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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 무등산은 불국토를 연상 할 만큼 많은 사찰이 존재해왔다. 란의 참상을 입어 

옛모습은 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사 부층에서 남긴 시문을 통해 불국토로서 무등산을 

조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등산 정상부근 비경 속에 자리한 규 암은 천혜의 조각품인 암석바 의 승경과 불심

이 한데 어울리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증심사는 심사찰답게 많은 시인들이 다녀

가 빼어난 경  속에 선  수행처로 마음을 닦는 곳이었다. 원효사는 승려의 시문은 존재

하지 않으나 승려와의 교유를 통해 간 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僧俗을 월한 

만남의 장으로도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무등산 사찰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다만 무등산이 호남의 진산으로서 그 이미지가 불교 으로 어떻게 해

져 내려왔는지에 한 것을 사찰제 시를 통해서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 이다. 

본고는 논의 범 를 재 무등산에 실재하고 있는 사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후일 범 를 넓  폐사된 사찰의 시문 등을 통해 무등산 사찰제 시의 존재 양상 

종합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주제어 : 무등산, 사찰제영시, 광주, 증심사, 원효사, 규봉암.

 * 남  기 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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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無等山은 호남을 표하는 산으로 재 주 역시와 담양군 그리고 화

순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산 높이는 해발 1,187m에 이른다. 무등산은 

瑞石山으로도 같이 부르면서 오랜 세월동안 주의 鎭山이자 神山으로서 

정신 인 지주노릇을 해왔다. 

無等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무등산은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불국토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본고는 옛 선인들이 무등산에 소재한 

사찰을 제목으로 삼아 지은 시문을 상으로 하여 사찰 속에 드러난 무등

산의 이미지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등산과 련한 연구는 鄭珉1)에서 비롯되어 金大鉉2), 朴明姬3) 등에 

의해 순차 으로 이루어졌다. 정민은 ‘무등산’의 명칭과 원 인 이미지 

속에 담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등산 시문에 한 첫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은 20세기에 창작된 산수유기류를 통해 시가 아닌 산문자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명희는 조선조 문인들의 한시문을 상으로 하여 시

형상화 과정을 살피고 있으나 사 부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본고에서 상으로 삼은 사찰제 시는 동국 학교에서 발행한 �韓國佛

敎全書�와 한국고 번역원에서 발행한 �古典國譯叢書�과 �韓國文集叢

刊� 등을 상으로 했다. 무등산 사찰제 시에 한 조사결과만으로 승려

시인 6인의 9편, 사 부 시인 21인 46편이 수습되었다. 승려층에 비해 사

부층이 훨씬 많은 이 특색이다. 이 결과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정 민, ｢한문학 유산 속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산수유기를 심으로｣, �한국한문학

� 21, 한국한문학회, 1998.

 2) 김 , ｢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3) 박명희, ｢조선조 문인의 무등산 유람과 시  형상화｣, �동방한문학� 4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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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자 작품명 문집명 형 식

1 金克己 圭峯寺 二首 新增東國輿地勝覽 五 律詩

2 〃 證心寺 新增東國輿地勝覽 五 律詩

3 〃 錦石菴 新增東國輿地勝覽 五 律詩

4 鄭道傳 寄瑞峯寬上人 三峰集 五 律詩

5 金時習 圭峯蘭若 梅月 集 五 律詩

6 林 齡 遊瑞峯寺 三首 石川詩集 五 絶句

7 盧守愼
證心寺 贈祖禪二十五日 晴 

不使久於城 乃 寺 無悔同宿
穌齋先生文集 五 律詩

8 奇大升 到圭峯 三首 高峯集
五 律詩

七 絶句

9 〃 圭峯遇雨 同諸君賦得松字 三首 高峯集 五 絶句

10 〃 元曉寺次人韻 三首 高峯集 七 律詩

11 〃 宿甑峯菴 二首 高峯集
五 律詩

七 絶句

12 〃 到證覺寺曉起 用朴和叔韻 二首 高峯集
七 絶句

五 律詩

13 金富倫 遊圭庵 雪月 集 五 律詩

14 〃 元曉庵 敬用先生丹峽韻 雪月 集 七 絶句

15 高敬命
圭峯 朝起見白雲騰涌 萬壑皆平 

用葛川先生韻
霽峯集 七 絶句

<표 2> 한국고 번역원 간행 무등산 사찰제 시문

작 자 작품명 문집명 형 식

1 大覺國師 留題瑞石山圭峯寺 大覺國師文集 五 律詩

2 栢庵性聰 次趙碩士遊瑞石山韻 栢庵集 七 律詩

3 月城費隱 大隱庵 月城集 七 絶句

4 黙庵 訥 次喚先軸韻 瑞石山 黙庵集 七 絶句

5 蓮潭有一 淵寺歸路有吟 蓮潭大師林下 七 律詩

6 〃 住萬淵寺感懷 蓮潭大師林下 七 律詩

7 錦溟寶鼎 宿圭峰土窟 茶松詩集 七 律詩

8 〃 題澄心寺壁上 茶松詩集 五 律詩

9 〃 萬淵寺松臺 茶松詩集 七 律詩

<표 1> �한국불교 서� 소재 무등산 사찰제 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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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圭峯落照 霽峯集 七 絶句

17 〃

答鄭仲實 時爲光學 以都 官 

在證心寺 二首
霽峯集 七 絶句

18 〃 次石川韻 書瑞峯僧修眉卷 二首 霽峯集 五 絶句

19 〃 瑞峯寺夜坐 示曺汝規 霽峯集 五 絶句

20 文緯 登元曉寺 茅溪先生文集 七 律詩

21 崔希亮 無等山逢雨 證心寺 逸翁文集 五 絶句

22 高用厚 瑞峯羅漢殿 夢先大夫 晴沙集 五 六句

23 〃 瑞峯寺 奉寄宋察訪福汝 晴沙集 七 律詩

24 〃 瑞峯寺留別梁士立諸友 晴沙集 五 律詩

25 鄭弘溟 洞友訪瑞峯寺 畸庵集 五 律詩

26 〃 病棲瑞石 龕題壁 畸庵集 七 絶句

27 李時省 圭峰寺 騏峰集 七 絶句

28 〃 元曉寺西上室 題應寶師軸尾 騏峰集 七 律詩

29 〃 瑞峰寺 騏峰集 五 絶句

30 〃 瑞峰寺 騏峰集 七 絶句

31 申翊全 證心寺口占 東江先生遺集 五 絶句

32 金壽恒
瑞石山元曉菴 僧永閒委來相

訪 呈七 律三首 走次其一以贈
文谷集 七 律詩

33 趙正萬 光州證心寺 題贈行門上人 寤齋集 七 律詩

34 〃 瑞峰寺 次贈萬勛山人 寤齋集

35 李海朝
登瑞石山 暮投澄心寺 鄭重汝 

鎭河 先已負笈相待
鳴巖集 七 絶句

36 〃

留宿澄心寺 夜深酒醒 山月滿窓 

淸徹不寐 仍成一律
鳴巖集 七 律詩

37 申聖夏 遊瑞石 臨歸留贈瑞峰寺僧萬勛 和菴集 七 絶句

38 李夏坤 夜過瑞峰寺 頭陀草 七 律詩

39 〃 瑞峰寺 次信甫韵 頭陀草 五 律詩

40 〃 宿瑞峰寺 贈極長 頭陀草 五 律詩

41 林象德 瑞石山指空礫 村集 七 律詩

42 〃 口占次克明 明 是瑞石山僧 村集 五 絶句

43 〃 踏瑞石山 宿證心寺 村集 七 律詩

44 金道洙

宿瑞石山元曉寺 

明上人談靈隱 遊 

仍次其軸中韻

春洲遺稿 七 律詩



무등산 사찰제 시 연구  215

45 丁若鏞 讀書東林寺 茶山詩文集 五 古詩

46 韓章錫 宿禪寮 眉山先生文集 七 律詩

최근 학계에서 사찰제 시와 련하여 일련의 연구경향은 꾸 한 흐름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문학 유산에 한 다각  근 시도라는 에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불교문학의 주제 론 소재론  근

