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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라메길과 경허로, 서산 마애삼존불을 보며

하루 밤 자고 나니 세상이
하루 밤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뀐 것 같다. 갑자기 벚꽃이 만개 하였기
때문이다. 남향의 아파트 담벼락에 핀 벚꽃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자신의 존재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벌써 수 년째 이 벚꽂나무를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개화시기가 무척 빠르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핀 벚꽃이 4.3 총선거
때라 기억 된다. 국회의원 선거 날에 벚꽃이 피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늦게 피었다. 심지어 어느 해의 경우 4 월
중순경에 핀 때도 있었다. 벚꽃 개화시기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이
벚꽃나무에 가슴설레이는 하얀 꽃을 보니 봄이 확실히 온 것이다.
당일치기 관광여행을 다녀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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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당일치기 관광여행을 다녀왔다. 인터넷으로 예매한 당일치기
여행상품으로서 서산지방이다. 그래서 마애삼존불, 개심사, 해미읍성,
동부시장을 다녀 왔다.

교대역에서 출발하였다. 사십인승 전세버스에 약 삼십이삼명이 참여
하였다. 이제까지 삼사순례 등에서 보는 것 처럼 나이 든 시니어 세대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가 특징이다. 주로 가족단위인데 특히 20 세대의
아가씨들이 많았다.
이번 당일치기여행은 일종의 역사문화탐방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가는
곳 마다 ‘문화재해설사’가 등장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심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가이드가 한명 있긴 하였지만 인원점검만
할 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현지에 있는 문화재
해설사에 의존하는 것이다.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계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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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당일치기여행상품은 좀 독특한 면이 있다. 그것은 여행사와
지자체가 연계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상품권’이다. 여행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오천원짜리 상품권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서산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으로 상품권을 나누어 주는 것은
여행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살 때 오천원
이상의 구매를 유발하기 위한 제도라 보여 진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무상으로 주는 대신 관광객들이 해야 할 일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영수증을 가이드에
제출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상품권을 주는 대신 점심을
먹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인정되는 시스템처럼 보인다.
당일치기여행상품은 인당 2 만 5 천원이다. 그러나 무상으로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실제적으로 2 만원에 여행하게 되는 셈이 된다. 해가 감에
따라 당일치기 여행도 개념이 바뀌고 진화해 가는 것 같다.
꼭 보고 싶었던 서산마애삼존불
교대역에서 8 시 15 분에 출발하였다. 첫 목적지 삼존마애불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 10 시 가 되었다. 이후 이동시간을 제외 하고 한시간 단위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백제의 미소라 하여 잘 알려져 있는 서산마애삼존불은 꼭 보고 싶었다.
마침내 이번 당일치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문화재해설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단지 보고 지나치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1959 년에 처음 발견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깊은 깊은 산속에 꼭꼭 숨어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잘 볼 수
있도록 석축이 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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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대의 불상
문화재해설사에 따르면 삼존불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불상을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보살상이 과거이고, 중앙에 큰
불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한다. 그리고 오른쪽의 반가사유상은
미래의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상이라 한다.
또 하나 새겨 들은 설명이 연령대에 대한 것이다. 중앙의 부처님은
40 대의 모습이고 왼쪽의 과거불은 20 대 여성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
한다. 그리고 반가사유의 미래보살상은 마치 개구장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이라 한다

중앙의 부처님은 40 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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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의 과거불은 20 대 여성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

반가사유의 미래보살상은 마치 개구장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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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따라 웃는 모습이
중앙의 여래입상의 얼굴모습은 웃는 모습이다. 이렇게 웃는 모습의
부처님상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이라 한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
햇빛에 따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처럼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에는 고요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자비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다.

바위에서 부처님이 튀어 나온 것처럼
마애삼존불은 화강암을 정으로 쪼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바위에 불과 하였던 것이 거룩한 부처님상으로 변한 것이다. 유홍준의
문화답사기에서 보는 것 처럼 마치 바위에서 부처님이 튀어 나온 듯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부처님상을 만든 장인은 누구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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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존불에 대한 안내판에는 정확한 조성연대가 기록 되어 있지 않다.
다만 6 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 한다. 태안반도가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불교가 백제를 들어 오는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천오백년 동안 보존 된 이유는?
최초로 백제에 불교가 전래 된 때 가 기록상으로 384 년이다. 인도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법성포로 들어 온 것이 최초라 한다. 백제불교가
일본에 전파한 것은 538 년으로 기록 되어 있다. 성왕이 긴메이천왕에게
사신과 함께 불상과 불경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백제에 불교가 들어 온지 일이백년 만에
주류종교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이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 온지
일이백년만에 주류종교로 자리잡은 것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신앙의 산물이 바로 6 세기말의 마애삼존불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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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마애삼존불은 깊은 산중에 꼭꼭 숨겨져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은
석축이 쌓여 있어서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처음 발견당시에는 우러러
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심산유곡에 있어서일까 1500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만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나무나 흙, 쇠붙이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심산유곡, 그것도 사방으로 막힌 좁은 공간에 숨겨져 있듯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고 본다.

신조어 아라메길
마애불상으로 가는 길을 ‘아라메길’이라 한다. 왜 아라메길이라
하였을까? 이 신조어에 대하여 검색을 하여 보니 ‘서산아라메길’
사이트가 발견된다.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를 합쳐서 ‘아라메’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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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메길은 2010 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2 년까지 5 개의 구간을
개통하였다. 참고로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간 [18.0 ㎞] 유기방가옥 - 해미읍성
유기방가옥(0) - 신정묘(0.3) - 유상묵가옥(0.8) - 미평교(4.7) 고풍저수지(5.5) - 용현계곡입구(6.8)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7.4) - 보원사지(8.9) - 개심사(11.4) 임도접경지(13.4) - 분기점 공터(14.6) - 정자(조망대 14.9) - 해미읍성
북문(17.7) - 해미읍성 주차장(18.0) (단위:㎞)

1-1 구간 [9.0 ㎞] 강댕이미륵불 – 용현리주차장
강댕이미륵불(0) - 쥐바위·인바위(0.2)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0.3) - 방선암(0.4) - 보원사지터(1.9) - 임도(3.1) 개심사입구(3.9) - 전망대(4.2) - 전망대입구 3 거리(5.3) 용현자연휴양림매표소(7.5) - 보원사지터(8.0) - 용현리주차장(9.0)
(단위:㎞)

1-1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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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간 [11.0 ㎞] 해미순교성지 - 대치 2 리입구
해미순교성지(0) - 성지 1 로입구(1.0) - 해미읍성서문(1.6) - 해미읍성
진남문(2.0) - 해미파출소(2.4) - 산수리회관 (3.7) - 한서대입구(6.4)
- 송덕함교차로(7.4) - 대곡 1 리마을회관(8.1) - 현대폐차장(8.7) 한티고개(9.7) - 대치 2 리입구(11.0) (단위:㎞)

2 구간

3 구간 [18.0 ㎞] 황금산입구 - 삼길포관광안내소
황금산입구(0) - 대진초교분기점(6.1) - 대죽 1 리마을회관(9.7) - 화곡
교차로(12.4) - 해월사삼거리(16.1) - 삼길포관광안내소(18.0)
(단위:㎞)

3-1 구간 [3.0 ㎞] 삼길산 구간
삼길포관광안내소(0) - 봉화대입구(1.3) - 봉화대(1.5) - 삼길산교회
입구(2.2) - 편션단지입구(2.4) - 삼길포관광안내소(3.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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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산양길리주차장(0) - 팔봉면사무소(2.5) - 솔감저수지(4.0) 구도항(6.5) - 주벅(전망대 9.5) - 팔봉갯벌체험장(14.0) 호덕간사지(17.0) - 방천다리(20.0) - 팔봉양길리주차장(22.0)
(단위:㎞)

4 구간 [22.0 ㎞] 팔봉 호리 구간
팔봉산양길리주차장(0) - 팔봉면사무소(2.5) - 솔감저수지(4.0) 구도항(6.5) - 주벅(전망대 9.5) - 팔봉갯벌체험장(14.0) 호덕간사지(17.0) - 방천다리(20.0) - 팔봉양길리주차장(22.0)
(단위:㎞)

5 구간 [7.0 ㎞] 부춘산
대산목삼거리 0) - 학생수영장(0.5) - 서광사(1.1) - 부춘산전망대(1.9)
- 청련사입구(2.4) - 화물차주차장(4.4) - 청구원(4.9) - 봉화대(5.9) 대산목삼거리(7.0) (단위:㎞)
(아라메길 전체코스별 안내)

코스중에 ‘1-1 구간’이 마애삼존불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산시의 아래메길 코스와 관련하여 ‘불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천주교 성지가 크게 부각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특히 2 구간의
‘해미순교성지’가 그렇다.
서산시의 종교편향
이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서산시 고북면 천장사길 100 천장사의 주지 허정 스님이 서산시의
종교편향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를 불교계에 고발했다.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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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천장사 주지 소임을 살면서 천장사 주변에서 벌어지는 서산시의
종교편향 정책 3 가지 사례를 수집해 최근 불교계 언론에 보내왔다.
허정 스님에 따르면 서산시의 종교편향 사례는 ▲아라메길 사업에서
천장사 코스를 빼고 천주교 순례코스가 추가된 것 ▲도로명
변경신청에서 ‘천장로’를 불허한 것 ▲내포문화 숲길에서 ‘원효
깨달음의 길’을 없애버린 것 등을 제시했다.
서산시는 2010 년 아라메길(http://www.aramegil.kr) 2 구간(해미읍성황락저수지~숭덕사~한티고개~천장사~신송저수지~촛대바위~고북면
간척지) 22.2km 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돌연 2 구간의 천장사 코스를
취소하고 대신에 천주교순례길 2 구간(해미순교성지→ 성지 2 로입구→
해미읍성서문→ 해미읍성진남문→ 해미파출소→ 산수리회관→
한서대입구 → 송덕함교차로 → 대곡 1 리마을회관 → 한티고개 →
대치 2 리입구) 11.0 ㎞를 만들었다. 더구나 한티고개에서 → 대치 2 리
입구는 서산시가 아닌 예산군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천주교 순례길을 만든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라고 허정 스님은
지적했다.
(“서산시의 종교편향 규탄한다” 허정스님, 편향사례 3 가지 공개 ,
미디어붓다, 2013-12-17)

천정사는 경허선사와 매우 인연이 깊은 절이다. 또 최인호의 소설‘길
없는 길’의 무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산 가야산 자락에 위치란
수덕사, 개심사 등과 함께 서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이다. 그럼에도
이번 서산아라메길 코스에서 천장사가 제외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이 이런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 하여 이슈화한
것이다.
이의를 제기한 허정스님
기사에 따르면 서산시는 아라메길을 조성하면서 천주교성지순례코스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였다는 것이다. 해미읍성에 수 많은 천주교인이
참수당한 역사적 사건을 부각하기 위하여 해미순교성지 코스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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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천주교는 부각시키면서 불교는 소외된 것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천장사가 아라메길 코스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은 천장사 카페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 하였다.

아라메길에 예정되어 있던 '천장사'가 2013 년 서산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천주교는 '내포문화숲길'과 '아라메길'에
각각 천주교 순례길을 조성하여 그들만의 성지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에 깊이 참회하오며 앞으로
천장사가 포함된 '아라메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스님, [내포문화숲길] 내포문화숲길과 아라메길에 천주교 순례길,
2013-07-29)

허정스님은 천장사가 아라메길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서사시청에 이의를
제기 하였다. 그래서 스님은 2013 년 11 월 2 일자 글에서 “이미
내포문화 숲길에 천주교 순례길이 있는데도 서산시에서는 아라메길에
다시 천주교 도보순레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서산시를 벗어나
예산군땅을 1.6km 나 침범하면서 말입니다.”라 주장하면서
“예상구간이었던 천장사 코스를 삭제하고 예상에도 없던 천주교 코스를
11km 나 만든 것에 대해서 서산시는 마땅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노력이 결실로
이런 노력의 결실이어서일까 2014 년 3 월 24 일자 글을 보면 “아라메길
천장사 구간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천장사
제 1 주차장에서 시작된 새로운 코스의 아라메 길이 천정사, 언쟁이
고개, 독고개를 고쳐 광천저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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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사에서 제안한 아라메길 코스

‘경허로’라는 명칭을 받아낸 허정스님
그런데 스님은 또 한가지 큰 일을 하였다. 그것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길이름이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붓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경허스님의 주석처 천장사 가는 길 3.8km 구간이 ‘경허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정부에서 추진한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불교적인 이름이
사라져 가던 차에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경허로’를 갖게 된 것이다.
경허로는 도로명 주소 시행이후 최초로 지정된 불교와 관련된
‘명예도로명’이며,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한 명예 도로명이다.
천장사 가는 길의 명칭이 ‘경허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받기까지는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의 역할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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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로명 '경허로' 지정되다! 명예도로 ‘경허로’
((3.8km, 녹색선은 ‘천장사길’ 도로 약 1.1km)

명예도로명 ‘경허로’가 성사되기까지는 약 4 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난
2008 년 천장사 주소가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 번지’에서 ‘서산시
고북면 고요동 1 길 93-98’로 변경되었고, 2012 년 9 월 허정 스님이
천장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로명 변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됐다.
허정 스님은 2012 년 11 월 24 일 주민의 서명동의를 받아 도로명 주소
‘서산시 고북면 고요동 1 길 93-98’에서 ‘서산시 고북면 천장사길
100’으로 ‘천장사’를 주소에 넣는 변경을 이룬데 이어, 2013 년 8 월
1 일부터 천장사내에서 방문객을 상대로 도로명 ‘경허로’ 도입을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했다. 유인물 ‘천장사와 마을주민이 경허로(鏡虛路)를
만드는 까닭’을 제작해 배포했고, 2013 년 8 월 20 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서명 청원을 시작했다.
2013 년 9 월 시청에서 고수관로를 사용하는 서명대상자 189 명 주소를
받아 신도님들과 서명운동을 시작, 2013 년 10 월 3 일 서산시
토지정보과에 ‘도로명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공정성 요구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접수시키고, 10 월 8 일에는 서명 받은 130 명 명단을 가지고
서산시장을 면담했다.
10 월 10 일 서명대상자 189 명 중 130 명의 서명을 받아 도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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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서산시에 제출하고, 천장사 신도와 탐방객 400 여명에게 받은
서명서도 같이 제출했다. 그러나 12 월 6 일 서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경허로’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이 사실이 12 월 16 일
불교계신문 미디어붓다, 불교닷컴, 법보신문, 불교신문 등에 ‘경허로’
부결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되었으나 몇 군데는 게재되지 못하고 몇
군데는 일주일후에 기사를 내리는 일이 일어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경허로 도로명 제정을 위한 천장사 허정 스님의 원력을 시들지
않았다. 2013 년 12 월 18 일 서산시에 ‘도로명주소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개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해 압박을 가하는 한편, 12 월
24 일에는 서산주지협의회 스님들과 서산시장을 면담했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천장사는 공식 도로명은 아니지만 ‘명예도로명’ 지정방안을
논의했고, 2014 년 1 월 2 일 서산시 토지과에 명예도로명 경허로 신청
공문 제출했다. (2014 년 1 월 24 일 미디어붓다에 “천장사 진입로
‘명예도로명 경허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됨)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 년 2 월 13 일~ 2 월 27 일 서산시 고북면
홈페이지에 명예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서산시 공고
제 2014_190 호)가 나왔고, 3 월 7 일 서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명예도로명 ‘경허로’ 통과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천장사는 2014 년 5 월 경허선사 열반 102 주기에 맞추어 명예도로명
‘경허로 제막식’ 및 인근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허
백일장’등의 행사 개최할 예정이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명예도로명 경허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와 서산시 지역사회에 경허스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경허로’가 표시됨으로
자연스럽게 경허스님과 천장사가 홍보되며 ▲탐방객들에게 천장사를
쉽게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고 ▲천장사와 수덕사 사이에 있는
‘깨달음의 길’과 연계되어 걷기코스로 활용이 되며 ▲서산의
자랑스러운 인물에 경허스님이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경허스님과 수월, 혜월, 만공스님 같은 경허의 제자들이 서산의 문화
자원이 되어 앞으로 다양한 행사가 가능해지며 ▲서산시는 물론
충청남북도를 통털어 최초의 명예도로명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과
불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경허스님과 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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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으로 탐방객들과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며
▲경허스님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하여 서산시와 고북면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 스님은 “도로명 주소 도입으로 수많은 불교지명을 상실한
불교계가 천장사에서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관철시킨 것처럼
명예도로명 지정을 통한 불교지명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장사 가는 길 3.8km ‘경허로’ 됐다, 미디어붓다 2014-03-12)

지난 3 월 12 일자에 보도된 기사전문을 실었다. 도로명으로 주소가
바뀌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한다. 전통사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전혀
관련없는 명칭이 부여 되는 것이 허다 하다는 것이다.
박호석법사는 ‘잘못된 도로명 주소에 왜 침묵하는가’라는 글을 통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허정스님은 서산시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천장사로
이르는 길에 대하여 ‘경허로’라는 명칭을 받아 내기에 이른 것이다.
‘명예도로명’이란 무엇인가?
비록 명예도로명에 불과하지만 이정표에 ‘경허로’라고 표기 된 것만
해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 명예도로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명예도로명이란?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 8 조의 2(명예도로명)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 11 조의 5(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에 근거한 법으로 지정되고
나서 5 년후에 다시 주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지정 되어야 하며,
경허로가 지정되기 이전까지 서울에만 11 개의 명예도로명이 있었다.
22

전국적으로는 몇 개의 명예도로명이 지정되어 있는지는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충청남북도의 경우 ‘경허로’가 최초의 명예도로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불교와 관련된 명예도로명은 ‘경허로’가 유일하다.
일반도로명은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명예도로명은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된다.
명예도로명은 관주도형의 도로명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명예도로명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존의 도로명과 마찰하지 않고 지역의 특색 내지는
불교적인 도로명을 되찾거나 지을 수 있다. 불교와 관련된 도로명을
지정할 기회를 놓친 사찰이나 불교단체에서 지금 당장 추진해 볼만한
이유다.
천장사는 일반도로명 ‘경허로’를 추진했으나 경허스님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서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추진하게 되었다. 천장사는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5 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재지정 신청을 하거나
일반도로명으로 변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장사는
명예도로명 ‘경허로’를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5 년 동안 ‘경허로’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경허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 안내도에 일반도로와
함께 표시가 되지만 일반지도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더구나
명예도로명판을 어떤 색깔로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명예도로명을 지정하는 이유가 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으로 명예도로명의 설치와 홍보를 해당 관공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도록 요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허정 스님의 설명이다.
(천장사 가는 길 3.8km ‘경허로’ 됐다, 미디어붓다 2014-03-12)

명예도로명 ‘경허로’는 우리나라 최초라 한다. 이는 한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명예도로명을 부여 받으면 이정표에 등재 될 수
있어서 사찰을 찾는데 용이할 것이다. 더구나 자주 사용된다면 굳어져서
정식도로명으로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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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노고에 “화이팅!”
당일치기 여행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평범한 보통사람들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문화재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해설사는 삼존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손의 모양이나 광배등과 같은
불교적 상식을 알려 준다. 더구나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면서 깊게 들어간다. 마치 줄줄이사탕이나 고구마덩굴이 연상될
정도로 불교에 대한 설명이 끊임 없다. 그런 해설사는 반드시
‘부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500 년전 어느 조각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불상이 마치 바위에서 불쑥
나온 듯한 모습을 본다. 깊은 산중에 꼭꼭 숨어 있었길레 크게 훼손없이
지금 누구나 온하고하고 평화로운 미소의 불상을 마주한다. 그래서
불자이건 아니건 문화재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불교가 사람들에게 설명 되고 있음에도 다음
목적지인 ‘개심사’에서는 해설사를 볼 수 없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제발로 스스로 찾아 옴에도 스님이나 종무원도 볼 수 없었다. 마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불가의 말이 현실인
것 같다.
그럼에도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은 비록 작은 절의 주지소임을 맡고
있을지라도 천장사를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서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라메길’을 천장사에서
시작 되도록 하였고 더구나 도로명까지 ‘경허로’라 하여 명예도로명을
갖게 하였다. 이런 스님의 노고에 “화이팅!”이라는 말로 대신 한다.

2014-03-3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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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천주교성지 해미읍성에서

당일치기 여행 두 번째 코스는 개심사이다. 마애삼존불이 있는 곳에서
개심사까지는 차로 20 분 거리에 있다. 그런 개심사는 이미 두 차례
방문한 바 있다. 한번은 개인적으로 또 한번은 법우님들과의
순례법회에서 이다. 후자에 대하여 “서산 개심사(開心寺), 언제든지
달려 가고픈 절 (2008-11-03)”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개심사에서는 문화재해설 가이드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이번
당일치기 여행의 가이드가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표지판이 있으니 잘 읽어 보라는 한 마디 뿐이었다.
세 번째 개심사에 갔었으나 그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스님이나
종무원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참배하고 한 번 휙
둘러 보고 가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30 여명이나 되는 인원들 역시
한번 둘러 보고 내려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천주교인들의 성지
주어진 한시간이 지나자 해미읍으로 이동하였다. 해미읍성을 보기
위해서이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가이드가 알려 준 식당 여러 곳을
찾아 각자 식사하러 간다. 모이는 시각은 진남문에서 1 시 30 분이다.
해미읍성은 해미를 지나치면서 여러 차례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완전한 성곽의 모습을 갖춘 해미읍성은 이미 언론과 매스컴에
잘 알려져 있어서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더구나 천주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사또복장을 하고
이번 여행의 특징은 전문문화재해설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심사만 빼고 마애삼존불과 해미읍성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오로지 현지에서만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은 재미도 있을 뿐더러
안목을 넓혀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설사의 복장이
특이하다. 조선시대 수령이나 사또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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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문화재전문해설사는 관광객을 맞이 하여 자신의 소개하고 유머와 곁들여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가장 먼저 성의 정문이라 볼 수 있는 진남문에서
축조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어 보니 해미읍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다.
‘충청병마절도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을 축성할 때 충청도
각지에서 징발되어 온 사람들이 성을 쌓았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위에 公(공)자나 淸(청)자 같은 것이 그 증거이다. 공자는 공주에서
온 사람들이 쌓은 것이고, 청자는 청주에서 노역나온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라 한다. 또 무너지면 책임지고 보수하였다고 한다. 마치
만리장성을 쌓을 때 돌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책임지고 보수하였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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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년의 역사를 가진 성
진남문 안쪽으로 들어 갔다. 그런데 가로로 거대한 바위에 빨간 글씨로
‘(皇明弘治四年辛亥造(황명홍치사년신해조)’ 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이는 명나라 효종의 연호인 홍치를 말한다. 사년신해는
1491 년(성종 22 년)에 해당된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5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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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읍성이 축조된 것은 기록에 따르면 1417 년 부터이다. 왜구가
출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한다. 지금은 모두 육지로 되어 있지만
서산간척지가 생기기 전에는 해미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왜구를 왜구를 막기 위하여 요충지에 성을 쌓은 것이라 한다.
해자-탱자-석축의 삼중의 방어선
해미읍성은 너른 벌판에 자리잡고 있다. 산성이 아닌 평지에 쌓여져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해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탱자나무를 심어서 해자-탱자-석축 이렇게 삼중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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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장소 호야나무
해미읍성이 왜 유명해졌을까? 그것은 천주교와 관계가 있다. 이곳
해미읍성에서 천주교 박해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1866 년
병인박해 당시 이곳 해미읍성에서 천주교들이 처형 되었다고 한다. 그
처형장소가 성내에 있는 한그루 나무인데 이를 ‘호야나무’라 부른다.

