도의 유행 열풍을 짐작할 수 있다.

묘사가 주를 이루지만 기암절벽과 폭포, 호수 및 수목이 어우러진 풍경이

昭道, ?~?)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나무들은 잎이 없이 메마른 모습으로, 황량한 초
겨울 분위기를 풍긴다. 하지만 여러 채의 다층 누각 건물과 누대, 기암괴석
역사상 가장 컸던 황궁, 대명궁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명궁도(大明宮圖)>와

과 인공폭포가 어우러진 궁궐의 위용은 호화찬란한데다 신비로운 분위기
마저 감돈다.

大明宮圖 The Daming Palace(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174
175

신비로운 기암절벽과 구름다리, 다층누각과 인공폭포, 분수대가 설치되어

대명궁으로 개칭하였는데, 이후에 봉래궁(蓬萊宮), 함원궁(含元宮) 등으로 이

있어 화려하기 그지없다. 그림이 전개되는 왼쪽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다보

름이 계속 바뀌다가 705년에야 대명궁으로 그 이름이 확정되었다. 당 고종

면 거대한 호수 위에는 용선(龍船) 여러 척이 떠 있고, 마치 누군가를 맞이

때에 이르러서는 규모를 크게 확장되고, 이후 17명의 황제가 거처하는 정

하려는 듯 궁궐 입구에 여러 마리의 코끼리와 마차, 시종들이 사열해 있는

궁이 되었다. 대명궁은 황제가 공식 업무를 집전하던 정전(正殿)만 함원전,

장면으로 끝이 난다.

선정전, 자신전 등 3곳이나 되었고, 북쪽 후원에는 거대한 태액지(太液池)를

이 궁궐도는 대명궁의 실제 모습을 묘사했다기보다는 후대인들의 상

끼고 있었다. 대명궁은 황제의 조회와 사신 영접 등이 이뤄지던 무대로서,

상 속 대명궁을 재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시안에 전하는 당 대명궁 유

치세(治世)와 천하태평의 다른 이름이었다. 가장 찬란했던 당 제국의 역사

적지와 지형에서도 차이가 난다. 대명궁 유적지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를 함께했던 이 궁궐은 혼란했던 당 말기, 896년 화재로 전소하였다.

반해, 이 두루마리 그림 속 대명궁은 기암절벽과 계류, 거대한 호수 등 극

왕조가 기울면서 잿더미로 사라진 비운의 궁궐은 문학의 소재로 더

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동원하여 독특한 궁궐의 입지, 지형을

없이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또한 머나먼 로마의 사신부터 아라비아의 상

강조하고 있다.

인, 신라인과 왜인까지 드나들며 천하의 온갖 물품이 오갔던 국제도시 장

그러나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 속 대명궁의 전각들만큼은 사실의 반영

안은 후대인들에게 되찾고픈 과거였을 것이다. 하여 대명궁에서 열린 아침

일 것이다. 대명궁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궁전으로 알려진 자금성에 비

조회는 시문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조선 후기에 궁중 회화 제작을 담당하

해 무려 4배나 컸다고 한다. 장안성 동북쪽에 위치했던 대명궁은 애초 여

던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의 기량을 겨루는 녹취재(祿取才) 시험 문제로

름궁전이었던 영안궁(永安宮)에서 시작되었다. 당 태종은 635년 영안궁을

도 출제되기도 하였다.

大明宮圖 The Daming Palace(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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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의 <대명궁도>는 역사상 가장 크고 장대했던 제

그 글 속에 나타난 구성궁의 모습은 원강이 그린 구성궁도에 고스란히 드

국 궁궐의 위용을 상상력을 가미하여 화려한 채색의 도움 없이도 수묵으로

러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렇다.

효과적으로 재현한 그림이다.
산에 관을 씌운 듯 전각이 솟구치고, 골짜기를 막아 연못
을 만들었네, 물 위 가로질러 들보를 걸치고, 바위 뚫어
원강이 그린 구성궁도

대궐을 세웠네. 높은 누각 빼곡하게 들어서자 긴 회랑 사

그런가하면 대형 병풍을 연상시키듯, 총 12권의 축화로 구성된 구성궁도는

방에서 일어나고, 전각들이 끝없이 펼쳐져 누각과 정자가

청대 화가 원강(袁江, ?~?)의 1691년 작품이다. 구성궁은 당대 황제들이 여

들쭉날쭉하네.

름 궁전으로 사용하던 이궁으로, 본래 수 왕조 때 지은 인수궁(仁壽宮)에서
그 유래가 시작한다. 당 태종이 수리 후 더위를 피하는 피서궁(避暑宮)으로

워낙 넓어서 회랑에서조차 말을 타고 달려야 겨우 둘러볼 수 있었다는 구

사용하면서 명칭을 구성궁으로 바꿨다. 당나라 정관(貞觀) 6년(632)에 태종

성궁의 광대한 면모는 원강의 <구성궁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제

이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던 중 물맛이 단 샘물을 찾아내고, 예천(醴泉)이라

1-9폭 중단에는 거대한 절벽 아래 자리한 구성궁의 전각이 보이고, 제6-9

이름 지은 뒤, 위징(魏徵, 580~643)에게 명문(銘文)을 짓게 하고 당시 명필로

폭의 전각 아래에는 인공축대를 쌓아 만든 드넓은 못이 보인다. 제9폭에

이름난 구양순(歐陽詢, 557~641)에게 글씨를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비

이르면, 못 가득 핀 연잎이 에워싼 누각이 보이는데 지붕 아래 벽면과 난간

석에 새겨 남겼는데, 바로 이 비석이 〈구성궁예천명(九成宮 醴醴泉銘)〉이다.

에는 산수화를 그려서 아름답게 치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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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袁江 九成宮圖 屏 The Palace of Nine Perfections(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이 그림의 성취는 정교하고 우아한
건물 묘사에만 있지 않다.
화가는 마치 신선이 노닐법한 이상적인
선계(仙界)의 풍경을 북송대 거비파 (巨碑派)
산수의 전통과 결합시켜 거대한 공간감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원근법을 적용한
정확한 계화 묘사 및 강렬한 명암 대비와
선명한 채색을 구사하여 건물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담하고 정확한 동시에 시적 정취도
기득하다.