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 한시의 연구경향이 詩論과 

作家論的 심에서 치우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주제와 소재

의 형상화를 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무등산이 불교의 평등안민지향 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

인하고, 개별 사찰에 드러난 제 시의 개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平等安民指向의 無等山

문헌상 무등산은 �三國史記�에서 ‘武珍岳’으로 처음 등장한다. 통일신라

시 에 五嶽三山神에 한 祭 로써 무등산신을 한 제 형식을 祀로 

정했다는 내용4)이다. 이후 �世宗實 地理志�5)와 �新增東國輿地勝覽�6) 

그리고 �東史綱目�7)에서도 ‘무진악’이란 이름이 지속 으로 등장한다. ‘岳’

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개 크고 험함을 뜻한다. 이처럼 자연

 4) �三國史記� 권32.

 5) �世宗實 地理志� 全羅道. “無等山 一云武珍岳 一云瑞石山 在武珍 豐厚高大 新

羅爲 祀 高麗致國祭 本朝令州官行祭.”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光山縣. “無等山 在縣東十里 鎭山 一云武珍岳 一云

瑞石山 穹窿高大 雄盤五十里 濟州漢拏山 慶尙道南海 巨濟等島 皆在眼底 山西

陽崖 有石條數十櫛立 高可百尺山 名瑞石 以此 天旱欲雨 久雨欲晴 山輒鳴 聲

聞數十里.”

 7) �東史綱目� 제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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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의 의지하여 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는 것은 무등산을 신

인 상으로까지 높여 숭앙하 음을 알 수 있다. 이후 �高麗史�, ｢ 誌 俗

｣條에 이르면 백제시 의 노래로 추정되는 다섯 곡의 노래 ｢방등산가｣, 

｢정읍｣, ｢선운산곡｣, ｢지리산가｣, ｢무등산가｣ 등이 등장한다. 노래의 가사가 

하지 않지만 배경설화를 통해 이들 작품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작품이 남녀 는 부부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무등산가｣는 성을 

쌓아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에 차별성을 가진다. 

무등산은 주의 진산이다. 주는 라도에 있는 큰 고을이다. 이 산에 

성을 쌓으니 사람들이 의지하여 편안해지자 이 노래를 지어 불 다.8)

｢무등산가｣의 배경설화에서 란의 참상을 극복하려는 백제인들의 간

한 소망과, 무등산을 정신 인 의지처로 삼고 있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無等山曲｣9)으로 이름이 바 어 등장하나 �高麗史�의 기

록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밖에 조선 후기 때의 문인 息山 李萬敷(1664-

1732)는 무등산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무등산은 무진 동쪽에 있다. 남해의 여러 산들 에 무등산이 높고 커서 

다른 산과 비교할 수 없다. 정상에서는 제주 한라산, 거제 가라산, 남해 산 

등이 굽어보이니 모두  아래 있다. 서쪽에 돌벼랑의 길이가 백척이나 되고, 

깊이 우거져서 기운이 쌓여 새들도 많다. 새소리는 산밖에서도 들리며 비오고 

개는 것을 을 쳤다. 무등산을 달리 서석산으로도 부른다. 백제 때에 삼국이 

쟁을 할 무렵 성을 쌓아 지켰고, 백성들이 의지하여 안식처로 삼았다. 드디

어 무등산곡이라는 노래를 불 다. 옛날에 무량사, 천복사, 개룡사, 원효사, 

 8) �高麗史� 誌 俗 條, “無等山光州之鎭 州在全羅爲巨邑 城此山 民賴以安樂而

歌之.”

 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俗有無等山曲 百濟時 城此山 民賴以安樂而歌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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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심사 등이 있었으나 지 은 많이 폐사되었다. 규 은 가장 경치가 좋은 곳

으로 그 에 세 바 가 있는데 삼존석이라 부른다.  그 아래에 송하 , 석

, 풍 , 장추 , 청학 , 송 , 능엄 , 법화 , 설법 , 은신  등 열 개

의 가 있다. 석암은 조그마한 암자이다.10)

이와 같이 ｢무등산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제인들의 기 심리이다. 

성을 쌓아 을 막고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노래로 담아 불 다는 

것은 그 기 심리가 ‘治國安民指向’11)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

다. 이러한 심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  구원의 상으로 불교가 

등장하여 불국토 건설이라는 신앙 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般若心經�에서 비롯된 것처럼 차별없는 세상에 

한 염원이 불교  신앙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등산은 삼국시  때 ‘治國安民指向’이 불교와 만나면서 고려시

에 이르면 ‘平等安民指向’으로 자연스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고려시 에 이르면 불교를 國是로 삼는 등 불교  풍토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崇儒抑佛의 조선시 에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무등산을 두고 불교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

다.12)

10) 李滿敷, �息山先生別集� 卷四, 地行附 . “無等 無等山 在武珍東 南海諸山 無等

高大 無 爲比 其極俯漢挐 加羅，錦山 皆在眼底 其西石崖百尺 厚陰積氣多鳥 鳥

聲聞山外 以占雨晴 山一名曰瑞石 百濟時 三國戰爭 築城守之 民賴而息 遂作無等

山曲以歌之 古有無量，薦福，開龍，元曉，證心諸寺 今多廢 圭峰 勝 傍有三石

曰三  又有松下，廣石，風穴，藏秋，靑鶴，松廣，楞嚴，法華，說法，隱身十

㙜 錦石 庵”. �韓國文集叢刊� 179권, p.90.

11) 나경수, ｢무등산 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p.232.

12) 여기서 불국토의 이미지는 무등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경주의 남산, 지리산, 속리

산, 묘향산, 강산, 설악산, 오 산 등등 名山에는 大刹이 있다 할 정도로 보편화 

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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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의 불교  이미지는 수많은 사찰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무등산에는 無量寺, 薦福寺, 開龍寺, 元曉

寺, 證心寺, 圭峯寺, 錦石庵, 靑空寺, 長佛寺 등이 있었다. 무등산 山水遊

記 가운데 白眉로 꼽히는 高敬命의 ｢遊瑞石 ｣에는, 證心寺, 證覺寺, 不

思議寺, 念佛庵, 上元庵, 三日庵, 金塔寺, 隱迹寺, 石門寺, 錦石寺, 大慈

寺, 圭峯庵, 文殊庵, 香積寺, 佛影庵, 菩提庵 등이 22개의 사찰명이 등장

한다. 그리고 1924년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작성된 �光州邑誌�13)에는 佛

明庵, 隱禪庵, 壯元庵, 氷鉢庵, 上元庵, 金塔寺 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

다. 그 밖의 다른 기록까지 합치면 50여 개를 상회할 정도로, 무등산에는 

부터 八藍九庵子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찰이 존재했던 것이다. 

