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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보담 »
딱 와있으면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가

보보담

얼마 전, 이공계 대학에 다니는 아들 책꽂이에
«보보담 »을 살포시 꽂아두었습니다. 평소

없습니다. 따뜻한 글 따뜻한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번 호에서는

전공 서적만 뒤적이는 아들을 보며 답답할 때가

‹세월의 흔적을 묵도하다, 괴산군 불정면

많아서 이런저런 인문 서적도 챙겨서 보라고

목도양조장› 기사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말할 참이었는데, 소박하면서도 곡진한

20대인 제게 양조장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마치

문장으로 삶의 애환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보보담 »이라 아들에게 선뜻 권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 있는 듯한 생생한 사진들! 정성으로

아들은 사실감과 그리움이 묻어있는 흑백사진과

빚은 술, 그 이상의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보담 »을 보면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컬러사진들을 들추어보는가 싶더니, 이내

취한 기분입니다. 눈으로 가슴으로 정겨움도

꽤 많은 분량의 기사를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듬뿍 담게 되고요. 좋은 이야기, 좋은 사진들

어깨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비의 마음이

가득 담아서 독자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아들은 괴산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쌀쌀한 가을, 따뜻했습니다.
입가에 미소도 함께 얻어가고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도 가졌습니다. «보보담 », 늘 파이팅입니다!

관한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통해 그 내면을
하나하나 인지하고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던
낡은 지리부도를 꺼내 괴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더군요. 역시, 디지털시대라고 스마트폰만
매만지던 아들에게 아날로그 감성과 지식을
충전시켜주는 데는 «보보담 »만큼 좋은 책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보담 »은 나와 아내

겨울 호로 곧 또 만나요!
(김화영, 부산 서구)
독자 의견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들 모두가 기다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보보담 »은 아들과 소통을 하게 해

«보보담 »을 읽고 난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준 희망의 브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S네트웍스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신승남, 인천 부평구)

(프로스펙스 , 몽벨 , 잭울프스킨 , 스케쳐스)

보내주세요 . 의견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 셋과 함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보보담 »을 보고 반했습니다.
옛날에 아버님께서 보시던 «뿌리 깊은 나무»

독자 의견 및 구독 신청
www.lsnetworks.com
[사이버홍보실] » [보보담]

생각도 나고요. 아마 사람 냄새가 물씬 나서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일 년에 네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보담 »도 함께 기다릴 것 같습니다.
(박진혁, 대구 수성구)
지리산 밑으로 귀향한 한국 화가입니다. 우연히
«보보담 »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름답고 생생한
사진과 깊이 있는 내용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몰랐네요. 한번 보고 지나가는 잡지가 아니라
두고두고 소장하며 음미하고 싶은 책입니다.
가을 호에 실린 괴산 풍경은 몇 해 전 단원 김홍도
사생대회에 참가해 그림으로 옮긴 적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더군요. 겨울 호에는 또 어느 곳의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강희, 전남 구례군)

«보보담 »은 LS네트웍스에서 연 4회 발행하는 멤버십 매거진으로 유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Editor’s Note

편집실에서

무심히 바라봤다

서천군 선도리 해안에 솟아오른 당산. Photo © Lee Jinu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던 허름한 막걸리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예술가적 상상력이 부족한

집이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외가가 있고 ,
전북 군산시에서 태어난 «만인보(萬人譜 )»의 시인

범부일 뿐이다. 그렇게 평범한 눈으로 군산을

고은과 마주 앉았다. 한순배 술잔이 돌고난 후

일들의 흔적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라는

군산에 대해 여쭸더니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루한 이름으로 박제되어 버린 아주 오래된

말을 꺼냈다.
“군산은 식민지 도시에요, 일본 사람들

것들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살아 온 시대에도 있었을

쌀 수탈해 가려고 만든 도시라 말이지, 일종의

어린 시절 함께 뛰어 놀았던 친구의 집과도 같이

병참기지였던 거지, 그런 곳에서 태어나

낯설지 않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은 대개 이미 지나간

것만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골목 깊숙한 집들은

청년기까지 보냈지만 본래 나라는 사람은 뭐 어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고은

특정한 곳에 대한 애틋한 향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

시인처럼 모든 감정을 덮어버린 채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장소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본능이랄까

두고 무심히 바라봤을 뿐이다. 그렇지만 금강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일종의 정신적인

사이에 둔 서천군과 군산시는 다른 지역들 보다

미아라고나 할까 뭐 그런 사람이어서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나 뭐 그런 게 희박한 사람이에요 . ”

유독 노스탤지어를 자극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후로도 두어 시간 더 자리는 이어졌지만 그

모두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말을 끝으로 시인은 더 이상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 못한다. «회남자(淮南子 )» ‹설림(說林 )›에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새는 날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 토끼는 뛰어 굴로 돌아가며, 여우는
언덕으로 머리 둔다.’ 했으니 마지막 여우 이야기는

어쩌면 그곳은 너나 나의 고향만이 아닌 우리
싶기도 했다. 우리 민족 누구나 겪었던 아픔이
진하게 배어든 땅을 들춰 보느라 이번 «보보담»
에는 요즈음 이야기보다 지난 이야기들이
많다. 그렇게 지난 이야기들을 하며 되돌아보고
나니 서천군과 군산시 모두 우리들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생각이 더욱 커졌다.

‘호사수구(狐死首丘 )’라는 사자성어로 남기도
했다. 그러나 팔순이 넘은 시인이 스스로 자신의
근거를 단박에 잘라버리니 잠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오히려 그렇게 상실한
근거를 찾아 가는 것이 그의 왕성한 시 창작의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집 주간 구자열

군산시 신흥동 절골 철거 구역의 빈집 담벼락에 핀 꽃. Photo © Lee J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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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글과 사진 이지누