이처럼 아름답게 치장된 건물 안에서 노니는 인물들은 혹 여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또 제7-12폭 하단에는 구성궁의 외곽에서 궁 안으로 들어오는 일군
의 인물들이 묘사되었다. 이는 궁궐에 살았던 인물들 중 누군가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행렬로 짐작할 수도 있다. 맨 앞, 무지개다리인 홍교(虹
橋)를

건너는 인물들 중 한 명을 양쪽에서 일산(日傘)으로 볕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가 무리들 중 우두머리일 것으로 보인다. 또 무리들 중 맨
마지막은 무사들로 짐작되지만 갑옷을 입거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미루어 전쟁터가 아닌 사냥을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일군의 무리들을 대명궁의 황제를 알현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신의 행렬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여하튼 이들 모두 하나 같이 말을 타고 있어서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구성궁의 면모를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동시에 그림 속 궁궐 전각은 화
가가 활동했던 청대의 궁궐건축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황색의 건물 기와,
전각 모퉁이 마다 화려하게 솟은 봉황 장식의 치미, 화려한 지붕 끝 절병통
(節甁桶)의 묘사는 베이징(北京)

자금성의 궁궐 전각과 닮아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성취는 정교하고 우아한 건물 묘사에만 있지 않다.
(巨碑派)

산수의 전통과 결합시켜 거대한 공간감을 만들어냈다. 동시에 원

사하여 건물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담하고 정확한 동시
에 시적 정취도 기득하다. 전각 내외에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궁인
들과 화사한 꽃나무들을 곁들여 시정(詩情)을 강조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원강의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17세기 후반부
터 18세기 전반까지 양저우(楊洲)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직업 화가이
다. 특히 정교한 계화로 이름을 얻어 황제의 부름을 받고, 베이징으로 불려
가 활동하기도 하였다. 거폭 혹은 다폭의 화면에 웅대한 산수와 고대의 궁
궐 혹은 강남의 이름난 원림을 배치시킨 원강의 궁궐누각도 양식은 이후
원요(袁耀)를 비롯한 원파(袁派) 화가들에게로 계승되었다. 원파의 궁궐누각
도는 초현실적인 배경에 동시대 청대 건축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
로 사실감 넘치는 건물 묘사에, 자연스러운 부감시 각도와 합리적인 원근
법의 적용으로, 건물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당 왕조의 황궁으로 쓰이던 대명궁과 피서궁으로 사용되던 구성궁은
모두 당 말기 이후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고대 왕조의 궁궐은 화가의 손끝
에서 이상경과 어우러져 영화로웠던 과거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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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을 적용한 정확한 계화 묘사 및 강렬한 명암 대비와 선명한 채색을 구

구성궁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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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는 마치 신선이 노닐법한 이상적인 선계(仙界)의 풍경을 북송대 거비파

182
183

구성궁도 부분

구성궁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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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흥사지

백제의 도읍지
글. 홍성화(건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역사학 교수), 사진. 변명환

초등학교 때의 부여 나들이
내 책상 서랍에는 빛바랜 흑백사진 한 점이 간직 되어 있다. 더러 얼룩이 졌
는가 하면 귀퉁이도 낡아서 헤졌지만 나에겐 소중하기 그지없는 사진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함께 부여를 돌아보다가 백마강가에서 배를

백제의 왕궁터는 어디인가
Where Are the Remains of the Royal Palace of Baekje?

타고는 낙화암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다. 그때 나는 초등학교 시절이
었고, 외할아버지는 항상 투박한 ‘로켓트밧데리’가 달린 큼지막한 라디오를
들고 다녔다. 그때가 1974년 여름이었었나 보다. 마침 그 라디오에서 미국
의 닉슨 대통령이 곧 사임할 것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가의 선산이 충남 공주였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나들이를 가곤 했었는

승자에게 침략과 전쟁의 명분을 주기 위한 승자에 의한 왜곡이었을 것이

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도회지가 아닌 시골은 아직 전

다. 실제로 『일본서기』에는 고구려 승려인 도현(道顯)이 지었다고 하는 「일

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다. 외갓집도 마찬가지여서 호롱불로 방을

본세기(日本世記)」를 인용하며 ‘백제가 스스로 망하였다. 임금의 대부인(大

밝힌 채 어두운 밤을 보냈다. 또 시골살림에 누에치기만 한 고소득이 없었

夫人)이

기 때문에 건넌방은 아예 누에들의 차지가 되어 꼬물거리며 뽕잎을 갉아

고 훌륭하고 어진 신하를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불렀다’라고 기록하

먹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한 생소함과 호기심은 공주에서 멀지 않

고 있다.

요사스럽고 간사한 여자로 무도하여 마음대로 국가의 권력을 빼앗

은 부여를 찾으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 고대의 역사를 밟아 떠

「일본세기」에 쓰인 내용이 당시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음

난 나의 첫발걸음이었지만, 찬란했던 옛 영광의 회고가 아닌 백제멸망의

탕과 파렴치로 덧칠된 의자왕에 대한 기록은 후세에 의한 조작일 수 있다.

아린 추억이었다. 어린 내가 무엇을 알았을까 마는 백마강을 떠다니는 뱃

이러한 내용은 소정방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정림사지의 석탑에 새겨진

전 위에 서서 660년 당나라의 군대와 싸우던 백제의 치열했던 격전의 현장

글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항차 밖으로는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

을 떠올리기도 했다.

로는 요부를 믿어 형벌이 미치는 바는 오직 충량에게 있으며 총애와 신임

외할아버지에게 멀리 강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던 바위가 무엇이냐

이 더해지는 바는 반드시 아첨꾼에게 있다(況外棄直信內信祓婦刑罰所及唯在忠良
寵任所加必先謟倖).’

성충(成忠)이나 흥수(興首)와 같은 충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해도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백제를 지키던 백강의

간사스런 요부의 말을 믿어 국정을 농단하였기에 나라가 평탄치 않고 어지

교룡 때문이었단다. 그래서 소정방이 직접 강 위에 있는 조룡대에서 용을

러웠다는 말이 된다. 아마 이 말이 사실일 듯싶다. 충신의 말을 듣지 않게

낚아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데, 용을 잡을 때 백마를 미끼로 삼았다고 해

만들고 전횡을 일삼았던 여인이 『일본서기』에서 의자왕의 처로 잠깐 등장

서 그 후부터 백강이 백마강이 되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의 설명을 자못

하는 은고(恩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자왕의 비도덕적인 혐의는 벗을

진지하게 들으면서도 긴가 민가 싶었다. 왜냐하면 어린마음에도 조룡대가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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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물었었다. 조룡대(釣龍臺)라고 했다. 당나라의 소정방이 수차례를 공격

부소산성과 너무나도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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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배를 타고 갔던 왕흥사
패자에게 덧 씌워진 굴레

이곡은 배를 타고 조룡대에서 서쪽으로 5리쯤 가면 강의 남쪽 언덕에 바위

다산(茶山) 정약용은 그가 만든 죽란시사(竹欄詩社) 모임을 함께 하던 원례

를 타고 올라온 것 같은 호랑이 발자국 모양의 호암(虎岩)이 있다고 했다.

한백원과 같이 백제의 고적을 구경한 적이 있다. 한백원은 부여 현령

또 그 서쪽으로는 천 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꼭대기는 천정대(天政臺)로

(元禮)

(縣令)을

지낼 당시 정약용을 초대하였으나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야 그와

백제 때에 하늘과 통할 수가 있어서 사람을 등용할 때마다 그 이름을 써서

함께 고란사(皐蘭寺) 아래에 배를 띄우고 조룡대(釣龍臺) 위에 올라간 적이

대 위에 두면 임금과 신하는 하늘이 그 이름에 낙점한 뒤에야 뽑아서 썼다

있었다. 그도 조룡대가 백제성 북쪽에 있으니 소정방이 조룡대에 올라왔다

고 한다. 『삼국유사』에도 호암사(虎岩寺)에 정사암(政事岩)이란 바위가 있는

면 성이 이미 함락된 것으로 어찌 눈을 부릅뜨고 안간힘을 써가면서 용을

데,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적에 후보자 3,4명의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고

낚을 필요가 있었겠는가하고 한탄한다.