재 남은 사찰은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 암, 석불암 등 다섯에 지나지 

않지만, 장불재, 머리재, 머리재 등의 지명은 물론이고 석탑, 불상, 석

등, 부도 등 불교 유 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무등산이 오랜 

불교 성지 음을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藹藹山光滴翠嵐 산빛은 흐린데 푸른 안개 떨구니

高低石逕暗檉枏 높낮고 좁은 돌길 능수버들로 어둑하네

神祠佛宇多喬木 사당과 집에는 높은 나무 많은데

天近星辰手可探 하늘 가까워 손으로 별도 어루만질 듯14)

조선 기 金時習(1435-1493)이 湖南의 무등산에 직  오르면서 지은 

시이다. 시 체에서 무등산에 한 묘사로 일 하고 있다. 1구에서 ‘滴’이

라는 측성을 사용하여 안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산세가 높고 

범상치 않음을 암시한다. 한 마찬가지로 4구에서 별이 손에 잡힐 정도로 

13) 인본 � 주읍지�, 주시립민속박물 , 2004.

14) 金時習, ｢登無等山｣, �韓國文集叢刊� 13권,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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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산이 매우 높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돌로 이루어

진 좁은 길은 그 잖아도 어둑한 날씨임에도 능수버들까지 드리우고 있으

니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다. 사당과 에 치솟은 나무가 많다

고 한 것은 오랜 역사를 뜻한다고 하겠다. 이 시의 주된 핵심은 무등산은 

산세가 높고 불국토를 연상  할만큼 이 많아 불교의 聖山이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別去云由師傅命 스님의 하명으로 떠난다 말 하니

留君同住更無緣 그 와 함께 사는 인연 다시 없겠지만

想應瑞石千峰月 서석산 천 우리 에 뜬 달은

共照看經禮聖賢 경 읽고 불하는 우리 모두 비추리다15)

조선 후기 黙庵 訥(1717-1790)의 시이다. 무등산으로 떠나는 어떤 스

님을 해 지은 것이다. 서로 인연이 다해 떠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인다. 處處佛像이라 했으니 스님의 삶 한 

白雲처럼 인연 따라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하고 있다. 

스님도 인간이라 떠나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나보다. 그러나 무등산에 비

친 달은 수행에 념하는 스님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하니 걱정했던 마음도 

잠시 곧 안심한다. 

이로보아 무등산은 삼국시 부터 鎭山으로서 호남을 지켜주는 수호신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여타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시신앙인 제

천의식부터 비롯된 ‘治國安民指向’은 불교가 래되면서 불국토를 실 하

려는 ‘平等安民指向’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나아갔다고 본다. 이는 무

등산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사찰들이 이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다음 장에서

는 무등산에서 실재했던 사찰을 주제로 삼은 시들을 살피면서 불교  특성

15) 默庵 訥, ｢次喚先軸韻 瑞石山｣, �默庵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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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무등산 사찰제 시의 개

일반 으로 題詠詩은 ‘題詩詠句’의 말로 특정 공간의 物象을 노래한 

것이다. 사찰제 시는 제 시의 하  범주로써 제목에 ‘題---’, ‘遊---’, 

‘宿---’ 등 서술어 뜻을 지닌 두사에 사찰명이 들어간 경우가 그 상이 

된다. 따라서 주된 공간인 사찰의 物象과 시인의 감정을 읊은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사찰의 공간이 부분 산이라는 자연공간을 주안

을 두고 勝景과 探勝과 遊記의 공간, 脫俗과 閒情의 공간, 詠史와 懷古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제별로 분류한 경우

와는 달리하여 개별 사찰 공간 안에서 생하는 다양한 내용을 심으로 

살피도록 할 것이다. 해당 사찰로는 재 존재하고 있는 규 암, 증심사, 

원효사로 한정하여 무등산 사찰제 시의 개별  특성을 밝 보도록 하겠다.

1. 圭峯菴

규 암은 權克和(?-?)의 ｢瑞石圭峯記｣에 따르면 신라시  義湘大師가 

지었다고 한다.16) 재 무등산 소재 사찰 에서 가장 높은 곳에 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육각형의 돌기둥인 柱狀節理帶가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어 

圭峯이라 부른다. 무등산에서 제일 가는 비경으로 손꼽힌다. 高敬命

(1533-1592)의 ｢遊瑞石 ｣에 따르면 신라의 명필로 이름난 金生

16) 權克和, ｢瑞石圭峯記｣, 인본 �臥遊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137. “昔義湘

師 見而奇之 始創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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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91)이 ‘圭峯庵’이라 쓴 이 해오다가 도난당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규 암은 격식을 갖춘 사찰이었음을 짐작  한다.

古聖此遺名 옛 성인 이곳에 이름을 남긴지라

登臨山海平 올라 보니 산과 바다 일체 고르네

幽泉淸可愛 그윽한 샘은 맑아서 사랑스럽고

瑞石畫難成 서석 형상 그려내긴 어렵우도다

未信人間世 인간 세상 믿지 못하니

唯添物外情 세속 밖의 정만 더하네

何時立功業 어느 때나 공업을 세워

深隱老餘生 깊이 숨어 여생을 늙어갈거나17)

고려 기 때의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시이다. 일반 으로 사찰

제 시의 특징은 공간  특성을 먼  언 한다는 이다.  시도 외가 

아니어서 반부에서 규 암을 찾게 된 동기와 산세를 간략히 읊고 있다. 

‘古聖’이라는 시어로 보아 사찰의 오랜 역사를 뜻하면서 부터 이름난 수

행처 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 에서 솟은 샘물 맛도 좋지만 기이하게 생

긴 바 를 묘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圭峯의 秘境이 사롭지 않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특히 ‘山海平’이라 읊은 것은 단순히 산과 바다가 고르다

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구별하는 二分法的 사고가 아

닌 無分別智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고르다고 한 것은 차별이 없다

는 뜻의 무등산의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하겠다. 이는 사 부의 유가  사

고로는 나타날 수 없는 표 으로 義天이 求道를 지향하는 승려라는 신분

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후반부에 이르면 脫俗의 강한 의지를 보여 다. 당시에는 門閥貴族과 

17) 大覺國師 義天, ｢留題瑞石山圭峯寺｣, �大覺國師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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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척세력이 득세하면서 나라가 차 혼란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의천

은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가인의 본분을 지키고자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오직 바라는 것은 ‘功業’을 세워 佛法

을 리 알려 이 땅을 불국토로 만드는 일이다.