이 나무는 회화나무로서 수령이 300 년 가량추정된다. 표지판에 따르면
이 나무의 동쪽으로 뻗어 있던 가지에 철사줄로 머리채를 매달아
고문하였고 철사줄이 박혀 있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가로로 흔적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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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교황이 해미읍성을 방문한다고
수 많은 천주교인이 순교하던 장소이어서일까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 해미읍성을 찾을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주교회의 참석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서산
해미순교성지는 정사박해(1797) 때부터 병인대박해(1866)기까지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곳이다.
지난 1935 년 범(Barraux, 베드로) 신부가 생매장 순교자 유해를 찾게
됐고 현재 성지 기념관에는 순교자들의 뼈와 치아, 머리카락 등이
모셔져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참석을 위해
행사 장소인 해미읍성도 찾는다.
해미읍성 감옥에는 박해기간 동안 내포지방 곳곳에서 끌려온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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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로 가득했으며 감옥 터에는 당시 손발과 머리채가 묶인 신자들을
매달아 고문하던 호야나무가 아직도 서 있다.
현존 읍성으로는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미읍성은
성 둘레가 2 ㎞에 달하며, 진남문과 동문, 서문이 설치돼 있고, 성내에는
동헌과 어사 등의 건물이 있다. 1491 년(성종 22 년)에 축조돼 지난
1963 년 사적 제 116 호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교황 방문 전후 도내 천주교 성지 등에 순례객과 관광객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솔뫼성지·해미읍성 등 정비
▲내포문화 숲길(천주교 순례길) 점검·정비 ▲관광안내 책자 제작 및
천주교 성지·순례길 홍보 ▲관광지 안내표지판 점검 및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는 8 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공식발표에
대해 “종교를 떠나 아주 기쁜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지사는 11 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는 줄무덤 등 많은 천주교 성지가 있다”며 “이번 교황 방문을
150 여년 전까지 충남에서 진행된 또 다른 슬픈 역사를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교황 방문이 충남의 역사·문화 자원을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충남을 찾고, 가슴에 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교황 방문하는 당진 솔뫼·서산 해미는 어떤 곳? 뉴시스 2014-03-11)

기사에 따르면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해미를 방문할 것이라 한다.
해설사에따르면 구체적으로 8 월 3 일이 될 것이라 한다. 그래서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서 환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사준비를 할 것이라
한다.
달라이라마는 안오는 것인가 못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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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간 형평성 문제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교황이 방문하면 거국적으로 준비하고 환영하지만 달라이라마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못오는 진짜이유는(201103-15)’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못 오는 이유에 대하여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종교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고, 만약 달라이라마가 들어와서 한중관계가
악화 된다면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을 염려 해서라 한다. 또 종교적으로는 한국종단에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달라이라마가 한국방문을
시도 하였지만 번번히 좌절된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하면 대중 수출이 8%가 줄어든다고?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정치, 경제, 종교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정상급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국가의 대중(對中) 수출이 약 8%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4 일 인터넷판에서 독일 괴팅겐대학의 연구진이 '달라이
라마 효과'라고 명명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2002 년 이후 대통령, 총리,
국왕 등 정상급 지도자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접견한 나라는 접견 이후 2 년간 약 8.1%의 대중 수출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괴팅겐대의 안드레아스 푹스와 닐스 헨드릭스 클란 교수가
유엔으로부터 1991 년부터 2008 년까지 159 개국의 대중 수출 실적을
수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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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 라마 만나면 對中수출 8% 줄어”-연합뉴스, 조선일보 2010-11-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4/2010110401790.
html

달라이라마가 방한하면 대중 수출이 8%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정부입장으로 보았을 때 달라이라마가 방한한다고 하여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중국눈치를 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중국전문학자인 프랑스의 기소르망 교수의 견해는 다르다. 이에
대하여 ‘두 명의 생불(生佛), 중국의 판첸라마와 세계의
달라이라마(2012-05-03)’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기소르망교수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다음과 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기 소르망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는 20 일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중국을 대할 때 좀 더 강하고 대담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지만 중국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뒤 "중국은 강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라이 라마 방한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은
비즈니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며칠 항의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 소르망 "한국, 中에 대담한 태도 취해야", 연합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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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한마디로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설령 우리나라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입국하여도 경제발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히려 중국정부에서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더
존중할 것이라 한다.
기소르망에 따르면 요즘말로 “쫄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면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교역을 단절할 듯이 말 할 것이지만 이는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종교 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인의
현실주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달가워 하지 않는 세력들
이와 같은 기소르망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달라이라마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달가워 하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함으로 인하여 불편해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세계적인 종교지도자이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각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유독 중국과 우리나라만은 예외이다.
8 월 교황에 범정부적 지원
금년 8 월 교황이 방문한다. 이번에 프란치스코교황이 방한 하면 이번이
세번째가 된다. 그래서일까 교황방한에 대하여 거국적인 행사를 치를
것이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범정부적 지원이 논의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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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 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교황 방문 때 이뤄지는 정부 지원 기본 방향 및
지원체계를 논의, 확정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
지부 차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관세청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교황 방한 5 개월 전부터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이 대부분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교황 방한 기간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쏠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지원 ▲교황청 및 천주교계 의견 최대한 존중
등을 정부지원 3 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또 외교·의전, 행사 홍보, 경호·안전 등 3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
지부 차관,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관세청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교황 방한 5 개월 전부터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이 대부분 참석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교황 방한 기간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쏠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지원 ▲교황청 및 천주교계 의견 최대한 존중
등을 정부지원 3 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또 외교·의전, 행사 홍보, 경호·안전 등 3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지원단을 가동해 실무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며, 다음달 2 차 위원회를 열어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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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한 준비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방한행사가 화합과 평화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성해 분야별
적극적인 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아시아청년대회, 순교자 124 위 시복식 미사 등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교황이 지향하는 가치인 화해와
평화,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 정신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 월 14 일부터 18 일까지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
면담 및 대전교구에서 주최하는 제 6 회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시복식
미사 집전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에 5 만명, 시복식 미사에
50 만∼80 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교황방한 위원회 구성…범정부적 지원 논의(종합), 연합뉴스
2014-03-11)

교황방한에 대하여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여 거국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는 "방한행사가 화합과 평화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성해 분야별 적극적인 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세대만 지나면 천주교가
이미 지난 1984 년과 1989 년 요한 바오로 2 세가 방한 한 바 있다. 특히
1984 년 방한 당시 여의도광장에 백만명이 모였다. 이 대회에서 구한말
순교한 천주교인 시성되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하여 천주교의 교세는
대폭 신장 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 교황의 방한으로 천주교 교세의 시발점이 되었다면 이번
8 월 교황의 방한으로 천주교 성장의 완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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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천주교의 성장은 괄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세대만 지나면 천주교가 제 1 종교가 될 것이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교황은 되고 달라이라마는 안되나?
이렇게 교황이 정부차원에서 맞이 하는 것과 달리 불교를 대표하는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한번도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적극 저지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럼에도
한국불자들은 달라이라마 방한을 열망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한국에 오지 못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 왔을 때 대규모
친견순례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이미 20 여차례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거의
일이년 마다 방일하고 있다. 그때 마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 친견 일본성지순례단’을 결성하여 떠난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국적으로 맞이하고, 또
한편에서는 적극저지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 프란치스코교황은 되고 왜 달라이라마는 안되는 것일까?
해미읍성은 천주교인들의 성지
해미읍성은 천주교인들에게 성지와도 같다. 성내에는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던장소를 복원해 놓았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터만 남아
있던 옥사를 발굴한뒤 복원하여 재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는 모습, 옥에 갖힌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호야나무에서 시작하여
14 처 순례지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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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일까?
해미읍성에 망루가 있다. 망루에 서면 사방을 볼 수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바다먼곳까지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망루에 가기전에 장승이
보인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태풍 ‘곰파스’가 이곳을 지나 갈 때
오래된 소나무가 다수 쓰러졌다고 한다. 검색해 보니 2010 년의 일이다.
쓰러진 소나무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 장승이다. 이승만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이명박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정부이름이 새겨져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경우 ‘문민정부’라 써 있고, 김대중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참여정부’라 쓰여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정부라 써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명박정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승상에는 ‘섬기는 정부’라 쓰여
있다. 하지만 ‘섬기는 정부’는 공식으로 사용된 명칭이 아니다. 다만
장승을 만들 때 편의상 붙여 놓은 이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역대대통령 중 어느 분이 가장 인기가 높을까? 이날 30 여명의
여행객 들의 행동을 보면 단연 ‘노무현대통령’이다. ‘참여정부’라
쓰여 있는 장승상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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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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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영사에서 진도여객선침몰희생자 명복을 빌고

이사(二寺)순례
순례법회를 다녀 왔다. 이번 순례는 경북울진에 있는 ‘불영사’와
강원삼척에 있는 ‘천은사’이다. 이렇게 ‘이사(二寺)순례’를 하는데
있어서 모처럼 버스가 꽉 찬듯하다. 41 인승 정원에 36 명이 참여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은 총무법우님의 노고가 크다. 법우님이
봉사하고 있는 국가지정병원법당의 인원과 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참여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절반 가량은 낯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교라는 인연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
흑자순례가 되어
이번 순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불영사이다. 경북울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먼거리로 느껴진다. 그것은 거리가 먼 곳에 있기도 하지만
교통편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착까지 약 네 시간
잡았다. 아침 7 시에 출발하여 오전 11 시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버스를 전세 내어 다니는 순례에서 아침시간은 늘 그렇듯이
‘김밥’이다. 총무법우님이 김밥과 떡을 미리 준비 해 오면 이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때 누군가 봉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봉사 하는
사람은 항상 막내가 한다. 모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법우님을
말한다. 그러나 함께 늙어 가는 입장에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심부름을 단골로 맡긴다. 그러고 보면 동기모임의 순례에서 한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인 것 같다.
이번 순례에서도 막내법우님이 수고 하였다. 돈 걷는 일이다.
이사순례로 하여 인당 3 만 5 천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총무법우님을 대신
하여 걷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 순례의 경우 41 명 정원에 36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적자를 면하였다. 31 명이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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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인데 이번 순례의 경우 많이 참석하여 모처럼 ‘흑자순례’가 된
것이다.
“들어 보면 압니다”
이번 순례에서 준비 해 간 것이 있다. 불교음악씨디이다. 블로그에도
소개 되어 있는 불교명상음악이다. 이것을 씨디로 제작하여
법우님들이나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 이번 순례에서도
낯선사람들이 많이 참석한다길레 19 장을 준비 하였다. 그래서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버스 가장 앞좌석에 있는 총무법우님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마침 아침식사 시간이 되어서 누군가 준비한 김밥과 떡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순례에서 봉사를 자처하고 김밥과 떡을
돌리는 봉사를 하였다. 또 누군가 사탕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사탕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순례를 다니다 보면 누군가 먹거리를
내 놓는다. 약국을 하는 법우님의 경우 비타민을 하나씩 돌리는 식이다.
음악씨디를 보시하는데 있어서 설명이 필요 하였다. 그러나 말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말은 “들어 보면
압니다”라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버스 운전석에 있는 씨디플레이어
씨디를 넣어 음악을 틀어 주었다. 그리고 처음 참석한 사람과 아직 받지
않은 법우님 위주로 씨디를 나누어 주었다.
씨디에 들어 있는 곡은 네 곡으로 모두 120 분 가량 된다. 그 동안 수
많은 불교음악을 2007 년 이래 블로그에 올려 소개 하였는데 그 중에
소위 ‘엑기스’에 해당되는 곡 네 곡을 선곡하여 만든 것이다. 곡명은
1) The Chant of Metta(Pali, 9 분), 2) Jayamangalagatha(Pali,
23 분), 3) Ratana Sutta(Pali, 27 분), 4) The Wisdom of Manjusri
Bodhisattva (Sanskrit, 24 분) 이렇게 네 곡이다.
음악은 빠알리와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나 게송에 대한 것이다.
자비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 The Chant of Metta 는 자애경은 근거로
수행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Jayamangalagatha 는 여덟 가지 부처님의
승리와 행운에 대한 게송이고, Ratana Sutta 는 숫따니빠따에 실려 있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찬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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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들은 주로 천수경이나 금강경 독송테이프에 익숙해 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는 다고 한다. 아직까지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주 들을수록 그 매력에 빠져 계속 듣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알고 지내는 법우님의 친구에게 이 씨디를 몇 장 주었더니
매장에 틀어 놓고 매일 듣는 다고 하였다. 또 병원법당에서 오신 어느
법우님도 법당에서 항상 이 음악을 틀어 놓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하였다. 총무법우님이 봉사하고 있는
병원법당에 스님 앞으로 씨디를 여러장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심산유곡의 불영사길
달리는 버스 속에서 씨디에 실려 있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런 가운데
어느 덧 불영사 가늘 길에 들어섰다. 해발 500 미터 가까이 되는 오지의
길은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되어서일까 아직도 에스(S)자 형의 구불구불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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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는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불영계곡에는 낙락장송의 소나무와 바위와 물이 잘 조화
되어 있다. 더구나 이제 갓 싹이 돋아난 신록과 함께 강한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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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의 비구니사찰
불영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한 2004 년도에
순례지었다. 그때 당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 때 참석한 법우님은
십년만에 다시 와보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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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사는 잘 알려져 있는 전통사찰이다. 그래서 불교 TV 에서도 사찰음식
특집으로 소개 된 적도 있고 또한 불자들의 순례지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런 불영사는 비구니 사찰이다. 그래서일까 사찰환경을 비교적
정갈하다. 대체적으로 비구니사찰은 조경이 잘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깨끗하고 정갈한 이미지이다.

50

재가불자들끼리 여법한 법회를 하고
오전 11 시 30 분에 도착한 순례팀은 자체적으로 법회를 진행하였다.
대웅전 맞은 편에 있는 설법전에 모두 모여 총무법우님 주관으로 법회를
하였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천수경을 독송하는 등 여법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법회를 주관하는 총무법우님은 국가병원의 병원법당에서
법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법회의식을 주관하고 상담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스님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순례법회에서도
목탁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회를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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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골동품처럼
불영사를 둘러 보았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대웅전이다. 조선 영조시대인
1725 년에 건립된 대웅보전은 거의 삼백년된 건물이다. 그래서일까
오래된 골동품처럼 보인다. 특히 공포와 단청이 그렇다. 외부에는
울긋불긋 단청이 되어 있으나 내부에는 새로 칠하지 않고 그대로 내
버려 두고 있기 때문에 골동품처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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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
법당을
통제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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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는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거린다. 그러나
지키는 보살, 소위 법당보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되지 않는 듯하다. 더구나 문화재 해설을 하는 어느 전직 교수가
하고 있어서 어수선 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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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없는 거북이야기
전직교수의 해설을 귀담아 들었다. 대웅전 내부에 거북 두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마리 모두 머리가 잘린 채 대들보에 붙어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용의 발톱 사이에 마치 딱지 처럼 거북이
붙어 있다. 거북의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거북의 머리는 대웅전 바깥에 있다. 대웅전 계단 좌우에 두 개의
거북머리만 보인다. 안내판에 따르면 “대웅보전을 둘이서 짊어지고
버티고 있는 듯하다.”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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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전직교수의 설명을 엿듣지 않았더라면 대웅전 내부에 목이
없는 거북을 결코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진도여객선침몰희생자 명복을 빌고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며
요즘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다. 진도에서 여객선이 침몰함에 따라
꽃다운 고등학생들 수 백명이 실종된 것이다. 이런 애도 분위기의
여파에서 일까 고속도로에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아마도 축제나
놀이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 오지에 있는 불영사에도 여객선실종자들을 애도하는 플레카드가
붙어 있다. 이는 불교종단에서 범종단적으로 각 사찰에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사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기 때문이다.
불영사 법당에도 사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의 귀환을 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진도여객선침몰희생자 명복을 빕니다”와
“진도여객선실종자무사생환기원”이라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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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바빠서?
불자들은 절에 갈 때 그 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거의 대부분
절의 역사나 전설, 문화재나 숨겨진 이야기 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영사는 유서깊은 전통사찰이다. 이런 불영사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검색하면 된다. 흔히 요즘 “네이버에 다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키워드 몇 개 넣으면 다 알 수
있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를 보면 여행기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찰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불자들은 사전에 해당사찰에 대한 정보 없이 출발한다.
다만 현지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읽는 것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순례를 가도 그 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문화재해설사가 필요할 것이다.
불국사나 법주사 등 전국민이 알고 있는 전통사찰은 사실상 관광지나
다름 없다.그래서일까 문화재 해설사가 항상 대기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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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통사찰에서는 문화재해설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스님에게
의지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사찰에 가든지 스님을 보기가 힘들다. 단체로
순례 하여도 스님이 나와서 반겨 주는 경우도 없고 법문해 주는 경우도
없고 절의 역사에 대하여 해설해 주는 경우도 없다. 불영사도
마찬가지이었다. 사전에 순례팀이 방문한다고 통보 하였으나 어느 절과
마찬가지로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공간이 제공 되어서 자체적으로
법회를 하였다.
자체적으로 법회가 끝난후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그래서 총무법우님이 스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내려 갔다.
그러나 혼자 돌아 왔다. 스님들이 모두 바쁘다는 것이다.
유서 깊은 불영사에서 본 것은 골동품처럼 오래 된 전각 들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변환경이다. 그러나 어떤 절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아마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창으로 검색하거나 불영사 홈페이지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단체로 순례객들이 찾아갔다면
법문도 해주고 절의 역사도 소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주지스님이 바쁘다고 하지만 주말에 그 먼거리를 스스로 찾아 온
불자들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아량은 충분히 베풀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스님들이 자비롭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사찰과 마찬가지로 불영사 역시 한 번 둘러 보고 나오는데 그쳤다.
스님의 법문이나 해설도 기대할 수 없었다. 더구나 점심공양시간에 밥도
먹을 수 없었다. 미리 점심공양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 보고 공문을
보냈지만 허사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점심은 일주문 밖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오로지 한 개 밖에 없는 식당에서 한끼에 칠천원 하는
산채비빔밥을 먹었는데, 늘 그렇듯이 절에서 먹는 것만 못하다.
순례법회를 가면 점심공양을 절에서 먹는 것도 큰 낙이다. 비록
비빔밥에 지나지않는 먹거리일지라도 절에서 먹으면 무엇이든지 맛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순례를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불영사의 경우 절에서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순례팀이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다. 점심값 형식으로 하여 공양비를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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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팀들이 한번 절에 가면 많은 것을 보시한다. 불자들은 이법당
저법당 다니면서 참배 하고 보시한다. 또 신심있는 불자들은 등을
달기도 하고 기와 불사, 동종 불사 등 각종 불사에 참여 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자들이 순례를 가면 갖가지 보시가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절에서 밥먹는 것 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서운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법우님은 “스님들이 자비롭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
그림 같이 아름다운 풍광
그림 같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불영사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지에 위치해 있는 불영사에서는 이제 봄이 막 시작 되었다. 온갖 꽃이
만발하고 이제 갓 싹이 올라온 나무에는 연두색 신록이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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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할머니의 물건을 사 주는 것이 더
불영사를 뒤로 하고 불영계곡을 따라 버스가 있는 일주문으로 향하였다.
마치 한폭의 동양화 같은 불영계곡을 감상하며 다리를 건너자 특산품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보따리에 나물 말린 것과 물에 끓여 먹을
때 사용하는 나무껍질 등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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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을 샀다. 한 봉에 삼천원이다. 두 봉에 오천이라 한다.
오천원을 주고 두 봉을 샀다. 다른 법우님들도 할머니에게서 먹거리를
샀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서 “법당에 보시함에 돈을 넣는 것 좋지만
가난한 할머니의 물건을 사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
부호를 붙여 보기도 하였다.
스스로 찾아 간 절이건만
불영사의 경우 일주문에는 매표소가 있다. 어른 입장권이 이천원이다.
어느 절과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람료 명목이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찾는 불영사에서 국보급 문화재가 있었지만 이를 해설하는 사람은
없었다. 문화재 해설사도 없었고 스님도 보이지 않았다. 단체로 간
순례팀에게 불영사에 대하여 소개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바쁘다고 하여 거절 하였다. 더구나 스스로 찾아 가서 이 법당 저 법당
다니면서 참배하고 불사에도 참여한 법우님들이 있었지만 절에서는
점심공양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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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찰이 이런 모습이다. 비록 사찰이라는
공간이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자 동시에 주거공간이기도 하지만 제발길로
스스로 찾아 오는 사람에게는 친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스님들이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제발로 찾아 온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님들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거나
“차라리 행상하는 할머니 물건을 사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2014-04-21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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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두타산 천은사 가는 길에

다수결의 원칙으로
불영사 순례를 마친 순례팀은 천은사로 향하였다. 그러나 천은사로
정하기 까지 논란이 있었다. 천은사는 불영사에서 100 키로 이상 떨어져
있고 약 한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 서울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늦다.
곧바로 서울로 향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다수결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물어 통과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의견 청취 결과
서울에 늦어도 좋으니 당초 계획대로 천은사를 들러 가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버스는 천은사로 향하였다.
동해안 7 번 국도를 따라
천은사 가는 길은 경치가 매우 좋았다. 동해안 7 번 국도를 따라 달렸기
때문이다. 천은사가 강원도 삼척에 있기 때문에 버스는 7 번 국도를 따라
달렸다. 그런 7 번 국도는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브 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라 한다. 바다를 보고 달리는 해안도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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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쾌한 동해바다
해안도로를 타고 바다를 바라보면 상쾌하기 그지 없다. 수도권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서해바다와 달리 동해바다는 청정하고 장쾌한 이미지이다.
파란 하늘과 역시 파란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만 보여서 보기만 하여도
속이 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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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좌석은 어디일까?
버스를 탈 때 가장 좋은 좌석은 어디일까? 여행을 많이 다녀 본
사람들은 잘 안다. 그것은 가장 ‘앞좌석’이다.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첫 번째 열이다. 그래서일까 해외여행에서 어느 노부부는 가장 먼저
앞좌석을 확보 하였다. 한번 자리가 확보 되자 여행 내내 노부부의
자리가 되었다. 여행경험이 많은 노부부는 자리를 잡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앞좌석에 앉으면 전망이 좋다. 더구나 경치가 풍광이 좋으면 지루한 줄
모른다. 뒤좌석에서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것과 다르다. 이번
순례에서 봉사하기를 자처 하였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이국적인 정취가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이곳 동해안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긴다. 태백산맥 너머와 이곳은 마치 다른나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장쾌한 바다와 소나무와 해안절벽등이 어루러진
독특한 풍광이 다른 지역과 확실히 차별화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7 번
국도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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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는 어디에
천은사는 어디에 있을까? 지도검색을 해 보았다. 지도로 검색해 보니
동해시에서 태백산맥 방향으로 들어 간 곳에 있다. 해발 1353 미터의
‘두타산’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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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은 생소하다. 일반적으로 지리산에 있는
천은사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입장료 문제로 세상에 잘 알려진
천은사와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은 무척
많다. 반야사, 백련사, 관음사 등 동명의 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명이나 산이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곳 강원삼척의
천은사는 일주문 현판을 보니 ‘두타산천은사’라 되어 있다.