봉해서 이곳 바위 위에 두었다가 열어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

이처럼 백제의 이야기는 세월 이 흐르면서 역사가 아닌 훗날 호사가

람을 재상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들의 흥밋거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아마 부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

지금도 낙화암에서 북쪽으로 1 킬로미터 쯤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

행문은 고려시대 목은 이색의 아버지인 가정 이곡(李穀, 1298~1351)의 「주행

면 범바위나루(虎岩津)가 나오고 이곳에서 빽빽한 송림 속의 산을 오르면

기(舟行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는 1349년(충정왕 1) 5월 16일에 진강(鎭

두 쪽으로 나뉘어 솟은 암반에 걸친 절벽이 나온다. 한쪽은 임금바위고, 한

원산(圓山)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부여성(扶餘城) 낙화암(落花岩) 아래에

쪽은 신하바위라 전하며 그 정상 천정대에서 정사암 회의를 했다고 한다.

江)

이르렀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여러 후궁들이 떨어진 절벽을 낙화암이
아니라 「백제고기」에 의거해 타사암(墮死岩)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곡의 「주행기」가 낙화암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기록일 것이다. 이때
까지도 아직 삼천궁녀 이야기는 없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제의 멸망
을 자초하였다는 이야기는 모두 패자(敗者)에게 덧붙여진 굴레일 수 있다.

강 건너 하류 쪽으로는 부소산성과 백제의 도성이 멀리 조망되는 곳이다.
글머리에 말한 서랍 속 낡은 사진은 낙화암 건너편 백마강가 모래톱
에서 찍은 것이다. 옛추억을 회상하며 그곳에 다시 돌아와 보니 부근에서
는 왕흥사지(王興寺址) 발굴이 한창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왕흥사에 대하여 ‘왕이 매번 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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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대

들어가 향을 피웠다’ ‘왕이 매양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절에 들어와서 그 형
승의 장려함을 감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최근 발굴 조사 결과 부소산성의 건너편에 목탑-금당-강당이 일직선

도읍지를 방어하던 나성(羅城)
한성 백제의 멸망 후인 475년 공주에 터를 잡았던 백제가 성왕(聖王) 16년
(538년)에는

다시 사비(泗沘)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그러

상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백제 사찰의 가람구조임을 발견했다. 또한 목탑지

고는 가야, 신라, 왜를 끌어들여 함께 고구려를 치고 한강 유역을 회복할 수

정중앙에서 명문 사리기가 출토되어 왕흥사의 건립연대가 그동안 7세기로

있었다. 『일본서기』를 통해서는 백제가 평양까지 올라갔던 흔적도 엿볼 수

알려진 것과 달리 577년 창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것도 새

있다. 이처럼 백제는 이곳 부여로 천도하고 중흥의 기회를 맞이했다. 지금의

롭게 확인하였다.

부여인 사비로 도읍을 정한 것은 그 입지조건으로 보나 시대상황으로 보아
백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커다란 몸부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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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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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바위나루

부소산성은 산 정상에 테뫼식 산성을 축조하고 그 주위에 또 산성을 두른

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나성이 사비성 전체를 에두르고 있었

복합적인 양식을 지닌 산성이었다. 게다가 시가지외곽은 나성으로 두르고

을까? 일단 북쪽과 동쪽은 인정되었지만, 아직까지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있으며, 서쪽 외곽은 백마강이 전체를 휘감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서쪽과 남쪽의 나성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애당초 부소산성을 둘러 서

할 수 있다.

쪽과 남쪽에도 혹여 백마강의 범람을 막는 홍수방지용 제방이라는 나성의

나성은 부소산성의 동쪽에서부터 청산성(靑山城)까지의 북 나성과 청

존재가 상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서・남 나성의 존재는 부정되고 있다.

산 성에서 남쪽으로 뻗어 능산리까지 이어진 동 나성으로 구성된다. 전체

그럼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조에는 주위가 1만 3천 6척인

길이는 6.3킬로미터에 달한다. 그 안에서 나온 토기가 대체적으로 6세기

옛 백제의 도성(都城)이 부소산을 쌓아 안고 두 머리가 백마강(白馬江)에 닿

전반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동 나성은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부터 만

았는데, 그 형상이 반달 같기 때문에 반월성(半月城)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동서로 30여 미터 남북으로 15미터 정도 되는 규모로 수부(首府)라고 쓰인
기와가 수습된 것으로 보아 왕궁 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한 관북지 유적에서 동쪽으로 부여여고 뒤편에 팔각정(八角井)이라는 우물
터가 있다. 1880년(고종 17년) 김복현이 객사를 새로 고쳐 지으면서 쓴 「부
풍관중수기(扶風館重修記)」에는 ‘객사 동정(東庭)에 소위 어정(御井)이라는 우
물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팔각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전으로 미
루어보면 이 일대가 왕궁터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시대 왕궁의 모습은 아직 알 길이 없지만, 백제 왕궁의 양식과 관
련해서는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 비록 한성시대의 백제 초기 기록이기는
하지만,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儉而不陋 華而不
侈).’

아마 사비성의 왕궁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지어졌을 법하다. 어쨌든

사비도성 전체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 점차 발굴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최근에도 관북리, 궁남지, 군수리, 능산리 일 대에서 남북
도로와 동서 도로의 교차점 유적이 확인되었다. 많은 부분이 후대에 오면
서 훼손되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백제 당시 도성에 일정한 규모
의 도로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2015년 부여는 공주, 익산과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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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물론 우리가 부여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지금껏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머
지 모른다. 백제는 한동안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한반도 남부의 중심 국
가였다. 정약용도 「백제론(百濟論)」이라는 글에서 백제는 삼국(三國) 중에서

정림사지 석탑 탁본

제일 강성 했지만 가장 먼저 망한 나라라고 비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성 백제의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지와 유물
이 출토되고 있어서 백제도읍지의 새로운 역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백
제역사유적지구’를 한성 백제 지역까지 확장했을 때야 비로소 백제의 역사

적고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이 내용이 맞는다고 한다면 반월성의

가 도 약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개발의 그림자에

두 머리가 백마강에 닿았다는 구절을 통해 서쪽에도 성이 있었던 것으로

눌려 언제 이루어질지 부지하세월이다. 맑았던 날이 갑자기 연신 구름으로

보아야 할 듯싶다. 어쨌든 과거에는 백마강의 강폭이 지금보다 좁았기 때

짓눌린 듯 어두워진다. 그럼에도 구름 사이를 부비며 언뜻언뜻 저녁놀의

문에 홍수방지의 나성이 지금의 제방보다도 더 백마강 쪽에 근접했을 수

붉은 빛줄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백제는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백제는 시작부터가 아닌 마지막부터 다가와서 백제에 대한 아픔과 애
수를 항상 간직하게끔 했다. 하지만, 이젠 백제의 시작을 보듬어야 할 때
다. 백제를 찾아 떠나는 길은 구름 속에서 비치는 한줄기의 빛과 같이 가슴