詭狀苦難名 기이 형상 그리기 정말 어려워

登臨萬象平 올라 보니 만상이 모두 고르네

石形裁錦出 바  모양 비단을 잘라 빚었고

峯勢琢圭成 산의 형세 옥돌을 쪼아 세웠네

勝踐屛塵迹 명승 밟자 속세 자취 덮어 가리고

幽棲添道情 그윽이 깃드니 道情이 더해지 나

何當抛世網 어 하면 속세 그물 버려두고서

趺坐學無生 가부좌하여 무생을 배울거나

고려 武臣執權 때의 문인 金克己(?-?)의 시이다. 그는 산하 지를 두루 

유람하면서 지은 작품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題詠詩로 다수 실려 있

다. 의 시도 그  하나이다.  시는 앞 大覺國師 義天의 시를 次韻한 

작품이다. 

수련에서 규 의 산세가 기이하여 이름짓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 

구 은 앞의 시 4구의 ‘瑞石畫難成’과 시상이 닮았다. 2구에서 의천과 마

찬가지로 일체의 만상이 모두 고르게 보인다고 한 것은 그 한 無分別智

를 지향하는 시인이었음을 말해 다. 함련에서 규 의 모습이 구체 으로 

드러난다. 주상 리 의 육각형 돌기둥이 마치 비단처럼 곱고 우리마다 

옥을 다듬은 듯 서 있다는 표 은 규 을 신비화시킨다. 후반부인 경련과 

미련에서는 속세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심 표 이 규 에 머무면 머

물수록 더 있고 싶어 하는 속내를 비치고 있으며, 더불어 一 가 無常하다

는 無生의 이치를 禪定三昧에 들어 깨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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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靈山實稱名 산이란 이름에 들어맞으니

絶 雲平 최고 이 구름과 맞닿았도다

亂石誰鞭去 어지런 돌 그 가 채 질해 몰아왔나 

奇崖自削成 기이한 벼랑 로 깎여 이루어졌네

栢菴初問道 백암서 처음으로 도를 물은 뒤

蓮社久傾情 집에 마음 기운 지 오래라오

一樹龍華下 한 그루 용화수 아래에서

相逢約後生 다음 생에 만나자 약속하세18)

이어지는 두 번째 시이다. 반부는 첫 번째 시와는 달리 규 의 산세를 

한층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구름과 맞닿을 정도로 높은 산세를 말하면서 

깎아 세운 듯한 바 벼랑은 조물주의 솜씨임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亂石’

은 규  아래에 린 돌조각을 말하는 것으로 돌이 많이 흩어져 깔려 있는 

비탈을 뜻하는 ‘ 덜’이다. 원래 반듯한 돌기둥이었던 것이 군가가 채 질

해서 부서져 모습으로 표 하고 있어 시인의 탁월한 시  감각을 엿보게 

한다. 백암과 연사는 모두 을 뜻하는 비유  표 이다. 龍華樹는 미래불이 

출 한다는 곳으로 미륵불을 상징한다. 이로 미루어본다면 당시 규 암에도 

미륵신앙이 반  퍼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 외에도 규 암을 상으로 한 사찰제 시를 살펴보면, 金時習의 경

우 “가고옴에 반나  머물 더니/차마 선방에서 내려가지 못하네”19)라 하

여 애 에 수행하러 왔다가 규 의 경치에 감탄하여 규 에 머물고 말았다

고 했다. 高敬命은 석양에 비친 규 의 모습을 빛으로 묘사하면서 오솔

18) 金克己, ｢圭峯寺｣, �新增東國輿地勝覽�.

19) 金時習, ｢圭峯蘭若｣, �梅月 集� 13권, p.265. “瀟洒巖扃靜 高臺俯渺茫 雨餘添石

髮 風靜落松香 遠岫明如髮 晴川曲似腸 來留半餉 不忍下禪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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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들어선 스님이 종소리듣고 찾아간다20)고 하여 규 암을 遠景으로 삼

아 畵中有詩 기법을 연상  하는 회화 인 분 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 암의 사찰제 시는 무등산의 비경답게 승려

와 사 부를 막론하고 규 의 빼어난 산세를 천혜의 秘境으로 삼아 勝景

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불심을 곁들이고 있는 이 특색이다. 이는 규

암의 치가 세속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에 불심에 보다 집 할 수 있는 

환경 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세속인의 발걸음이 뜸한 곳이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 證心寺

증심사는 신라시  때 澈鑑禪師(798-868)가 창건했다고 하며, 고려 

宣宗 11년(1094) 때 慧照國師(?-?)가 수했다. 이후 조선 기 때 金倣

(?-?)이 다시 수하여 이때 五百羅漢殿을 세웠다. 이후 丁酉再亂 때 불

타버리고 다시 세웠으나 한국 쟁의 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五百殿과 繪

心  등 몇 채만을 남겨두고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이후 大雄殿과 

翠栢樓 등 부분의 殿閣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증심사는 무등산의 표 인 사찰로 서쪽 기슭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 

비교  낮은 곳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이름을 �新增東國輿

地勝覽�과 ｢遊瑞石 ｣은 ‘證心寺’로 표기했으며, 증심사 사 기록인 ｢重

修藥師殿記｣와 �光州邑誌�에는 ‘澄心寺’로 표기하고 있어 다소 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이름에 해 시기 는 상황을 두고 다르게 써온 여타 

사찰의 경우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21) 재는 證心寺로 

20) 高敬命, ｢濸浪六詠 -圭峯落照｣, �韓國文集叢刊� 42권, p.72. “石骨高撑紫翠間 湧

金西日盪孱顔  遙知古寺千峯外 蘿逕淸鐘一錫還”

21) 海南 大 寺의 경우는 사찰이 번성할 때 大芚寺라 했으며, 쇠퇴할 때는 大 寺로 

번갈아 쓰거나 는 같이 썼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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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여 쓰고 있다.

栢樹庭前翠 뜰 앞의 잣나무는 푸르고

桃花陌上紅 길 가의 복사꽃은 붉도다

何 搜券外 밖에서 찾으려고 애쓸 것인가 

只要覓環中 다만 마음 안에서 얻어야 하리 

滯境心終塞 경계가 막히면 마음도 끝내 막히니

忘 道始通 말을 잊어야 비로소 도가 통한다오

何人名此寺 어느 가 이 의 이름 지었나

妙蘊獨深窮 오묘함을 홀로 깊이 궁구했도다22)

앞서 언 했던 金克己의 시이다. 증심사 사찰제 시의 표로 꼽는 이 

시는 증심사라는  이름을 간결하게 읊고 있다. 수련에서 ‘뜰 앞의 잣나무’

라 한 것은 禪佛敎의 看話禪 수행지침서로 유명한 �無門關� 제35칙에 나

오는 ‘庭前栢樹’을 차용한 것이다. 趙州스님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묻기를 

“달마 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하는 물음에 “뜰 앞의 잣나무”

라 답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分別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

으면 아무것도 깨칠 수 없다는 뜻이다. 곧 無分別智를 깨쳐야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이다. 재 증심사의 주요 각 

의 하나인 翠栢樓는 이 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로 보아 김극기

의 시가 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

한 언어와 문자에만 집착하면 정작 요한 것을 놓치지 십상이니 환

에서 찾으라고 권한다. 環中23)은 옳고 그름을 월한 인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有無迷悟에 따르지 않는 경지라고 말한다. 경

22) 金克己, ｢證心寺｣, �新增東國輿地勝覽�

23) �莊子�, “彼是莫得基偶 之道樞 樞始得其環中 而應無窮 是一無窮 非亦一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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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막힘은 역시 分別智에 사로잡힌 마음이니 語道斷을 거쳐야만 도

를 통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본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證心이니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야말로 오묘한 깨침을 홀로 얻었음을 기리고 있다. 