풍경 이해 : 군산과 서천

본지 편집장

1
서해안에 두 점이 있었다. 한 곳은 옥구반도이고 다른 한 곳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옥구반도와
마주하는 매립지인 서천군 장항읍 일대이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지역은 우리네
산천의 여느 마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강점이 시작되기 전인 1899년 5월 옥구반도의 진포에는 항구가
생겼다. 그러고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던 고군산군도에서 이름을 따와서 군산항이라고
불렀다. 또 1922년에는 사설 철도 회사인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경부선 천안역으로부터
장항까지 운행하는 철도를 부설하였는데 충남선이었으며, 1931년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 후 1936년 장항에는 조선제련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銅 )제련을 주로 했다.
그렇게 두 지역에는 우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설들이 들어섰고 , 군산항은
호남평야에서 나는 쌀을 수탈하기 위한 기지로 장항은 금과 동, 연, 아연과 같은 유색 금속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또 군산항이 개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07년에 전주와 군산을 잇는 전군가도(全群街道 )라는 신작로가 만들어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더불어 1913년에는 호남선 익산역에서 군산항까지 이어지는 군산선이
개통되었다. 이렇듯 선으로 이어진 꼭짓점에 군산과 장항이 있었고 나라 안에서도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서천평야나 호남평야의 농산물은 그 꼭짓점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그 때문에 군산과 서천은 한 때 번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1913년의 군산은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은 기이한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 당연히 일본인들이 남긴
흔적이 그득하다. 물론 서천이나 군산의 모든 지역에 그들의 흔적이 남은 것은 아니다.
서천군은 대개 금강 하구인 장항읍에 한정되며, 군산 또한 내항을 중심으로 한 월명동이나
신흥동 같은 구시가지에 국한된다. 도시가 건설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일본식
건물은 짧게는 70여 년이 되었을 것이며 길게는 100여 년이 된 것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처럼 낡고 퇴락한 모습을 한 군산을 쏘다니던 어느 날 지인을 만났다. 그는 맛있는
저녁을 사겠노라며 나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길 위에서 찬바람을 맞은
나는 따뜻한 차 안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통에 놀라서 깼지만
잠을 떨치지 못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서울 위성도시인 분당이나 일산으로 대표되는
신도시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왕복 8차선은 될 법한 넓은 도로 가운데서 눈을 뜬 나는
잠시 방향감각을 잃고 여기가 어디인가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써야 했다. 그것은 비단
군산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만은 아니었다. 이태 전, 모악산 근처의 전북도립미술관에
갔다가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또 여남은 해 전, 대구의 황금동 일대에서도 겪었던
일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비슷한 모양의 상가 건물들과 주상복합 그리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패밀리 레스토랑 또 수많은 커피 전문점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모습의 군산은 구시가지보다 좀 더 북적거리고 휘황찬란하기는 했을지언정 매력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당신이
간직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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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판교면 장터거리
23.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비인5층석탑 ›(보물 제224호). 높이 6.2미터의 고려 초기의 석탑으로 ,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국보 제9호)을 모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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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돌아 다시 군산으로 향하면서 서천군 판교면에 들렀다. 지금은 그 모습이 달라졌지만
일곱 여덟 해 전만해도 판교면의 오일장은 볼 만했다. 좁아터진 골목에 펼쳐 놓은 난전이
장관을 이뤘으니까 말이다. 사실 그곳에 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었다. 마음속에 아껴 둔
옥산집이라는 막걸리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막걸리 집은 그대로였지만 장터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어른 한 분은 끝내 만날 수 없었다. 2008년, 겨울비가 추적이던 장날에 그를
만났었다. 그이에게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지만 서로의
시간은 계속 어긋나고 말았다. 여든이 가까웠던 그는 변변한 일터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흔치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톱날을 세우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는데 요즈음 사용하는
기계톱을 제외한 전통 톱은 어떤 것이라도 무디어진 톱니의 날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장터거리 사진관 옆 작은 창고 앞에 무료하게 앉아 있던 그의 뒤로
먼지가 수북하게 내려앉은 거도(鋸刀 )나 내릴톱의 톱날이 둘둘 말린 채 제멋대로 처박혀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서너 해 전, 그가 판교장을 떠나 부여 어디론가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굳이 다시 찾아 본 까닭은 혹시 마실 나온 그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만 아쉽게도 그의 안부를
아는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다.
판교장을 떠나 다다른 곳은 부여 정림사지의 5층석탑을 빼다 박은 듯 닮은 보물 제224호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의 5층 석탑이다. 바다가 빤히 내다보이는 곳에 탑이 서 있으니 새롭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탑은 4층이다. 아무리 헤아려 봐도 4층인데 5층이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유심히 보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지붕돌의 비례가 원만하다. 그러나 4층 지붕돌은
3층에 비해 크기가 너무도 작아 안정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몸돌 또한 어색하게 쌓여 있어
4층 지붕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탑 근처에 언제 사찰이
창간되었다가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 탑에 대한 기록 또한 없다. 다만 바닷가
사찰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2007년 발굴 당시 탑의 서쪽에서 물고기 뼈 문양이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되기는 했다.
탑으로부터 바다까지는 엎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깝다. 춘장대로부터 장항 도선장까지
이어지는 해안은 그 나름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흥원항이며 마량리 동백나무
숲과 포구를 지나 선도리 일대는 자동차 속도를 높이지 못할 만큼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그 길에서는 적어도 속도를 버리고 구석구석 들어 갈 수 있는 길은 모두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아주 작은 어촌 마을들이 마치 선물처럼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말이다.
어차피 낯선 곳으로 길 나서는 순간 작은 모험은 시작된 것이나 같다. 그렇게 낯선 골목길로
장포리와 잇닿은 선도리 3구에 다다르면 생각지도 않은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할 것이다.
해안에 작은 섬이 솟았는데 그곳이 용지라고 부르는 당산이다. 당산은 대개 육지에 있지만
이 마을은 바닷가 해안에 솟아 오른 작은 섬을 당산으로 삼았으니 특이하다. 더구나 그곳에서
왼쪽으로 빤히 보이는 할미섬은 장포리에 속하지만 걸어가기에 멀지 않다. 물이 빠졌을 때를
택하여 다다르면 독살을 구경할 수 있다. 할미섬을 에워싸며 두 개의 독살이 있는데, 독살은
돌을 쌓아 올린 살이며 돌살이라고도 한다. 이는 호박돌을 작은 성처럼 쌓아 놓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가장 원시적인 고기잡이 중 하나이며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으니 무조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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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진성에서 본 장항제련소 굴뚝.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할미섬에 있는 독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가장 원시적인 어로 형태로 특히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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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 발을 디뎠다가 모시 구경을 빼 놓으면 섭섭하다. 예전에는 한산면 장터에 날마다
열리는 모시 새벽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장터 한 쪽에 긴 나무 의자가 놓여있고 백열등이
낮게 걸려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다. 그곳으로 새벽 4~5시면 아낙네들이 보따리를 이고
모여들고 모시 올을 검사하는 남정네들은 백열등에 모시를 비춰 보곤 품질을 결정했다.
모시의 굵고 가늘기에 따라서 새를 정했는데 모시올 10올을 1모라고 하며 8모가 1새이다.
그러므로 1새는 80올이 되는 셈인데 흔히 세모시라고 하는 것은 10새 이상의 고운 올을 지닌
모시를 말한다. 또 한산면에는 소곡주라는 술도 전해 온다. 도대체 술이 얼마나 맛나면 취하는
줄 모르고 앉아서 마셨기에 ‘앉은뱅이 술’이라는 별칭까지 붙었을까. 가을걷이가 끝나면
겨우내 한산면에는 모시 짜는 틀 소리와 함께 술 익는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다. 그처럼 술이
좋다는 것은 결국 그 지방의 물이 좋다는 것과 같다. 전해 오는 말로는 한산면 지현리 뒷산인
건지산 기슭의 물이 소곡주를 빚기에 가장 알맞은 물이었다고 한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
샘물로 빚어야만 제 맛이 난다고 하였으니 안동의 소주나 경주의 법주 또한 그 맛을 물이
좌우하는 것과 같다.
한산면의 신성리와 용산리는 금강 건너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나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와
마주보고 있지만 강을 건너는 나룻배는 없다. 강변에는 무성하게 웃자란 갈대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며 매서운 강바람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사실 장항에서 군산으로 건너는 배가 있기는
했다. 뱃길은 1934년부터 열려 여객선인 군산호가 다니다가 서천호도 운항을 했고
1984년부터는 금강호가 그리고 1990년대에는 카페리라고 할 수 있는 화물선인 안창호도
다녔다. 승객들이 많아서 군산호나 금강호 모두 1호와 2호가 있었으나 1990년 11월
금강하굿둑이 완공되고 나서는 판도가 달라졌다. 그래도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09년
10월 31일까지도 금강호가 운항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묘하게도 금강에는 여객선뿐 아니라 유람선이나 고기잡이배도 다니지 않는다.
익산의 웅포에서 운행하는 황포돛배 유람선이 유일할 뿐 군산이나 서천에서 운행하는
배는 찾아 볼 수 없다. 새벽 일찍 나가면 더러 강에 떠 있던 작은 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격적인 어부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나마 배를 보려면 하굿둑을 지난 바다로 나가야 하는 지경이다. 조류생태전시관을 지나
금강하굿둑을 건너지 않고 곧장 나아가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바다가 펼쳐진다. 그곳
언저리에 장항읍이 있으며, 앞에 말한 여객선과 화물선이 군산으로 건너가던 도선장이
있다. 그 앞에는 1935년에 쌀을 보관하려고 지었던 미곡창고가 있는데 이는 군산뿐 아니라
장항에서도 쌀을 수탈해 간 흔적이 남은 것이다. 이제는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미곡창고에서 장항제련소는 지척이다. 제련소의 흔적은 굴뚝만이 남았으며
제련소 가까이에 있는 장항송림은 독특하다. 방풍림으로 조성되었을 그윽한 솔밭을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며 거니는 맛이 색다르기 때문이다. 서천군은 이미 마서면에
국립생태원을 개원하였고 장항 송림 근처에는 올 4월 개관을 목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준비 중이다. 모시나 소곡주로 대변되는 전통 이미지에 친환경 생태 고을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히려는 듯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

(위) 이른 새벽부터 아침 나절까지 열리는 군산시 역전시장. (아래) 서천군 문산면 정미소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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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흥동 절골 철거 구역의 빈집 담벼락에 핀 꽃. 집을 장만한 이가 1975년 5월 7일에 두 송이 장미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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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발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마타니 금고(등록문화재 제182호)의 자물쇠. (아래) 발산초등학교 내에 있는 발산리 5층 석탑(보물 제276호)과 석조 유물.