오리무중인 사비도성
한낮부터 부여의 도성을 외곽으로 돌다보니 도성 안으로 들어오자 어느새
점점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과 마주하게 되었다. 어디에 있을까? 나는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이며 백제의 마지막 왕궁터를 찾고 있었다. 물론 아직
사비성에 있었던 왕궁터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관북리에서 기
와로 쌓은 기단을 만든 후에 초석을 설치한 대형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뭉클한 희망을 찾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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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서조차 잊힌 백제를 우리는 충청도의 어느 한 고을에서만 찾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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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군상

중국의 도읍지
글. 이유진(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사진. 이지누

관중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을지니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천년고도 시안(西安)’에 관해서다. 중국에서 가
장 많은 왕조가 도읍했던 곳, 중국의 정체성이 상당 부분 이곳에서 빚어졌
다. 도읍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안전과 먹고사는 일에
있어서 시안은 탁월한 입지조건을 지녔다. 시안이 자리한 관중(關中, 관중)

중국을 빚어낸 천년고도

은 “금성천리(金城千里) 천부지국(天府之國)”, 즉 천연의 요새가 철옹성처럼

The Historic Capital that Forms China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항우와 유방이 대표적

길게 뻗어 있고 토지가 비옥하며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관중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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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용갱

인 사례다. 항우가 진나라의 도읍 함양(咸陽, 셴양)으로 들어가 승리에 도취

실크로드의 이름으로!

해 있을 때, 누군가 간언하길 관중을 도읍으로 삼는다면 패왕이 될 수 있다

장안이 세계적 명성을 누렸던 건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다. 실크로드를 연

고 했지만 항우는 이 말을 무시한다. 이후 초한(楚漢)전쟁이 펼쳐지고, 항우

한나라와 실크로드의 번영을 구가한 당나라, 장안에 도읍했던 두 나라는 ‘강

와 유방의 대결은 항우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천하를 평정한 유방은 장량

한성당(强漢盛唐)’으로 칭송된다. “서양엔 로마, 동양엔 장안”이라는 말처럼

의 간언을 받아들여 관중에 도읍하고, 수도의 이름을 ‘장안(長安, 창안)’이라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했다. 바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중국은 실크로드

고 명명했다. 장안, ‘오래도록 평안히 다스린다’는 소망이 반영된 명칭이

에 대한 영광스런 기억을 소환하는 중이다.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의 도

다. 이름 덕분일까. 장안은 오래도록 화려한 명성을 떨치게 된다.

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신(新)실크로드 전략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200

201

병마용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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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청궁 장생전(長生殿)

“구중궁궐 궁문이 열리고 만국의 사신이 황제에게 절을 올린다”라고 왕유

활이 눈부시다. 중국이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과 공동으로 신청한 결과,

가 노래했던 대당제국의 권위를 재현하는 것,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

실크로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14)되었다. 총 33개의 등재

축하기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 바로 ‘일대일로’ 전략이다. 시진핑은 취임 연

유산 중에서 22개가 중국에 속하고 그 가운데 5개가 시안에 있다. 미앙궁

설(2013)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국정 캐치프레이

(未央宮, 웨이양궁)

즈로 내걸었다. 같은 해 그는 일대일로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아시아·유럽·

타), 소안탑(小雁塔, 샤오옌타), 흥교사탑(興敎寺塔, 싱자오쓰타)이 바로 그것이다.

아프리카 각국의 교통·통신·물류 네트워크가 전례 없이 긴밀하게 구축되는

이로써 시안은 기존의 세계문화유산인 진시황릉(秦始皇陵, 친스황링) 및 병마

중이다. 중국이 그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兵馬俑, 빙마융)과 더불어 총 6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 ‘실크로드’의 이름으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에서도 실크로드의 부

유적지, 대명궁(大明宮, 다밍궁) 유적지, 대안탑(大雁塔, 다옌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한다.

진시황릉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는 1974년에 발굴된 병마용갱
이 있다. 8천여 점에 달하는 병사와 말은 진시황의 욕망을 고스란히 반영
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모든 것을 성취한 진시황은 ‘영원’으로 눈길을 돌
렸다. 그는 불사약을 그토록 갈구하면서도 저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군
단을 만들었다. ‘황제’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가 진시황이다. “짐
은 최초로 황제가 되었으므로 시황제(始皇帝)라 칭하고 후세는 이세·삼세
로 이어져 만세에 이르기까지 길이 전해지도록 하라”고 했지만, 정작 만세
는커녕 삼세에서 진나라의 운명은 끝이 나고 말았다. 병마용 박물관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 홍문연(鴻門宴, 훙먼옌) 유적지가 있다. 기원전 206년,
항우가 유방에게 연회를 베풀었던 곳이다. 마오쩌둥은 항우의 실책 가운데
하나로 그가 홍문연에서 유방을 놓아준 일을 꼽았다. 그날 만약 항우가 범
증의 말을 받아들여 유방을 죽였다면 천하는 항우의 차지가 되었으리라.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항우의 자만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화청궁 온천

유방은 해하에서 항우와의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하고 황제에 즉위한다. 그로
부터 3년이 지난 기원전 199년, 유방이 반군 세력을 치러 출정한 사이에 승상
소하는 장안에 미앙궁을 축조하기 시작했다. 바로 전해에 장락궁(長樂宮, 창럭
궁)이 완공되었던 터라 어찌 보면 불필요한 낭비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넘볼

인생은 짧고 욕망은 끝이 없나니
서주·진·전한·신·후한·서진·전조·전진·후진·서위·북주·수·당, 13개 왕

동맹을 맺고자 서역으로 떠났다. 장건의 서역 원정은 실크로드 개통의 계기이
기도 하다.

조가 이곳에 도읍했다. 뭐니 뭐니 해도 시안을 대표하는 시대는 진·한·당이
다. 이들 통일왕조의 자취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는 궁전과 능이
열렸으되 닫힌 공간

다.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한다. 으리으리
한 궁궐도 지금은 그 터만 남았고, 천하를 호령한 황제도 결국 무덤 속 한줌

시안 다칭루(大慶路) 서쪽 끝에는 낙타 대상을 표현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

흙으로 돌아갔다. 『인생은 짧고 욕망은 끝이 없다』(파트리크 라페르)는 책의 제

다. 실크로드 개척 2100주년 기념상이다. 기념상이 위치한 곳은 당나라 장

목처럼, 이곳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파편이다.

안성의 개원문(開遠門)이 있던 지점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따르면, 바

아방궁과 진시황릉의 주인공 진시황은 끝없는 욕망의 화신에 다름 아니다.