無等千年寺 무등은 천년 이라

風樓又月林 바람 부는 다락에 달 아래 숲

冷泉爭瀉雨 찬 샘물 마치 비 쏟아지는 듯

居釋要澄心 사는 스님 마음이 맑아질 밖에

龕燈消永夜 석등 불빛 긴 밤에 사라져 가고

玉磬奏絃琴 옥 풍경만 거문고를 연주하 나

絶 如今上 지  만약 산꼭 기 올라간다면

可聞梵界音 범계의 부처 말  들을 수 있으리24)

松廣寺 출신의 승려 錦溟寶鼎(1861-1930)의 시이다. 그는 1,106수의 시

를 남긴 詩僧이었으며, 茶를 즐겨마셨다 하여 茶僧으로도 이름났다. 출가 

이후 되로록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송 사에만 머무르던 그가 무등산 증심

사로 나섰다. 

1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증심사의 고찰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

다. 풍루는 아마도 증심사의 명소인 翠栢樓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

는 달맞이 풍경으로 이름나 있다. 바로 에 계곡물이 앞다투어 흐르는데, 

그 소리에 신경을 집 하면 온갖 잡념이 물씻듯 사라진다. 이는 소리로써 

소리를 물리친다는 觀音체험으로 �楞嚴經�의 耳根圓通 수행법을 엿보게 

한다. 소리를 음함으로써 결과 으로 마음이 맑아진 澄心의 경지를 이루

었다. 불교에서 마음의 고통은 곧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42藏經�에 

따르면 “욕심을 떠난 정한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25)고 한다. 출가자가 

24) 錦溟寶鼎, ｢題澄心寺壁上光州｣, �茶松詩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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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경계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이는 그 욕망의 

헛됨을 알기 때문이다. 명보정은 증심사의 계곡물 소리를 통해 출가자의 

본분을 如如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반부에서 청각 인 심상을 주로 사용했다면 후반부는 시각 인 심

상을 통해 고즈 한 산사의 분 기를 정 으로 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마  잠시일 뿐. 옥경소리에 정 이 깨졌다. 바람을 타고 마치 거문고 

켜는 것처럼 들린다. 지 이 정이라 한 것은 깨끗이 씻긴 마음으로 과 

귀를 하니 澄心을 넘어 禪心에 이르른 경지이다. 보고 듣는 것 모두가 

부처이다.

路入山無等 길에 드는 산에는 차등이 없고 

心知寺有禪 집에 선승 있음 마음이 아네 

閑忙各半日 선승과 속객의 각자 한나

喜懼獨中年 기쁘거나 두려우나 년이로다

兵甲黃塵裡 른 먼지 이는 곳 병기와 갑옷

煙霞白水前 맑은 물 앞에 이는 안개와 노을

臨分把雲衲 헤어지려 스님과 두 손 잡으니

淸嘯向晴天 맑은 휘 람소리 갠 하늘 향하네26)

조선 기 때의 문인 盧守愼(1515-1590)의 시이다. 그는 1547년 명종 

원년에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순천에서 유배살이 하던 에 양재역벽서사

건에 다시 연루되어 진도로 옮겨 유배살았다. 그러다가 1555년 왜구가 

서남해안을 침략하여 노략질한 을묘왜변이 발생했다. 노수신은 유배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게 피난을 떠나는 와 에도 �乙卯避寇 �을 남겼

25) �42藏經�. “離欲寂靜 是 爲勝”

26) 盧守愼, ｢證心寺 贈祖禪 二十五日晴 不使久於城 乃 寺 無悔同宿｣, � 齋集� 권

4, �韓國文集叢刊� 35권,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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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는 그  하나이다.

제목 에 한여름 6월25일에 무등산 올라 無悔스님과 같이 밤을 지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증심사에는 나를 알아주는 禪스님이 있다고 했으니 두 

사람은 일면식이 있는 구면이다. 이보다 한 해 앞서 高敬命이 쓴 ｢유서석

록｣에 나오는 증심사 조선스님은 禪스님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노수신은 

마음이 통하는 스님과 한나  동안 이런 런 얘기를 나 는 동안 이미 

년에 들어선 나이가 서 기만 하다. 經世濟民 하겠다던 선비의 포부를 

펼치기도 에 뜻하지 않게 유배생활에 지쳤을 것이다. 더구나 왜구침략으

로 인해 피난까지 가야 하는 그 울분의 감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스님과 나 는 화 속에서 무상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때마침 맑게 흐

르는 계곡물 소리가 휘 람소리처럼 청아하게 울려퍼진다. 시인의 마음은 

이미 澄心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서 마음닦기는 가장 요한 수행이다. 마음을 自在할 수 있다면 

眞人에 다름아니다. �法句經�에서도 “보이지 않으며, 볼 수도 없어 미묘한 

것. 그것이 이 ‘마음’이다.27)”고 했으니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야

말로 證心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두 사람의 만남을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교유하는 장소이자 마음 치유의 장소로써 기능한다고 하겠다. 

滯雨無等山 무등산에서 비에 갇히니

登臨可奈何 산 오를 일 어떻게 하나

山靈如有意 산신령께서 뜻이 있으시다면

洗滌 烟霞 해묵은 산안개를 걷어주시리28)

崔希亮(1560-1651)의 시이다. 그는 羅州태생으로 武科에 합격하여 李

27) �法句經� 心意品. “意微難見 隨欲而行 慧常自護 能守則安”

28) 崔希亮, ｢無等山逢雨 證心寺｣ �逸翁集�, �韓國文集叢刊� 속집 11권, 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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舜臣을 도와 왜구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三唐詩人으로 이름난 白光

勳(1537-158)의 아들 白振南(1564-1618), 林悌(1549-1587) 등과 교유하

다. 무등산에 오르려다가 때마침 비가 오는 바람에 증심사에서 잠시 쉬

던 에 지은 시로 보인다. 사찰공간에 해서는 일체 언 하고 있지 않다 

다만 ‘山靈’이라 하여 무등산의 험함을 빌어 비를 그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그의 다른 시 ｢遊無等山｣를 보면 ‘산허리 낙엽 떨어져 

옛길인가 싶은데/스님은 옛 암자와 새 을 아냐고 묻네’29)라 하여 당시 

무등산에 사찰이 많았음을 엿보게 한다.