왜 산이름이 두타산일까?
왜 산이름이 두타산일까? 언젠가 직장에서 일박이일로 단합대회를
한적이 있었다. 그때 오락시간이 있었는데 이름 맞추기 게임이 있었다.
말이나 몸짓으로 알아 맞추게 하는 게임이다. 그 때 산이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머리를 치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 두타산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타’라는 말은 머리를 치는 뜻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한자어로 ‘頭陀(두타)’라 되어 있지만 역시 한자어 뜻풀이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두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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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는 불교용어이다. 그래서 ‘두타행(頭陀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산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두타는 어떤 뜻일까?
깟사빠존자와 두타행
두타행은 ‘불교의 승려가 닦는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사전적으로
정의 되어 있다. 두타는 산스크리트어 ‘dhu·ta’를 음역한 것이다.
빠알리어로는 ‘두땅가(Dhutaṅga)’라 한다. 두타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서 ‘불교의 승려가 닦는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두타행은 어떤 것일까?
두타행에 대하여 초기경전에 설명 되어 있다. 상윳따니까야
깟사빠상윳따(S16)이 그것이다. 마하야나에서는 두타제일로 알려진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 중의 하나인 깟사빠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깟사빠존자는 왜 두타행을 하였을까?
두 가지 유익한 점
깟사빠상윳따 ‘늙음의 경(S16.5)’에 따르면 깟사빠 존자가 두타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깟사빠 존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두
가지 유익한 점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두 가지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attanā ca diṭṭhadhammasukhavihāraṃ sampassamāno pacchimañcajanataṃ anukampamāno 'appeva nāma pacchimā janatā
diṭṭhānugatiṃ āpajjeyya.
[깟사빠]
나 자신의 바로 현세에서의 행복을 보면서,
그리고 후세의 뭇삶들에 대한 자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후세의 뭇삶들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것입니다.
(Jiṇṇasutta-늙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5, 전재성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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깟사빠존자가 말한 것은 두 가지이다. 깟사빠존자가 두타행을 함으로
인하여 현세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삶들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비의 마음에서라고
하였다.
초불연의 번역을 보면
이 구절에 대한 초불연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가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후대 사람들을 연민하여서 입니다. 후대사람들은 [저를] 본보기로 하여
따라 할 것입니다.
(Jiṇṇasutta-늙음 경, 상윳따니까야 S16.5, 각묵스님역)

번역에서 ‘[저를] 본보기로 하여 따라 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깟사빠존자가 두타행을 함으로서 본보기를 보여 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번역은 성전협과 다르다. 성전협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것입니다”라 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번역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본보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이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왜 이렇게
번역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초불연의 각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보기로 하여 따라 함’은 diṭṭhānugatiṃ 을 옮긴 것인데, 보디
스님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것은 diṭṭhi+anugatiṃ 으로 이해한
것인데 설명은 보디스님, 800 쪽 280 번 주해를 참고할 것.
(초불연 각주, 각묵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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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묵스님이 각주 한 것을 보면 diṭṭhānugatiṃ 의 번역에 대하여 빅쿠
보디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고 하였다. 아마도 빅쿠 보디의 CDB 를
참고한 듯 보인다. 그래서일까 CDB 의 800 페이지 280 번 주해를 보라고
하였다.
보디스님의 각주를 참고하라고
빅쿠 보디의 CDB 280 번 주해를 찾아 보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Reading with Se: app’eva nāma pacchimā janatā diṭṭhānugatiṃ
āpajjeyya. Be and Ee have the plural āpajjeyyuṃ. At KS 2:136 this
is rendered: "For surely these [those who will come after us] may
fall into error."
The translator here evidently understands diṭṭhānugati as resolvable
into diṭṭhi+anugatiṃ, with diṭṭhi meaning wrong view. Spk and Spk-pt
are silent, but I find it more plausible to take the first part of
the compound as the past participle diṭṭha, "the seen" in the sense
of an example or role model.
This interpretation can claim support from the use of the idiom at
AN I
126,19-20, 127,22-23; I11 108,5-6, 2 5 1 ,~a~n d 422~01,9 . See too
MLDB, n. 57.
(280 번 주해, CDB 1 권 800p, 빅쿠 보디)

빅쿠 보디의 설명에 따르면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견에 잘못 빠지다”라는 뜻이 된다. 이는 diṭṭhti 가
일반적으로 ‘사견’의 뜻이고, ānugati 가 ‘following after’로서
‘따르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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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견을 따르는 것이 되어 버려 본문의
뜻과 정반대의 번역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전재성님은 각주에서
가이거의 견해를 인용하여 “선입관으로 결정하다” 뜻으로 또는
“보여진 것을 지향하다, 보여진 것을 모방하다”의 뜻이라 하였다.
그래서 번역도 “후세의 뭇삶들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것입니다”라
하여 “보여진 것을 모방하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빅쿠 보디는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diṭṭhi+anugatiṃ 로 분해
하여 설명하였다. diṭṭhi 에 대하여 과거분사로서 ‘diṭṭha’로 보아
“보여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보여진 것을 따르는’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깟사빠존자가
두타행을 하여 모범을 보여준 것을 말한다.
따를 것인가 vs 생각할 것인가
빅쿠보디가 해석한 diṭṭhānugatiṃ 문구가 들어 있는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pleasant dwelling in this very life, and I have compassion for
later generations, thinking, 'May those of later generations follow
my example!
(Old, CDB S16.5, 빅쿠보디역)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지금 생에서 즐겁게 머무는 것, 그리고 나는 후세사람을 위하여
‘후세사람들이 나의 예를 따르기를!”라고 생각하면서 자비를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빅쿠보디는 “나의 예를 따르는
것(follow my example)”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존중하여 초불연 각묵스님은 “[저를] 본보기로 하여 따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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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였다. 이는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diṭṭhi+anugatiṃ 분해하고,
diṭṭhi 에 대하여 과거분사형인 diṭṭha 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협의 전재성님은 diṭṭhānugatiṃ 에 대하여 분해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여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생각’에
방점을 두었다.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 번역문이 된다. 하나는 깟사빠의
두타행을 ‘따를 것인가’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생각할
것인가’라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부처님이 포기하였던 고행
두타행은 고행이다. 그렇다고 하여 부처님이 포기 하였던 그런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포기하였던 고행은 초전법륜경에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yo cāyaṃ attakilamathānuyogo dukkho anariyo
anatthasaṃhito, S56.11)”라 하였다. 자신을 학대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고행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고행이 깨달음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행 그 자체에
집착한다면본말이 전도 된 것이다. 부처님은 고행 그 자체에 집착한다면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고행 그 자체에
집착하는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깟사빠의 두타행은
극단적 고행과는 다른 것이다.
깟사빠의 두타행은?
출가수행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두타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견딜수 없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깟사빠 존자는 스스로 두타행을 함으로서 “두타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런 두타행은 어떤 것일까?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되어 있다.

[깟사빠]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유익한 점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숲에서 사는 자로서 숲의 생활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걸식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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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식의 생활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분소의를 걸친 자로서 분소의를
입는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세 가지 옷만을 소유한 자로서 세 가지
옷만을 소유하는 것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욕심이 적은 자로서 욕심이
적은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만족을 아는 자로서 만족을 아는 것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홀로 있는 자로서 홀로 있는 것을 찬탄하고, 또한
저는 사교하지 않는 자로서 사교하지 않는 것을 찬탄하며, 또한 저는
정진하는 자로서 정진하는 것을 찬탄해왔습니다."
(Jiṇṇasutta-늙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5, 전재성님역)

경에서는 두타행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주로 숲에
머물며 걸식에 의존하는 생활을 말한다. 그리고 시체를 싼 천조각을
모아 만든 분소의를 입고 있다. 이렇게 머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소유와 소욕으로 일관하는 수행이다.
그런데 경에서는 정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청정도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열 세 가지 두타행 (terasadhutaṅgāni)
청정도론에서는 열 세 가지 두타행이 소개 되어 있다. 청정도론을
근거로 하여 만든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열 세가지 두타행(terasadhutaṅgāni)
No
1
2
3
4
5
6

수
행
분소를 입는 수행
paṃsukūlikaṅgaṃ
삼의만 수용하는 수행
tecīvarikaṅgaṃ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
piṇḍapātikaṅgaṃ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
sapadānacārikaṅgaṃ
한 자리에서만 먹는 수행
ekāsanikaṅgaṃ
발우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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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공동묘지 등에서 버려진
천조각으로 만든 옷
검소한 생활과 여분의 옷에 대한
탐욕을 피함
항상 걸식에 의지 해야함

구분
衣

눈을 내리뜨고 마을의 차례대로
탁발함
음식에 대한 갈애를 버림

食

다양한 맛에 대한 갈애를 버림

食

衣
食

食

7
8
9
10
11
12
13

pattapiṇḍikaṅgaṃ
나중에 얻은 밥을 먹지 않음
khalupacchābhattikaṅgaṃ
숲에 머무는 수행
āraññikaṅgaṃ
나무 아래 머무는 수행
rukkhamūlikaṅgaṃ
노천에 머무는 수행
abbhokāsikaṅgaṃ
공동묘지에 머무는 수행
sosānikaṅgaṃ
배정된 대로 머무는 수행
yathāsanthatikaṅgaṃ
눕지 않는 수행
nesajjikaṅganti

음식을 보관하지 않기 위함

食

부적절한 형상 등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기 위함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려서 무상을
느끼기 위함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함

住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住

숙소에 대한 탐욕을 버림

住

바른 도닦음을 증장 시키기 위함

住
住

精進

표에서 13 번째 항목을 보면 정진이 있다. 청정도론에 따르면 눕지 않는
수행으로 소개 되어 있다. 두타수행자가 숲속에서 머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더구나 눕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말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가 될 것이다.
청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 세가지 두타행을 보면 불교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특히 분소의와
탁발에 대한 것이 그렇다. 공동묘지 등 버려진 천조각을 이어 만든 옷을
입고 걸식에 의존하는 삶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무소유의 삶에 대한
실천일 것이다.
청정도론에서는 열 세가지 두타행에 대한 게송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를 불교다웁게 만들고 또한 가장 청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분소의를 입는 수행(paṃsukūlikaṅgaṃ)’과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piṇḍapātikaṅgaṃ)’이다. 이에 대한 찬탄
게송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분소의를 입는 수행에 대한 게송

Mārasenavighātāya, paṃsukūladharo y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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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naddhakavaco yuddhe, khattiyo viya sobhati.
Pahāya kāsikādīni, varavatthāni dhāritaṃ;
Yaṃ lokagarunā ko taṃ, paṃsukūlaṃ na dhāraye.
Tasmā hi attano bhikkhu, paṭiññaṃ samanussaraṃ;
Yogācārānukūlamhi, paṃsukūle rato siyāti.
(청정도론)

While striving for Death’s army’s rout
The ascetic clad in rag-robe clout
Got from a rubbish heap, shines bright
As mail-clad warrior in the fight.
This robe the world’s great teacher wore,
Leaving rare Kási cloth and more;
Of rags from off a rubbish heap
Who would not have a robe to keep?
Minding the words he did profess
When he went into homelessness,
Let him to wear such rags delight
As one in seemly garb bedight.
(빅쿠 냐나몰리역)

마라의 군대를 항복받기 위해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무장하나 왕족처럼 빛난다.
세상의 스승께서도 까시의 비단 옷 등을 버리고
분소의를 입으셨거늘 누가 그것을 입지 못할까?
그러므로 비구는 스스로 서원한 말을 기억하여
수행자에게 적합한 분소의 입는 것에 즐거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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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스님역)

2) 탁발음식만 수용하는 수행에 대한 게송

Piṇḍiyālopasantuṭṭho, aparāyattajīviko;
Pahīnāhāraloluppo, hoti cātuddiso yati.
Vinodayati kosajjaṃ, ājīvassa visujjhati;
Tasmā hi nātimaññeyya, bhikkhācariyāya sumedhaso.
Evarūpassa hi –
“Piṇḍapātikassa bhikkhuno,
Attabharassa anaññaposino;
Devāpi pihayanti tādino,
No ce lābhasilokanissito” ti.
(청정도론)

The monk content with alms for food
Has independent livelihood,
And greed in him no footing finds;
He is as free as the four winds.
He never need be indolent,
His livelihood is innocent,
So let a wise man not disdain
Alms-gathering for his domain.
Since it is said:
“If a bhikkhu can support himself on alms
And live without another’s maintenance,
And pay no heed as well to gain and f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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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gods indeed might envy him” (Ud 31).
(빅쿠 냐나몰리역)

탁발음식 덩이에 만족하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음식에 탐욕을 버린 수행자는 사방에 자유롭다.
게으름을 떨치고, 생계가 청정하다;
그러므로 지자는 탁발하는 것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탁발음식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타인에 의해 부양되지 않는 비구가
만약 이득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Ud31)”
(대림스님역)

두타행은 빅쿠의 전유물일까?
그렇다면 두타행은 반드시 빅쿠만 하는 것일까? 청정도론에 따르면
빅쿠니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재가불자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다만 그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 열 세가지 항목을 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청정도론을 근거로 하여 두타행 대상에 대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두타행의 내용과 대상
No
1
2
3
4
5
6
7
8

수행
분소의
삼의만 수용
탁발음식만 수용
차례대로 탁발
한 자리에서만 먹음
발우 음식만 먹음
나중 음식 먹지않음
숲에 머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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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비구니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X
X

사미
수용
X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사미니
수용
X
수용
수용
수용
수용
X
X

재가
X
X
X
X
수용
수용
X
X

9
10
11
12
13

나무 아래 머묾
노천에 머묾
공동묘지에 머묾
배정된 대로 머묾
눕지 않음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X
X
X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X
X
X
수용
수용

X
X
X
X
X

사미니:식차마나포함
재가: 우빠사까(남자신도)와 우빠시까(여자신도)

표를 보면 빅쿠니의 경우 숲이나 노천에 머무는 수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라는 신체특징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이
숲에서 머물 때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한 것이라 보여진다.
재가불자의 경우 허용되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한자리에서만 먹는
수행’과 ‘발우의 탁발음식만 먹는 수행’이 이에 해당된다. 마치
템플스테이하면 밥을 먹을 때 행동처럼 보인다. 이처럼 두타행은 빅쿠의
전유물은 아니다. 출가자이건 아니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 되어 있다.
후세사람들이 전부 따라 하기에는
출가자에게 있어서 열 세가지 두타행은 매우 가혹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고행’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고행에 대하여 모든 빅쿠가 다
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정신만은 계승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면 경에서 말한 diṭṭhānugatiṃ 의 뜻은 “아마도 후세의
뭇삶들은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번역한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초불연에서는 “후대사람들은 [저를] 본보기로 하여 따라 할
것입니다.”라 하여 must 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번역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록 깟사빠가 두타행을 하여 모범을 보이긴 하였더라도
후세사람들이 이를 전부 따라 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초불연에서 왜 이런 번역이 나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빅쿠보디의 견해를 너무 존중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깟싸빠여, 훌륭하다. 깟싸빠여, 훌륭하다.”
부처님은 깟사빠의 두타행에 대하여 어떻게 보았을까? 경에서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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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ādhu, sādhu, kassapa, bahujanahitāya kira tvaṃ kassapa, paṭipanno
bahujanasukhāya lokānukampāya atthāya hitāya sukhāya
devamanussānaṃ. Tasmātiha tvaṃ kassapa, sāṇāni ceva paṃsukūlāni
dhārehi nibbasanāni, piṇḍāya ca carāhi, araññe ca viharāhī'ti.

[세존]
“깟싸빠여, 훌륭하다. 깟싸빠여, 훌륭하다. 그대는 많은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참으로 이와 같이 실천해왔다.
그러므로 깟싸빠여, 닳아빠진 베로 만든 그 분소의를 걸치고 걸식하러
다니며 숲속에서 살아라."
(Jiṇṇasutta-늙음의 경, 상윳따니까야 S16.5, 전재성님역)

부처님은 깟사빠의 두타행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그 칭찬의 말이
‘sādhu’이다. 사두는 ‘good; virtuous; profitable. (adv.),
well’의 뜻으로 ‘좋다’ 또는 ‘훌륭하다’의 뜻이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를 칭찬할 때 ‘선재 선재(善哉善哉)’라 하였는데
이는 사두를 음역한 것이다. 우스개 말로 사두에 대하여 우리말로
“그려 그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아름드리 나무의 천은사길
‘두타산천은사’라 쓰여 있는 일주문을 지나 천은사길로 들어 갔다.
천은사로 가는 길에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보였다. 수령이 250 년 된
느티나무가 여럿 된다. 또 아름드리 나무가 많아 태백산맥 너머의
지역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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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살이 순례팀을 반겨주고
천은사에 도착하자 종무소의 노보살이 순례팀을 반겨 준다. 늘 그렇듯이
순례자들은 법당에 들러 참배한다. 천은사에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최근 지어진 전각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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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에는 동백꽃이 한창
사람들은 두타라는 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사람들은 그저
부르는 산이름 정도로 알 고 있으나 사실 ‘두타’라는 말은
불교용어이다. 이처럼 불교용어가 산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다. 두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천은사에
‘동백꽃’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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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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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계사에 세월호 플레카드는 보이지 않고

화창하고 싱그러운 날에
신록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5 월 3 일 토요일에 서울대공원을 찾았다.
늘 찾는 곳이라서 이제 매우 익숙하다. 서울대공원이 크게 동물원과
놀이공원 두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공원사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부속으로서 장미원이 있다. 주로 가는 곳은 동물원이다. 그러나
장미꽃이 필 때 쯤이면 장미원을 즐겨 찾는다.
동물원은 부지가 매우 넓다. 청계산 북서면 자락에 자리 하고 있는
동물원은 산림욕하기에도 좋다. 그래서일까 나이 든 ‘실버세대’들이
대공원을 주로 찾는다. 경노우대정책으로 무료로 공원입장이 가능해서
항상 은발의 등산객들을 볼 수 있는 곳 또한 서울대공원이다.
화창하고 싱그러운 5 월 첫째주 토요일 동물원으로 향하였다. 목표는
‘조절저수지’이다. 날씨가 좋아서 일까 전철역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가득 올라간다. 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부모가 많고 또 데이트
하러 나온 젊은 연인들도 눈에 많이 띈다. 대체적으로 젊고 활기찬
분위기이다. 세월호참사의 영향으로 전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화창하고 싱그로운 봄날 이곳 대공원 만큼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늘 보던 스님이 있었는데
대공원에 가면 늘 보는 것이 있다. 전철역에서 내려 분수대앞
광장까지의 대로 사이에 ‘탁발’하는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와
장삼을 입은 스님이 목탁을 치며 절을 하는 장면을 수 년간 보아 왔다.
아마도 십년 가량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
늘 보던 스님이 보이지 않으니 한편으로 허전하다. 그것은 애증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스님이 분수대 앞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십년전쯤으로 보인다.
관세음보살이 그려진 모금함을 앞에 놓고 목탁을 치며 절을 하는 스님을
보면서 아마도 ‘땡중’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계종에서는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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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종단소속이 아니라 스스로 가사와
장삼을 입고 머리를 깍은 중이 아닐까 생각한 것이다.
탁발승은 구름처럼 몰리는 목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분수대 바로
아래이다.이곳에서 목탁소리를 내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절을
하였다. 그런 모습이 마치 불교망신을 시키는 것 같았다. 기독교의 경우
한사람이라도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예천불지’를 외치며 다니지만,
불교에서는 마치 걸인처럼 모금함을 앞에 놓고 목탁만 치는 것이 영 못
마땅하였던 것이다.
비록 길거리 전도사들이 예천불지를 부르짖으며 전도하지만 자신들은
“진리를 전파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진리를 알려
주기는커녕 걸인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교망신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 탁발행위를 하는 스님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비판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서울대공원탁발승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늘 서울대공원을
찾기 때문에 그 때마다 탁발행각을 하는 스님이 못 마땅하였기
때문이다.
블로그내 검색을 해 보니 가장 처음 글을 쓴 것이 2009 년도이다. ‘탁발
스님과 노방 전도사, '무애행(無碍行)'인가 '막행(莫行)'인가(2009-0224)’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서 “탁발이나 노상전도를 하는
행위는 해당 종교의 이미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노방전도 하는 행위가 해당종교의 품위를 떨어 뜨리듯이
탁발행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뜻으로 썼다.
다음으로 검색된 것이 ‘벚꽃절정의 서울대공원에서 본 탁발,
구도행각인가 구걸행각인가(2011-04-18)’라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자라나는 신세대들이 즐겨찾는 대공원에서 탁발행각은 종단차원에서
관여 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드는 서울대공원에서 탁발승의 행각이 불교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종단차원에서 단속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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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검색된 글이 ‘구도(求道)인가 직업인가, 서울대공원의 탁발승을
보며(2010-05-01)’이다. 이 글에서는 “계행도 지키지 않으면서,
승인지 속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양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입장이 180 도 바뀐 이유
늘 찾는 곳이 서울대공원이다. 그런데 갈 때 마다 마주치는 것이
탁발승이었다. 아무소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며 절만 하는 스님이 한국불교를 망신시키고 포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모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을까? 구름처럼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누구 하나 돈을 넣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 탁발승이 차지
하고 있는 자리를 비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섬처럼 고립 되어
형국이었다. 그러나 아주 가끔 돈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 든
허름한 여인이다. 돈을 넣고 합장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가물에 콩 나듯 거의 보기 힘든 광경이다.
불교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공원 앞의 탁발승이 결코 좋아 보일 리
없다. 그래서 불만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뀌었다. 그것도
180 도 바뀌웠다. 갑자기 탁발승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승려도박사건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12 년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승려도박사건이 터졌다. 그
때 국민들은 분노 하였다. 이런 성난민심에 불자들은 고개를 못들고
다닐 정도이었고, 자신이 불자라고 떳떳이 밝히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 이었다.
그런데 승려도박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곪아 터진 것이라 한다. 더구나 승려도박사건은 고위직도 해당 된다고
하였다. 종단의 고위직이 연루 되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알려지자 신도들과 국민들은 승가를
다시 보게 되었다.