4
끊어진 뱃길을 대신해 주는 금강하굿둑 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장항선이
직선화되면서 장항역과 군산역은 모두 본래 위치에서 옮겨갔고 하굿둑 위를 지나는 장항선
열차가 그 두 역을 이어준다. 지금은 군산역이 생뚱맞은 곳에 덩그러니 있지만 예전 군산역은
시내 한가운데 있었고 역 앞 광장에서는 날마다 장이 섰다. 1970년대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좌판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 역전 새벽 시장의 효시다. 대개 새벽 5시면 열렸다가 오전
8시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제는 역이 옮겨갔으니
시장도 온전치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언저리에 다시 장이 서기 시작해 요즈음도
날마다 깜깜한 새벽부터 이른 아침나절까지 북새통을 이룬다. 근처에 상설시장도 있지만
장 보는 재미로 치자면 좌판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할 수 있는 골목이
제격이다. 골목을 헤매다 보면 미군비행장에서 나온 군수품을 팔던 양키시장과도 이어진다.
사실 군산을 찾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동선은
군산세관이나 카페로 변한 미즈상사 또 군산근대건축관으로 바뀐 조선은행 군산지점이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있는 장미동 일대, 히로쓰가옥과 초원사진관이 있는 신흥동 그리고
국내 유일한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가 있는 금광동까지, 군산근대문화유산마을 혹은
근대역사거리로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러는 시마타니 농장주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빼돌린 현장인 발산리 유적지까지 가기도 하지만 버스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관광 안내도에 나오는 곳들을 돌아 봤다면 이제는 무턱대고 걸을 일만 남았다.
사실 군산은 개항이 되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다. 그렇기에 건물도 건물이지만 좀 더
속 깊이 군산을 보려면 반드시 신흥동이나 월명동 일대를 걸어야 한다. 반듯한 바둑판처럼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터널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었던 공원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터널은 해망굴(海望窟 )이다. 1926년에 월명산 아래를 뚫어서
여러 물자들이 내항과 시내를 오가는데 수월하도록 만든 것이다. 당시는 자동차까지
다녔지만 지금은 사람만 다닐 수 있다. 터널 입구에 난 총탄 자국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생긴 것이다. 또 월명산 기슭에는
내항에서 노동을 하여 생활을 이어가던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의 ‘하꼬방’이 즐비했고 후에
그것들이 판자촌이 되어 달동네를 형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철거되고 월명산 동쪽인
신흥동 산기슭에만 몇 채 남아 그 모습을 보여 줄 뿐이다.
또 월명산 꼭대기에는 공원이 만들어졌다. 생각해 보라.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아파트나
상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원이다. 자연 촌락일 때는 주위가 산이나 들로 둘러싸여 공원이
필요 없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에서 공원은 따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과 함께
만들어야하는 도시 기반 시설이다. 그것이 바로 월명산 꼭대기의 월명공원이다. 그러한
공원 건립은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하여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이 터득하고
있었던 도시계획의 일환이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에 신사를 세우고 지금의
동국사인 금강사(錦江寺 )라는 사찰까지 건립하였으니 일본인들은 군산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말했듯 군산에 가거든 반드시 내항으로부터 구시가지
일대의 반듯한 길을 걸어 군산 바다가 내다보이는 월명공원에 올라보기를 권한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보다 더 내밀하게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 중 하나이지만 놓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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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내려 온 어느 날이었다. 월명산 기슭의 신흥동 철거 구역 일대를 걷고 있었다. 빈집만
남은 와중에 더러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었는데 마침 할머니 한 분이 눈으로 더럽혀진 골목과
대문을 씻어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먼발치에서 우리 일행을 보자마자 손놀림은 멈추지 않은
채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군산이 좋아? 뭐가 그래들 좋은지, 정신 없을 만큼 사람들이 겁나게 와, 근데 거기는 왜
그리들 가는지 몰라, 우리 어릴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테레비에 한 번 나오고 , 두 번
나오고 하니께 요새는 그 앞에 줄이 점점 길어져, 아주 난리여. 우리는 거기 가도 않는데 말여.
하도 난리를 쳐서 나도 다시 한 번 먹어 봤다니까, 근데 그게 그 맛이여.”
갑자기 관광객들이 들끓으며 분주해진 것이 마뜩치 않은지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말을
이었다. 짐짓 모른 체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문득 묘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말과
같은 내용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할머니처럼 군산에서 붙박이로 살아
온 이들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곤 했다. 그러고 보니 전에 없던 일이 군산에서 벌어지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줄이다. 호떡집은 불이 나도록 구워도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이며,
점심때 짬뽕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려는 사람들도 대책 없이 찬바람을 맞으며 줄을
서야하고 , 빵 하나 먹으려고 대놓고 서는 줄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빵이 나오는 시간마다
반복된다.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 중 태반은 외지인들이다.
왜 그러는 걸까. 앞에 말했듯 여행이란 소심하고 작은 모험인데 말이다. 누구나 아는 맛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보보담»은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맛을 군산에서 찾아볼 것도
권한다. 모험이란 낯선 골목길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혀를 낯선 음식에 갖다 대려면 제법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며
실패할 확률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소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하여 군산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군산의 맛을 찾고 다시 골목골목 유람하기를 멈추지 말기 바란다.
«보보담»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것을 보지 않았기를 바란다. 아니, 같은 것을
봤더라도 당신 스스로 찾아 낸 당신만의 아름다움도 하나 정도 간직하기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미처 가지지 못한 «보보담 »이 당신을 부러워 할 수 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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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ing 1

글과 그림 최영수

옛 신문에서 찾은 군산

스케치 기행—군산을 다녀와서
‹스케취 기행紀行 —군산群山 을 다녀와서›는 호를 일송(一松 )으로 쓰던
최영수가 1931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이다. 그는 1930년대에 «동아일보» 기자로 평택지국과 안성지국에서
일했으며 군산에 간 것은 안성지국에서 일할 때다. 처음에는 글만 쓰다가
이 연재를 시작으로 연이어 ‹송도를 찾아서›, ‹한양춘색漢陽春色 › 등을

군산공원에서

연재하며 만문만화가(漫文漫畵家 )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만문만화는
한 컷짜리 만화에 짧을 글을 덧붙이는 형태로 ‘만문(漫文)’은 ‘흐트러진 글’이라는

군산으로 길을 떠나기는 8월 15일, 홍염(紅炎 )이 끓어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땀을 식히기 위하여

의미이다. 주로 1920~1930년대 일간지나 잡지에 실렸는데, 일본의 사상 검열이
심해지면서 일간지에 시사만화를 싣는 게 어려워지자 좀 더 은유적인 방식으로

쪽배, 산은 파랗고 땅은 붉으니 물은 희고 누렇게 보이더이다. 한 두 줄기 구름 덩이는 수평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졸고 있고 , 외로운 등대는 그 그림자만이 잔물결 위에서 춤추더이다.

식민지 현실을 풍자하는 만문만화가 인기를 얻었다. 당시 «조선일보»에는

여름의 시(詩 )는 외로운 등대지기의 하품 소리를 몰라주더이다.

공원에 올랐습니다. 송백이 우거진 사이로 서쪽 해안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바람에 부딪히는 주인 없는

석영(夕影) 안석주가, «동아일보»에는 최영수가 만문만화를 담당했다.
최영수는 1933년에는 경성 거리의 쓸쓸한 모습들을 다룬 ‹도회都會 의 비가悲歌 ›,
‹봄이 쓰는 만문›, ‹봄이 그리는 만화› 등을, 1934년에는 ‹춘광점묘春光點描
프롤로그›, ‹탄식하는 서울거리›, ‹금강산 만화행각漫畫行脚 ›을 연재했다.
또 그해 11월 6일부터는 김삼용이 «동아일보»에 쓴 ‹무하 선생 방랑기
無何先生放浪記 ›에 삽화를 그렸다. 이듬해에는 몸이 아파 잠시 쉬면서도
‹춘풍소풍春風笑風 ›, ‹추광곡秋狂曲 › 같은 만문만화와 수필을 발표했는데

이때까지가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 시기이다. 1936년과 1937년에는 주로
피서지들을 찾아다니며 그림과 함께 그곳 정경을 묘사하는 수필을 연재했고
1937년 가을에는 ‹렌즈에 비친 가을의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1938년에는 ‹뚱딴지 영감님›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세태를 다루는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는 화가이자 만화가였으며 수필가이자
사진가이기도 했던 셈이다.
군산은 고종 3년인 1899년에 개항한 항구 도시이다. 그러나 군산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본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반출하기 위해 군산항에 끊임없이 투자를 했다. 개항 당시
12,000원이었던 군산항 무역 액수가 35년 후인 1934년에는 7천 4백만 원으로
무려 6.159배나 신장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쌀이 군산항을 통해 빠져 나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최영수의 글 속에도 나오듯이 당시 군산의
경제권은 당연히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남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 또한 그 수탈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최영수가 1938년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만화 ‹뚱딴지 영감님›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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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배
물은 황토 빛으로 누렇게 물들고 빠르게 흘러갑디다. 금강의 하류는 넓더이다. 멀리는 황해 바다의
수평선이 보이는데 흰 돛, 누런 돛 돛단배들이 바람을 따라 밖으로 안으로 드나드는 풍경은 시흥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더이다. 그보다도 높은 산과 넓은 들판 사이로 보이는 금강 위에 점점이 보이는 돛단배들이야
말로 강 위 풍경의 백퍼센트이더이다. 오! 여름에 바다를 보고 또 바다에서 돛단배를 보는 신비로움이여….

군산 우리 시가(市街 )
군산은 신흥 항구인 만큼 크고도 정돈되어 있더이다. 그러나 우리 시가를 찾기에는 수고가 되더이다.
산 밑, 또는 뒷골목, 또는 바닷가 이러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외에 우리 시가는 상점 몇 개가 영정(榮町 )과
명치정(明治町 )에서만 볼 수 있더이다. 쫓겨나는 우리 형제들의 슬픈 모습들을 동정하고 싶더이다.
쓸쓸한 시가에는 오가는 사람조차 없더이다. 다만 한 덩이 길 잘못 든 구름만이 떠 있을 뿐….

대천(大川 )을 지나며
대천을 지나서부터는 바닷물을 보겠더이다. 몇 그루의 고송(孤松 )이 운치를 내더이다. 길 잘못 든
고아 마냥 아무 색이 없는 바닷물이 힘없이 넓은 들 한 구석에서 우는 듯이 보이더이다. 여름의 색채!
그것을 말하기에 충분한 녹색의 넓은 들! 황적색 산등성이의 푸른 소나무! 그리고 짙고 푸른 하늘!
실로 델리게이트를 표현한 색채의 조화로움으로 단상이 절로 일어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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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을 열고
험한 산도 많거니와 넓은 들도 많더이다. 넓은 들에 나타난 겹겹한 산과 산 사이로 보이는 들, 그리고 바다.
넓은 바다를 보는 것보다도 산과 산 사이로 바다를 보는 것은 담 너머로 이웃집 새아씨를 보는 듯하더이다.
비교적 나무가 많더이다. 비단 방석 같은 누런 전답 위에 백로 떼가 나르더이다. 그리고 허수아비는 마치
재즈에 춤추는 흑인 같이 보이더이다.

장항
장항은 경남선(京南線 )의 종점이외다. 황량한 벌판에 장차 큰 항구가 될 것을 보는 이로 의심치 않게
하더이다. 부두에는 군산항으로 향하는 연락선의 기적소리가 들리고 수백 명 노동자들이 북적거리더이다.
노동자 휴식소를 찾아 갔더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노동을 스케치하는데 어느 노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림을
달라고 하더이다. 그리하여 그림을 주었더니 퍽 기뻐하는 그의 얼굴은 지금껏 잊을 수가 없나이다.