로 이곳에서부터 서쪽 1만2천리까지가 모두 당나라 영토였다고 한다. 명실

그는 각국을 멸망시킬 때마다 함양 일대에 그 나라의 궁전을 그대로 본떠

상부한 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장안성에는 3개의 궁전 건축군이 있었다. 태

서 지었다. 진시황은 다른 나라에게 사신(死神)과 같은 존재였다. 여섯 나라

극궁(太極宮, 타이지궁)·대명궁·흥경궁(興慶宮, 싱칭궁)이다. 남북 중심축 북쪽

는 사신을 피하고자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그 최

에 태극궁이 자리하고, 대명궁은 태극궁의 동북쪽, 흥경궁은 태극궁의 동

종적 결과물을 우리는 ‘중국의 통일’이라고 부른다. 마오쩌둥은 진시황을

남쪽에 자리했다. 대당제국을 상징하는 궁전은 바로 ‘대명궁’이다. ‘실크로

두고 “공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바로 통일의 업적 때문이

드의 동방 성전’이라 불리는 대명궁, 그 규모는 베이징 자금성의 4.5배에

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그는 문자·도량형·화폐를 통일했을 뿐

달했다.

만 아니라 장성을 쌓음으로써 비(非)중국 세계에 맞선 ‘중국’이라는 정체성

이제부터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장안성의 전체적인

을 창출했다. 통치 영역이 확대되자 황제의 공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진시

모습을 내려다보자. 잠시 시간여행을 한다고 상상하시길. 동서 9.7km, 남

황은 이전의 궁전이 작다며 새 궁전을 짓기 시작한다. 바로 사치의 대명사

북 8.6km에 달하는 장안성의 내부는 마치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있다. 남

‘아방궁’이다. 진시황릉의 규모는 또 얼마나 대단한가! 진시황릉이 언제

북 중심축에는 폭이 150m에 달하는 주작대가(朱雀大街)가 뻗어 있다. 오로

발굴될 것인지, 그 내부가 어떤 모양새일지 자못 궁금하다.

지 황제를 위한 길이다. 5m가 넘는 성벽이 장안성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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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기원전 139년, 장건은 바로 미앙궁에서 한 무제의 명을 받고 월지와

204

수 없는 천자의 위엄을 드러내는 상징적 건축이 필요했기에 미앙궁을 지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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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은도서관내 「현장영귀도」 부분

그 안에 바둑판처럼 구획된 각 ‘방(坊)’ 역시 2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이에 두고서, 양대 시장인 동시(東市, 둥스)와 서시(西市, 시스)가 마주보고 있

있다. 아침 종소리에 방의 문을 열고 저녁 북소리에 방의 문을 닫는다. 방

다. 동시는 주로 고관을 타깃으로 삼고, 서시는 실크로드를 통한 국제무역

의 문이 닫힌 뒤에는 거리로 나갈 수 없다. 총 108개의 방은 각기 차별화된

의 중심지다. 중앙아시아·서아시아를 비롯해 신라·일본 등지에서 온 상인

공간이다. 부와 신분에 따라 거주하는 방이 다르다.

들이 서시 근처에 거주한다.

궁전 근처인 북쪽에 유력인사들의 저택이 밀집해 있고 인구밀도 역시

서시는 이국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로 성황을 이룬다. 특히 페르

높다. 남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는 희박하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서남

시아 계통의 호희(胡姬)가 있는 술집은 장안 사내들의 혼을 빼놓는다. 대갓

쪽의 어떤 방은 심지어 호랑이까지 출몰한다. 동서로 나눠서 보자면, 장안

집 자제들은 호희를 보기 위해 백마 타고 서시로 내달린다. 서역의 상품과

성 동쪽은 권세가들의 공간이고 서쪽은 상인들의 공간이다. 주작대가를 사

패션과 오락과 음악과 음식이 장안을 휩쓸고 있다.

흥교사 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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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실크로드라는 ‘열린 길’의 기점인 장안, 그 내부
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방으로 사람들을 구속한 ‘닫힌 공간’이다.
장안의 풍요로움 역시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다. “부잣집에서는 술
과 고기냄새 진동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뼈가 나뒹구는구나”(두보), ‘열
렸으되 닫힌’ 장안의 민낯을 시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두보는 오래도
록 떨어져 지내던 처자식을 만나러 가던 중에 장안 동쪽의 여산 기슭을 지
나게 된다.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종과 양귀비가 와 있던 화청궁
(華淸宮, 화칭궁)이다.

역대 제왕들이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 찾던 곳, 바로 화청지(華淸池, 화
칭츠)다.

화청지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그곳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두보의 귓가에 들려온다. ‘저기서 온천욕과 잔치 즐기는 이는 죄다
권세가들이고 평범한 백성은 한 명도 없을 테지.’ ‘저들이 하사받은 비단
은 죄다 가난한 집 아낙네가 만든 것이고 그 아낙네 남편이 매 맞으며 강제
로 빼앗긴 것 아닌가!’ 그는 이렇게 토로한다. “부잣집에서는 술과 고기냄
새 진동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뼈가 나뒹구는구나! 부귀와 빈곤이 이렇
게 지척 사이에 다르다니.”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건 어린 아들
이 굶어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두보의 시 「장안에서 봉선현으
로 가는 길에서의 감회(自京赴奉先縣詠懷)」가 증언하는 이야기다. ‘극과 극’
의 삶의 현장이 대당제국의 장안이었다. 화청지를 현종과 양귀비의 낭만적
사랑의 장소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은사 대안탑과 현장스님

209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장안의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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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교사 현장탑

흥교사 원측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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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城墙)

진리를 갈망한 사람들
당나라는 불교의 황금시대였다. 그 중심에, ‘구도(求道)의 길’을 떠났던 이
들이 있다. 진리를 깨치고 중생을 계도하겠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서천(인

여행, 중국의 유식종 탄생, 신라의 유식종 탄생이라는 동아시아 불교사의
일련의 중요한 사건이 압축된 상징물이다.
현장의 두 제자 규기와 원측은 유식학의 쌍벽을 이루었다. 규기의 유

이끌었다. 자은사(慈恩寺, 츠언쓰) 대안탑은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식학은 자은사를 중심으로 형성·전승되고, 원측의 유식학은 서명사(西明寺)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천복사(薦福寺, 젠푸쓰) 소안탑은 의정이

를 중심으로 형성·전승되었다. 두 학파 간에는 관점의 차이가 극명했던 만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육상 실크로드를 통

큼 많은 쟁론이 펼쳐졌다. 공교롭게도 원측과 그의 제자 도증·승장은 모두

해 인도에 다녀온 현장,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 다녀온 의정, 두 사

신라인이었다. 외국인이었던 원측이 장안의 대표적 사찰인 서명사의 대덕

람은 귀국 후 불경 번역에 헌신했다. 특히 현장은 경전 번역을 기반으로 유

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요소가 작용했다. 원측의 탁월한 실력, 외국인

식종을 창시하게 된다. 존재의 궁극을 부처님 말씀에서 찾고자 했던 이들

에게 관대했던 당나라의 문화적 분위기, 그리고 측천무후의 전폭적 지지가

에게 경전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있었다. 측천무후는 명승들의 강론이 펼쳐질 때마다 원측이 가장 먼저 강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구도의 길이자 깨달음의 과정이었을 터. 흥교사

론하게 했다고 한다. 신라에서 여러 번 원측의 귀국을 요청했지만 측천무

에는 그 구도의 길을 함께했던 현장과 원측과 규기의 사리탑이 나란히 모

후의 거절로 번번이 무산되었고, 원측은 세상을 뜨기까지 내내 당나라에서

셔져 있다. 당삼장탑을 가운데 두고 그 양쪽으로 측사탑(測師塔)과 기사탑

지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도증이 신라로 돌아와 태현에게 유식학을 전함

(基師塔)이

으로써 신라의 유식종이 성립된다.