93

승려도박사건의 영향은 컸다. 이제까지 대공원앞에서 탁발행위 함으로써
불교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던 탁발승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글을 썼다.

서울대공원에 가면 몇 년째 절을 하는 스님이 있다. 지하철에서 빠져
나와 서울대공원 분수대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있는
스님이다.
이 스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비판의 글을 썼다. 조계종에서 금하는
탁발행위로 인하여 대다수 스님들의 위의를 손상시키고 한국불교를
망신시키고 있다고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다. 어느 순간 그 스님이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하였다. 한 장소에서 그것도 10 년 가까이 절만 하는
스님을 보았을 때 비록 그 행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짜승려처럼
보일지라도 계를 어기면서 반승반승의 삶을 살아 가는 스님들 보다 더
낫다고 느껴졌다.
(진흙속의연꽃, 아낌없이 퍼 주는 부모의 마음, 원인 없이 작용하는
아라한의 마음(2013-07-06)

대공원탁발승에 대한 입장이 180 도 바뀐 것이다. 입장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승단에 대한 불신이다. 승려도박사건이 터졌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단고위층도 도박을
밥먹듯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불교를 망신시키는 것은 서울대공원앞 탁발승이 아니라
도박을 일삼는 종단의 고위직 스님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되자 대공원탁발승이 갑자기 거룩한 성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퍼 주는 부모의 마음, 원인 없이 작용하는
아라한의 마음(2013-07-06)’라는 글을 올려 대공원 탁발승에 대하여
일종의 ‘간접사과’를 하였다.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탁발승을 볼 수 없다. 보이지 않은 지가 이년
된다. 지난 십년간 매번 보다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서운 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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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불교망신시킨다고 비판만 하다 도박승려들의 행태를 보고
입장이 180 도 바뀌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아쉽다.
서울대공원은 아이들의 천국
서울대공원은 아이들의 천국이다. 모든 시설들이 아이들을 고려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가득 하다. 그 중에 하나가 초상화그리기 일 것이다. 화가들이
아이들의 특징을 잡아 내어 거의 완벽하게 묘사 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농산물직거래 장터가 생기고
올해 들어 서울대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농산물직거래 장터이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는 전국각지의
특산품이 전시 되어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 때문에
농촌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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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저수지를 향하여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늘 가는 곳이다. 가끔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들과
달리 가까이 있어서 늘 찾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래서 우회길을
이용하여 ‘조절저수지’로 향하였다.
서울대공원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특히 동물원
전체를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산림욕하기에 최적이다. 이처럼
우회길은 주로 실버세대들이 찾는다. 등산복을 입은 나이 든 세대들이
즐겨 찾는 길이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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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에 저수지가 두 개 있는데
서울대공원 가장 끝 모서리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청계산 바로 아래에
있다. 이름 하여 ‘조절저수지’라 한다. 왜 조절저수지라 하였을까?
그것은 이름에 모든 것이 다 설명 되어 있는 것 같다. 물을 조절한다
하여 조절저수지라 하였을 것이다. 이는 대공원 아래쪽에 있는 큰
저수지와 연계하면 이해가 쉽게 된다.
서울대공원에는 저수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대공원 입구에 있는
커다란 저수지이고, 또 하나는 대공원의 끝자락 즉, 청계산 바로 아래
있는 작은 저수지이다. 그런데 아래의 큰 저수지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다. 건기나 우기때도 물이 항상 일정하다. 이는 아마도 산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저수지 때문일 것이다. 큰 저수지의 물의 수위를
조절한다고 하여 ‘조절저수지’라 이름 한 것이라 보여진다.
감추어진 비경 문원지
목표지인 조절저수지에 도착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공원을
찾지만 대부분 동물을 구경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래서 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서울대공원을 제집 드나들 듯이 수 년동안
다녔어도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작년에 처음 이런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처음 저수지를 발견하였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서울대공원 비경(秘境) 문원지(2013-05-1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에서 감추어진 비경이란 표현을 하였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꼭 일년만에 다시 조절저수지를 찾았다. 그런데
조절저수지에 대하여 지도에는 ‘문원지’라 표기 되어 있다. 과천시
문원동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꼭꼭 숨어 있는 듯이 보이는
문원지를 찾았다.
5 월 첫째주에 보는 문원지는 무릉도원과도 같다. 신록의 산과 짙푸른
물이 어우러져 있어서 별천지에 온 것 같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듯하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산과 물을 바라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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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지는 제방이 있다. 제방으로 인공호수가 조성된 것이다. 제방
아래에는 동물원이 숲속에 잠겨 있다. 계곡에는 동물원이 있고 저 멀리
관악산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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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을 넘어
문원지에서 한참 머물렀다. 눈을 씻어 내듯이 산과 숲과 나무와 물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치도 오래 보면 싫증이 나는 것
같다. 슬슬 자리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가기 보다 청계산을 넘어가 보고 싶었다. 저 산을 넘어 가면
‘청계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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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어느 산에 가든지 절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는 절 구경하기가 힘들지만 산에 가면 절 구경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깊은 산중에 꼭꼭 숨어 있는 듯한 모습이다. 청계사로 가는 길에
야생화가 만발하여 자신의 존재를 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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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고개에 이르러
저수지 뒤로는 가파른 등산로길이다.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다. 가파른 길을 25 분 정도 걸어 올라 가자
청계사로 넘어 가는 고개에 도달 하였다. 지도상으로 ‘절고개’라
한다. 절고개 이쪽은 서울대공원이고 저쪽은 청계사인 것이다. 절고개
아래 약 300 미터 지점에 청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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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사에 도착하니
청계사에 도착하였다. 청계사 역시 늘 가는 곳이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종종 찾는 곳이다. 그런 청계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준비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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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사에 대한 비판글을 쓴 이유
청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다. 주로 비판적 내용이다. ‘“존재들
가운데 어떠한 실체도 발견하지 못한다” 우담바라 핀 청계사에서(201204-09)’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에서 종상스님과 우담바라꽃이
핀 사연에 대하여 다루었다. 풀잠자리알에 불과한 것을 우담바라꽃이라
하여 불사를 크게 일으킨 것에 대한 비판 글이다.
청계사가 언제부터 불국사 문중에 속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불국사
주지를 하였던 종상스님이 청계사 주지로 오면서부터 청계사는
‘우담바라핀 청계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교계언론에서 종상스님에 대하여 비판할 때는 우담바라이야기는 빠져
있다. 그렇다면 교계언론에서는 종상스님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불교닷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정센터는 주지추천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종상 스님(불국사
성보박물관장)에 대해서는 “▷해외원정도박 의혹 ▷경내 골프연습장
건설 ▷공찰을 자신의 사설사암으로 전환 ▷석굴암 중앙분담금 상습
체납·할인 등으로 도저히 봉은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스님”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기대 난망’…보시 거부 불사, 교단자정센터 성명, 불교닷컴
2013-12-04)

기사에 따르면 종상스님에 대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1)해외원정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가 있고, 2) 불국사
경내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여 국민정서와 유리된 행각을 하였고,
3)불국사의 분당포교당이라 볼 수 있는 석가사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개인사찰로 만들어버렸고, 4)석굴암에서 거두어 들이는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결국 탕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있음에도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스님을
밀어 주어 당선하게 하였다. 그 결과 강남의 노른자위 사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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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우는 봉은사를 불국사 문중이 차지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도박승 혐의자들에 접수된 봉은사, 어떤 막장드라마를 펼칠까?(201312-07)’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은 청계사에서 우담바라꽃에 대한
것이다. 풀잠자리알에 불과한 것을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하여
전국에서 신도들과 사람들이 몰려 들게 한 것이다. 이를 좋게 받아
들이면 퇴락한 청계사를 오늘날 여법한 가람으로 만들어 불사를 일으킨
것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국민사기’에 가까운
것이다.
천년고찰 청계사
청계사는 천년고찰이다. 청계산 남사면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청계사는
고색창연한 극락보전과 동종 등 문화재가 있어서 천년고찰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더구나 조선시대 말경에 한국선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스님이 어렸을 적 출가하던 곳이다. 그래서 청계사 경내에는
경허스님을 기리는 부도탑이 조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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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고풍스런 전각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청계사는 안양원을 배후로 하고 있다. 평촌과 산본 두 개의 신도시와
안양, 군포, 과천, 의왕시가 배후인 것이다. 이들 도시를 한데 묶어
일반적으로 ‘안양권’이라 하는데 인구가 ‘120 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배후로 하다 보니 부처님오신날 청계사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서 인덕원역에서 청계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계속해서 신도들을 실어 나르기도 한다.
왜 불국사문중소속이 되었을까?
이렇게 목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청계사는 불국사문중소속으로 되어
있다. 경상도 경주에 있는 불국사 문중에서 어떻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청계사가 불국사문중의 일원으로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상스님이 청계사 주지로 오면서 ‘성자(聖)’자 항렬을 갖는
스님들의 불국사문중 차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배후에 120 만명의 인구를 가진 곳이 청계사이다. 그러보니
청계사는 부처님오신날 되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구름처럼
모여 든다.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인산인해를
부처님오신날을 사흘앞둔 청계사에는 준비가 한창이다. 울긋불긋 각종
연등에는 꼬리표 달기 작업이 한창이다. 다른 절들과 달리 유난히
연등이 많이 걸려 있는 청계사에서는 소원을 염원하는 꼬리표가 역시
다른 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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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형형색색 울긋불긋한 연등이 경내에 가득하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온통 연등으로 뒤덥혀 있는 것 같다.
“초파일 등 접수합니다”
수 많은 연등과 함께 또 한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이틀 앞두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다음과 같은 플레카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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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카드에는 “초파일 등 접수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등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 1 년 지혜등이 20 만원, 100 일등이 5 만원이다. 1 년
소원성취등은 15 만원이고, 하루등은 3 만원이다. 하루등은 아마도
부처님오신날 당일날에 다는 등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부처님오신날을
사흘 앞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등값이 매겨져 있는 플레카드를 볼 수
있다.
연등장사하나?
기도비나 등값이 적혀 있는 플레카드를 종종 사찰에서 볼 수 있다. 그런
플레카드를 볼 때 마다 마치 ‘장사’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초파일날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 드는데 20 만원짜리 지혜등이
100 개 나간다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 또 1 년 짜리 소원성취등
15 만원짜리가 200 개 나간다면 그 금액은 얼나마 될까? 하루등
3 만원짜리가 1000 개 나간다면 얼마나 될까? 플레카드에 적혀 있는
연등값을 보면서 이런 저런 계산을 해 본다.
어떤 이는 절에서 연등장사를 한다고 비판한다. 절에서 사월초파일 하루
동안 연등을 팔면 일년 먹고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초파일이
최대의 대목이라 한다. 물론 장사의 개념으로 보았를 때이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청계사에서 본 등값
가격표가 그것이다.
플레카드로 등값 가격을 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신도들을 상대로
등장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초파일을 앞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본다면 초파일 하루를 겨냥하여 제대로 등장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관세음보살상호에서 우담바라 꽃이
청계사의 주법당은 극락보전이다. 이름이 뜻하듯이 아미타불이
주불이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다. 주불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관세음보살이다. 그 관세음보살상호에서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하여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법당안에는 그 때 당시
우담바라꽃이 핀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불단에 모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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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세히 보면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풀잠자리알이다.
이렇게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법당안에는 한쪽켠에 잘 모셔져
있다.
천원짜리 한장에 지나지 않지만
법당안에 잠시 앉아 있었다. 불자들이 들락거리며 절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런데 절하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다. 어떤 이는 마치 무당처럼
두손을 높이 치켜 들고 절하기도 한다. 아마 불교예절에 대하여
배운적이 없는 초보 불자인 것 같다. 그럼에도 절하는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또 어떤 이는 절을 하면서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묻고 한참
그대로 있다.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비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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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에서 대부분 불자들이 불전함에 넣는 돈은 크지 않다. 천원짜리
한장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진지한 자세와 간절이 염원하는 모습을
보면 숙연해질 정도이다. 이처럼 천원하나 넣고는 스님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등이나 달고 큰 불사에 동참해야만 스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천원짜리 한장 넣고
부처님에게 직접 서원을 비는 것이라 보여진다.
한국불교의 힘은 어디에서?
불자들이 법당에서 불전함에 넣는 것은 천원짜리 한장에 지나지 않다.
그럼에도그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바로 그 진지한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힘을 보는 것 같다. 도박이나 음주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은 천원짜리
한장을 집어 넣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불자에 있다고 보여진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부처님오신날 이틀전에 청계사에 가 보았다. 부처님오신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그날 연등장사를 제대로 할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은 연등값이 적혀 있는
플레카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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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양권 120 만명을 배후로 가진 청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당일을
맞이 하여 제대로 연등장사를 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연등값이 매겨져 있는 플레카드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종상스님 때문이다. 청계사 회주로 있는 종상스님은 이미
‘▷해외원정도박 의혹 ▷경내 골프연습장 건설 ▷공찰을 자신의
사설사암으로 전환 ▷석굴암 중앙분담금 상습 체납·할인’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고, 또한 우담바라꽃이 피었다고 하여 보는 이에 따라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계사에서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형형색색연등으로
가득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문구도 볼 수 없었다.
조계종에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각 사찰에 애도하는 플레카드를
걸고 법당에도 애도하는 문구를 걸라고 지침이 내려 갔다. 그래서일까
경북의 오지인 울진에 있는 불영사에서도 극락왕생과 무사귀환을 바라는
플레카드가 절의 입구에 붙어 있었고 또 법당안에도 있었다. 이렇게
오지의 절에도 세월화참사를 애도하는 플레카드가 붙어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사찰인 청계사에서는 일체
볼 수 없었다.
도시의 거리에는 애도 플레카드가
지금 우리나라는 상중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연일 뉴스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보도 하고 있고 국민들은 가슴 아파 한다. 그래서일까
도시의 거리에서도 애도 플레카드를 볼 수 있다. 그런 애도문구는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도시의 애도문구는 절에서 붙어 있는 극락왕생과 무사귀환이라는 말
대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교회의 플레카드를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플레카드와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또
다른 플레카드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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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계사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 어떤 문구도 볼
수 없었다.절 어느 곳에서도 법당에서도 볼 수 없었다.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가장 잘다니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초파일
등 접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등값이 매겨진 플레카드가 눈에 확
띨 뿐이다.

2014-05-0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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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날 같은 봉선사 부처님오신날

불교가 차별 받고 있다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이다. 이 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석가탄신일’이라 한다. 달력이나 포털 등에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다. 그러나 불자들은 석가탄신일이라는 말 대신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이렇게 불자들 대부분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달력이나 정부에서는 굳이
석가탄신일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예수가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라 한다. 정부에서는 성탄절이라 하고 달력에도
역시 성탄절으로 기입 되어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크리스마스이다.
한국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날은 ‘성탄절’이 되고, 붓다가 태어난 날은
‘석가탄신일’이라 한다. 한분은 성인이 태어 났다 하여 명절에나
붙이는 ‘절’자를 붙여 주고, 또 한분은 같은 성인임에도 김가 이가
하듯이 ‘석가’라 한다. 그리고 태어난 날을 ‘일’이라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불교가 차별 받고 있다.
애도기간이라 하여
그런데 포털에서도 차별 받는다. 금일 부처님오신날 네이버 첫 화면에는
연꽃이나 연등 등 불교관련 이미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디어
다음에서는 첫화면에 연꽃 이미지를 실어 주었다. 이에 네이버에 알아
보았더니 현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5 월 5 일 어린이날에도 별다른 이미지를 싣지 았았다고
하였다. 앞으로 애도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일체 기념일에 대한 첫화면
배너 이미지를 싣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서운하다. 다른 기념일과 달리 종교의 기념을 특수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이야 이미지를 싣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종교의 경우
다르다.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이미지는 실으면서 불교의 부처님오신날
이미지를 싣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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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부처님오신날은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싣지 않았다. 바로 이런
것이 포털권력의 전형일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선사로
부처님오신날 봉선사를 찾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다. 바로 옆이
수목원이어서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봉선사는
처음이 아니다. 봉선사 연꽃축제 등으로 몇 차례 방문 하였다. 그래서
낯설지 않고 익숙한 편이다.
오늘이 부처님오신날이긴 하지만 도시에서는 분위기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지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쉰다는 것 외 별다를 것이
없어서 평일이나 다름 없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절로 들어 가는 입구는
차량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분위기가 다르다. 봉선사 가는
길도 그렇다.
긴기다림 끝에
긴기다림 끝에 봉선사에 도착 하였다. 오전 12 시를 막 넘긴 시간에
일주문 앞에는 차량과 사람으로 가득하다. 일부는 행사를 마치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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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불교도기를 보고
일주문을 지나 봉선사 경내로 들어 갔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불교도기이다. 다른 깃발은 보이지 않고 경내에는 오로지 오색의
국제불교도기만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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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국제불교도기 의미
이렇게 사찰에서 국제불교도기가 공식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국제불교도기가 테라와다 불교의
종주국이라 불리우는 스리랑카에서 130 년전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를
사용함으로서 국제불교도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색의 국제불교도기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불교도기의 의미
1

2
3
4

색깔
파랑
(Blue)

신체적 오라
부처님의 머리카락에서
방사

노랑
(Yellow)
빨강
(Red)
하얀
(White)

부처님의 피부에서
방사
부처님의 살에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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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뼈와
치아에서 방사

상징
자비
(Universal
Compassion)
중도
(The Middle Path)
축복
(Blessing)
청정과 해탈
(Purity and
Liberation)

일반적 의미
모든 존재에 대한 무량한 자비를 상징

모든 극단을 피하고 균형과 해탈을 얻기
위한 중도를 상징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상징
청정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해탈을 상징

5

주황
(Orange)

6

5 색조합

부처님의 손바닥,
뒤꿈치, 입술 에서
방사

지혜
(Wisdom)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지혜를 상징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임을 상징

출처 ; http://www.saloeurm.com/buddhistflag.htm

25 교구 본사 봉선사
봉선사는 대찰이다. 교구본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교구본사가 두
곳 있다.화성에 있는 용주사와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강남에 조계종 제 2 교구 본사인 용주사가 있고, 강북에는
25 교구 본사인 봉선사가 있다. 그래서 봉선사는 한강 이북의 절들을
말사로 두고 있다.
교종본찰봉선사
봉선사가 유명한 것은 ‘교학’과 관련이 있다. 선종과 교종이 있을 때
교종위주의 사찰이 이곳 봉선사이다. 그래서일까 일주문 뒷편 현판에는
‘교종본찰봉선사’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교학이 매우 강한 곳이
봉선사이다. 그래서 법화경 등 한역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한 운허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하였고 후학을 길러 내었다. 더구나 운허스님과 6 촌간인
춘원 이광수도 이곳 봉선사에서 머물기도 하였다.
운허스님과 이광수
봉선사에는 운허스님과 이광수 등이 주석 하여서 다른 사찰과 달리
교학적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일까 봉선사에는 교학을 발전시킨
분들의 비석과 부도탑이 커다랗게 조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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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교도들의 세상
봉선사가 교구본사이고 큰 사찰이어서인지 사람들로 가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도시에서는 오늘이 부처님오신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불교도들의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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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불의식
대웅전으로 가 보았다. 오전에 법요식이 끝나고 관불의식이 진행 되고
있다. 아기부처님의 머리에 물을 부어 목욕시키는 의식을 말한다. 이런
장면은 우리나라 어느 절에 가든지 볼 수 있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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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애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해
놓은 것이다. 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이 많다.

파초는 어디로 갔을까?
봉선사에 가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파초이다. 이전에
왔었을 때 대웅전 앞마당 화단에 파초가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초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초가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있어야 할 파초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 참고로 2010 년
7 월에 촬영된 법당앞 파초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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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7 월 법당앞 파초

비빔밥을 먹기 위하여
점심시간이어서인지 긴 줄이 형성되어 있다. 그 길이가 50 미터가 넘는
것 같다. 무료로 제공되는 비빔밥을 얻어 먹기 위하여 긴 줄을 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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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보살들이
절에서 먹는 밥은 늘 그렇듯이 비빔밥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초파일의 경우 예외 없이 비빔밥이다. 그래야 수천명이나 되는 인원을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빔밥을 나누어 주는 분들이 너무
고령이다. 봉선사신도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60 대를 넘어 70 대의
고령의 노보살들이다. 수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몇 시간 씩
배식하는 것을 보면 먹기가 미안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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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먹는 음식은
절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맛이 있다. 비록 부실한 재료로 되어
있는 비빔밥일지라도 식당에서 사 먹는 것 보다 훨씬 더 맛 있다.
그것은 절에서 먹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차린 것이 없어도 절밥을
먹는 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볼품
없는 비빔밥이지만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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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줄을 기다려 비빔빕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 전형적인 서민들이다.
아마도 부처님오신날이라 하여 마음 먹고 온 듯하다.

잔칫집 같은 분위기
수 많은 사람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비빔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잔칫집 같은 분위기이다. 전을 지지고 전을 판매
하고 있다. 김치전과 야채전이 각각 3 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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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스에서는 커다란 종이컵에 묵과 야채를 버무려 팔고 있다. 이
것 역시 3 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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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복이도 판다. 아이들이 좋아 하는 떡복이를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데 3 천원 한다.

커피도 팔고 있다. 합창단 커피라 하여 종류별로 가격이 다르다. 커피와
녹차는 한잔에 천원이다. 냉커피는 이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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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싫으면
아이들이 좋아 하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다. 천막부스와 달리
전용공간이 있다. 기념품 매장 처럼 고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표를 보니 아이스크림이 천원짜리와 2 천원 짜리가 있고, 연국수는
4 천원 한다. 길게 줄지어 서기 싫으면 이곳에서 연국수를 먹으면 될
것이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을 만들어 팔고, 떡복이를 만들어 팔고 있다. 모두 봉선사
신도회에서 하는 일이라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판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 하는 것이 이것들 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전에 꽃 공양을 올리세요!!”

131

한쪽 부스에서는 꽃을 팔고 있다. “부처님전에 꽃 공양을
올리세요!!”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 놓고 있다. 꽃 한송이 2 천원이고,
두송이면 3 천이다. 역시 신도회에서 하는 일이다.

옷도 팔고
또 한켠 부스에서는 옷도 판다. 주로 법복이다. 그리고 천연염색하여
만든 옷도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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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도 팔고
파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야외 갤러리가 열린 것처럼 각종 불화를 전시해 놓고
있다.