썰물의 해안
돌아오는 날, 장항 부두에서 썰물이 빠진 해안을 스케치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구니 또는 치마폭을 쥐고
무엇인지 줍고 있더이다.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고를 깨닫겠더이다. 밀려 나온 듯
돛을 걷은 배들은 어부들이 손질을 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낮잠 자는 무리도 볼 수 있더이다. 고요한 바다와 살아
움직이는 대륙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더이다. 낙조를 찬미하는 갈매기 소리만이 서정적으로 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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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 See

글과 사진 김동진

사진가가 멈춘 자리

서천군 문산면 면사무소 옆 ‘이화미용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신발을 한데 벗어 놓고 들어가는 다섯 평 남짓한 공간에
미용 의자 한 개와 손님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긴 소파 그러고 난로
하나가 들어가고 나니 서성일 자리조차 남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화미용실에는 도시의 휘황찬란한 미용실이 흉내 낼 수 없는
색다른 멋이 있다. 원장이나 실장 보다는 주인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40년 경력의 백은하(57) 씨 손님은 죄 할머니들이다.
그것은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읍내로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이
손님이지만 그래도 많을 때는 하루에 스무 명도 넘게 파마를 한다.
그뿐이랴. 머리를 만지러 온 손님은 그렇다하지만 그냥 들르는
손님도 만만치 않다. 밖에서 안이 보이기도 할 뿐더러, 문을 열고
힐끔 들여다보다가 아는 얼굴이 있으면 눌러앉기 십상이다.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때는 종일 미용실에 와서 놀다가 저녁
먹으로 간다 해 놓고는 먹고 나서 다시 미용실로 마실 온단다.
그러니 전부 어르신인 그 분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일도
머리 매만지는 일 만큼이나 바쁜 하루 일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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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자
(76, 서천군 문산면 신농리)
“여권 사진 찍어야 한께.
예쁘게 말아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진급을 했어,
팀장이 되었다는데 팀장이 차장보다
높은 거여, 뭐여?”
천진스럽게 묻는 할머니의 말씀에
자랑이 묻어난다. 아들이 풍력발전
쪽 일을 하는데 뉴욕까지 다녀왔다니
그 자부심의 깊이가 오죽하랴.
오늘 미용실을 온 이유도 딸네 가족과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란다.
“여권 사진 찍어야 한께.
예쁘게 말아줘. 한 시 반 차 타고
서천 나가야 혀.”서둘러 자리를 뜨시는
할머니를 두고 동네 분들은 또 한 차례
이야기를 이어가신다.
“저 양반이, 노래를 엄청 잘 혀. 옛날에
약장수가 왔는디, 마이크 잡고 노래
한번 시켰더니, 가수보다 더 나아.”

노계월
(84,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이거 먹어 봐, 내가 만든 김치여.”
문산면과 이웃한 시천면에서 온
할머니는 춤을 잘 춘다고 소문이 났다.
그런데 춤 뿐 아니라 재담꾼이기도
하다.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평생의 원이여.”라며 소파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유쾌한 이야기를 펼쳐
놓다가 점심때가 되자 짜장면을
시키려는 주인에게 당신 것도 시켜
달란다. 그것도 서비스로 말이다.
“그럼 서비스 없이 우들이 오겄어.
시방은 서비스가 얼매나 좋다고.”라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폼이 한두 번
어르고 달래 본 솜씨가 아니다. 그런데
그 짜장면 집은 미용실 바로 옆에 있고
주인은 당신 아들이란다. 더구나
짜장면과 함께 온 김치는 당신이
버무려 아들네에 준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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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자
(59,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주민요? 그거 오래 살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촌 미용실에 누가 자가용을 몰고 왔다.
장순덕 할머니는 유모차를 밀고 왔는데
말이다. 동명자 씨는 8년 전에 귀농했다.
그래서 “주민 다 되셨네요 . ” 라고 하자
돌아오는 말이 일품이다.
“주민요? 그거 오래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구요 . 30년을 살아도 주민이
아니라고 하던데? 시골에서는 여기서
난 사람만이 주민이고 고향 사람 아니면
항상 나그네여, 누가 그러더라구.”
“그건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언니는
그럴 염려 없어.” 머리를 말던 주인장이
단골 아주머니를 토닥이며 머릿결을
골랐다. 사실 동명자 씨는 운전도 할 줄
알고 , 맘만 먹으면 서천 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해도 된다. 그런데 굳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여길 찾는 까닭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다. 세월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곳, 오래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
이화미용실에서 동명자 씨도 이 마을의
주민이 되어 가고 있다.

장순덕
(80,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오늘도 벼르고 별러서
석 달 만에 왔시유”
장순덕 할머니 집에서 미용실까지는
15분 남짓 걸린다. 그런데 30분이나
걸렸단다. 눈이 쌓여서 미끄럽기도
하지만 할머니 걸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다리와 허리가 편치 않아
유모차에 의지해 와야 하니 더딜
수밖에 없다. “오늘도 벼르고 별러서 석
달 만에 왔시유. 여간해서는 못 나와유.
어제도 눈이 와서 못 나가겠구나 했지.
근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이 좋아서
나온 거여. 어찌어찌 오긴 왔는디,
인자는 들어갈 길이 걱정여. 길이
얼까봐 말여. 얼면 인자 큰일이여,
나는 집에 다 간거여. 누가 데려다 줘야
가지 혼자는 못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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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 Talk 1

글 박형진

맛난 입말

시인, 농부

사진 유동영

옥산집
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남유?

장날이면 천 원짜리 잔술을
허겁지겁 들이키고 돌아서는
장꾼의 등이 보이는 곳.
이 병 저 병의 잔술을 모아
헌 술을 새 술로 만드는
주모의 억척같은 손이 있는 곳.
홀엄씨 할매에게 질펀한
육담을 건네는 불콰한 할배
얼굴이 지나가는 곳. 탁자
두 개, 긴 의자 하나가 전부인
한 평 안 되는 그곳엔 늘
가게보다 큰 풍경이 산다.

50

51

52

53

54

55

자루 속 같은 판교장, 그 주둥이쯤의 옥산집

“할매, 시방도 짱짱하네요 잉?” 처음 보는 웬

옥산집은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 있다. 서천에는
5장이라고 해서 한산장(1일 . 6일), 서천장(2일 .

나그네가 몇 번이나 와본 듯 스스럼없이 인사를

7일), 장항장(3일 . 8일), 비인(4일 . 9일)장,
판교(5일 . 10일)장이 있는데 그중 제일 큰 장이

건네며 들어서니 할매는 좀 뚱한 표정이다가 이내
기억을 더듬는 듯 부지런히 안경을 반짝인다. 그럴

서천을 빼고는 판교장이란다. 판교장은 면 외곽이

것이다. 취재를 한다고 미리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찾아간 사람들의 행색이 사진기 둘러맨

아닌 한가운데 있어 마치 자루 속과도 같은 느낌이

빡빡머리와 청바지짜리의 젊은 것들이었으니 고장

드는데 자루의 그 주둥이쯤 되는 곳에 옥산집이

사람이 아니라는 짐작이야 뻔했을 터.
“어서 오시유. 근디 어서 오시유?”

있다. 옥산집은 흰 페인트로 유리창에 쓴 빛바랜
고딕 글씨체만큼이나 오래된, 조그마한 탁자
두 개와 낮고 긴 의자가 하나뿐인, 주방은 주모 혼자

“지는 전라도 부안서 오고 저 사진쟁이는

몸을 놀리기도 불편하게끔 좁아터진 술집이다.

서울서 왔는디 저이는 옛날에 할매 집에
한 번 왔다능만요 . ”

그러므로 서천이나 장항쯤에 있는 이름도 희한한

“그리여? 난 몰루.”

크고 화려한 술집들과는 달리 한달 육장토록

“그나저나 출출헝게 막걸리 한 뱅
주시고… 글고 이것 할매 줄라고

젊은 사람이 드는 일은 없는 곳, 늘 장 근처에서
어정거리거나 입은 옷 그대로 장을 보러온 근동의
나토롬한 사람들만 드는 집이다.
아침 여덟 시, 두 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장에는

갖고 왔어.”
“오매 이것이 믓이대유?”
“감! 엊그지께 감을 땄는디 기양 오기가

부지런한 장꾼들이 우세두세 전을 벌이느라

뭣히서 홍시 몇 개 가져 왔어라우.

분주하고 옥산집의 주인 할매 김막순(85) 씨도

노인 양반 이빨이 안 좋을 듯히서.”

마치 전을 벌이듯 탁자 두 개에 콩나물 호박나물

감 철이라 어디서건 흔해 빠진 게 홍시건만 박스에

새우젓 따위의 안주를 늘어놓고 두 팔을 짚고

담긴 속이 보일 듯 알른알른한 그것이 할매는

서 있다. 나그네는 아직 빈속이라 술을 먹자고

좋은지 머뭇거리며 받아들던 것과는 달리 뚜껑을

들어갈 수도 없어 무심한척 그 앞을 지나며 열린 문
안쪽을 훑어보는데 키 작은 할매의 안경 낀 꼿꼿한

열자 얼른 하나 집어 들고서는 부리를 헌다.
그러면서 “나 이빨 좋아.” 얼굴을 조금 앞으로

자세에서 잠시나마 먹이를 낚아채려는 육식동물의

내밀고 이를 앙다물어 보이며 벽을 허문다.