도)으로

있는데, 이를 아울러 ‘흥교사탑’이라고 한다. 이는 현장의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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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족거리

시안의 이야깃거리는 끝이 없으리
도읍지로서 장안의 역사는 당나라로 끝을 맺는다. 그런데 이곳을 ‘시
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명나라야말로 이곳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1369년에 주원장은 봉원로(奉元路, 펑위안루, 원나라 때 시안의 명칭)를 함락
한 뒤 봉원로를 서안부(西安府, 시안푸)로 개칭했다. 시안을 상징하는 성
벽·종루(鐘樓, 중러우)·고루(鼓樓, 구러우)도 주원장과 관계가 깊다.
일찍이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머물렀던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
록』에서 시안의 “매우 두껍고 높은 성벽”을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보았
던 성벽은 당나라 말 한건이 이전의 수·당 시기 성벽을 개축한 것이다.
주전충에 의해 장안이 철저히 파괴되면서 성벽 역시 훼손되었기 때문
에 개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한건이 개축한 장안성의 규모는 원래
당나라 장안성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후 주원장 때, 일찍이 한건이
개축했던 성벽의 서쪽과 남쪽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고 동쪽과 북쪽으
로는 성벽을 크게 확장해 새로 축조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의 시안 성
벽이다. 높이 12m, 아래쪽 폭은 15~18m, 위쪽 폭은 12~14m에 달하
는 철옹성이다. 시안을 찾는다면, 길이 13.74km의 성벽 위를 꼭 한바
퀴 돌아보시길! 천천히 거닐어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서 바람을 가르
216

는 것도 좋다.
서 사거리가 합류한다. 종루가 만들어진 건 주원장 홍무 13년(1384)이
다. 종루에서 서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자리한 고루는 종루보다 4
년 먼저 만들어졌다. 그 옛날 사람들은 종소리에 하루를 열고 북소리에
하루를 마감했다. 그들에게 종루와 고루는 삶의 일부였다. 지금도 아
침저녁으로 종소리와 북소리를 들을 수 있다. 2007년부터 ‘아침 종과
저녁 북(晨鐘暮鼓)’ 울리기가 시행된 덕분이다. 100여 년 전 청나라의 멸
망과 함께 사라진 전통의 부활이다.
고루 근처에는 회민가(回民街, 후이민제) 즉 회족거리가 형성되어 있
다. 현재 이곳의 거주민은 주로 원나라 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건너온 색목인(色目人)의 후손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
켜가고 있다. 시안의 대표적인 청진사(淸眞寺, 칭전쓰, 이슬람 사원) 두 곳
도 회족거리에 있다. 회족거리 야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종루·고루
일대의 멋스러운 야경도 놓치지 마시길. 종루에서 20분 거리의 비림(碑
林, 베이린)박물관

역시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이다. 서예에 관심이 있다

면 더욱 그렇다. 우세남·저수량·구양순·안진경 등 내로라하는 대가의
친필 석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비석의 숲’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수많은 비석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당나라 때 이미 기독교(네스토리우스교)가 중국에 전파되었음을 말
해주는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流行中國碑)’도 바로 이곳에 소장되
어 있다. 유가의 12경을 새긴 개성석경(開成石經), 『효경』을 새긴 석대
회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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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의 랜드마크 종루는 시안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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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군상

효경(石臺孝經)도 비림박물관의 하이라이트다. 시안은 명나라의 도읍지가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貨殖列傳)」에서 “관중의 땅은 천하의 3분의 1이

될 뻔하기도 했다. 관중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지세를 갖추고 있

고 인구는 10분의 3에 불과하지만, 그 부는 10분의 6을 차지한다”고 했다.

다는 상서가 올라오자, 주원장은 시안으로 천도할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했

오늘날 관중은 중국 서부 대개발의 핵심지역이다. 산시성 중부와 간쑤성

다. 그런데 태자가 갑자기 병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태자

동남부를 포괄하는 ‘관중-톈수이(天水) 경제구’는 하이테크산업 기지와 화

의 죽음에 심한 충격을 받은 탓에 천도라는 큰일을 진행할 힘도 마음도 사

하(華夏)문명의 기지를 동시에 구축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과거 실크로드

라졌던 것이다. 시안이 명나라의 도읍지가 되었다면, 또 얼마나 많은 자취

의 동방 기점이었고 지금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핵인 시안이 있다. 천

와 이야깃거리가 더해졌을까.

년고도 시안이 앞으로 과연 어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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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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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라궁터

일본의 도읍지
글. 홍성화(건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역사학 교수), 사진. 이지누

해 뜨는 아침의 땅, 아스카
답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겼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여서 점점 궁금증이 더해 갔던 그것은 무너져
버린 옛 절터였다. 그곳에 서면 너무도 막막했기 때문이다. 이미 인구에 회

아스카와 나라의 고대 궁터
The Ancient Royal Palace Ruins of Asuka and Nara

자되어 이름난 명승지처럼 화려하고 호사스럽게 다가오는 절터들도 있었
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텅 빈 공간 속에서 옛 일의 향취를 되새기며 나만의
시각으로 역사의 시간들을 음미할 수 있는 절터들이 때로 정감이 갈 때가
많다.

지난 달, 오랜만에 다시 나섰던 고대 일본의 도읍지 순행(巡行)도 그랬다.
말은 도읍지 순행이었지만 어쩌면 폐사지(廢寺址) 답사와 진배없었다. 폐허
의 공간들이 지니는 독특한 한가로움은 발길 멈추는 곳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상상력 속으로 들어 와 꽉 채워 주곤 했다.
요즈음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도읍지란 간략하게 말하면 한 나라
의 군주가 거처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물론 이는 군주의 주거지뿐만 아니
라 국가 행정과 의례를 위한 시설과 관인들이 거주하는 공간도 아울러 지
칭하는 용어일 터이다. 일찍이 중국의 경우는 진(秦)나라 때부터 셴양(咸陽)
에 궁(宮)과 경(京)을 성으로 쌓아서 도성을 만들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
찬가지였는데,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군주가 바뀔 때마다 왕궁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조성되는 특이한 점이 목격된다.
물론 초기의 기록들은 신화나 전승에 따라 기재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서인 『고사기』
와 『일본서기』에 의하면 초기의 왕궁은 대체적으로 야마토(大和)라고 하는
지역에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마토는 지금의 나라(奈良) 지역 동
남부인 마키무쿠(纏向)나 사쿠라이(櫻井), 시키(磯城) 일대를 말하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근에는 소위 왕릉이라고 하는 앞이 네모지고 뒤가 둥
224

근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 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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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592년 최초의 여왕인 제 33대 스이코(推古) 때부터는 아스카(飛
지역에 왕궁이 집중적으로 조영되고 있다. 물론 이때도 한군데에 지속