백만원대까지 다양한다. 그 중에 수월관음도의 가격을 보니 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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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에서 큰 장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봉선사에서는 큰 장이 열렸다. 신도회
주관으로 봉선사를 찾아 온 불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에서부터 꽃, 의류, 그림 등 매우 다양하다. 긴 줄을
서서 무료로 비빔밥을 먹는 대다수 사람들과 매우 차별화 되는 듯 하다.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
세월호 참사영향으로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매우 경건하게 치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산사음악회 처럼 시끌벅적한 가람의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곳 봉선사에서도 오후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가
열렸다. 징과 북 등이 등장하고 범패 음악소리가 나서 산사음악회
분위기와 확연하게 다르다.

법문이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 시가 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든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보니 오후 내내 이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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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 대웅전에서 절하고 관불하고 비빔밥을 먹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지만 법문이 없는 것이 아쉽다. 물론 오전에
법요식이 있어서 법문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오후에 들이닥친 사람들을
위한 법문을 들을 수 없다. 단지 절하고 등을 달고 비빔밥 먹고 가는
것이 부처님오신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전형적인 신행방법일
것이다.

2014-05-06
진흙속의연꽃

135

17. 최전방 철책 너머, 건봉사 순례

건봉사를 향하여
금강회순례법회를 다녀 왔다. 매년 6 월 6 일과 10 월 3 일 이렇게 일년에
두 차례 시행 되고 있는 순례법회이다. 전체기수가 참여 하는 큰
순례법회라 볼 수 있는데 이번 순례법회는 ‘건봉사’이다.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건봉사로 떠나는 전세버스는 모두 여덟 대이다.
45 인승 버스가 꽉 찰 정도이니 대략 300 명 가량 된다. 이렇게 큰
인원이 출발하다고 보니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 가다 보니 주로 국도로 가게 되었다. 특히 S 자형의
진부령길은 오랜만이다. 요즘 대부분 국도가 곧바로 되어 있어서 교량과
터널을 무수하게 통과하지만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진부령길은 전형적인
S 자형길로서 옛날의 정취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막히지 않는 길과 옛날길로 가다보니 건봉사에는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였다. 민통선 안에 있다는 건봉사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오전
12 시 가까이 되었다.
최전방에 위치한 건봉사
건봉사는 처음이다. 그러나 이전에 기별법회순례지어서 일부 법우님들은
두 번째라 한다. 그런 건봉사는 우리나라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이를
지도로서 확인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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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는 다른 절과 달리 민통선 안에 있다. 그래서 불과 이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갈 수 없는 절이었다. 그러나 1989 년 이후 복원이 되어
현재는 불자들의 대표적인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다.
건봉사의 옛날모습은?
건봉사 주차장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불이문’이다. 입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당시 파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라 한다.

한국전쟁당시 격전지이었던 건봉사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은 전각이
불이문이다. 나머지 전각은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건봉사의
옛날모습은 어떠하였을까? 불이문 바로 옆에는 1920 년대에 촬영되었던
건봉사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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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19020 년대 건봉사전경이다. 불이문 뒤에 크고 작은 수 많은
전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산이 거의 ‘민둥산’에
가깝다. 1920 년대 금강산 지역의 모습이다. 지금의 모습과는 천지차이가
난다.
현재 건봉사주변은 매우 울창한 산림으로 뒤덥혀 있다. 이런 민둥산은
1960 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한다.
땔감으로 나무가 사용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벌목에 따른 것이라 본다.
지금도 북한지역의 사진을 보면 민둥산을 볼 수 있는데, 1920 년대의
건봉산 모습과 닮았다고 본다.
16 번이나 주인이 바뀐 격전지
건봉사는 최근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는 절터만 남아서
폐허나 다름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이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이었기 때문이다. 표지판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휴전 직전까지 한국군 5. 8. 9 사단및 미군 제 10 군단과 공산군 5 개
사단이 16 차례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곳이라 한다. 그래서 건봉사는
전쟁중에 무려 16 번이나 주인이 바뀐 곳이다. 더구나 건봉사가 군대의
주둔지가 됨에 따라 건봉사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불이문 하나만 남겨
놓고 초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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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법한 도량으로 재탄생
‘건봉사지구전투’로 알려져 있는 건봉사는 한국현대사에서
비극적이고도 슬픈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복원불사가 이루어져 여법한 도량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래서 수 많은
불자들의 성지순례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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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당이 거병하던 곳
건봉사는 1994 년 이후 중창불사가 이루어져 현재와 같은 사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표지판에 따르면 옛날에는 대찰이었다고 한다. 1878 년
소실 되기 이전에는 3.183 칸에 달하는 전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봉사가 대찰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주둔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명당이 바로 이곳에서 거병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조선왕실에서는 이곳 건봉사를 호국도량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대찰로서 사격을 유지한 것이라 보여진다.
건봉사의 역사를 보면 전란과 매우 관계가 깊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당이 이곳에서 승병을 일으켜 왜군과 대적하였고, 한국전쟁당시에는
아군과 적군의 치열한 격전지이었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 건봉사는 늘
초토화 되었다. 그러나 전란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복원되는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초토화와 복원이 반복된 현장이 건봉사이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사명당의승병기념관
이런 건봉사에 승병활동을 한 사명당을 기리는 전각이 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사명당의승병기념관’이 그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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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내부에는 불도 켜 있지 않아 어둑하다. 그런
어둠 속에서 사명당의 초상화가 어렴풋이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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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사랑하는 까닭’
건봉사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머문 곳이기도 하다. 만해스님은
백담사에서 주로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곳 건봉사에서도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비로 알 수 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한용운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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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만해스님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를 보면 키워드가 백발, 눈물, 죽음이다. 이 시는
무엇을 말하자 함일까? 단순하게 님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까?
한용의 시에는 ‘님’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사랑타령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스님이었던 한용운의
시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시어에 님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이를 불교적 용어로 바꾸어
놓고 보면 시인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위 시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불교의 ‘제행무상’을 노래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생겨난 것은
변하여 소멸할 수 밖에 없음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라 볼 수 있다.
육대적멸보궁 중의 하나
전란의 폐허속에서 복원된 봉건사에서 볼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두
가지라 본다. 하나는 진신사리가 있는 ‘적멸보궁’이고 또하는
‘등봉대’이다. 먼저 진신사리에 대한 것이다.
건봉사는 불자들에게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불자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이다.
건봉사가 민통선 안에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성지순례로 각광을 받는 것은 진신사리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건봉사는
육대적멸보궁 중의 하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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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 적멸보궁 종무소에 하나의 표가 붙어 있다. 안내 표지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멸보궁은 모두 여섯 곳이다. 즉, 통도사,
상원사,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건봉사이다. 예전에는 사대보궁이니
오대보궁이니 하여 회자 되었으나 여기에 건봉사가 추가 된다면 이제
육대적멸보궁이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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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산사순례기도회의 ‘평화의 불’
적멸보궁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평화의
불’이다. 선묵혜자스님이 이끄는 108 산사순례기도회가 다녀 갔다는
증거이다. 새겨진 글씨를 보니 2013 년 10 월 17 일이다.

불상이 없는 법당
적멸보궁 내부에는 법당이 있다. 그러나 법당에는 불상이 없다. 법당에
불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당 바로 뒤에 부처님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당에 별도로 불상을 모시지 않은
것이다. 진신사리탑이 불상을 대신하기 때문에 어느 적멸보궁에서든지
법당에 불상은 모셔져 있지 않다. 그래서 벽면을 터서 유리로 처리하여
진신사리탑이 보이도록 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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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사리탑 모양을 보니
법당 뒤에는 진신사리탑이 있다. 부도탑 형태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탑이 있는데 중앙이 진신사리탑으로 보인다. 중앙탑은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좌우에는 이끼가 낀 듯 오래 되어 보이는 탑이
보인다. 생긴 모습을 보니 종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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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파가 연상되는 진신사리탑
오래 되어 보이는 진신사리탑을 보자 마치 ‘스투파’가 연상되었다.
마치 그릇을 엎어 놓은 듯한 복발형 모양을 한 것이 스투파이다.
스리랑카에서는 ‘다고바’라 하여 보리수와 함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거대한 스투파가 건립되었는데 ‘산치대탑’이 대표적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스투파에 대하여 다고바라 부르는데 역시 거대하다.

스리랑카 다고바(스투파)

우리나라에서도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을 보면 인도에서의 스투파와
스리랑카의 다고바가 연상된다. 다만 크기가 매우 작을 뿐이다. 만일 이
진신사리탑을 큰 형태로 만든다면 아마 인도의 산치대탑이나 스리랑카의
다고바와 유사하게 될 것이라 본다. 그렇게 된다면 대웅전 앞에서 볼 수
있는 삼층석탑이나 오층석탑 등을 대체할지 모른다.
건봉사에 가면 꼭 보아야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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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봉사에 가면 꼭 보아야 할 곳이 있다. 그곳은 ‘등봉대’이다.
안내표지판 설명에 따르면 서기 758 년 수행승 31 명과 신도 1,820 명이
이곳 건봉사에서 ‘아미타만불염불회’를 결성하였다고 한다. 만일동안
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만일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일년이 365 일이므로 만일은 27 년이다. 만일 동안
스님들과 신도들이 수행정진한 결과 모두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등봉대이다.
등봉대 가는 길
건봉사에서 등봉대로 가려면 산길을 약 20 여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개별행동은 되지 않는다. 단체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등봉대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이디. 그래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야만 올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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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지대
등봉대 가는 길은 통제구역 안에 있다. 오로지 허용된 길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길 양옆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출입을 할 수 없다.
군부대의 통제하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이곳이 민통선지역이기도 하지만
지뢰지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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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봉대에 올라가는 길은 그다지 가파르지 않다. 평범한 산길이다.
더구나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다. 육칠년전에 이곳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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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는 법우님의 말에 따르면 그 때 당시에는 길의 폭이 매우
좁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혀진 것을 보더니
“조금 지나면 포장 될 것 같다”라는 농담을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수 많은 불자들이 찾아 온다는 것을 말한다. 적멸보궁과 함께
이곳 등봉대는 건봉사를 대표하는 명소이기 때문이다.
탑모양이 하나 있을 뿐
등봉대가 건봉사의 명소이다. 그러나 막상 당도해서 보면 적멸보궁에서
보았던 탑모양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곳이 스님들과 신도들이
만일결사하여 기도하였던 장소라는 표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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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금강산의 연봉이
등봉대는 전망이 좋다. 시야가 탁 트여 사방이 내려다 보인다.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저 멀리 산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하사관에게 금강산이 어느 쪽 방향인지 물어 보았다.
그러나 군인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마도 이곳이 통제구역이다 보니
금강산이 어느 곳에 있는지가 비밀에 속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어떤
봉우리가 금강산인지는 대충 식별 할 수 있다. 저 멀리 금강산의 연봉이
보였기 때문이다.

되돌아 오는 길에 동명항으로
건봉사순례를 마친 전세버스는 ‘동명항’으로 이동하였다. 동명항은
속초에 있다. 이렇게 순례방식이 변한 것은 이번 순례를 주관한
법우님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이사순례나 삼사순례 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으나 이번에는 일사순례 하고 되돌아 오는 길에 명소에
들르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되돌아 오는 길에 속초에 있는
동명항에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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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갈 때 돌아 보는 곳이 속초이다. 그 중에 항구가 있는
동명항이다. 그런 동명항은 언젠가 와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가물하다. 다시 찾은 동명항은 많이 바뀌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망대가 생긴 것이다.

전망대에서 항구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보았던 방파제는 그대로
있다. 오각형 모양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도 그대로이다. 예전에는
방파제 주변이 노점 등으로 혼잡하였으나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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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에서 바라 본 바다는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바위에는
거센파도가 때려서 하얀 포말을 내며 부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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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항의 명물은 오징어 순대라 한다.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건어물
등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속초의 명물 오징어 순대를 시켜 놓은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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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의한 신행이야기
이번 건봉사 순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귀가하여 보니 저녁 10 시가
넘었다. 강원도 북쪽 철책선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도중에 동명항을
들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후 6 시 넘어 동명항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해는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에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저녁 8 시가
되어도 날이 훤하다.
탑승한 버스에는 여러 기수가 섞여 있었다. 같은 기수의 법우님들은
여섯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버스 뒷좌석에서는 웃음꽃이
피었다. 지루한 귀가 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른 것이다.
법우님들과 이야기를
대한 이야기도 많다.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정도이다. 그럼에도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하면
특히
들을
매우

주로 주로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신행에
어떤 법우님들은 은 불가사의한 신행이야기를
때 “과연 그럴까?”하고 의문이 들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

불교음악씨디를 나누어 주고
버스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주변 법우님들이 관심을 보인다.
후배기수의 법우님들이다. 이들 법우님들에게 씨디를 나누어 주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음악씨디이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하여 만든
불교음악씨디이다. 그러면서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 보면 압니다”라고 말한다.
“들어 보면 압니다”라는 말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 지난 4 월
경북 울진에 있는 불영사 순례법회기 ‘“스님들이 자비롭다고
생각하세요?”점심공양을 거부한 전통사찰(2014-04-21)’를 작성한 바
있다. 그 글에서 음악씨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글을 본 일부
법우님들이 메일을 보내 왔다. 씨디를 구할 수 없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택배로 모두 보내 주었다. 그것도 한장이 아니라 여러장 발송하였다. 또
필요하면 더 보내 줄 수 있다고도 하였다.
검색창에 ‘진흙속의연꽃’을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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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를 요청한 법우님 중에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다. 어느
법우님은 돈을 보내 겠다다고도 하였다. 또 어떤 법우님은 건강관련
식품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였다. 음악씨디는
판매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씨디는 비매품으로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로 보시하고 있다.
그런데 씨디를 들어 본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처음 들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희열을
느낀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몇 장의 씨디를 가지고 다닌다. 이번
순례에서도 다섯 장을 준비 하였다. 그래서 좌석 주변에 있는
법우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블로그를 소개하였다. 다음
검색창에 ‘진흙속의연꽃’을 치면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러자 법우님들이 관심을 가졌다. 검색이 되었다면 아마 이
글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오지 않는 건봉사 순례
버스로 이동 중에 인솔을 책임지고 있는 법우님이 한 말이 생각났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라는
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왜 그럴까?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라도 다시는 돌아 오지 않는다. 한때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며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무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화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때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
당시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때 당시를 바라거나 아쉬워 할 필요가 없다. 그 때 당시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은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 즐거웠다면 조건이 맞아서
즐거웠다고 알면 그뿐이고, 오늘 괴로웠다면 역시 조건이 맞아서
159

괴로웠다고 알면 그 뿐이다.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건봉사순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014-06-07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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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사지(安養寺趾)

지역에 ‘안양예술공원’이 있다. 예전에는 ‘안양유원지’라 하였다.
그러나 약 10 년 전 크게 정비되면서 면모가 일신 되었다. 각종
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몰라 보게 달라졌다. 그래서 종종 찾곤
한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주로 찾는다. 깨끗이 정비된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잘정비된 상가, 그리고 각종 예술작품이 있어서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김중업박물관
올해 들어 처음 예술공원을 찾았다. 초입에 전에 보지 못하던 이름과
마주 하였다. 그것은 김중업박물관이다. 김중업이라면 유명한
건축가이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곳에 김중업박물관이 새로
생겨난 것이 매우 의아해 하였다.
김중업박물관이 있는 곳은 예전의 ‘유유산업’부지이다. 예전에
안양유원지 초입에 볼 수 있었다. 커다란 굴뚝이 있는 공장으로서
유유산업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을 것이다. 그 유유산업
부지에는 이제 공원이 되어 있다.
이곳에 보물이 있다니!
김중업박물관이라 명명된 공원에 들어가 보았다.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이
당간지주이다. 절이나 폐사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구조물이다.
야외에서 법회를 열 때 탱화를 걸어 놓기 위하여 바위로 된 지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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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지주에 대한 설명문을 보니 보물로 지정 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라면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임에 틀림 없다.
설명문을 보니 826 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연대가 확실한 것은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문이 새겨진 것은 흔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보물로 지정된 듯 하다.
당간지주는 ‘중초사지’ 것이다. 그런데 중초사지는 안양사지의 이전
절이름이다. 이곳 김중업박물관 자리가 예전의 안양사지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장안의 삼층석탑
당간지주 바로 옆에는 삼층석탑이 하나 있다. 이름은 중초사지
삼층석탑이다. 고려시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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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을 보면 완전하지 않다. 가장 아래층만 온전할 뿐 이층과 삼층에는
기단이 없이 지붕이 포개져 있는 형태이다.
설명문에 따르면 현 위치에서 동북쪽으로 80 미터 지점에 있었던 것이라
한다. 그러나 1959 년 유유산업이 건설되면서 현 위치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유유산업이 건립된 이래 공장안에 이 당간지주와
삼층석탑이 계속 있어 왔다는 이야기이다.
유유산업 부지에 안양사지가
현재 김중업박물관이라 명명된 구유유산업 부지는 예전에
‘안양사지’이었다. 더 이전에는 중초사지 이었다. 827 년에 중초사가
건립되었고, 그 자리에 10 세기 초에 안양사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안양사지는 고려 개국시기에 안양사의 창건이 이루어져 번영하다가
16 세기 까지 존재하였다. 이후 500 여년 간 폐사지로 있게 된다. 그러다
1959 년 유유산업이 이 터에 공장을 짓게 된다. 근래 유유산업이 이전
됨에 따라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발굴이 이루어져 안양사지의 면모가
드러났다.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한 안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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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유산업 부지에 안양사가 있었다. 그런 안양사는 안양시의 유래가
되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또한 규모도 매우 큰 사찰이었다. 특히
고려의 개국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문헌상에 고려 태조 왕건이 안양사를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최근 출토된 기와에서
안양사(安養寺)라는 명문이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 명문으로
인하여 안양시의 유래가 안양사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김중업박물관이라 명명된 구유유산업 부지는 사실상 안양사지나 다름
없다. 지난 2008 년 발굴작업이 시작 되어 어느 정도 사찰의 윤곽이 파악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이 절터 이었음을 입증하는 주춧돌이
곳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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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산업 부지에는 건축물이 아직 남아 있다. 도로 등 빈 곳만을 발굴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발굴된 터를 보면 남문회랑터, 중문터, 전탑터,
금당터, 강당터이다.
불국사처럼 회랑터가
우리나라에서 회랑터가 있는 곳은 드믈다. 그런 회랑은 경주 불국사를
연상하면 된다. 법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복도식으로 회랑이 나
있는 형태를 말한다. 그런데 안양사지에서는 불국사처럼 회랑터가 발견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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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 전탑이 있었다
안양사지는 사방에 회랑이 있다. 그리고 중앙에 탑이 있었다. 그런데
탑의 형태가 벽돌로 쌓아 올린 형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형태일까?
안양사지관에 전시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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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 7 층 전탑 상상도

전탑은 7 층 구조로 되어 있다. 모두 벽돌을 쌓아 올린 탑이다. 땅속에
묻힌 파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땅속에 묻힌 전탑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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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 무너져 내려 땅속에 묻힌 것이다. 16 세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으나 최근 발굴로 인하여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탑의 벽돌 모양(28.3X14.3X4.7Cm)

벽돌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 가로 28.3cm, 세로 14.3cm,
두께 4.7cm 사이즈이다. 이와 같은 장방향 벽돌은 답도와 전탑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금당이 있던 곳
안양사지 중앙에는 금당지가 있다. 금당지는 사찰의 중심공간으로서
오늘날 대웅전에 해당된다. 현재 주춧돌로 위치가 표시 되어 있지만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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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구유유산업부지의 공장건물이
철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쪽에 다음과 같은 커다란 건물이 아직
까지 자리잡고 있다.