촉각이 느껴져서 지레 몸이 웅크려졌다.
장이 포실하다고는 해도 아침을 파는 집이
없어 판교면을 가로세로 한 바퀴 헤매다가 결국
서천에 나가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새 술꾼들이 들었는지 우리가 돌아왔을 땐
옥산집에 네댓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밖에
선 채로 자리나기를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 장을
한 바퀴 돌아본다. 장 안쪽의 그릇점 철물점 잡화점
쌀집 옷가게와는 달리 넓은 공터의 건물 담을
의지하고 그냥 땅바닥에 좌판을 벌인 사람들은
줄잡아 열댓 명을 넘지 않을 듯해서 가지고 나온 감 ·
은행 . 팥 . 녹두 . 도라지 따위의 물건들은 한눈에
다 셀 듯하다. 옥산집에 자리가 났다.

육장토록
나토롬한
우세두세
포실하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늘
나이가 들어 늙어 보이는
조용히 웅성거리는 모습
넉넉하고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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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리 끝나면 해 다 가는 기여

용천배기라…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욕이다. 지금

아침밥을 안 자셨다는 할매에게 어서 하나 더

젊은이들은 알아듣지 못할 이 욕은 나병 환자를

드시라며 짧은 문답을 나누는 사이 세 명의

말함이니 할매의 50년 가까운 주모 노릇에 닳고

술손님이 들어왔다. 나이 한 칠십 안팎의 키가

닳은 염량 아니면 어찌 저런 욕과 행동이 나올 수

작달막한 이. 아주 큰이. 그리고 마침맞게 중간인
사람이다. 키 작은이가 “소주 한 병 줘유, 거는

있을까. 옥산집이란 댁호가 그러하듯이 할매는
이웃 옥산면에서 네 살 많은 판교 본토박이

막걸리?” 하며 같이 온 사람의 의향을 묻는데 할매가

할아버지에게 중매로 시집을 왔다. 할매의 본관이

마개 따진 술병을 내놨는가 보더라.
“왜 똑겉은 돈 주구설랑 먹는디 마개 따진 것을

김해요, 할아버지는 경주. 성을 묻는 나그네에게
서둘러서 “본이 다르믄 혼인 혀두 된대유.” 말을

준대유? 다른 병 줘유.” 술병을 밀어내자 “무언 마개

이은 할매는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환갑도 넘기지

따진 것이라구 혀, 아까 거서 먹구 냉겼던 것 아녀?
똑겉은 술이구만 웬 난린 게여.” 할매는 조금도 지체

못한 젊은 나이에,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없지만

않고 대거리한다.
“아 은제 내가 먹었슈? 늠이 먹다만 것 따러

딸 넷 아들 셋을 족쇄처럼 채워 놓고서 말이다.
“츰엔… ” 먹고살 길이 막막해서 시장 안

부서 놓구설랑. 딴 것 줘유.” 밀었다 되밀었다 해서

음식점들에 고추장 된장 담가 주는 일, 빨래 혀주는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는데 그러던 말던 막걸리를

일을 시작했더란다. 그래서 일해주고서나

먹는 꾼들은 금세 한 병을 비우고 나갔다. 그 자리에

밥 한 그릇씩을 얻으면 집에 가지고 와 시라구넣고

또 왠지 좀 허겁지겁 무엇에 쫓기는 듯해보이는

끓여서 애들을 먹여 키웠다. 죽기 전의 할아버지는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들어오자 할매는 냉큼

지금 옥산집 자리에 하꼬방을 짓고 살면서

사달이 난 그 술병을 들어다가 맥주 글라스에
가득 채워 주고는 보리차가 삼분의 일쯤이나 담긴

자전거포를 했는데 그 앞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아저씨들이 “먹고 살라믄 장사를 흐라고 혀서”

병을 건넨다. 아마도 그이는 늘 그렇게 안주 없이

대처나 “막걸리 몇 병씩 가져다 놓으믄” 사주곤

물만으로 한 컵씩의 소주를 마시는 듯. 그리고는

해서 장사가 되었다. 그게 50년 전이다. 벽에

두말없이 천 원짜리 한 장을 탁자에 올려놓고

붙어있는 파리똥 덕지덕지 앉은 영업 신고증에는

휑하니 나가 버리는데 허겁지겁의 등 뒤에 대고
할매는 “저봐유. 아 즈렇게 금방 와서 먹고 가는

일천구백칠십사년 시월 이십팔일. 처음부터

사람들이 잔술 달라고 혀서 주고 남은 것인디 무언

틀린 말이 아니라고 나이를 65세라 밝힌 또 다른

마개를 땄댜 안 땄댜 지랄이여. 개이새끼 용천배기
겉은 늠이… ”하며 조금 전 시비가 붙었다가 문을

술손 이상윤 씨가 말한다.
“나 어 을 때 나무 장사를 혔는디 지게으다가

나서는 키 작은이에게 욕질이다. 그리고는 너무도

(지게에다가) 솔가루 장적을 한 짐쓱 지구 오믄

자연스럽게 술병에 조금씩 남은 술을 이리저리

이 양반이 사주었어. 그때가 내 나이 열다슷 살
무렵이여.” “그때 이집 외상술 많이두 먹었지.

따라서 병을 채우는구나!

막내가 다섯 살 때 그만 돌아가셨단다. 할매에게

신고증이 나왔을 리 없으므로 50년 됐다는 말이

먹구서나 도런장(돌아오는 장)에 와서 준다고 허고
갔다가 또 와서 먹구 외상허구.” “아 술은 은제가
즉당인 줄 알어? 집에 갈 때가 즉당인 게여.” 자칭
술대장이라는, 얼굴이 불콰해진 지광병 씨는 오늘
벌써 세 번째라며 적당히만 먹으면 술같이 좋은
보약이 없다고 말하는 옆 사람에게 침 튀기듯
적당을 설파한다.

염량(炎凉)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는 슬기
시라구 시래기의 전북 · 충남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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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오늘 왜 이 게 버글버글 흔디야,
신입구출혀야 쓰겄구먼.” 어느새 꽉 차버린 술청을

갖구서나. 몰르지 난···’ 따위의 조금은 소란스러워도
충청도 사투리가 귀에 착착 감겨 오는데. 지금은

옥산집 뒤로 오는 것은 무엇일까

밀고 들어와 이환규(77), 구자윤(71) 씨와 또 다른 한

없어져버린 그 도래장 모시전이 흥성했을 땐

분이 합세하자 가뜩이나 좁은 술청이 미어터졌다.

이 소란이 때로 쌈박질 멱살잡이로 번져 옥산집

하나 둘 가고 장은 파장이라 술청이 한가해져서
나그네는 다시 ‘첨엔 할매가 싸나보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들은 모두들 아는 사이여서 말로만

유리창도 부서지고 김막순 할매 또한 뭇사내들의

술꾼들을 이겨

신입구출 하쟀을 뿐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다.

농과 추근거림을 적잖이 받았으리라. 그러나

술손들도 나그네들이 궁금했을 터. 이름과 나이를

세월이 흘렀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홀엄씨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읜 막내아들의 시방 나이가
54세임을 계산해 보이자 “죽은 줄도 모르고 갸가

묻는 버릇없는 젊은 것들에게 잠시 못마땅해 하는

할매의 주막 술청에 지금이라고 왜 질펀한 육담이

홑이불을 들치고 즈 아버지 입에 떡을 물려주더라.”고 ,

눈초리를 보내다가 잡지에 쓰려고 옥산집 취재차

없으랴. 서천읍 화성리 살며 조경업을 한다는
구자윤 씨는 소싯적부터 서천오장을 ‘그곳’에

그 생각 흐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목소리가
떨린다. “땅 한 뙈기도 어. 달랑 이 집이여,

바람 소리 나게 덜렁거리며 돌아다닌 탓인지 무슨

이것히서 칠남매 갈츳어. 하나도 앞세운 놈

왔다고 하자 이내 충청도 아저씨들의 그 부드러운
눈길들이시다. 그리고는 “옛날엔 판교장이 엄청
컸다 등만요 . 얼마나 컸 가니 그런대요?” 이야기를
자아내는 나그네에게
“얏날 여 모시즌 있을

어.”
“모시는 쩌어그 한산 아닝가요?”
가

“믄 소리여? 거는 말 뿐이고
진짜는 여가 커.”
“아 서천군서는 여 우시장이 질 컸잖았남?”
“맞어! 도래장이라 혔지 덜.”
“그때는 쓰리꾼들두 많었어.”

버글버글해서 신입구출 하자던 술손들도 시나브로

어야 장사를 흔단다. 그런 할매도

어.
저그 천안으도 하나 살구 서울도 살구 아까두 큰 딸

말끝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할매에게 농을 건다.
“중매 흐까? 애 낳을 만혀?”

흔티서 즌화 왔드만. 이것 인저 그만 흐라구. 상부

“혀! 인저 한 번 가보게. 낳든 것인디

흐고서나 을매 안 있다 중매가 들으오드만. 근디

못나리라고. 혀!”
“왜 이 게 억세 디야?”
“좋아서 그리여. 이것 째깐헌 것이

그 이야기를 야들이 밤에 안 자구 다 들었어. 믄
이야기냐고 묻드만. 그리서 아예 생각도 안

지.
저녁에? 심심혀도 나는 연속극 안 봐. 축구는 좋아
헌다. 꼴인 흘 때 좋더라.”