勝地仍佳  승지에 아름다운 모임이 있어

抽身簿領餘 무 여가에 몸을 빼어내었네

水聲分洞府 물소리 동부에서 갈려 나오고

秋色在籃輿 가을빛은 가마에 그득하구나

乍覺諸天近 하늘이 가까움을 문득 깨치자

還敎萬慮除 도리어 온갖 걱정 사라지 나

明朝登絶  내일 아침 정상에 올라서 보면

滄海 杯如 바다 크기도 작은 술잔 같으리30)

조선 후기 인조 때 주목사를 지낸 申翊全(1605-1660)의 시이다. 그는 

재임 에 큰 가뭄이 들어 무등산에서 祈雨祭31)를 지내는 등 주주변을 

자주 살폈다. 바쁜 업무 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증심사에 들 다. 계곡 

물소리가 동부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면서 가을빛이 가마에 있다고 하여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洞府는 道敎에서 神仙들이 사는 곳

29) 崔希亮, ｢遊無等山｣ �逸翁集�, �韓國文集叢刊� 속집 11권, p.549. “葉落山腰 路

疑 古菴新寺問僧知  秋風吹起江南  水水峯峯強作詩”

30) 申翊全, ｢證心寺口占｣, �東江遺集�, �韓國文集叢刊� 105권, p.16.

31) 申翊全, ｢祈雨祭文｣, �東江遺集�, �韓國文集叢刊� 105권,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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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증심사 주변의 계곡을 世俗이 아닌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 다. 산 턱에 자리한 증심사에서 주 를 둘러보니 하늘 

가까이 있음을 알고 激務로 인해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녹듯이 사라졌

다. 다음날 아침 무등산 정상에 오르자 멀리 보이는 바다가 작은 잔처럼 

보인다는 표 은 浩然之氣로 충만한 시인의 기상을 보여 다.

元氣蒼茫逗火維 푸른 하늘 원기가 남방에 머무르니

陰晴咫尺倐殊時 개고 흐림 지척에서 수시로 달라지네

崩洶萬峽渾雲動 온 골짝엔 도 일듯 구름이 일 이고

漏洩諸天有雨噫 하늘 샌 듯 하늘에서 빗소리 요란하다

誰信南風非惡兆 남풍은 나쁜 조짐 아니라고 가 말했나

始知塵客誤仙期 나그네 선산 기약 어그러짐 알겠도다 

三年未償名山債 명산에 진 부채를 3년이나 못 갚으니

慙愧精誠韓 之 한퇴지의 정성 사연 못내 부끄럽네32)

조선 후기 때의 문인 林象德(1683-1719)의 시이다. 그는 白湖 林悌

(1549-1587)의 후손이자 明齋 尹拯(169-1714) 제자로 朱子의 綱目體에 

따라 �東史 綱�을 편찬하는 등 역사서술의 새로운 경향을 보인 인물이다. 

시인은 말해주듯이 무등산에 오르기 해 증심사에서 하룻밤을 머물 다. 

그러나 불행히도 무등산을 오르겠다고 3년이나 걸려 계획한 산행의 기쁨도 

잠시 그만 병이 나서 도에 포기하고 말았음을 서문33)에서 밝히고 있다.

32) 林象德, ｢ 踏瑞石山 宿證心寺｣, �老村集� 206권, p.22. 

33) 林象德, ｢ 踏瑞石山 宿證心寺｣, �老村集� 206권, p.22. “이 산이 높은 까닭에 비구

름이 있는 날이 많다고 한다. 스님말로는 에는 항상 맑고 깨끗하니 우러러보면 산정

상이라 한다. 늘 흰 기운 있어 무릅쓰고 갔다. 내가 이 놀이 계획한지 3년이 되어 비로

소 한번 왔는데  병이 들어 찾지못했다. 어  슬 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是山以

高故 居多雲雨 僧 寺門天日淸明 仰視山  常有白氣冒之 余之 茲遊三年 而始

一至 又遭茲患 不能窮探 豈不悵惋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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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에서 火維는 五行에서 남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元氣가 무등산 남

쪽에 머물러 있다함은 산의 신령함과 험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까이서 

비오다가 그쳐 날이 개는 등 무등산의 변화무 한 날씨를 읊고 있다. 함련

에서는 비가 더욱 세차고 거세져 물결이 넘칠 듯하다고 하 으며, 구름에 

섞여 움직인다하여 속도감있게 표 하고 있다. 후반부인 경련과 미련에서

는 시인의 서정을 담고 있다. 흔히 남풍은 좋은 조짐이라 했는데, 이 게 

말한 사람에 한 원망이 섞여 있다. 이는 시 끝부분에 ‘高敬命의 �유서서

록�에서 말하기를 바람이 비록 남쪽에 불어도 비올 조짐은 아니다’34)에서 

언 한 것으로 시인은 무등산에 오르기 에 고경명의 을 먼  읽었던 

것이다. 거센 비 탓에 산행을 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은 아무래도 날을 

잘못 선택한 것같다는 자책을 한다. 그러나 3년 동안 계획했던 산행이 물

거품되자 당나라 韓 之(768-824)가 潮州刺史로 좌천당했을 때 衡山 꼭

기 올라가 구름이 끼인 것을 보고 하늘에 기도하 더니 말끔히 개었는

데, 이는 한유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다는 고사를 꺼내고 있다. 시인은 

韓愈못지 않게 정성을 기울 는데, 하늘이 이마  허락지 않으니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임상덕은 무등산의 주요 佛敎景物인 ‘指空 덜’을 직  구경하고 시35)

를 지었으며, 스님들과 자주 만나 僧俗에 개의치 않는 交遊를 가졌다. 그  

한 편을 보기로 한다.

十六峯中住 열여섯 우리에 살고 있노라

生涯五字詩 평생을 간추리면 다섯 자 시구 

34) 林象德, ｢ 踏瑞石山 宿證心寺｣, �老村集� 206권, p.22. “高霽峯瑞石遊山 云 風

雖自南 非雨兆也”

35) 林象德, ｢瑞石山指空礫｣, �老村集� 206권, p.10. “昔聞道界遍沙沙 今見靈塲皆礫礫 

靑瑩磊落百萬顆 彌漫一谷如雪雹 指空西去幾春秋 弟子皆化石獼猴 不知達摩更東

來 此石一一能點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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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間何所 여기서 즐거운 일 무엇인가요? 

微笑不 之 미소만 지으면서 말 아니 하네36)

무등산의 무수한 우리를 16 이라 지칭하고 있다. 평생을 다섯 자로 

쓴다면 ‘ 체 무슨 낙으로 사는가’고 묻는다. 그러나 스님은 알 듯 모를 듯 

웃을 뿐 답하지 않는다. 많고많은 날에 산에만 묻 사는 스님들의 일상

은 俗人들의 에는 비교  따분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본분

을 지켜 한치의 어 남이 없는 마음수행에 념하기에 그  笑而不答할 

뿐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심사의 사찰제 시는 무등산의 심사찰로서 

비교  가까운 거리 탓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은 곳이었다. 리와 사

부는 물론이고 스님들도 즐겨 찾아 많은 시문을 남긴 곳이기도 하다. ‘證

心’이라는 사찰이름이 말해주듯이 이곳은 마음치유의 수행처로도 기능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元曉寺

원효사는 무등산 북쪽 산 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의상 을 마주하고 있

다. 1847년(헌종 13년) ｢元曉庵重建記｣와 1894년(고종31년) ｢元曉庵重修

上樑文｣에 창건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 무등산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 문

헌기록이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하겠다. 