금당동쪽위에 지어진 유유산업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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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으로 된 구유유산업 건물은 절터 위에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1959 년 유유산업이 건립될 때 안양사지의 유구가 많이 훼손 되었다고
한다.
금당터는 건물의 서쪽 도로 부지의 주춧돌만 발견 되었을 뿐이다.
금당의 반은 공장건물로 인하여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다. 건물은 현재
‘문화누리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정면 9 칸 측면 4 칸의 대규모 강당터
금당터 위에는 강당터가 있다. 강당터의 경우 비교적 주춧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당터의 주춧돌을 보면 매우 많다. 설명문에 따르면 정면 9 칸,
측면 4 칸 규모라 한다. 이는 동서로 39.5m, 남북으로 14.4 미터에 달하는
대형건물이다. 그런데 설명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조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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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지의 내부시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안양사는 황룡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물의 뼈대가 남아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렇게 강당터 주춧돌이 잘 보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중업 작품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현재 유유산업 부지에는 두
동의 김중업작품 건물이 있다. 두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
되었다.
건물이 제거 되었지만 이전 건물의 기둥형식으로 뼈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뼈대 사이에 수메르설형문자, 고대그림문자 등이 새겨져
있는 여덟 개의 새로운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안양사는 황룡사와 유사한 구조
안양사가 황룡사와 유사하게 생겼다는 것은 기록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안양사로 이름이 바뀌기 이전의 중초사를 를 건립한 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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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의 주통 황창화상이었기 때문이다. 황창화상이 이곳에 머물면서
공사를 지휘한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경주 황룡사와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람배치에서 나타난다.
경주 황룡사지를 가 본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불국사 주인은 누구?
사유화된 문화재관람사찰과 출재가역할분담론(2012-06-18)’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 바 있다. 황룡사지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다.
황룡사지에 대한 발굴조감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감도를 보면 금당지를 중심으로 가람배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에 회랑이 있고, 중문을 통하면 목탑이 나오고 금당으로 이어진다.
금당 뒤에는 강당이 있다. 이런 구조는 불국사도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면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절은 대게 불국사나 황룡사와 비슷한
가람배치라 볼 수 있다. 안양사도 예외가 아니다. 황룡사의 스님이
공사감독을 지휘하였으니 황룡사와 유사한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안양사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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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려시대 안양사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양사지관에
전시 되어 있는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안양사의 모습이다. 대찰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태조 왕건이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폐사지로서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주춧돌로 확인 된 가람배치를 보면, 마치 불국사처럼 사방으로 회랑이
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문을 통하여 들어 가면 7 층으로 된 전탑이
나오고, 전탑 뒤에는 금당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금당 뒤에는 전면
아홉칸의 큰 규모의 강당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안양시의 유래가 된
16 세기 이전에 실재 하였던 안양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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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존재하는 안양사
안양사는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한다. 안양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해 놓은 안양사지관에는 안양사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도은집에 따르면 태조왕건(918-943) 당시 “안양사의 탑은 태조가 세운
옛것입니다. 절의 남쪽에 탑이 있으니 벽돌을 포개서 7 층으로 쌓고
기와로 덮었습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여기서 도은집은 고려말기의
학자 ‘도은 이숭인’의 시문집을 말한다.
안양사와 관련하여 대각국사 문집에 기록이 나온다. 문집에 따르면
“의천대사(1055-1101)가 안양사를 방문하여 능종숭통의 진영을
참배하고 조사당에서 열반경론 30 권을 읽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고려 우왕 7 년(1381)에는 최영장군이 등장한다. 도은집에 따르면
최영장군이 안양사 7 층전탑 중수와 낙성식과 관련하여 “왕이 내시
박원계를 보내어 향을 내리고 사리 열 두개와 부처 치아 한 개를
탑가운데 모셨다. 이때 승려 천 명이 불사를 올리고 보시한 시중이
삼천이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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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놀라운 기록이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스리랑카 불치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고려시대 말기에 부처님 치아 사리를 안양사
7 층전탑에 모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더구나 치아사리를 봉안할
때 최고권력자인 최영장군이 관련 되어 있고, 더구나 승려 천명과 신도
삼천명이 모였다고 하니 안양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 준다.
잊혀져간 안양사
안양사의 영화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막을 내린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30 년(1448) 불당의 일과 관련하여 “삼성산 안양서터에 큰 절을
다시 창건한다는데 이것이 모두 전하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시대 당시 안양사는 이미 폐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숭유억불정책의
조선 대신들이 간언하여 말린 것이다.
16 세기 이후 안양사는 잊혀졋다. 그러나 탑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중종 25 년(1530) 신중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안양사, 삼성산에 있다.
절 남쪽에 고려 태조가 세운 7 층 벽돌탑이 있고 김부식이 지은 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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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결락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절은 폐사 되었지만 7 층
전탑은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안양사지 조감도를 보면
현재 안양사지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주춧돌로
가람의 배치 상태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곱개 층으로
이루어진 지하에서 시대별로 유물이 발견 됨으로 인하여 역사가
통일신라시대인 9 세기 초반까지 올라 감을 알 수 있다.
안양사지는 공원화 되어 있다. 유유산업 부지에 공장건물과 함께 유적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다. 이를 조감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왜 김중업박물관이라 부를까?
안양사지는 안양사지라 불리지 않고 ‘김중업박물관’이라 불리운다.
그렇다면 김중업과 안양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중업박물관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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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박물관을 관리하는 이에게 물어 보니
김중업의 작품이 이곳 유유산업 부지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
조감도에서 2 번 건물이 김중업관이라 불리우는 건물이다. 2 번 건물은
현재 김중업박물관처럼 사용되고 있다. 2014 년 3 월 개관 하였으니
지지금으부터 불과 6 개월전이다. 이렇게 2 번 건물이 김중업박물관으로
된 이유는 김중업의 수많은 작품 중에 유일하게 공장건물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것도 1959 년 유유산업이 건립 될 때 김중업이 설계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이를 사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건물에 대한 설명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9 년에 설계한 초기작품으로 건물의 구조체계를 노출시켜 조형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박스형의 건물에서 구조체계와
그 속에 채워진 벽은 재료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리된다. 이는 자유로운
입면과 평면의 추구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체는 다양한 형태와 공간의
조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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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산업 사무실의 경우 건물 측면으로 돌출된 기둥과 들보는 건물
내벽력의 의미를 없게 하므로 벽체는 유리로 처리되어 건물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단순하고 간단환 기능은 건물의 명쾌한 구조체계의
벽면분할로 높은 작품성을 지니며, 김중업의 초기작품을 특징 짓는
요소이다.
(유유산업 김중업 작품건물 설명문)

설명문에 따르면 이 건물은 김중업이 1959 년에 설계한 초기작품이다.
지금으로부터 55 년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돌출된 기둥과 들보 처리는
매우 독특하여 공장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매우 현대적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공장의 사무용 건물임에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든 것이 놀랍다. 그래서일까 공장은 이전해 갔지만 건물은
남아 있다.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중업에 관한 유물을 보면
김중업의 초기작품이자 공장건물인 현 김중업관에는 김중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금년 3 월 김중업박물관이
개원 되면서 김중업에 관한 유물을 이곳으로 가져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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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달리 하여 두 가지가 공존
구 유유산업 부지는 이제 공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시대를
달리 하여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안양사지에 대한 것이고
또하는 김중업에 대한 것이다.
안양사는 9 세기부터 16 세기 까지 이곳 부지에서 있었다. 그러나 16 세기
이후 폐사지가 되었다. 지금은 그 부지 위에 김중업의 작품건물이 서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구유유산업 부지에는 안양사지와 김중업의 작품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러나 명칭은 김중업박물관으로 되어 있다.
안양사지관
안양사지에는 안양사지라는 말이 없다.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
발굴된 유물을 전시해 놓은 ‘안양사지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음에도 김중업박물관이라 불리운다.

커다란 교회가 우뚝 서있고
지금은 김중업박물관이라 불리우는 안양사지에는 주춧돌만 보인다. 그
주춧돌 바로 너머에는 커다란 교회가 우뚝 서있다. 아마 안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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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였을 때에는 그 땅도 안양사영역이었을 것이다. 그곳에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안양사지 마애종이라 해야
교회 바로 너머에는 ‘석수동 마애종’이 있다. 이는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말한다. 마애종을 스님이 치고 있는 모습이다. 설명문에 따르면
고려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쓰여 있다. 마애종은 안양예술공원
초입에 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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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전 마애종을 처음 접하였을 때 참으로 궁금하였다. 주변에는
불교와 관련된 천년고찰은 보이지 않고 단지 예술성이 매우 뛰어 난
작품만 덜렁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의문이 풀렸다.
그것은 안양사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유유산업 부지에서 안양사유물이 발견 된 것은 2008 년도의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애종 명칭은 ‘석수동마애종’이라 한다. 경기도 유형문회재로
등재 되어 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바로
옆에 기록상으로만 존재하였던 안양사지가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안양사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하여 창립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명칭을 바꾼다면 ‘안양사지 마애종’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극적인 안양사지 발굴
안양에 산지 19 년이 되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안양예술공원(구안양유원지)를 찾지만 안양사지가 이곳에 있는 줄
몰랐다. 그런데 안양사라는 절이 이곳 예술공원 영역내에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안양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겼는데
2007 년도에 ‘단청(丹靑)이 아름다운 대웅전, 삼성산
안양사(安養寺)(2007-07-28)’라는 제목으로 기록을 남긴 바 있다.
현재의 안양사는 역사적으로 실재 하였던 9 세기에 건립된 안양사가
아니다. 안양시의 유래가 되는 안양사는 지금은 김중업 박물관이라
불리우는 구유유산업 부지에 있었던 안양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양사지가 발견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자료를 검색 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양시가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던 유유산업 부지를 사들였던 것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이었다. 부지 내에 있던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유적과 한국 근대건축계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을 중심으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했었다. 그래서 공장부지를 사들이고 터를
닦는 중이었는대 그 자리에서 절터가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신라 흥덕왕
시대 중초사지의 유물인가 했다. 그곳에 이미 만든 시기를 정확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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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자가 새겨진 당간지주가 있었기 떄문이다. 뜻밖의 발견에
박물관 건립계획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시굴작업이 확대 되었다.
‘안양사(安養寺)’라는 글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기와가 발견
되었다. 기와가 발견된 곳에서 좀 떨어진 안양예술공원 뒤쪽
삼성산자락에 안양사라는 절이 있기는 했다. 그 절은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것인데 유물은 뭔가 달랐다. 기와의 문양도 그렇거니와 고려시대
최영장군이 세웠던 7 층 전탑 일부로 보이는 현재의 안양사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의 시기를 보여 주었다. 세 차례의 발굴작업을 통해 땅속 깊이
묻혀있던 문화재가 빛을 보게 되었다.
( [리뷰]안양사지 와 특별기획전-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안양문화예술재단, 2013-07-11)

‘안영사’명 암기와
길이 32.3 cm, 폭 4.7 cm, 두께 2.3 cm , 고려전기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공식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을 옮긴 것이다. 글에
따르면 안양사지가 발견 된 것은 매우 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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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만 전해져 오던 안양사터가 박물관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절터가 발견되자 원래 계획을 대폭수정하여 발굴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안양사(安養寺)’라는 명문이 찍힌 기와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안양이름의 유래가 되는 안양사가 천년 전에
이곳에 실재 하였음이 밝혀 진 것이다.
발굴이전의 유유산업
안양사지에는 유유산업 시절의 건물 두 동이 아직도 남아 있다.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이라 한다. 그 건물 밑에는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중업이라는 건축가의 작품이 발굴을 위해 건물을 해체 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의 유유산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굴당시의 유유산업터
공장부지에는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유유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안양시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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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인수하였다. 그래서 공사중에 유물이 발견되었다. 2008 년
유물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사지를 깔고 앉아 있는 김중업작품 공장건물
김중업의 작품이라는 두 동의 건물은 남겨 둔 채 빈터에서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안양사지관의 설명문에
따르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이번 발굴조사로 고려전기부터 조선전기에 이르는 안양사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구 유유산업 건물 외곽 일부에
국한되었기에,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우 보완조사외 추가조사를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사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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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을 보면 발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 하고 있다. 유유산업 전체
부지가 안양사터 이었고, 지금도 지하에는 안양사와 관련된 수 많은
유물들이 발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공장건물이 안양사지를 깔고 앉아 있는 형국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 밑 부분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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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원화 되어
김중업의 작품인 사무실건물을 비롯하여 커다란 건물이 공장부지를 거의
다 채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원화 되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안양이름은 안양사에서
안양시의 유래는 안양사에 시작 된다. 그래서일까 안양사지관에서
홍보용 동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태조왕건과 안양사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 안양이름은 안양사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천수경 “원아결정생안양(願我決定生安養)
이처럼 안양시가 안양사로부터 유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는 천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천수경에서 “원아결정생안양 (願我決定生安養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원하오니 저희들이 극락세계 태어나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양이라는 말은 극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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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모양으로 바뀐 안양상징
하지만 현재 안양은 이름만 안양일 뿐이다. 안양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다 개신교와 천주교, 즉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신교를 믿는 시장이 세 번 당선 됨에 따라 안양시의
상징도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청의
상징로고는 왜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을까(2008-10-2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안양의 성시화 운동을 주도 하였던 보수정당출신의
S 시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십자가 문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이라는 뜻이 본래 극락을 의미한다. 이는 불자들의 생활경전이라 볼
수 있는 천수경에 들어 있는 문구이다. 그럼에도 영문으로 ANYANG 이라
하여 첫글자 A 를 따서 에이 플러스(A+)라 한다. 그 에이플러스가 결국
십자가 문양으로 되었다. 성시화를 주도하였던 S 시장 시절에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시의 곳곳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문양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수카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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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양시가 안양사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있다. 법륜스님의 강연이 안양시민회관에서 열렸는데 진보진영에서
당선된 시장의 말에 따르면 안양 FC(Football Club)의 구호가
“수카바티”라 한다. 수카바티는 산스크리트어로 극락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안양이 안양사에서 비롯 되었음을 잊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천년은 또 어떻게 변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형성된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고 하였다. 천년전
이곳에 안양사가 있어서 번영하였으나 지금은 주춧돌과 유물만 남아
있다. 그 자리에는 한국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의
공장건물작품이 자리 잡고 있다. 명칭도 김중업박물관이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년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Sabbe saṅkhārā aniccā” ti,
yadā paññāya passati,
Atha nibbindati dukkhe ~
esa maggo visuddhiyā.
‘일체의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법구경, Dhp277)

2014-09-10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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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베 상카라 아닛짜” 띠
야다빤냐야빳사띠
아타 닙빈다띠 둑케
에사 막고 위숫디야

19. 첩첩산중 상주 심원사순례

중추(中秋)의 날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이다. 이런 날은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뿐이다.
봄과 가을중에서도 중간 정도 되는 날이 쾌적한 날씨에 해당된다.
요즘이라면 ‘중추(中秋)에 해당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의 날씨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중추의 날 만 같아라’라고 볼 수 있다.
중추 때가 되면 연례 행사가 있다. 그것은 순례법회이다. 금강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의 순례법회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시행된다. 봄에는 6 월
6 일, 가을에는 10 월 3 일 이렇게 확정 되어 있다. 그래서 일년에 두
차례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에 천년고찰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이번 가을 순례는 ‘심원사’이다. 경북 성주에 위치하고 있는
천년고찰이다. 가야산 기슭에 있어서 해인사와도 가깝다. 더구나 지역이
가야시대와 관련이 있다 보니 순례가 끝난 후 ‘대가야박물관’을 들러
보는 일정으로 잡혀 있다.
황금들녁을 바라 보면
심원사 가는 길에 본 농촌의 들녁은 황금색이다. 수도권 부근의
들녁에는 추수가 이루어진 곳도 종종 보이지만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황금색 그대로이다. 이렇게 풍요로운 황금색 들을 바라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듯이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힘겨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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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좌석에 앉은 법우님은 농촌출신이다. 기계화가 되기 이전 그리고
기계화 되기 어려운 들녁에서 자란 법우님은 벼배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낫으로 벼를 베는 작업이 중노동 중의
중노동이라 하였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일주일간 그야말로 허리가
휠 정도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황금색 바다를 바라 보는 것도
입장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삼층석탑이 돋보이는 이유
아침 7 시 약간 넘어 출발하여 12 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시간
상으로 5 시간 걸린 것이다. 가야산국립공원입구에 자리잡은 심원사는
가람배치가 잘 된 사찰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오로지 삼층석탑 하나만
있었으나 최근 복원 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삼층석탑이 유난히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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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사는 어디쯤 있을까?
심원사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 없이 사찰순례를 다녔지만
심원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에
전통사찰이 800 군데가 넘는다고 하니 아직까지 가 보지 않은 사찰중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 이와 같은 800 곳의 전통사찰과 폐사지를 순례 하려
한다면 평생 가도 다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방방곡곡에
불교문화유적으로 가득한 곳이 한국이다.
심원사는 어디쯤 있을까? 지도검색을 해 보았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소재의 심원사는 가야산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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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내려다 보니 첩첩산중
지도를
그리고
오지에
내려다

보면 심원사가 성주군에 속해 있지만 고령군에 더 가깝다.
대구에서도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깊은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사찰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곳에서 아래를
보니 첩첩산중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

가람배치가 잘 되어 있는 심원사
심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은 매우 많다. 이럴 경우 지역명을 앞에
붙여 말해야 혼동 되지 않는다. 그런 성주 심원사는 가람 배치가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균형을 이루는
전각이 배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석탑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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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있는 불자는 탑돌이를 하고
성주 심원사의 중앙에는 삼층석탑이 위풍 당당하게 서 있다. 삼층석탑의
크기기 천차만별이지만 이곳 심원사 석탑은 매우 커서 안정감이 있다.
신심있는 불자는 합장을 하며 탑돌이를 열심히 무언가 기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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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달아난 불상
성주 심원사에서 인상 깊게 본 것 중의 하나가 파괴된 문화재이다. 목이
달아난불상이 있는 가 하면, 연꽃 문양의 기단도 보인다. 오래 전 이
곳이 번영하였던 곳임을 알게 해 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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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상호는 어떻게 생겼을까?
대웅전을 참배 하였다.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 가서 삼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사진 촬영하였다. 언제 다시 이곳에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이곳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의 상호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두고자 함이다.

심원사 홈페이지에서
심원사홈페이지 에는 심원사의 유래가 실려 있다. 심원사가 신라시대 때
창건 되었지만 어느 절과 마찬 가지로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 되었고
중창이 반복된 역사가 실려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성주군의 국립공원
가야산지구 문화관광자원 복원계획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삼원의 옛절이 가야산에 있는데”
한국의 전통사찰은 일반적으로 심산유곡에 숨은 듯이 있다. 그래서일까
오늘 날까지 유적이 남아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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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깊은 산중에 기적처물처럼 서 있는 가람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게 한다. 아마 이런 마음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었을 것이다.
홈페이지에 소개 되어 있는 심원사관련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삼원의 옛절이 가야산에 있는데,
소나무, 잣나무 그늘 가운데 문을 닫지 않았다.
능엄경을 들고 미묘한 뜻을 물어 보려 하는데,
이몸의 한가함을 빌어 얻을 수 있을는지.
(이숭인(1349-1392)선생의 도은집)

‘기심원장로(寄深源長老)’라는 싯구이다. 고려시대 도은 이숭인이
지은 시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도은 선생은 고려말 삼은 중의
한사람이라 한다. 이숭인이 지은 도은집은 2006 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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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집에는 안양사지와 관련된 문구도 보인다. 그래서 안양이름은
안양사에서,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사지(安養寺趾)(2014-09-1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도은집에서 이숭인은 “안양사의 탑은
태조가 세운 옛것입니다. 절의 남쪽에 탑이 있으니 벽돌을 포개서
7 층으로 쌓고 기와로 덮었습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기록
등으로 바탕으로 하여 최근 안양사가 발굴 되었다. 안양시의 지명의
유래가 안양사에 비롯되었는데, 기록상으로만 남아 있던 안양사가
유유산업 부지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숭인이 지은
도은집에는 불교사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주 심원사 역시 여말 이숭인의 시에 등장한다.
여말 삼은이라 하면 고려의 세 충신을 말한다.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도은 이숭인을 말한다. 역성혁명을 일으킨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세 명의 충신들이다.
이숭인은 도은집을 남겨서 문집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
도은집에 실려 있는 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한가함이 느껴진다.
가야산을 배경으로 하여 심산유곡에 있는 심원사를 마치 지금 보는 듯
하다. 600 년전의 도은 이숭인선생도 저 멀리 굽이 굽이 첩첩산중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과 세월의 무상함이
심원사와 관련하여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심원사를 지나가는데 오래된 절이라 거의 허물어지고 중이 없는
상태였다. 과거에 내가 여러 번 잠을 잤던 곳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절간의 문밖에 이르러 말 위에서 내려 잡초와 나무를 헤치며 얼마쯤
가다가 길을 잃고 한참 동안 방황하였다.
심원암에 당도하니 여기서부터는 수석이 조금씩 맑아 보였다.
엊그제 심원암에서도 중이 없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또 그 경우를
만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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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찌 흉년이 들고 부엌이 많아 산속의 중들도 삶을 지탱해 내지
못하여 곳곳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산속의 중도 이와 같으니
마을 백성들의 사정을 알만하다. 곤궁한 마을은 집만 덩그렇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한강 정구(1543-1620)선생의 한강집 2 유람록)

이 기록은 17 세기 초의 기록이라 볼 수 있다. 기록으로 보아 심원사가
많이 퇴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문일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원종(1622-1680)의 경산지에 따르면 “만력 계사년(1593 년)
봄에 호남의 의병들이 실화하여 심원 일대까지 불타는 바람에 거의 씨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호남 의병의
세력이 이곳 성주지방에 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원사가 불탄 원인이 의병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실화
때문이라 하였다. 의병들이 왜군을 물리는 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화재로
본다. 이런 이유로 심원사는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강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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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산속에 스님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더구나 마을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곤궁하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과
세월의 무상함이 잘 표현 되어 있다.
세속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또 하나의 기록을 보면 심원사가 ‘성역’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헌정 9 년(1668 년)에 작성된 경산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일요암 고려말의 호군 송천우가 도길봉의 사위가 되었다. 길봉은 간신
길부의 아우이다. 길부가 주살을 당하자 천우도 연좌되어 죽게 되었다.
순군이 체포하려 하자 심원사로 달려갔다. 순군이 추격하다가 잡지
못하여 천우가 죽음을 면하였다. 천우는 드디어 머리를 깍고 이 암자를
창건하였다. 대게 고려는 부처를 높이 받들었으므로 비록 사형수라
하더라도 절안으로 도망가면 잡아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라고들 한다.
(이원종(1622-1680)의 경산지, 헌종 9 년(1668) 2 권 불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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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람인 이원종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문집에 싣고
있다. 그것은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잡히는 죽게 되는 도망자가
깊은 산속의 절로 피신하였을 때 함부로 잡아 가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다. 이는 고려시대 당시 불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한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사찰은 성스런 장소이다. 어떤 연유로이든지 죄를
지은 자나 쫒기는 자를 모두 받아 들여 주었고 또한 보호해 주는 곳이
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절은 세속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이나 다름 없다.
“싸끼야의 아들들 가운데 출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
성역으로서 상가는 초기경전에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과 구족계를 받기에 부적합한 자들(2014-08-01)’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성역으로서 승가에 대한 이야기가
율장대품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사람]
“여보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마가다 국의 왕 쎄니야
빔비싸라께서 ‘수행자 싸끼야의 아들들 가운데 출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 가르침은 잘 설해졌으니, 올바로 괴로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41 출가시켜서는 안될 사람 3, 율장대품 제 1 장 크나큰 다발,
전재성님역)