어. 빌어묵을 늠. 술이나 많이
팔어 주라. 저것은 나 금방 따러 와도
나는 즈 안 따러가.”

나이두

“소 판 돈 뭉퉁이 들고 댕기니께 쓰리꾼이

자윤 씨는 71세인데 금방 85세인 할매 나이처럼

많었는디 그 늠들은 혼자는 안 댕겨.

된다는 것이고 할매는 자윤 씨 나이로는 절대

그리도 워낙 장이 크닝게루 누군지
알 수 지.”

안 내려간다는, 서열에 대한 말이다.
“반듯이 드러누워 흐는 것은

장이 파하면 다음 장까지는 기껏 하루에
두세 명, 잔술이나 팔아줄 술꾼들을 대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낼 할매는 어느새 점심때가 지났다고
“요 앞에서 아까 콩나물 사다 끓였다.” 며
나그네들에게 밥을 주겠단다. 이겨먹어야 장사
해 먹는다는 것과는 또 달리 먼 길 걸어오고 걸어

삼만 원, 옆으로 흐는 것은 오만 원, 엉덩이
들구서나 흐는 것은 십만 원, 히봤어?”

갈 장꾼들 고픈 배를 아마도 이렇게 셀 수 없이

“나도 다 히봤어! 이 나이 먹두룩 심심흔게

든 채 문에 기대어 밖을 두리번거린다. 당신에게
잘해준다는 아주머니한테 한 잔 먹여 보낸다고.

소에게는 필수적인 장구이다. 이처럼 소를 상징하는

이런 소리 들을라고 장사 흔다.”
“양력도 먹구 음력도 먹어서 늙었능껴?”

특정 사물을 빌려 은어처럼 쓰는 말은 거기에

“그려, 이것 끝나먼 해 다 가는 기여.”

나그네도 갈 시간이 되었다. 나그네가 치던 젓가락

녹음과 사진 찍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투어
한 마디씩이시다.
도래는 소의 고삐와 바가 서로 꼬이지 않게
연결하는 고리가 두 개인 동도래를 이르는 것으로

채워 주었을 터. 이내 또 술 한 병을 뒷짐 진 손에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고 이제

왜 아닐까, 이런 농지거리 끝나면 해 다 가는 것인데
“옛날에 히 가지구 지금은 그것을 몰를 것이여.”

장단 속에 나이와는 달리 박자 하나 놓치지 않고
‘동백아가씨’를 부르던 할매는 잠시나마 지나간

듣기에 좋다. 또한 술이 가져다주는 부드러운
열기가 겹쳐 ‘ 어. 혀야 혀. 어 먹어두. 아늬?

“맞어, 그 말은 맞다.” 대거리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젊은 날을 떠올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는지 눈가에

세월의 쓸쓸함이 느껴진다. 누군가가 다른 데

물기가 번졌다. 가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법, 평생을

오서자빠지냐믄. 술이 깨건남. 알면서두. 좋다구.
죽어유. 갸새끼. 야중에. 도둑놈덜은. 뒈져버려야.

술집은 이천 오백 원씩인데 여그는 이천 원이라고

장 근처에서 허름한 장꾼들의 고단함을 달래

하자 나 죽으믄 봉투 히 오라고 그 돈 안 받는단다.

주었을 할매도 가고 옥산집의 문이 닫히면 그 뒤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언어로 한데 묶어 세워
단숨에 공동체적 질감과 소속감을 주는 것이어서

있잖혀. 돼여. 주었시유. 구(귀)헌거여. 즘심.
근너는디. 그래갓구. 불렀걸랑. 알었디야. 즌화해.

우리에게 새로 오는 것은 무엇일까?

신입구출 新入舊出, 새 것이 들어오고 묵은 것이 나감
동도래 굵은 철사로 만든 도르래
홀엄씨 ‘홀어미’의 전라도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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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신재

사진 유동영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동자북마을) 동자샘 가는 길.

Reading Village
서천군 한산면 . 기산면 . 화양면

편집부

모시와
소곡주로
교직된
시간

가을밤, 한산에는 한 번
지핀 등잔불이 날이
샐 때까지 좀처럼 꺼지는
일이 없었다. 밤새도록
모시를 짠 아낙들이
그 불을 부엌에 그대로
내어가 아침을 준비했던
까닭이다. 바쁜 손이
챙겨야 할 것은 또 있었다.
누룩 뜬내와 고두밥
찌는 김을 가두는 일.
잡히지 않는 것까지 잡아
숨기면서 그 가을 몰래
빚은 술은 겨우내 땅
속에서 익어갔다. 정월이
가까워온다. 이제 곧
백일 묵은 소곡주
단지를 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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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리던 날,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동자북마을) 이원복 할머니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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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들인 만큼 가벼워지는 잠자리 날개옷
한산 모시 이야기

무너져 가는 무엇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 모시는 지리적 표시품이거든요 .

짼 모시는 실로 만들어야 했다.

것은 쉽지 않다. 가봐야 헛수고라는

조합 내 태모시 작목반이 서천군

할머니들은 실을 나무껍질처럼

숱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한산오일장

관내에서 모시풀을 재배하고 , 모시굿

딱딱해진 무릎에서 비볐다가

모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은 실 뭉치) 작목반이 모시풀을 째고

손바닥으로 옮겨 비비곤 입에 물어

반백 년 넘게 매 1일과 6일 새벽을 밝힌

삼아서 실을 생산해요 . 그 실을 받아서

침칠을 했다. 칠순을 넘긴 그들의 몸을

역사의 끝자락을 목격해야 한다는

필모시를 직조하는 분들도 계시죠.

닳아 없애는 간단치 않은 노동이었다.

의무감 때문이었다.
“모시가 2천 필 나올 때도 있었지. 모시

모시풀, 모시굿, 필모시 모두 조합이
전량 수매하고요, 완성된 모시엔

어디 그뿐일까. 사회적 기업 직원으로

팔러 안에 들어갔다가는 사람헌테 밟힐

각 단계별 생산자 세 명 이름이 담긴

여섯 시까지 모시를 날고 , 매고 , 짜는

정도였으니까. 겁났지. 암만 추워도
땀났어.”

태그가 붙어요 . 모시장에 나온 모시는

권예식 씨가 말했다.
“실을 날틀에 걸어서 날아야 돼. 여기서

채용돼 매일 아침 아홉 시부터 오후

“전국 오일장 중에 생선전이나 옷전이

어디서 사온 줄도 모르는 가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건 확실하죠.”

후라시 켜놓고 서는 건 여기밖에 없었어.

조합에서 공급받은 태모시로 모시굿을

지금은 말뚝 네 개에 좆으니까(죄어

모시장이 새벽 두세 시부터 서니까 같이

만드는 박재월 씨는 저간의 사정이야

매니까) 여기서만 왔다갔다 하면

어우러져서 열린 거지. 모시는 새벽에

아무렴 어떠냐 싶은 것 같았다.
“모시풀이 키만치 크면 비어다가 껍질을

되잖아. 옛날엔 방에서 못 날았어.
한 자가 60센티인데 서른여섯 자를

모시장을 주재하는 한산모시협동조합

뱃겨. 그러면 껍데기가 보여. 그 껍데기
싹 뱃겨 내고 이만치 찢어서 널어. 마르면

관계자들에게 그날들은 생생한

그놈을 물에 담가 놔. 그게 태모시인데

나를라봐. 그니까 어머니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날으셨어. 한 필 날면
십리길이래.”

듯했지만, 오늘은 백열등 스위치조차
올리지 못하는 날이었다. 전기난로

우린 그걸 받아다 모시굿을 만드는 거여.

길이가 정해진 실은 풀을 먹여 완성한다.
매기 작업이다. 소나무 뿌리를 저며 묶은

온기를 바짝 올리고도 자꾸만 옷깃을

봐, 이렇게 입으로 모시풀을 째.
이 실이 작은 성싶어도 입을 할퀴면

여미던 두 사내는 결국 아침 일곱 시를

실금이 생겨서 피가 나. 그래도 서로

15분 앞두고 모시 검사소를 떠났다. 몇

할라구 나서는 일이지. 일주일에 세 번

달째 한 필도 볼 수 없었던 모시의 행방을

세 시간쓱 나와 일하믄 조합서 매달
20만원씩 주거든.”

이슬 내리고 어둘 때 백열등 아래서 봐야
촉촉허니 이쁘니깐.”

이선숙 씨는 모시 안하는 저녁이면
입술을 ‘구루무’로 관리한다고 했고
이옥자 씨는 모시풀을 째고 물다 앞니가

(사)한산모시 조합의 이미숙 간사는

닳아 톱니가 되었다며 입을 가렸다.

이야기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했다.
3년 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김복희 씨가 말했다.
“시집와서 처음에 모시풀을 입으로

조합은 인증을 거쳐 사회적 기업이 됐다.

짼께 입술이 다 헐었어. 옛날에는
모시밭에 인분을 많 줘서 그 독으로
그랬댜. 탱자술 담아서 먹구 바르고
그걸로 약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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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모시. 모시풀 속껍질을 벗겨 볕에 말렸다가 물에 적시는 과정을 너댓 번 반복하면 서 모시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한산
경제도 따라 무너져버렸지.”

솔, 그 옛날 무쇠 솥을 닦아내기도 했던
그 솔이 보인다.

섬유질을 추출한 것이다.