적으로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아스카 내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궁
을 새로이 짓고 있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일본의 도읍지 답사
는 아스카를 우선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고문헌에서는 아스카를 飛鳥, 明日香, 安宿, 阿須加로 기록하
고 있다. ‘아스’는 아침, 내일을 뜻하며 ‘카’는 곳이라는 일본 고어이다. 따
라서 아스카는 아침의 땅 곧 명일향(明日香)이다. 비조(飛鳥)의 비(飛)도 이
두식으로 읽으면 날, 조(鳥)의 새김은 새, ‘날새’, 이러한 해석으로 아침의
땅이라 보는 설도 있다. 어쨌든 안숙(安宿)이라는 표현과도 같이 아스카에
만 오면 왠지 푸근하고 편안함이 느껴진다. 이곳이 고대 일본 역사의 산실
이면서 동시에 이 시기 백제로부터 전해졌던 많은 문화적 영향으로 우리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스카 지역의 지형은 주변이 구릉에 둘러싸여 있어서 크게 보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 백제로부터 지대한 영
향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은 물론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도읍을
방어에 유리한 지역에 만들었던 듯싶다.
실제 백제가 멸망한 이후 신라와 당나라가 대한해협을 건너 쳐들어올
것이 두려웠던 왜는 백제 도왜인(渡倭人)의 기술로 서부 일본 곳곳에 산성
등 방어 시설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도유라 궁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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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로 바뀐 궁궐들

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궁을 옮기면서 궁궐 건물이 그대로 사찰로 전용

아스카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도유라궁(豊浦宮, 592~603년)으로 향했다.

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궁의 핵심시설이 그대로 사찰의 대웅

아마 이 시기 왕궁이 아스카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소가씨(蘇我氏)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곳으로 옮긴 스이코는 어머

스이코에 이어 일본의 두 번 째 여왕인 제37대 사이메이(齊明)가 거주

니가 소가씨의 딸이었고, 당시 영향력이 컸던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의 저

했던 아스카 가와라궁(飛鳥川原宮, 655~656년)도 후대에 가와라사(川原寺)로

택이 아스카 남쪽에 위치해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가씨의 원찰인 아스카사

바뀌었는데, 지금은 폐사지가 되어 대리석의 초석과 기단만이 당시의 모습

아스카 북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603년 궁이 이전된 뒤 도유라

을 회상케 한다. 또한 제 34대 죠메이(舒明) 왕조에 건립했다는 백제궁(百濟

(飛鳥寺)가

사(豊浦寺)로 바뀌었고 지금은 고겐사(向原寺)라는 조그마한 사찰로 바뀌어

宮, 640~641년)과

백제대사(百濟大寺)는 지금은 기비지(吉備池)라는 연못으로

바뀌어있지만, 1997년 발굴조사에서 금당 터와 목탑 터 등이 나왔다고 한

宮, 694~710)의 텅 빈 모습도 먼발치에 보인다.

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궁이 사찰이 되거나 궁과 사찰을 나란히 지은 예를

『일본서기』에는 과거 신라 사신이 이곳을 지날 때 우네비산과 미미나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사원과 왕실이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었다

시산을 사랑해서 ‘우네메하야, 미미하야’라고 소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는 증거이다. 아마 당시 불교가 왕권과 국가를 수호하는 정치적인 이념으

를 곁에서 들었던 일본인이 우네메(采女)라는 말에 신라인이 궁녀와 정을

로의 기능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하였다고 생각하고는 문초하였다고 한다. 이후 곧바로 신라인이 발음을

아스카 지역에 많은 궁이 조성되었지만, 최근의 발굴을 통해 제 34

잘못해서 생긴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기록이 사

대 죠메이(舒明) 시대의 아스카 오카모토궁(飛鳥岡本宮, 630~636년)과 고교쿠

실이든 아니든 간에 ‘야마토 삼산’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라

당시의 아스카 이타부키궁(飛鳥板蓋宮, 643~645년), 일본 최초로 천황

분지 아스카 주변에서 가장 특색 있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의 명칭을 사용한 제 40대 텐무(天武), 제 41대 지토(持統)의 아스카 기요미

다.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고을에 일산(日山), 부산(浮山), 오산(吳山)이라

하라궁(飛鳥浄御原宮, 672~694년) 등이 모두 아스카 동남부의 동일 지역에 위

는 산이 있어 백제가 전성하던 때에 신들이 산 위에 살면서 서로 끊임없이

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실 고대 동아시아에는 각각 지배자가 거주하는

왕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에도 백제의 도읍이었던 부여를 둘러싸고

공간적 장소를 도(都), 수도(首都), 도성(都城), 경(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

금성산(金城山), 부산, 오산의 삼산이 있다. 아마 일본의 경우도 백제의 도

렀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주로 궁도(宮都)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

읍을 본떠서 후지와라궁을 만들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겠다 싶다.

(皇極)

한 용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고대 일본의 특수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다.
이렇게 궁을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 목조 건축의 내구성 때
문에 새로이 궁을 지었다고 보는 입장이나 부왕(父王)의 죽음이라는 부정

이 최대의 내전인 임신(壬申)의 난(672년)을 거치면서 정권의 안정과 중앙집
권국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고대국가의 완성
단계라는 율령(律令) 국가를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아스카 기요미하라궁에서 율령 중에 영(令)에 해당하는 기요

로 당시에는 부부의 거처가 따로 있었고 이 때문에 부자가 별거하는 관습

미하라령(浄御原令)을 689년에 제정, 시행하고 급기야 694년에 후지와라경

에 따라 즉위하는 아들의 궁이 왕궁이 되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

(藤原京)을

다. 아들이 처가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져 그 거주지가 새로운 왕궁이

기는 전통이 종지부를 찍고 정식으로 도읍을 만들어 처음으로 동아시아와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만연했던 모계(母系)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

유사한 도읍지 변모를 갖추게 된다. 지금 후지와라궁터는 광활한 대지만을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 오랫동

남긴 채 중요한 정치, 의식을 거행했던 대극전(大極殿) 자리에 붉은 기둥이

안 자식이 처가에서 길러졌던 모계 사회 관습이 남아있었듯이 말이다.

박혀져 당시의 일부 모습만 회상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율령의 편찬 작업

건설하게 된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대가 바뀔 때마다 궁을 옮

어쨌든 왕이 바뀔 때마다 지역을 달리해가며 왕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은 계속되어 701년이 되는 해에 이곳 후지와라궁에서 다이호율령(大寶律令)

그 만큼 아직 일본의 도읍지 체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다는 것을

에 따라 최종적으로 율령이 완성된다. 율령제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건설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도읍의 체제가 완비되었다면 자주 관인들의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료 기구 및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실질적

공간을 비롯한 관련 부대시설과 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인 율령국가가 되어 제도적인 확립이 이루어지자 많은 관청 시설도 필요하

이기 때문이다.

였고 관료의 수도 증가하여 그들의 가족이 거주할 공간도 필요하였다. 그
래서 제 43대 겐메이(元明)가 즉위하자 새로운 도읍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710년 나라분지 북쪽 지대인 헤이죠경(平城京, 710~784년)으로 천도하
아스카 삼산과 부여의 삼산

게 된다.