202

부처님당시 16 대국 중 가장 강성하였던 마가다국왕은 부처님교단에
출가한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출가수행자들의 처소는 ‘치외법권’지역이거나
‘성역’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도 종종 조계사로 피신하는
시국수배자들을 볼 수 있다.
형제 같고 누이 같은
매년 두 차례 씩 열리는 금강회 순례 법회에 참석해 왔다. 지난 십년
동안 몇 차례를 제외하고 봄과 가을에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여 기록을
남겨 왔다. 십년전과 비교하여 가면 갈수록 참가 인원은 줄어 든다.
이번에는 전세버스가 6 대 동원 되었지만 십년전에는 15 대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매년 두 차례의 금강회순례와 매년 두 차례의 기별 순례를 합하면
일년에 네 번 또는 다섯 번 순례를 하게 된다. 그 때마다 참가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뀐다. 그럼에도 오랜 만에 만나면 마치 친척 보듯이
반갑다. 아마 얼굴이 이제는 익숙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 없다. 모두가 형제 같고 누이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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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되는 이야기
오랜 만에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사건이라 볼 수
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금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종교이야기, 정치이야기, 지역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해 보았자
요새말로 “본전도 못 뽑는다”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말로
표현 되는 것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칫하면 논쟁으로 발전
되기 쉽다.
세월호사건도 그렇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으니
우려하던 내용이다. 유가족들이 받을 돈이 10 억이 넘을 것이라는 등의
말이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뒷좌석
사람들 뿐만 아니라는 것이다.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법우님 한 분도 세월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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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질서가 그대로 계속 유지 되기를 바래서 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옆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법우님이
그렇지 않았다.
세월호관련 “~카더라”
출발 할 때부터 끝날 때 까지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법우님은 모임에서
막내에 해당된다. 30 대 후반에 불교와 인연을 맺어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십년이 지난 지금도 막내이다. 기별 모임이기 때문에
한번 막내이면 영원한 막내가 되는 것이 이 모임의 특징이다.
법우님은 대단히 활동적이다. 자전거로 전국일주 하는 것이 취미라
한다. 그래서 자전거에 텐트를 싣고 사대강 등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연휴가 길면 2 박 3 일 일정으로 돌아 다니는데 요즘은 주로 섬을 찾는
다고 한다. 섬에서 텐트를 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취미라 하였다.
이렇게 활동적인 법우님은 모바일도 매우 잘한다. 자전거모임에도
가입하여 대화를 주고 받기도 하는데 해외의 자전거족 들의 소식도
페북을 통하여 접하고 교류한다고 하였다.
그런 법우님이 최근 세월호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카톡방에
고향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어느 날 세월호와 관련하여 글이 올라
왔다고 하였다. 고향후배가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은 최근 트위터나
카톡방에 유포 되어 있는 세월호비방글을 말한다.
세월호비방글의 특징은 “~카더라”이다. 이런 비방글은 SNS 를 통하여
대량으로유포되어서 거의 모든 카톡방이나 트위터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사적인 모임인 카톡방에서 조차 무차별로 유포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톡방에서 볼 수 있는 세월호관련 “~카더라”는 어떤 내용일까?
대부분 카톡방에 퍼진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그것은 “1) 사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라는 식으로 일렬번호를 매긴 항목이 나열된 것이다.
이런 문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자식이 죽어 가슴에
묻은 유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너무 한 것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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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에 대하여 “너무 한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 때 유포자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나 다름 없다. 유포자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는 것도 보상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특별법을 요구한 것일 뿐
사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사항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법우님은 고향후배가 유포하였다는 세월호관련 비방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하자 후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올린 글을 내렸다고 한다. 주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동창회나 향우회 등 순수한 모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진 글이 대량으로 배포 되었을 때 서로 다투는 모습이다.
이처럼 관점이 다른 민감한 이슈를 친구들 모임 등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모임에서 종교이야기, 정치이야기,
지역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금기사항을 어김에 따라 발생된 사건으로
본다.
늙으면 죽어야지?
점심시간이 되었다. 늘 그렇듯이 절에서 먹는 점심은 기대가 된다. 비록
나물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 ‘비빔밥’에 지나지 않지만 어느
고급식당에서 먹는 것 보다 맛이 있다. 그것은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며 밥을 먹기 때문일 것이다.
식사 중에 어느 법우님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였다. 올해 나이가
95 세인데 요양병원에 있다고 한다. 신체의 일부가 마비 증상이 있고
치매도 있어서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 일년 되었다고 한다. 항상 부부가
함께 순례에 참여 하는 법우님 이야기이다.
법우님에 따르면 하루에 두 차례 병원에 들른다고 한다. 자식 된
도리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병이 들어서 오래 사는 것 도 재앙이라 본다.
나이가 든 노인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종종 조손가정을 소개 하는 TV 프로를 보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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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노인이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말이다.
그러나 법우님 말에 따르면 그런 말은 건강할 때나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으면 오히려 병을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여 삶의 의지를 불태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였을 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해보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은 마치 노처녀가 “나는 죽어도 시집가지
않을래”라는 말과 같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것 믿지고 팔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그래서 노처녀의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 장사치의 ‘믿지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인의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이 ‘삼대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삼사순례가 일사순례로 되어
이번 가을순례는 ‘일사(一寺)순례’가 되었다. 보통 사찰순례한다고
하면 삼사(三寺)순례가 보통이다.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세 군데 사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순례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삼사순례를 간다고 한다.
이전에는 삼사순례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로 줄었다. 두
군데로 한정하는 것이다. 삼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늦게
돌아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순례는 심원사 한 곳 만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일사순례가 되었다. 그 대신 대가야 박물관 견학 코스가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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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릉에 크고 작은 수 많은 봉분이
순례기간 중에 박물관에 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일탈이
있게 된 것은 변화를 주기 위함일 것이다. 봄에 건봉사 순례당시에는
속초 동명항 포구에 갔었다.
대가야 박물관이 있는 지형은 특이 하다. 산구릉에 크고 작은 수 많은
봉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숫자가 수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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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무덤이 출토 되었는데
수 많은 무덤 중에는 왕의 무덤도 있었다. 그곳에서 출토된 왕관 등을
박물관에서 전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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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순장(殉葬)풍습
전시된 유물은 모두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무덤의 주인공인 왕이
평소 사용하였던 것이나 저승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다. 각종 그릇, 칼,
말안장, 왕관 등 지배자의 위상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무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순장(殉葬)’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순장조가 있다. 현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대통령과 최후의 그
날까지 함께 따라감을 말한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 가는 사람을
순장조라 한다.
순장(殉葬)이라면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들을 함께 매장하던 고대 장례 풍속’을 말한다. 특히 가야시대의
무덤이 순장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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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무덤에서 순장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죽은 왕과 함께 저승에서
같이 살기 위한 목적으로 순장을 하였는데 어린 아이부터 신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이런 순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때 당시 사람들이 참으로
‘잔인’하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 되면서 순장풍습은 사라졌다고 한다. 불교의
불살생사상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저, 있잖아요?”
대가야박물관을 다 보고 나왔다. 그런데 법우님 한분이 “저,
있잖아요?”하며 말을 걸어 온다. 종종 순례법회에 나오는 법우님이다.
거사님과 함께 부부끼리 나오지만 거사님이 바빠서인지 혼자 참석한 것
같다.
법우님이 보자고 한 것은 음악씨디 때문이다. 이전에 받았던 씨디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였다. 놀랍게도 씨디가 다 닳아서 소리가 끊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 것이 있으면 받고 싶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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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씨디를 여러 개 만들었다. 2008 년부터 만들어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특히 같은 기수의 법우님들에게는 빠짐 없이 다
주었다. 그것도 여러 종류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 나중에 만났을 때 넌지시 “음악이 어때요?”라고 물어 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좋다”라고 말한다. 어떤 법우님은 즐겨 듣는
천수경 등 독송용 테이프를 치우고 씨디음악만 듣는다고 하였다.
“저, 있잖아요?”하며 말을 걸어 온 법우님도 음악씨디를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도 하루 종일 듣는다고 하였다. 2008 년도에 씨디를
보시하였으니 지금까지 6 년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매일 수년간 듣다 보면 씨디가 너덜너덜 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음이 끊기는 등 씨디가 파손된 것이라 본다.
들어도 질리지 않은 음악
법우님은 원하는 씨디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왔다. 아마 이번
순례에 참가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법우님이 보여 준 사진을 보니 여러 종류의 씨디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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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은 음악이 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상가를
찬탄하는음악이다. 그런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 그런데
매일 그것도 수년 동안 너덜너덜 해질 때 까지 들었다니 놀랍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마침
그 음악씨디가 있어서 보내 주기로 하였다. 법우님이 택배로 발송될
주소를 알려 주어서 씨디를 발송하는 일만 남았다. 이왕 보내는 김에
여러 종류의 씨디를 여러 장 보낼 예정이다.

2014-10-04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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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학 동기와 함께 호압사 순례

일년 중에 가장 특색이 없는 달
일년 중에 가장 특색이 없는 달이 11 월 일 것이다. 명절도 국경일도
없다. 또 축제등 볼거리도 없는 계절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한다. 이처럼 계절적으로 특색이
없는 11 월달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것이라 한다. 가뜩이나
위축된 분위기와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듦에 따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이라 보여진다.
이처럼 무색무취한 계절이 11 월이다. 더구나 가을도 깊어 가는
조락(凋落)의 계절이다. 초목의 잎사귀가 시들어 가며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더욱 감상적으로 된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울긋불긋하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관찰한 바에 따르면
11 월 20 일 을 전후하여 은행나무잎이 일제히 진다. 그에
따라 단풍시즌도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단풍은 추락을
앞두고 찬란하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 같다.
정보통신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단풍의 계절에 친구와 산행을 하였다. 관악산이다. 친구 S 로부터
카톡연락을 받고 산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요즘은 전화로
연락하기 보다 문자로 하는 것이 대세이다. 그 중에서도 ‘카톡’이
대세이다.
카톡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락이 카톡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동창모임이 그렇다.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것은 드믄 일이고 문자로
연락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문자보다 카톡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지난 2012 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풍속이다.
새로운 통신수단이나 통신기기에 대하여 보수적이다. 그래서 늦게
도입을 하고 늦게 가입을 한다. 핸드폰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간단계로서 ‘삐삐’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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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역시 늦게 사용하였다. 카톡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늦게 적응하는 편이다. 정보통신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것에 보수적이다.
아무리 바빠도 친구의 요청에는
S 가 카톡으로 관악산등반을 제안하였다. 이에 단 몇초도 지나지 않아
흔쾌히 수락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친구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이해관계를 따져서 대응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바쁘다”라는 핑계를 댈 것이다. 바쁘다라는 말한디로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사이에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다.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나서 손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 여겨지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그러나 친구와의 관계에 이해를 따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해를 따진다면
더 이상 친구사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특히 시간이 돈인 시대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친구와 만남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전화하는 것도 실례로 여기는 요즘시대에 문자로
대화하는 것이 이제 예절 바른 시대가 되었다.
일요일 아침 관악역
일요일 아침 관악역으로 향하였다. 10 시에 만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관악산 등산로가 여러 곳 되지만 관악역을 약속장소로 정한 이유는 서로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관악역에는 등산객으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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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일요일 오전 관악역은
그런 속담이 들어 맞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등산객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관악역은 관악산등반을 위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역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작은 역 주변에는 호프집이
많다. 산행을 마친 사람들이 친구 또는 동료와 뒷풀이를 하는 장소이다.
호압사에서부터 시작하기로
S 와 10 시에 관악역에서 만났다. 둘만의 등산이다. 카톡방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모두
바빠서인지 결국 둘만의 산행으로 되었다.
S 는 관악산에 대하여 잘 알았다. 관악산을 수 백번 다녔다고 하니
관악산의 지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S 의 제안으로 ‘호압사’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하였다. 관악역에서
호압사 입구까지 순환마을버스가 다녀서 이동하였다.
산행일정은 호압사에서 시작하여 삼성산을 목표로 하였다. 관악산이
매우 넓기 떄문에 연주암이 있는 꼭대기 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산 삼막사로하여 안양유원지로 넘어 가는 코스로 잡았다.
먼저 등산의 출발지인 호압사로 향하였다.
금천구 유일의 전통사찰 호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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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압사는 처음 들어 보는 절이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처럼
가보지 않은 곳이 많다. 이렇게 본다면 서울은 매우 큰 곳이다.
천만명이 사는 서울에서 아직까지 가 보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
호압사도 그런 곳 중의 하나이다.

호압사는 어떤 절일까? 안내판을 보니 눈길을 끄는 문구가 금천구
유일의 전통사찰이라 한다. 전통사찰이란 문화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를 지닌 사찰을 말한다. 흔히 ‘천년고찰’이라 한다. 호압사 역시
역사와 전설과 신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호압사는 ‘비보사찰’이다.
호압사 인근에는 석구상이 있다. 조선왕조 도읍설화에 따르면 경복궁
광화문 앞 해태상과 마주 보게 한 것이라 한다. 이는 불의 성격이 강한
관악산의 기를 눌러서 도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비록
한강 너머에 있긴 하지만 관악산의 기운이 너무 강하여 억누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비보사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호압사이다.
그런데 ‘호압(虎壓)’이라는 말 자체에도 역시 강한 기를 억누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성에서 보았을 때 한강 너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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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산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그 강한 기를 누르기 위하여
호압사를 만든 것이라 한다. 도성을 위협하는 강한 상징으로서 호랑이의
기운을 누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를 누른다는 뜻의
‘호압사’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호압사는 특별한 용도로 건립된
비보사찰이라 볼 수 있다.
호압사에 가을이 깊어가고
호압사에 가을이 깊어 간다. 오백년 되었다는 느티나무에는 단풍이 들어
있다. 그러나 어제 내린 비의 영향이어서인지 가지가 앙상한 것도 많다.
아마 몇 일만 지나면 모조리 지고 말 것이다.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명을 다하여 힘겹게 매달려 있는 이파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호압사는 역사와 전설과 신화를 간직한 고찰이다. 그러나 관악산에 이런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불교인으로서 순례를
다니고 순례기를 작성하여 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사찰을 보게 되면
좋은 글쓰기의 소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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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본 듯이 반가운 것
약사여래를 주불로서 모시고 있는 호압사에서는 오래 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전각이나 석탑 등이 근래에 불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1 월 초입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호압사에서는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락의 계절에 꽃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꽃 본 듯이 반가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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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압사의 위치는?
호압사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지도검색을 해 보았다. 관악산 서쪽
시흥동 방향이다. 가까이 벽산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천구 등 서울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출발지로 볼
수 있다.

인생길 같은 등산길
호압사에서 시작 되는 등산로는 매우 가파르다. 오로지 오르막만 있는
길이다. 무수한 계단만 있어서 숨이 턱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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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등산로이든지 초입이 가파르다. 이렇게 오로지 오르막만 있는
가파른 길을 올라 가다 보면 능선에 진입한다. 능선을 타면 그 다음
부터는 산행이 수월해 진다. 마치 인생길을 보는 듯 하다.
등산을 인생과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는 인생을 순탄하게
사는 이가 있는 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굴곡진 인생을 살아 간다. 그런 굴곡진 산길이 마치
인생길과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백색의 파노라마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 가자 보상이라도 받듯이 눈 앞에 전망이 펼쳐진다.
그것은 자연을 보았을 때의 감흥이 아니라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맞이
하였을 때의 기묘한 느낌이다. 북쪽방향의 서울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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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대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았다. 바로 아래에는 불과 몇 십분 전에
보았던 호압사가 보인다. 숲속에 있어서 마치 숲속의 샘터 같다는
인상이다. 더 멀리 보았다. 발아래 펼쳐진 세상은 백색이다. 눈길을
닿는 데 까지 백색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기분에 산에
오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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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산을 찾는지
발아래 펼쳐진 백색의 파노라마를 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일시적으로 잊어 버린다. 저 멀리 보이는 성냥갑과도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차지 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이 허망에 보이기도 한다.
무상하게 변하고 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에도 공중에 건설된
콘크리트구조물 하나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세태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할 때 산을 찾는 모양이다.

기괴하게 생긴 형상을 보고
관악산 지형에 익숙한 S 와 가던 길을 재촉 하였다. 가던 도중에
기괴하게 생긴 형상을 만났다. 잘 보면 형상이 드러난다. S 가 가르쳐 준
형상을 자세히 보니 사람 같기도 하고 괴물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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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를 옆에서 보니 틀림 없는 얼굴 모습이다. 그러나 생긴 모습이 너무
험상굿다.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변신로보트의 얼굴 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위에 의미를 두고 보면 발견 되지만 무심코 지나치면 발견할 수
없는 형태이다. 그런 바위에 대하여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귀면암’이라 할 것이다.
삶에 동반자가 필요한 이유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편한 길이 나온다. 산행을 하다 보면
소위 ‘깔딱고개’라 불리우는 곳이 반드시 있는데, 이 고개만 넘으면
산행이 수월해 진다. 그 다음 부터는 능선을 타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인생길과 유사하다.
능선길을 타면서 S 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7 년만에 만났으므로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행을 하였더니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나홀로
등반하는 것 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삶에는 동반자가 필요한가 보다. 하지만 세상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성공에 대한 관점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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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나의 마음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자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물며 남도 내뜻대로 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성향 또한 모두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 관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는 보수주의자라 하고 또
누구는 자신이 진보주의자라 한다. S 와의 대화에서도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관점이다.
S 는 성공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을 크게 보았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사례를 들어 가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요인으로 본 것
같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모두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애써 모아 놓은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공요인에 대하여 오로지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 말고도 다른 요인에 의한 성공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성석제가 있는데
소설가 성석제가 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그러나 졸업이후로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다만 매스컴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 성석제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사진을 보니 그 때 당시 모습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람들의 얼굴은 세월이 흐르면 바뀐다. 기본 형태는 유지하지만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
마흔이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얼굴이 있다.
그런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성석제의 사진을
보면서 고 1 시절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석제가 고등학교 친구라 하여 그의 소설을 읽어 보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투명인간’을 발표 하여 주목받고 있는데 때가 되면 사서
읽어 볼 예정이다. 이렇게 졸업이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성석제를
언급하는 것은 성공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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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소설을 쓴다고 하여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산다. 그것은돈버는 일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을 실패자라 보아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설가는 작품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 위하여 올인한다. 누가 알아 주건 말건 순수한 열정하나로
작품을 쓰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이 읽혀지고
세상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리고 유명인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결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외롭고 고독하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 길은 험한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길 없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길없는 길을 가는 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결국 승리자가
된다.
평생진리를 추구하면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굶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사회가
아무리 각박하다고 하지만 진리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이다. 두메 산골에서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아이가 나오면 전
주민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이치이다.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학위를 받기 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진리추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생진리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학업 등 일시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럴 경우 가족이
지원해 준다. 가족의 힘이 부족하면 주변에서 지원해 준다. 놀고 먹는
자에게는 인색하고 기혹하지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도와
주게끔 되어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출세간적 관점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순수해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세간적 관점으로서 젊은 사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실감나는 비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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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에 따르면 작고 하여 어리다고 하여 얕보거나 깔보아서는 안 되는
것 네 가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왕족, 뱀, 불,
수행승이다. 여기서 수행승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하여 작다고 하여 어리다고 하여 무시한다면 큰코 다친다는
말이다.
지금 가난한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 지금 외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젊은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공부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 주어도 도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평생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다.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지 않는 종교인들이 살아 가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그들을
후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리를 추구한 자가 굶어 죽지 않고
진리의 길을 계속 나아 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은 커다란 ‘공덕’을
짓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일까 어느 종교에서나 헌금이나 보시가 있다.
자신이 비록 세속에서 때묻게 살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자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스운 말로 ‘종교장사’가 되는지 모른다.
진정으로 성공한 자는 누구일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면
누가 도와 주어도 도와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진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특권과도 같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길을 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다.
예술하는 사람이라면 예술작품으로 그 결과가 남을 것이고, 문학하는
사람이라면 시나 소설 등으로 남을 것이다. 수행하는 자라면 자신을
청정하게 함으로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 자체가 결과로서 남게 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면 반드시 결과로서 남게 된다. 진리 자체가 불멸이기
때문에 진리의 산물 역시 불멸이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을 썼다거나 음악을 만들었다거나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남는다.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진리의 추구에 대한 결과물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진리의 추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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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한다. 그런 돈을 위하여 사람들은 올인 한다.
일생을 다 바쳐서 콘크리트 구조물 하나 갖고자 한다. 좀더 돈버는
재주가 있는 자라면 더 많이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죽어서 가져 갈 수
없다. 왜 그런가? 무상한 것이 때문이다. 내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은행의 잔고나 서류에만 있을 뿐 현재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도한다.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돈은 무상한 것이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세에 가져 갈 수
없다. 가져 가는 것은 행위이다. 그 재산, 그 지위를 획득하기 까지의
과정만 가져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불법과 탈법, 불로소득, 심지어
중상모략 등 악행으로 점철 된 것이라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성공한 사람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성공이라면 이마의 땀과
팔뚝의 함으로 이룩한 것이야 한다. 그런 재산도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무상한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든 불로소득으로 이루었든 부는 무상한 것이다.
죽어서 가져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부를 축적하기 까지의
행위만 가져 간다. 이렇게 본다면 단지 돈만 많이 벌었다고 하여 성공한
자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자는 누구일까?
문학, 예술 등 진리를 추구한 자의 행위는 고스란히 작품으로 남는다.
마치 책을 사 놓으면 그대로 남아 있듯이 작품은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한끼 맛있는 황제식을 하였다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는 순간 똥으로
나오고 말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 놓은 책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듯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끝까지 남는다.
돈은 결국 배신하고 말 것이지만 진리추구 결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돈과 무관한 것이다.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자를 성공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화는
무상한 것이다. 언젠가 모두 없어지고 말 것이다. 특히 죽음에 임박해서
가져 갈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은 남는다.
죽어서도 어떤 이에게 감동을 준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야 말로
진정한 성공인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성공은 무상하게
변하는 돈이 아니라 진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런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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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성석제의 소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석제와 같은
소설가에 대하여 성공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줄 수 있다.
“값지게 살아야 해!”
진정한 성공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작은 성공도 무수히 많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는 ‘라이언일병 구하기’에서도 볼 수 있다.
EBS 에서 ‘라이언일병 구하기’를 보았다. 영화 말미에 총에 맞아
죽어가는 중대장은 라이언 일병에게 “값지게 살아야 해!”라는 말을
남긴다. 라이언 일병은 이 말을 간직하고 평생 살아 간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부분에서 중대장의 비석을 만지면서 자신은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고 보고 한다. 여기서 “값지게 살아야 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값짐’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을 동의어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 하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른다.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이세상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청소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떨까? 천만금을 가진 것
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 여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이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값지게 사는 자에게 타인의 부귀영화는 남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하루 삶은 고달프다. 그것은 자신의 등에 너무 많은 짐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삶에 대한 시가 있다. 정호승시인의 ‘내등의
짐’ 이라는 시이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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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정호승, 내등의 짐)

누구나 등에 짐을 지고 살아 간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면
짐의 무게는 더 나갈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짐은 부담이 되어 벗고자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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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내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등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었기에 늘 자신을 경책하며
조심스럽게 살았음을 말한다. 그래서 등에 잔뜩 짊어진 짐에 대하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한다.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
모두
있고
따라
하기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 산행을 하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또 평탄한 길도 있듯이 인생길 역시 마찬가이다. 그런데 사람에
더욱 더 굴곡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라
보다 ‘인생길을 간다’라 하는지 모른다.

인생길은 늘 행복과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괴로운 자는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한다.”라 하였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평온일 것이다. 이 모두는 느낌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늘 즐거움과 괴로움과 줄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이 일어날 때 마다 사람들은 느낌에 휘둘린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이 끊임 없이 발생한다. 괴로움은 괴로움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지만 즐거움 역시 결과적으로 괴로움으로 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지금 행복하다고 하여 그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일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일 뿐이다.
행복한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행복한 자는 행복을 더 많이
원하지만 이는 단지 바람일 뿐이다. 행복한 느낌이 오래 지속 되지 않아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느낌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행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욕망의 작용이라고 알아
차리면 그 뿐이다.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가져가는가?
지금 괴로운 자는 행복을 바라고, 지금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성공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단지 물질적인 것을 행복이라 여겨 물질적 성공에 올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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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나중에 ‘허(虛)’와 ‘무(無)’로 귀결 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나방이 되는 것 같다.
행복한 자나 성공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
하는 자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값진 삶이 된다. 인생을 값지게 살았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 그것은 자신의 착하고 건전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세에 재산이나 지위를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과보를 가져 간다. 이에 적합한 게송이 있다.

“죽음의 신에게 사로잡혀
목숨을 버려야 할 때
무엇이 진실로 자기의 것인가?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를 따라 다닐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든
공덕과 죄악,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
그림자가 몸에 붙어 다니듯
그것이 그를 따라 다니네.”(S3.4)

사람은 죽어서 평가 받는다. 모든 것은 죽음이라는 한 점에 귀결 되고
만다. 마치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에서의 대화처럼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도록 그토록 많은 사건이 있었던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결국 가져 가는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다. 그가 살아 오면서 지은
행위를 가져 간다. 그것은 ‘공덕행’ 아니면 ‘악행’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 하여 값지게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이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자신의 몸에서 떠나지 못하듯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든 공덕과 죄악,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것,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가네(S3.4)”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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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관악산이 보이지만
S 와 산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차이를 좁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굴곡진 산길을 걸어 가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까지 다가 왔다.
삼성산이다. 저 멀리 관악산이 보이지만 가기에는 너무 멀다.