암시하며.
“3년쯤 됐나. 모시조합이 둘로 뽀개지다

모시 한 필 길이와 폭이 정해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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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모시를 이로 째서 굵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모시째기 과정. 이처럼 모시와 관련된 일은 모두 여자들의 차지였을 뿐 남자들의 일은 아니었다.
(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이정자 할머니. (아래) 서천군 기산면 이선숙할머니.

“매지 않고 바로 짜내면 실을 이은

“건조할 땐 짚단에 물을 축여놓기도

부분이 일어나거든. 말하자면 모시올을

하고 생풀을 벼다 놓기도 했지. 옛날엔

유분기로 코팅시켜서 잠재우는 거야.

움집에서 짜기도 했고. 요새는 가습기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개어 낸 대두
가루를 바르지.”

있으니까 아무 때나 짤 수 있지만. 근데

단순 작업인 것 같았지만 조진순 씨는

붙댕기는 거야. 붙댕기면 자꾸 일어나서

손사래를 쳤다.
“지금은 솔질할 때 밑에 가스 불을

저그들끼리 싸우니 그것도 좋지

너무 추져도(습기가 차도) 자기들끼리

켜놓거든? 근데 옛날엔 왕겨 불을

않아. 말은 미련한 길쌈이라고 하는데
미련하지도 않아.”

일으켜서 썼는데 베불을 할려면

그렇게 공들여 짜낸 모시지만 다 같은

힘들어유. 한 시간 전부터 미리 불을
펴놓고 따독따독 혀놨다 해야 연기가

모시는 아니다. 올이 성근 놈이 있으면

안 난께. 안 그러면 눈이 매워서 울어가며
매지유. 불멀미나구.”

맺힌 놈이 있으면 매끈한 놈도 있다.

그제서야 날실을 베틀 위에 걸 수 있었다.
베틀에 앉은 그는 실꾸리를 넣은 ‘북’을

걸쳐 있는 이유다. 가격 편차를 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베틀에
걸린 수직의 날실에 실꾸리에 들어있던

한산에서 30년 넘게 모시옷을 지어왔다.
“모시 쨀 때 쨈이 좋은(잘 찢어지는)

씨실이 수평으로 얽히면서 교직되는

모시는 얇은 풀에서도 한없이

이치다.
“여기 잉아올허고 사올이 있는데 이게

찢어지거든. 쨈이 안 좋은 건 굵게 뚝뚝
끊어지고. 쨈이 좋다는 건 질기다는 거
아녀. 그러니 세모시가 더 질겨.”

사람으로 치믄 내외간이여. 항상 둘이

촘촘한 놈도 있고 , 몽우리가 더러
한 필 가격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느낀다는 김효중 씨가 말했다. 그는

엉기지. 다른 올하고는 안 엉기고 늘
둘이 한집에 들어. 지조가 있지유.

폭이 30~32센티미터, 길이 21미터

한 놈이라도 딴 집에 가믄 꽈지는 거여.”

네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그가 모시옷 짓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동안 목도 따라

규칙을 말한다.
“다른 천들은 한 번 박고 올 풀리지

움직인다. 권 씨가 말했다.
“눈이 한 번에 천이백칠십 올을 다

60센티미터인 모시 한 필로 남방

말라고 오바로크 쳐서 작업을 끝내는데

봐야 돼. 속도가 빠른 편인데도 하루에

모시는 달라. 한 번 박고 , 꺾어서 한 번 더

3메타를 못 짜. 여기 이거 솜처럼

박고 , 또 한 번 꺾어서 박아. 모시는 빨면

생긴 게 뭔지 알아? 누에고치 실이야.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그럴 땐 풀을 맥여

동물성이지. 모시풀은 식물성이잖아.
모시에 터럭이 일어났을 때 누에고치

늘려야 하거든. 한 번만 박으면 올이
풀려버리니까 세 번을 박는 거야.”

실을 한 번 만졌다가 모시올에

그렇게 지은 모시옷은 어떤 옷일까.

비벼주면 매끈해져. 옛날 어른들께
배운 대로 하는 거야.”

한산오일장이 열리는 날, 난전을

까다로운 모시올은 유독 습도에

이야기를 청했다.

지키고 앉은 할머니들에게 한산 모시

민감했다. 바람이 마른 날이면
매다가도, 짜다가도 뚝뚝 끊어져나갔다.
집 마당 한쪽에 베틀 방을 따로 둔
이진 씨가 방에 비닐 천막을 두르고
베를 짜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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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엔 한산 모시 같은데, 옷을 해
입으면 이상하게 답답혀. 그런데 대전만
가도 중국 모시로 옷 해다 걸어놨어.
여기 모시보다 네다섯 배는 싼게.”
“옛날 돈 많은 선비들이 한산 세모시를
갖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까지 싹
해 입으면 신사 멋쟁이 되지. 잠자리
날개 입은 것마냥 시원한 것이 그렇게
좋대니까.”
“아주 고운 세모시는 집에 전(밭)도 많구
사람 거느리는 부자나 날라리처럼 입고
내댕기지. 농촌일 하는 우리는 것보담
굵은 모시 해 입는 게 편해.”

한산에서 30년 넘게 모시옷을 지어온 무영양장점 김효중 씨.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이진 할머니. 유독 습도에 까다로운 모시올 때문에 방에 비닐 천막을 두르고 베를 짠다.

“중국 모시 못 입어. 요새는 중국 모시도

난전에 내놓은 콩 몇 꾸러미가 팔려 나갈
동안 얘기는 끝나지 않는다.
“모시는 여인 손에서 두 번 태어난다
했어. 빨고 풀 맥이고 만지고 다리는
정성이 그만치 중요한 것이여.”
“입고 나갔다 땀찼다구 빨 필요 없슈.
걸어 노면 땀내 날아 가니께. 구겨진
거만 다리미로 문지르면 또 새 놈이에유.
모시는 대물려유. 난 돌아가신 어머니
속적삼도 빨아서 수건에다 돌돌
말아갖구 농속에다 넣어 놨다니께.
소중하잖아유, 부모 것이니.”
돌아가신 어머니 속적삼을 아껴 입는
그 마음을 또 어디서 마주할 수 있을까.
중국산 천 쪼가리를 매 계절 소비하듯
걸치고 없애는 패스트 패션 세대는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을까. 과거가
될 오늘이 안타까운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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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한산면 동산리(동자북마을)의 겨울.

2
집집마다 다른 술맛이 익는 곳
한산 소곡주 이야기

“옛날에 단속 나오면 밀밭 속에 가서

“멥쌀을 흰무리(백설기)로 찌구 식혀서

“옛날엔 밀을 빵궈서 체로 치고 가루를

술 단지 이고는 며느리한테 ‘아가,
이거 보이니, 보여?’ 그랬댜. 감추러 간

물 잡고 누룩을 넣어 3일을 둬. 그럼

빼고 껍질로 누룩을 디뎠는디, 시방은

뽀글뽀글 은근히 술이 돼야. 그놈이

가루 안 빼. 그냥 첨부터 밀을 아주 빵궈.”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면.”

누룩과 쌀이 한산물과 어울려 단지에서

1,500년 전통을 이어온 백제의 술이라

밑술이여. 그럼 찹쌀을 쪄서 빨리 비벼
넣어야 혀. 되게 해야지 묽게 하면

했다. 하지만 김복희 씨에게 한산
소곡주를 물으니 밀주 단속하던

맛없어. 비빈 놈이 손으로 이렇게 허면
안 흘리게. 밥이 누룩하고 섞어서 비벼질

백일주다. 냉장 시설을 갖추기 어렵던
시절엔 주로 술 단지를 땅에 묻곤 했다.

이야기부터 먼저 나왔다. 서천군
한산면은 예부터 ‘집집마다 술 빚는

정도만 고렇게. 아까 술(밑술)한 멀국만

묻은 뒤에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마을’로 이름났지만, 소곡주가 밀주의

갖고 허는 게 중하지. 다른 물은 안 부서
(부어).”

우희열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백일 동안
“동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로 수시로

그늘에서 벗어난 것은 생산 농가의

소곡주를 60년 넘게 빚은 88세의 김소예

저어줄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것보다

주류 제조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

씨는 소곡주를 묻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시방은 내가 한 술 같은 게 없어.”만을

중요한 건 날씨다. 김영숙 씨가 말했다.
“밑술이 추우면 더디고 따수면 빨리 되고

되뇔 뿐이었다.
“내가 입이 짧아서 맛있지 않으면 못

그려. 술이 날씨를 알려줘. 가을 술은
백일 두고 보지만, 여름 술은 두 달도 안
돼서 익고…. 시방은 편케 하려고 누룩도

최근의 일이다. 몰래 빚은 술을
전라도 지인들에게 팔곤 했다는

들킬까봐 공장에다 땅을 파고 이만한

먹었어. 김치도 시적시적하게 담은 건 못
먹구…. 술도 입에 짝짝 들러붙게 했었지.

술 단지를 묻었어. 근데 여기가 물 나는

한산물이 소곡주가 잘 되는 물이야.

땅이었어. 비 많이 오면 물이 흥건해서는
독이 떠 갖구 돌아 댕겨. 밑에서부터

싱겁고 미끄럽고. 짠물로는 소곡주가

막 물이 숨어 올라오는 거지. 그 단지를
잡으러 다니느라고….”

되질 않어. 왜, 빨래를 해도 싱건 놈으로
해야 잘 지잖어.”