신라 때 고승인 元曉(617-686)이 조그마한 암자로 창건했다고 하며, 

고려 忠肅王 때에 사찰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제법 규모를 갖추고 건한 

것이다. 그러나 이름난 사찰들이 부분의 쟁의 참화를 비껴가지 못했듯

이 원효사 한 쟁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 다. 조선조 때 壬丙兩亂은 

36) 林象德, ｢口占次克明 明是瑞石山僧｣, �老村集� 206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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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최근 6․25 쟁 당시에는 완 히 불타버려 한 의 잿더미로 변

해버렸다. 千年古刹로서 원효사의 모습은 六  崔南善이 1925년 에 남

쪽으로 국토순례하면서 지은 ｢심춘순례｣에 자세히 하고 있다.

法 과 凡節이 당당한 사찰의 풍모를 갖추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거룩

하시고 사자의 등에 지운 大法鼓 는 다른 데서는 못보던 것이다. 웅  오른

편에 있는 影子殿에는 정면에 달마로부터 元曉, 淸虛 내지 瑞月 까지의 大幀

을 걸고 따로 1774년( 조50)에 담양 서 사에서 옮겨오신 元曉畵幀을 걸었

다. 羅漢殿, 冥府殿, 禪房, 七星閣 같은 것은 다 있고, 불상도 볼만하니 그래

도 원효의 창사이래 오랫동안 名刹이던 자취가 남아 있다.37)

신라창건설이 담긴 문헌기록에 해 일부 부정 인 주장이 있었으나, 

1980년에 국립 주박물 에서 실시한 발굴조사38) 결과 신라 때 조성한 

동불과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학계의 큰 심을 모으는 등 신라 때 창건하

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효사는 6․25 쟁 이후에도는 불사를 꾸

히 하여 부분의 殿閣을 지어 새로운 면모를 갖춘 사찰로 성장하 으며, 

재 증심사 다음 가는 규모로 확장되었다.

瘦馬登登度石關 여  말 타고 올라 바  문 지나쳐서

暮投殘刹坐階間 물녘 옛 에 가 섬돌 사이 앉았네

平生自許不覊士 얽매임 없는 선비 평생 자부했으나 

今日來 無等山 오늘에야 무등산을 찾아왔도다

完月在空淸散影 보름달 떠있으니 흩어지는 그림자 맑고 

片雲浮樹綠舒顔 나무엔 구름 걸려 환한 얼굴 푸르구나 

令人却憶昌黎子 옛날의 창려 사연 문득 머리 떠오르니 

37) 崔南善, ｢ 春巡禮｣, �육당최남선 집�, 1973.

38) 국립 주박물 , �원효사발굴조사보고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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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得徜徉不更還 어  머물러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39)

조선 기 때의 문인 奇大升(1527-1572)의 시이다. 그는 어서부터 무

등산에 자주 올라 입석 와 서석 를 읊은 ｢到立巖遊翫｣과 규 을 읊은 

｢到圭峯｣, ｢圭峯遇雨 同諸君賦得松子｣ 등의 시문을 남겼다. 의 시는 

날 원효사에 머물면서 지은 세 수 가운데 두번째이다. 수련에서 무등산을 

찾아가는 여정을 간략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함련에서 얽매임 없다는 것은 

주  사람들에게 무등산의 신령함과 험함을 여러 번 들었으나 이에 개의

치 않았던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서는 그림자가 

흩어진다고 했으니 깊은 밤 임을 암시하고 있다. 휘 청 밝은 밤하늘에 

한조각 구름이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처럼 느껴진다. 미련

에서 당나라 때 문인 韓愈가 등장한다. 한유가 형산 꼭 기에 올랐을 때 

마침 구름이 가리자 하늘에 기도했더니 구름이 말끔히 개었다는 고사이다. 

이처럼 좋은 경치를 놔두고 떠나기 싫다는 표 이다. 앞서 언 한 임상덕

의 경우와는 반 여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登龍踞虎似飛仙 승천 용 쭈그린 범, 하늘 나는 신선인 듯 

擧目平看萬里天  들어 앞을 보면 만 리 먼 하늘이라

笑問靑山能託否 웃으며 청산이 어디인지 묻는데 

幾經東海變桑田 상 벽해 세월이 몇 번이나 지났는지40)

조선 기 때 문인 金富倫(1531-1598)의 시이다. 그는 남출신으로 

溪 李滉(1501-1570)의 門人이다. 55세 때 和  同福縣監에 부임하여 사

재를 털어 800여 권을 책을 구입하는 등 학문진작을 해 學令을 제정하는 

39) 奇大升, ｢元曉寺次人韻｣, �高峯集� 속집 권1, 한국문집총간 40, p.254.

40) 金富倫, ｢元曉庵 敬用先生丹峽韻｣, �韓國文集叢刊� 41권,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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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힘쓴 인물이다. 

원효사 가는 걸음이 심상치 않다. 부근에 치솟은 암석은 마치 용이 오른 

것같고, 맞은 편 의상 은 호랑이가 도약하기 해 웅크린 것같다고 표

하고 있다. 원효사에 도착하니 끝도 없이 높고 넓은 하늘이 한없이 펼쳐진

다. 시인은 스님과 마주하면서 화를 나 다. 웃으며 청산이 어디냐고 물

었더니 동해가 뽕밭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고 禪問答으로 마무리

한다. 청산이니 뭐니 하는 말은 념에 지나지 않는다. 언어에 한 집착으

로부터 벗어날 때 상계가 주는 事理分別智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동해가 

뽕밭이 되는 시간은 도 히 가늠할 수 없다. 단지 시간과 공간에 한 집착

을 버릴 때 온 히 自由自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祝髮翛然窮遠遊 탈하게 머리 깎아 遠遊를 다했으니

惟師此外更何求 스님께선 이 밖에서  무엇 구하려나

神穿八路通千里 정신은 팔로 뚫고 천 리를 통하나니

夢入三山遍十洲 꿈결에 삼산 들고 십주 두루 다녔도나

洗鉢符成能制虎 바리 씻어 깨침 얻고 호랑이도 물리치니

臨河杯渡豈驚鷗 술잔 타고 물 건 니 갈매긴들 안 놀랄까

頭陀已覷禪家妙 스님은 선가의 묘 이미 엿보았으니

到處唯應石點頭 이르는 곳마다 바 들도 끄덕이리41)

조선 기 때의 문인 李時省(1598-1668)의 시이다. 원효사 서쪽에 있는 

방 응보스님의 시 맨 끝을 따라 지은 것으로 체 으로 禪的인 분 기가 

농후하다. 수련에서 머리깎아 출가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인데, 이마  부

족해서 무엇을 더 구하려 하느냐고 묻는다. 함련에서는 어디에도 걸림이 

41) 李時省, ｢元曉寺西上室 題應寶師軸尾｣, �騏峯集� 권2, �韓國文集叢刊� 속집 27권, 

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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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自由自在한 스님의 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경련에서 ‘虎溪三笑’

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東晋 때 廬山 東林寺에 사는 慧遠은 호계를 건

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마침 찾아온 陶淵明과 陸修靜을 배웅하면서 서

로 이야기삼매에 빠져 그만 호계를 넘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강가에 잔띄

워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국의 東晋 때 어느 神僧이 항상 나무로 된 술

잔을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하여 杯渡라 부른 고사에서 유래했다.42)

여기까지는 시공을 월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

이라기보다는 응보스님의 도력을 한층 더 실감나게 표 하기 한 장치인 

것이다. 미련에서 돌들이 끄덕인다고 했다. 이는 梁나라 때 高僧 竺道生이 

虎丘寺에서 경 을 강의하는데 돌을 모아 청 으로 가장하 더니 그 돌들

이 다 끄덕 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곧 무생물도 禪家의 微妙法問

을 받아들일 정도이니 응보스님의 도력 한 이에 못지 않다는 뜻이다.