삼막사의 국수공양
안양유원지로 빠지기 위해서는 삼막사길로 가야 한다. 삼막사에는 늘
그렇듯이 국수를 먹기 위한 긴 줄이 형성되어 있다. 오후 1 시가 약간
넘었음에도 국수공양이 계속되는 모양이다. IMF 힘든 시절에 일터를
잃은 수 많은 사람들이 관악산으로 출근하였다는데 이렇게 국수한사발
먹어도 큰 위안이 되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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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왔었다는 염불사
삼막사에서 안양유원지길은 산 하나 넘어 가면 된다. 계속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내려 가다 보면 염불사가 나온다. S 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곳으로 소풍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각이 여러 개 되는 큰 절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것은 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는 ‘석상’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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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산행이 끝나고
염불사에서 안양유원지로 내려 가는 길은 평탄하다. 요즘은 절 입구까지
도로가 닦여 있어서 걷기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등반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좋은 길을 놔 두고 일부로 등산로를 이용하여 내려 갔다.
안양유원지에 도착하였다. 길고 긴 산행이 끝난 것이다. 마치
인생길에서 여정을 마친 것 같은 기분이다. S 는 잘 아는 해물칼국수집을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사 주었다. 사 준 것을
맛있게 잘 먹는 것도 예의 일 것이다. 다음 산행에서 보답을 하면 될
것이다.

S 와 둘이서 하는 산행에서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 아마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해 보기는 처음 이다. 입학동기로서 그 동안 드문드문 만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끊임 없이 해 보기는
처음이다.
EBS 에 ‘용서’라는 프로가 있다. 평소 소원하였던 친구나 가족 등이
배낭여행을 통하여 ‘화해’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친구와의
산행이야말로 매우 값진 것이다. 서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오해할 수
있는 것도 풀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친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친구에게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그것은 청력에 대한 것이다. 한쪽이잘 들리지 않아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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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있다고 하였다. 부디 수술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한다.
단풍절정의 안양유원지
밖으로 나오니 가로가 온통 울굿불긋 하다. 쌀쌀한 11 월 초 안양유원지
길에 단풍이 절정이다. 비록 몇 일 있으면 모두 지고 말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쉬워서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단풍을 카메라에 담는다.

2014-11-03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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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칠년전 망해암과 비교해 보니

카톡으로 소통하는 시대
요즘은 문자로 통하는 세상이다. 전화로 통하기 보다 문자로 한다.
심지어 가까이 있어도 문자로 소통하기 까지 한다. 같은 집안 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문자로 소통한다고 하니 인터넷과 컴퓨터에 기반한
정보통신시대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오래 전에 졸업한 친구들과 ‘카톡’으로 소통하고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놀라운 소통방식이 탄생한 것이다. 카톡서비스가 본격화 된 것이
다음카카오신임 사장의 발언에 따르면 2012 년 부터라 하니 손안의
컴퓨터로 인하여 삶의 방식자체가 바뀐 것이다.
대부분 눈팅만 할 뿐
카톡을 본격화 한지가 두 달이 넘어 간다. 주로 동기동창 카톡방이다.
현재 23 명이 가입 되어 있다. 그러나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눈팅’만 할 뿐이다. 이렇게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 받다 보니 나머지는 그저 참관자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툭 던지기는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이다.
카톡방에서 대부분은 침묵한다. 그러나 대화내용을 열심히 보는 것
같다. 그런 실례로 카운트가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 글을
올렸을 때 23 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제로가 되어 있다.
실제로 다 본 것이다. 나중에 물어 보면 다 보았다고 한다. 문자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눈팅하고 있는 것이다.
카톡방에서 대화는 ㅋㅋ 하는 것
매일 글을 쓰는 입장에서 카톡방에서 대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글쓰기를 즐겨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카톡방은 어디나 그렇듯이 잡담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심각한
이야기나 어려운 이야기는 그다지 환영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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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ㅋㅋ 하는 잡담수준이다.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때로는 의미 있는

그래서 글쓰기와는 별도로 카톡방에서 대화는
재잘재잘 하는 채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하여 늘 ㅋㅋ 거릴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문장을 올려 놓기도 한다. 주로 아침시간이다.

일터로 향하는 길에 생각해 두었던 것을 날린다. 그런데 어느 친구는
보기가 좋았던 모양이다. 거의 채팅을 하지 않은 친구가 어느 날 문자로
아침마다 기다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의미 있는 글을 올리기로
하였다. 채팅방의 특성에 맞게 짤막한 글이다. 그러다 보니
‘자작시’처럼 되어 버렸다.
좀처럼 친구들은 글을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별다른 호응도 없다.
공학도출신들이어서일까 아니면 표현력이 부족해서 일까? 아무튼
카톡방에서 재잘재잘 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요일 산행하면서 올린 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었다.
일요일 나홀로 산행을 하였는데
일요일 오전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산행을 하였다. 여기서 할 일이란
글쓰기를 말한다. 나홀로 떠나는 산행이다. 관악대로에서 곧바로
관악산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걸어 갔다.
산행의 목표는 안양유원지까지이다. 대로에서 곧바로 산길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산길을 죽 따라 가기만 한다. 요즘에는 ‘둘레길’이라
하여 길이 잘 닦여 있고 또한 표지판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산행할 수 있다. 망해암을 거쳐서 안양유원지까지 이르는 가벼운 코스로
잡았다.
자작시를 날리고
산길을 올라 가면서 카톡을 하나 날렸다. 산행하다 보니 금새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낙엽이 수북히 쌓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이었다. 날씨는 차갑지만 바람이 없기
때문에 따사로운 햇볕에 오히려 따스할 정도이었다. 이렇게 나홀로
산행하는 기분에 대하여 카톡방에 올린 짤막한 자작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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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산행
홀로 가는 것보다
동행하면 힘이 덜 든다.
여럿이 함께 가면
더욱 힘이 덜 든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혼자의 길이다.
바스락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나홀로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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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거리의 가로수나 공원에는 단풍이
여전하지만 산길에서는 거의 다 져 간다. 그러다 보니 산에는 낙엽으로
가득하다.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이파리는 비바람이 한번 불면 모두
떨어질 것처럼 간신히 붙어 있는 듯 하다. 이렇게 산길을 나홀로
걸으면서 자작시를 하나 날렸다.
등산길에 보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
등산길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본다. 크게 두 부류이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나홀로 등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럿이서
움직이는 경우 말이 많다. 끊임 없이 재잘재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홀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홀로인가 아닌가의 차이다.
나홀로 등산하면 같은 길이라도 힘이 든다. 저 높은 산 꼭대기를 목표로
하였다면 수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척
힘이 든다.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거리라도 힘이 적게
든다.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힘이 들면
상대방의 뒤를 따라 가면 되고 힘이 들 때 대화를 하면 활력이 솟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여럿이서 산행하면 더욱 더 힘이 덜 든다. 험한 등반길에서는 여러 명이
조를 짜서 이동한다. 주로 리더가 앞장선다. 길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뒤에
가는 사람들은 리더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험한 산길에서는 여럿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험준한 산길에서 나홀로 등반하면 어떨까? 어느 길이 맞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길을 잘 못 들었을 때
다시 되돌아 가야 하기도 하는 낭패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길을 가는데 있어서 바른 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더구나 의지할 상대도 없으니 힘들기만 하다.
동행하면 힘이 덜 드는 것은 사실이다. 여럿이 함께 하면 더욱 힘이 덜
든다. 그야말로 앞사람의 꽁무니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혼자가 된다. 언제까지나 동행할 수 없고 늘 여럿이서 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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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수 없다. 나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관악산 등산길에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홀로이다.
산행길에 명언을 접하고
산길이라 그런지 조용하다. 고요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 하다. 낙엽을
밝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길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산 중턱에 이르렀다. 그런데 중턱에는 도로가 나
있다. 아마 부대로 가는 도로일 것이다. 산 꼭대기에 부대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 길을 따라 가다 보니 명언이 적혀 있는 표지판이 여럿
보인다. 동서양의 현자 들이나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의 짤막한 경구이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옮기면
다음과 같다.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벤자민 플랭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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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멋진 글이다. 이렇게 산행길에 명언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그리고 글을 화두삼아 산행을 하게 된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 새심한 배려를 한 것이다.
행복지수공식이 있는데
벤지민 플랭크린의 명언을 보니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행복지수공식’이다. 이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바 있다.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도, 진짜 행복이란?(2012-09-24)’라는 제목의 글이
대표적이다.
행복지수공식은 ‘행복지수=소유/욕구”로 표현 된다. 욕구를 최소화
하면 행복지수는 올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유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소유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 소유가 얼마 이든
간에 욕구만 최소화 하는 것이다.
지금 천만원을 가진 자나 현재 100 억을 가진 자나 욕구를 최소화 하면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천만원 가진자가 1 억을 꿈꾸며
욕구를 극대화할 때 행복지수는 곤두박질 친다. 하지만 지금 100 억을
가진 자가 더 이상 늘리려 하지 않고 현재 그 상태에서 욕구를 최소화
한다면 행복지수는 높아 진다.
지금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욕구를 최소화 하면 역시 지수는
높아 진다. 결론적으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지금 여기에서
욕구를 최소화 하면 행복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행복지수는 소유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만족하면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 역시 현재 그 상태에서 만족하면 지수는 높아진다. 이렇게
본다면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망상이다.
만족론(滿足論)과 지족론(知足論)
플랭크린의 ‘만족론’을 보면 법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dhp331)”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재가자들이 도둑질과 같은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출가자가 온갖 비리를 행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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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크고 작건 간에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것만이 행복이다.(DhpA.IV.34)”라 하였다.
법구경에 따르면 재가자들이 도둑질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직접 물건을 훔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법과
탈법, 불로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을 뜻한다. 자신의 이마의 땀과 팔뚝의
힘으로 정당하게 번 재산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번 재산은
사실상 도둑질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족함을 알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흔 아홉칸 가진 자는 백칸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탐욕만 부린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참으로 금화의 비가 내려도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만족은 없다.
(Dhp186)”라 하였다.
행복론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벤자민 플랭크린의
‘만족론’이나 법구경에 실려 있는 ‘지족론’을 보면 동서양을
초월하고 시대와 공간과 인종을 초월한다. 이렇게 본다면 소욕지족은
진리이다. 그렇다고 하여 결코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욕구가 문제이다.
그래서 주석에 따르면 “그러므로 크고 작건 간에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것만이 행복이다”라 하였다. 소욕지족을 말한다. 많건 적건
건에 욕구를 적게 하며 현재 상태에서 족함을 알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말이다.
11 월에 보는 개나리꽃
망해암을 향하여 올라 가는 도중에 꽃을 발견하였다. 모든 것이 저물어
가는 계절에 꽃을 보다니 꽃 본 듯이 반가웠다. 그런데 11 월에 보는
꽃은 노랑개나리이었다. 엄동설한을 코 앞에 두고 왜 개나리가
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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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는 봄의 전령사와 같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찬바람이 여전 할 때
3 월 말에 핀다. 따스한 양지쪽에 있는 나무에서 빨리 핀다. 그래서
노랑꽃을 접하였을 때 진짜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해 준다. 그런데 춥고
삭막한 계절을 앞에 두고 노랑개나리가 핀 것이다!
철이 아닌 때 꽃이 피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라 보아야 할까?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꽃이 피었다는
사실은 반갑기만 하다.
안양제 1 경 망해암낙조
망해암에 이르렀다. 안양유원지로 넘어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런
망해암은 안양 8 경중의 하나이다. 안양에 8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제 1 경이 바로 망해암이다. 왜 제 1 경으로 정해졌을까?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망해암에서 보는 낙조가 일품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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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망해암에서 서쪽하늘을 바라보면 날씨가 좋은 날 서해바다가
보인다. 저 멀리 송도의 고층으로 형성된 마천루도 보인다. 더구나
석양에 보면 서해바다가 햇볕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훤하게
보인다.

248

이날 망해암에서 바라본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점심 무렵으로 강한
햇볕탓일 것이다. 그래서 백색의 아파트 단지만 파노라마친다.
망해암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망해암은 안양권에 있는 전통사찰이다. 안양권이라 하면 같은 생활권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네 개의 도시를 말한다. 인구가 대략
120 만명이다. 이렇게 너른 안양권에서 알려져 있는 전통사찰은 삼막사,
염불사, 망해암, 청계사 정도이다. 이들 전통사찰은 안양권 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예전 보다 몰라 보게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망해암도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망해암에 대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블로그활동을 하면서 사찰순례를
하였는데 그 때 마다 순례기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그결과 수백개의
사찰순례기를 작성하였다. 망해함과 관련하여 올린 글이 있다. ‘서해의
낙조가 일품인 안양 1 경 미륵도량 망해암(望海庵)(2007-04-01)’라는
제목의 글이다. 2007 년에 작성하였으니 칠년전의 일이다.
2007 년 당시 망해암을 보았을 때 실망스러웠다. 그것은 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난개발된 것처럼 가람배치가 중구난방이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절 가운데 일반 주택가처럼 보이는 집이 있었다.
도저히 절 같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순례기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망해암은 전통과 현대가 버물려진 잘못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원래부터
있었던 암자인 용화전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이 무 계획적으로
난립되어 지어 지지 않았나 생각 된다. 특히 용화전 앞에 있는 3 층짜리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은 전통사찰의 면모를 훼손하는 부조화의
극치이다. 그리고 살림집으로 쓰여진 듯한 기와건물도 사찰의
분위기와는 영 맞지 않는다.
(진흙속의연꽃, 서해의 낙조가 일품인 안양 1 경 미륵도량
망해암(望海庵)(200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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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법회를 수 없이 다니고 수없이 사찰순례를 하였지만 절 같지 않은
절이 망해암이었다. 그래서 네모만 콘크리트 건물을 보고서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것이라 하였고 살림집으로나 적합한 기와집이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인다고 하였다.
칠년후와 비교해 보니
그런데 칠년이 지난 현재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 년 망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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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망해암

2007 도의 경우 용화전 앞에 빨간 기둥과 노랑벽의 콘크리트 건물이
보인다. 바로 이것이 난개발의 전형이라 본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아닌 난개발일 뿐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칠년후 깔끔히 정리 되었다. 망해암 주불이 모셔져 있는 용화전
앞을 가로 막고 있던 건물이 헐리고 그 자리에는 너른 옥상마당이 새로
생겨났다. 더구나 석재를 이용하여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도 어울린다. 가장 좋은 것은 철거하는 것이지만 아쉬운 대로
개선된 것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칠년만에 비교해 보는 망해암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있다. 그것은
절집에 마치 여염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와집이 철거 된 것이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여법한 법당이 들어섰다. 극적인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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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망해암

2014 년 망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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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당시 절집 중앙에는 살림집처럼 보이는 기와집이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 마치 도시의 주택가를 산중에서 보는
듯하여 정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불사가 시작 되었다. 현재
보는 천불전 법당이다. 아래층에는 지장전이고 윗층에는 천불전이라는
이름의 여법한 법당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감도를 보면서
칠년만에 극적인 변화를 보인 곳이 망해암이다. 이런 변화를 바랬다.
그래서 2007 년 당시 나름대로 희망이 담긴 글을 썼다. 불사에 대한
조감도를 보면서 소감을 적은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다란 조감도를 보면 용화전을 제외한 부조화의 극치인 3 층일반 건물과
가정집 모양의 건물을 밀어 버리고 새로운 전각을 만든다는 그림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조감도에는 미륵부처님이 용화전 밖으로 나와서 전신을
다 드러낸 입상을 밖에 세워 놓음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공사는 시작 되고 있지 않다. 과연 미륵부처님이 용화전 밖을 나와서
안양시를 바라보면서 서 있을 그 날이 언제 일까.
(진흙속의연꽃, 서해의 낙조가 일품인 안양 1 경 미륵도량
망해암(望海庵)(2007-04-01))

2007 년 당시 망해암은 불사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절의 입구에서
커다란 조감도를 볼 수 있었다. 그 조감도를 보면 난개발된 건물은 일체
보이지 않고 가정집과 같은 건물은 모두 철거 되어 있다. 대신 그
자리에 여법한 법당이 들어가 있다. 2007 년 당시 조감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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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망해암 불사조감도

조감도를 보면 현재와 비교해 볼 때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조감도 대로 시행된 것은 가정집과 같은 건물이 철거 되고 그 자리에
천불전이 들어선 것이다.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조감도와 유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감도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망해암의
주불전인 용화전 앞에 있는 네모만 형태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조감도에서는 깨끗이 철거 되어 있고 더구나 커다란 미륵불이 조성될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망해암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여전히 남아 있고 미륵대불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반 정도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감도 대로 모두 되어 있지 않고 반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가람으로서 품격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7 년전과 비교하면 마치
상전벽해가 된 듯 하다. 그런 바램을 7 년 전의 글에서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공사는 시작 되고 있지 않다. 과연 미륵부처님이 용화전 밖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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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서 안양시를 바라보면서 서 있을 그 날이 언제 일까.”라고
의문하였다.
“부처님…”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는 불자
망해암에서 미륵대불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아마 언젠가는
조감도대로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미륵불은 망해암의
주불이다.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용화전에 들어가 보았다. 마침 어느
불자가 열심히 기도 하고 있다. 나지막한 목소로리 “부처님…”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절박한 듯 하다. 두 손을 합장하며 눈을 감고
입으로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부처님을 찾는 것을 보니
간절함이 느껴진다.

보기에도 간절함이 엿보이는 불자님이다. 삼배를 올리려 들어 가려
하는데 방해 될까봐 미안할 정도이다. 조용히 들어가서 삼배를 올리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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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전 미륵불을 보면
망해암은 미륵도량이다. 용화전에 미륵불이 있는데 특이 하다. 상반신
윗부분만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설명문을 보면 미륵불의 나머지
아래 부분은 마루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게 미륵불의
크기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상반신만 노출되어 있는 미륵불의
형상을 보면 특이 하다. 머리에는 둥그런 원판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하얗게 칠해져 있어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 되어 있다.

전통사찰에 가면 전통을 내 세울 수 있는 문화재가 있다. 망해암 역시
내 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상반신만 노출되어 있는
미륵불이다. 조성연대가 1479 년이라 하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국보나 보물은 아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 된 불상이다 보니
기도의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일까 새로 지은 천불전 보다 이곳
용화전을 찾는 이가 더 많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불자들을 볼 수 있다.
길을 잘 못 들어 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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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암을 지나 목적지인 안양예술공원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은
둘레길이다. 요즘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일종의 산책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둘레길을 걷다 보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전에도 둘레길을 걸어 보았기 때문에 둘레길로 들어
섰다.
둘레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다.
망해암에서 안양유원지길로 넘어 가는 둘레길 역시 마찬가지이다. 거의
등산객을 볼 수 없어서일까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잘 못 들어선 것이다.
길아닌 길로 들어섰다. 아니 길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길을 잃어
버렸다. 더구나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밟으면 푹 빠진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길 아닌 길, 길 없는 길을 가다 보니
빠지고 넘어지고 긁히게 되었다.
이럴 때 누군가 동행하였더라면 올바른 길로 들어 섰을 것이다.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갔더라면 수월하게 갔을 것이다. 그러나 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에서 단지 판단으로만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 길은 험한 길이 되고 만다. 이번 나홀로 산행도 그런 케이스이었다.
안온한 장소에서
길없는 길, 길아닌 길에서 간신히 빠져 나왔다. 바위로 이루어진 능선이
보였기 때문이다. 바위 능선은 아무도 찾아 오지 않는 곳 같다. 주변에
길이 없어서 고립된 곳이다. 그런데 바위로 이루어진 곳에 움푹 패인
곳이 보였다. 두 세람이 앉기에 널널한 공간이다. 더구나 남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가을의 햇살에 따사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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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는 길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된 장소이다.
그곳에 잠시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 최고로
좋은 장소로 보였다. 만일 누군가 홀로 기도를 한다면 소위 기도발이 잘
먹힐 장소로 보였다. 또 누군가 명상을 한다면 한소식할 것 같은 아늑한
분위기이다. 길을 잃어 버렸지만 그 덕분에 안온한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목적지 안양예술공원에 도착하고
능선을 타면 등산이 쉬워 진다. 그래서 계곡보다 능선이다. 그런데
관악산의 경우 바위로 이루어진 능선이 많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맨땅으로 만 이루어진 것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능선길을 죽
따라 가다 보니 목적지인 안양예술공원에 도착하였다.
예술공원은 이제 먹거리천지가 되었다. 옛날에는 안양유원지라 불리던
곳이다. 구로에서 반세기를 살았다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 안양유원지이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곳도 안양유원지이었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하였다. 또 유원지 입구에는 포도밭이 많아서 포도로 유명한
곳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포도밭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잘
정비된 가로와 예술품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예술공원이 되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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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원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 물론 나홀로식사이다.
먹거리천국인 예술공원거리에서 선택한 것은 보리밥에 청국장이다.
이렇게 식사를 시켜 놓고 문자를 날렸다. 오늘 나홀로 산행을
마무리하는 문자이다. 동창 카톡방에 다음과 같은 시아닌 시를 남겼다.

나홀로 떠난 산행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되었네.
동행하면 힘들지 않지만
두 개의 길을 만났을 때
어떤 길로 가야할까?
모두 다 가는 대로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길없는 길로 가야 할까?
왼쪽길인가 오른쪽길인가?
동행하지만 결국
혼자 가는 길이다.
나보다 낫거나
나와 동등한 자와 함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
두 갈래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가지 않기에.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자를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홀로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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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있다. 마지막
구절에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라는 내용이
있다. 사람들이 적게 간 길, 가지 않은 길을 간 것에 대한 소감이다. 그
길을 감에 따라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말한다.
누구나 길을 간다. 그 길이 산길이든 인생길이든 누구나 길을 간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왼쪽길인가
오른쪽길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럴 경우 동행자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고 하였을까?
수행의 길을 간다면 좋은 도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초기경에
따르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과 사귀는 것은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합니다.(S3.18)”라 하였다. 나홀로 가는 것 보다 함께
같이 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것이다. 청정한 삶을 실현
하는데 있어서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동반자라 하여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면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이
아닌 길로 가려 하기 때문이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친구하자는
대로 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낫거나 자신과
같은 자를/ 걷다가 만나지 못하면,/ 단호히 홀로 가야하리라./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없으니.(Dhp61)”라 하였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일까 숫따니빠따에서는 고독한 수행자의 모습이 잘 표현 되어
있다. 외뿔을 가진 코뿔소가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듯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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