아스카의 서쪽으로 가면 아마카시노오카(甘樫丘)라는 150미터도 안 되는 나
지막한 언덕이 있다. 그곳에 오르면 전망대가 있어서 아스카 일대가 잘 조
망된다. 동쪽 방면으로는 일본 최초의 사원인 아스카사가 눈앞에 들어오고
남동쪽으로는 멀리 아스카 이타부키궁터 일대의 평원도 살필 수 있다.

아스카를 떠나 다다른 나라
헤이죠경으로의 천도 배경으로는 율령체제에 적합한 도성을 만들기 위해

북서쪽 방면으로 눈을 돌리면 가시하라(橿原) 시내가 훤히 보이고 소

당의 장안성(長安城)을 모델로 하여 설계하였다는 견해가 자주 인용되는 편

위 ‘야마토의 삼산(三山)’인 우네비산(畝傍山), 미미나시산(耳成山), 아마노카

이다. 물론 당시 견당사(遣唐使)의 파견 등으로 중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들

구산(天香久山)이 한 눈에 들어오고, 그 가운데에 자리 잡은 후지와라궁(藤原

어왔을 것이고 이를 모방하여 나라 지역에 새로운 도읍을 계획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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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양한 설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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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がれ·汚れ)을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3년 백촌강 전투로 위기감에 휩싸였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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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부키 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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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죠경의 건물지 기둥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옮긴 데에는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전반적으

80여년 만에 떠난 화려했던 헤이죠궁

로 후지와라경 일대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경사 지형이다. 게다가 주

그렇게 화려했던 헤이죠경도 점차 많은 문제점을 잉태되어 드러났다. 항상

위가 ‘야마토의 삼산(三山)’으로 둘러싸여 움푹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었기

화려한 면이 있으면 어두운 그늘이 있게 마련. 호사스런 도시의 그늘에는

때문에 궁 주변으로 오물 등 유수가 흘러들어 위생상의 문제를 초래했다.

항상 범죄와 빈곤, 전염병 등이 뒤따랐다. 헤이죠궁의 주작문 아래에서 대

『속일본기』에도 ‘악취가 진동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발굴

규모의 액막이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 흔적으로 궁성문 앞 도랑에서 제사용

결과 다양한 형태의 회충, 편충, 간디스토마와 같은 기생충의 알이 검출되

구로 보이는 인형, 목제품이 발견되었다. 당시 역병과 악을 퇴치하려는 적

기도 했다. 식수가 오염되고 주변 농산물이나 하천의 어류도 감염되어 더

극적인 액땜 행위이다.

이상 이곳에서 주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우

시신의 처리도 문제가 되었으며 도읍지 내 도로나 관사 등지를 제대

리가 인간의 역사를 논하면서 오물, 분뇨, 배설물, 악취와 관련된 사안을

로 청소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

애써 간과해왔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실생활과 직결되어 우

나 역병, 배수 시설, 상수원과 하수도의 처리는 도시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

리 인간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데도 말이다. 도읍을 건설하거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나 옮기는 데에 있어서도 분뇨와 오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약 80 여 년간 도읍지로 지속되었던 헤이죠경을 떠

옮겨진 헤이죠경은 지금의 나라시 일원을 중심으로 동서 4.3킬로미

나 지금의 교토(京都)인 헤이안경(平安京)으로 옮기는 이유가 되었을 터이

터, 남북 4.7킬로미터의 장방형 도성으로 구성되었다. 북쪽 중앙에 궁성을

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헤이죠궁도 보존보다는 철도 차량 기지 건설과 국

두고 중앙에 남북으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를 건설하였다. 『속일본기』에는

도 통과 문제 등 개발의 몸살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민적인 보

헤이죠궁에서 즉위한 제 45대 쇼무(聖武) 시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존운동이 시작되어 헤이죠궁 전역이 지켜지게 되었고 이후 발굴 성과로 인
해 고대 도읍지의 면모가 조금씩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판자로 벽을 만들고 풀로 지붕

를 자세히 알지 못하다가 1954년에 시작된 발굴을 통해 지금의 나니와궁

을 이은 집은 짓기도 어렵고 부서지기 쉬어서 헛되이 백성의

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사카성 앞에 위치한 나니와궁은 바닷길을

재물을 없앨 뿐이오니 청컨대 능력이 되는 자는 기와집을 짓

통해 외부 세계와 교역하기 좋은 자리여서 국제 정세의 정보를 독점할 수

고 붉고 희게 칠하도록 하소서.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권위가 약해 정치적인 변혁기에 잠시 도읍
이 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크고 화려하게 만들

원래 나니와궁터는 주변이 주택가였는데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5

어야 하는 것이 당시 일본의 입장이었던 듯싶다. 그래서인지 헤이죠궁에는

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유적공원을 조성하였다. 더군다나 주위에 오사카

다른 곳과 달리 정치의 중심 시설인 대극전과 조당원(朝堂院)이 동서로 각

역사박물관과 오사카 NHK 방송사 건물이 들어섰지만, 건물 내부나 주변

각 2개씩 구획되었음이 밝혀졌다. 나라시대 전반, 중앙에 제1차 대극전을

에 원래 자리에 있었던 대형 창고의 기둥 자리를 바닥에 원형으로 표시하

건립하였고 나라시대 후반에 동쪽으로 제2차 대극전을 건립하였는데 점

기도 했고 지하에는 일부 기둥 자리를 볼 수 있도록 견학코스를 만들어 놓

차 향연 장소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는 2010년 제1차 대극전 일원을 정

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화재 보존의 예는 향후 도시 지역 문화재 보존과 개

교하게 복원하여 옛 위용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내겐 전혀 감흥이 느껴지

발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 않는다. 2시간 남짓 되는 동안 뜨거운 햇발 아래에서 헤이죠궁 일원의

우리에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의 도읍지가 많다. 특히 백제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옛 일을 반추해보았지만, 오히려 기단만 남아 있는

초기 도읍지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부분의 역사가 감춰져

동쪽의 제2차 대극전 구역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왜일까? 아마 무너져

있다. 하지만, 북적거리는 빌딩 숲의 위용보다는 원래 제자리의 모습을 그

버린 애틋한 상념이 나의 마음 씀씀이를 닮았기 때문이리라.

려보고 싶다. 그러하기에 나는 종종 보이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제는 이미 떠나버린 연인처럼 저물어 버린 옛 일이 되어버렸을는지

에 서서있기를 즐긴다. 과거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영화와 쇠락을 상상하

몰라도 나직이 느껴지는 들판의 향내가 스러져 가는 그리운 마음을 더욱

면서 그 빈 공터에 마음의 기단을 쌓고 기와를 올리는 일을 되풀이 하는 것

불러일으키고 있다. 잡풀이 나뒹굴고 있는 빈 공터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이다. 지나간 영광의 세월을 홀로 훔치듯 말이다.

기둥을 올리고 기와를 켜켜이 쌓아올리는 편이 오히려 마음의 위안으로 다
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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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에 있었던 나니와궁(難波宮, 전기 651~655년, 후기 744년)도 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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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이 조회하는 곳이니 장대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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