層蘿疊檜 溪流 층층 넝쿨 겹겹 노송, 작은 시내 흘러가니

僧道山中此境幽 산  경치 그윽하다 스님들은 말을 하네

紅葉不妨佳節早 좋은 계 에 단풍이 일 온들 어떠하리

黃花還憶去年秋 국화 보니 지난해 가을 정경 떠오르네

于時客衲來牀下 이따  객승들이 마루 아래 찾아오고

遙夜風鑾在殿頭 밤 깊도록 각 끝의 풍경이 울리 나

携枕共談靈隱好 은사 옛 추억을 워 얘기하노라니

曉窻殘月爲相留 창가에 새벽달도 우리 해 머무르네43)

조선 후기 때의 문인 金道洙(1699-1733)의 시이다. 그는 어서부터 三

角山 東嶺寺에서 독서를 하는 등 智異山, 伽倻山, 俗離山, 華陽洞에 있는 

42) �傳燈 � 3, 동국 학교 역경원, 2009, p.413.

43) 金道洙, ｢宿瑞石山元曉寺 明上人談靈隱 遊 仍次其軸中韻｣, �春洲遺稿� 권1, 

�韓國文集叢刊� 219권,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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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사찰에 다닌 기록을 정리하여 �南遊記�를 펴냈다. 당시 庶孼출신인 

洪世泰(1653-1725), 鄭來僑(1681-1759) 등과 신분이나 黨色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그가 28세에 光州와 

瑞石山을 유람44)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수련에서 원효사 주변풍경의 묘사를 통해 깊은 산속임을 말해주고 있으

며, 이는 스님의 언술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다. 함련에서 단풍과 국화로 

인해 가을날의 정경을 작년 추억 속에서 회상하고 있다. 마침 스님과 만나 

마루 아래에 앉아 밤늦도록 서로 얘기를 나 는데, 처마 끝에 달린 풍경소

리가 산사의 분 기를 한층 돋보이게 한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두 사람의 

화는 계속 이어진다. 靈隱은 지리산 靈隱寺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

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고 있다. 미련 2구에서 새벽 창가에 달이 머

물 다는 표 은 밤이 새었음을 알려 과 동시에 더 이상 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다고 하겠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효사 사찰제 시는 무등산 턱에 치한 

탓에 자연경 을 읊은 내용이 많으며, 僧俗을 월한 交遊의 장으로 등장

하고 있다. 다른 사찰과는 다르게 승려가 지은 시문은 없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戰亂의 禍를 입어 여러 문헌기록들이 잿더미로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44) 金道洙, ｢光州雜詩｣, �春洲遺稿� 권1, �韓國文集叢刊� 219권, p.23. “無等山前水 

滔滔四橫流 寄語南遊人 勿復踏光州 山頭猛虎行 水上長蛇遊 麥黃委疇壠 難爲農

秋 民有父不養 民有子不收 天澤周萬物 於爾豈盡劉 聖王剖符意 本欲分民憂 君

門遠萬里 何以達玉旒”. ｢遊瑞石山｣, �春洲遺稿� 권1, �韓國文集叢刊� 219권, p.22. 

“矗矗彼衆石 吾恐觸天關 化翁太費力 天下有是山 不 論登  已凋僕夫顔 一覽殊

未已 壯思橫八寰 官童持雙笛 暗藏叢石間 向天吹數聲 如聞仙鶴還 帝居應不遠 何

由得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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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 무등산 사찰 제 시의 의미와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등산은 불국토를 연상 할 만큼 많은 사

찰이 존재해왔다. 란의 참상을 입은 탓에 옛모습은 부분 사라졌지만, 

승려와 사 부층에서 남긴 시문을 통해 불국토로서 무등산의 모습을 조명

해볼 수 있었다.

무등산 비경 속에 자리한 사찰 규 암은 정상부근의 규 이라는 천혜의 

조각품인 암석바 의 승경과 불심이 한데 어울리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

으며, 증심사는 무등산의 심사찰답게 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가면서 빼

어난 경  속에 선  수행처로 마음을 닦는 곳임을 밝혔다. 원효사는 비록 

승려의 시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승려와의 교유를 통해 간 으로 드러내

고 있으며, 이는 僧俗을 월한 만남의 장으로도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무등산 사찰만의 고유한 특성은 아니다. 다른 사찰에

서도 볼 수 있는 보편 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무등산이 호남의 진산 이미지가 불교 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사찰제 시를 통해서 나름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무등산의 사찰제 시와 련하여 한계 을 지 한다면 �한국불교 서�

와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시문을 상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무등산 사

찰제 시의 일부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이다.

본고는 무등산 사찰제 시 가운데 재 폐사되어 없어진 사찰에 한 

시문에 해서는 지면 계상 다루지 못했다. 폐사 사찰로는 ‘瑞峯寺’, ‘證覺

寺’, ‘大隱庵’ 등 여럿 등장한다. 이들 시문의 규모와 양 한 거의 등한 

수 으로 남아 있어 앞으로 무등산의 사찰제 시의 모를 밝히기 해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서는 후일에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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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f temple-poems of the Mudeung Mountain 

Lim, Jun-sung

Enough to remind us of the Buddha country past Mudeung mountain has 

existed in many temples. War of devastation old look thanks mostly 

disappeared. Through poetry from left poems lighting Mudeung-mountain as 

it is not difficult Located in Mudeung mountain. Gyubong temple of Buddha 

sculptures, and the rocks of the beautiful scenery blessed with an enviable 

matching work took a major hit. Expect many temples centered poets perform 

stunning scenery in the shipment polishing the Jeungsim-temple. The poetry 

of monks mingled with the monks do not exist Wonhyo temple reveals 

indirectly through meeting of the Chapter. This religious and non-religious 

timeless as you can see I've been role. Mudeung mountain inspections of such 

information is not a unique characteristic. Just Mudeung mountain as how 

handed down came on the Buddhist temples Section English poetry through 

the image to look i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discuss the scope is limited to the current reality and Mudeung 

mountain temples that just has a limit. Later date to widen the scope of our 

temples of poetry, including aspects Mudeung mountain temples of poetry 

exists through comprehensive aspects expected to be seen.

Key word : Mudeung mountain, temples of poetry, Gyubong temple, Jeungsim 

temple, Wonhyo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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