사서들 하더라고. 그럼 3일갈 놈(밑술)을
하루에 헐 수 있다더라고. 짐작을 헐 수
없는 거여, 산 것들은.”
한산에선 가을 녘에 담근 술을 최고로
쳤고 , 백일을 견딘 술은 보통 정월에
뜬다고 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서천의

3년 전 ‘합법적으로’ 소곡주 장사를

그는 유독 누룩 얘기를 오래 했다.
“소곡주는 누룩이 생명이여. 누룩을

시작한 김영숙 씨. 베트남 며느리가

잘 띄워야지 술이 제대로 돼. 먼저 밀을

내어준 여주차를 반쯤 마시자 그는

깨끗이 닦아서 빵궈(빻아). 가루로

기다렸다는 듯 늘어선 술통 앞으로 손을

빵궈서 체바쿠 같은 데다가 물 부서서

데리고 간다.
“10월 18일에 담근 술이여. 냄새 조시지?

(부어서) 반죽을 해서 쌀자루로 싸갖고
꼭꼭 밟아서는 차곡차곡 쌓아놔. 한

들어오지. 한 이틀 가라앉혔다가 그걸 다
떠, 바가지로. 괴면 떠내고 괴면 떠내고.”

이게 폭삭 다 삭으면 (수면이) 저만치
내려가.”

열흘을 고대로 놔두면 떠. 온도를 잘

그렇게 뜬 술 맛이 항상 같을 수는

맞춰줘야 돼야. 바짝 말라도 안 뜨고

부여에서 한산으로 시집온 이래 노상

추져도(습기 차도) 안 뜨고. 잘 뜬 놈은

없었다. 손맛과 항아리 속의 기운에
따라 술맛도 달랐다. 문제는 술이

빚은 소곡주라고 했다.

속에 금 배겼어. 쪼개보면 노르꼬름혀.

쉬었을 때였다. 이월복, 이정자, 김복희

냄새 맡아보면 뜬내가 나. 그걸 잘

씨에게서 불소주(불소곡주) 얘기가

말리면 뜬내가 가셔. 낮에는 볕에 밤에는
이슬 맞춰가면서 말려야 허지.”

동시다발로 터져 나왔다.

장터에서 유독 눈에 띄던 도구, 용수였다.
“대막대기로 얼개미를 길게 맹글은 게
용수야. 그걸 홈싹 익은 술 가운데에
박는 거야. 그럼 말간 물이 용수 속으로

(왼쪽부터) 소곡주 담그는 이야기며 모시 이야기를 두루 들려주신 이월복, 김복희, 이옥자 할머니.

김영숙 씨가 말했다.
“우리 집이 철공장을 했었거든.

발효되는 기간은 100일이다. 말 그대로

그는 누룩에서 과거와 오늘의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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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동산리(동자북마을)의 이월복 할머니.

“온도가 틀리든지 물을 조금 더
잡았다든지 날이 싱겁든지 하면 쉬어.
그럼 불소주를 내려. 그게 그렇게
맛있어. 고급 고량주 같아.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다니께 시방. 소곡주는
18도인데 불소주는 43도여.”
“가마솥에다 시루를 안쳐. 시루 속에다
투가리(뚝배기) 같은 걸 놓구 불을 때어.
(솥에) 쉰 술을 떠서 붓고 소당 뚜껑
(가마솥 뚜껑)을 거꾸로 덮는 거여. 그럼

쉬어서 버림 아까운께. 이건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애써 불소주를 비호하던 이월복 씨는
먼데 건지산 자락을 훑으며 불소주
얘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술지게미(술 뜨고 남은 건더기) 떠다가
끓여서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거기다
물 조금 붓고 설탕 가루 좀 넣고 끓이면
맛있어. 달코름한 맛이제. 그것만 먹어도
술 취햐.”

술김이 소당 뚜껑에 닿아서 투가리로

고개를 끄덕이던 할머니들이 다시

똑똑 떨어져. 소당 뚜껑을 거꾸로 해논께
방울방울 떨어지기 쉽잖여.”

합심하여 나누는 말은 한산 소곡주

나가야 헌께.”
“빨가나니 뽀얀 불소주가 떨어지지.
뽀얀 것이 찬물 같어. 근데 그놈을
먹으면 그렇게 독혀.”
“그럼 독허지. 순이 엄마, 명자까지 한데
모여 먹었더니 먹구 울고 기구 그랬어.
이 아주머니는 막 뻗치구 드러누워서
죽을깨미 옷 풀러놔 주고 그랬는데.
형님은 몰랐어?”

한산면 동산리(동자북마을)의 김복희할머니.

“소당 뚜껑 이도 잘 맞아야 돼. 헛짐이 안

맛이다. 혀 끝에만 대어 봐도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되어 나온 놈인지 안다는
그들.
“첨에는 식혜처럼 달코름허게 먹지만
난중에는 술이 취해서 못 일어나. 그래서
앉은뱅이술이라 허지.”
“방바닥에 흘려서 밟으면 발이
들러붙었지. 술병 놓은 자리가 찐득거려.
순 찹쌀로 헌께. 누가 보면 설탕 넣었다
하게 생겼어.”
“전에 마을에 체험하러 왔길래 술 단지

“몰러. 뭣허구 먹었어?”
“고기 사다 먹었지 뭣허구 먹어. 안

놓구 왔더니 금세 동나. 단지째 거꾸로
쳐들어서 다 따라 먹구 가더라니까.”

운 사람 없어유. 이 아주머니도 기고

그 술은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 질문을

명자도 기고 순이 엄마는 꿩마냥 대가리

만들려고 입을 오물거리다 이정자 씨의

끌어박구. 기는 모양이 하나같이 똑같데.
나는 술을 먹은 줄 모른께 안 먹구….
창균 엄마는 창균이가 와서 업고 갔어.”

얘기에 그만 입을 닫고 얌전히 술병을

“그게 약술인디…. 체해서 설사하고

팔어. 만 원짜리 하나 사가. 젤 많이
팔려. 손쉬운께. 둘이 조근조근 해가며

들었다.
“우리는 마을회관에서 술을 해서

기어 다닐 때 그거 먹음 착 가라앉어. 한
병 먹었어?”

두어 시간 앉아서 먹기 딱 좋아. 어따

“한 병이 뭐야. 주전자로 가져다 먹구

부조할라면 이만 원짜리 니 개 사느니 만
원짜리 사서 고루고루 하나쓱 주고 와.”

자꾸 떠다가 먹었지.”
“…잘 먹으면 뒤끝은 깨끗한 술이여.
갑자기 퍼먹어서 그렇지. 옛날
노인네들은 머리가 좋아서 만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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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글자로 만난 할아버지의 삶
한산에서 사는 이야기

시작은 웅성대는 한산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 한 토막 때문이었다. “시방

“저 아래로 가면 은포댐 옥구댐 막기

갈대밭 살리느라구 소금을 천가마니씩

갖구 가서 갈대를 사오기도 했지. 그때만

갖다 뿌린댜. 갈대는 짠물에서 나는데

해도 갈대로 자리를 엮을 때라 요앞
갈대로 부족했거든…. 갈대가 둥글잖아.

금강하굿둑을 막으면서 짠물이 안 오니

전에 갈대밭 큰놈이 있었어. 거길로 배를

죽을 거 아녀. 갈대밭에 관광차는 많이
온다지만 타산이 맞을라나….”

째는 칼이 있어. 가운데 딱 가르고

갈대밭으로 이름난 한산면 신성리

그렇게 깨크러서 갈자리를 엮거든.

얘기였다. 폭설을 밀어내며 찾아간
그곳에서 여든넷의 박영길 씨를 만났다.

근데 시방은 좋은 장판이 많이 있으니

투드려갖구 쪽쪽 훑으면 이게 딱 부라져.

(갈자리를) 안 써. 이전에 갈자리 깔 때

소문을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금을 안 뿌리면 갈대가 크다 말어.

같으면 빗자루도 퍽퍽 닳거든? 인자는

갈대밭에 잡초도 많이 나구. 염기가

있어야지.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십 년
넉넉히 써.”

있어야 되야. 본디 갈대 뿌리를 깨물면
달짝지근하거든? 요샌 안 그려.”
그는 음력 8월이면 그 갈대밭을 헤치고
다닌다고 했다. 그러곤 낡은 집 안방문
옆에 걸린 빗자루를 내려 보여줬다.
“이게 갈낭구 갈꽃으로 맨든 거여. 그려,
갈대꽃. 갈꽃이 나락 모개 나오대끼(나올
때처럼) 그렇게 나올 때 뽑아서 빗자루
맨들지. 늦게 나오는 놈은 베면 쇠어서
나오니까 못 써. 갓 나온 놈 뽑어야 헌게
그 더운 델 돌아댕기는 거여. 갈대는
높구 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더와. 얼굴이 익어. 근데 한나절 뽑아도
빗자루 세 개나 맨들까…. 더러더러
나오는 게 되야서.”

한산면 동산리 이병배 할아버지와 그가 1975년부터 쓴 농사 일지.

3

안 닳아. 장판이 미끄러운게 닳을 수가

60년 넘게 갈대꽃을 만진 손이지만
하루에 빗자루 두 개 완성하기가 어렵다.
“난 세월없이 맨 게 적어도 너댓 시간
걸려. 갈꽃 모심 묶고 (손잡이 쪽은)
짚으로 속을 넣어서 바나나나무
껍데기로 하나하나 감아야 돼.”
아내 나순희 씨가 말을 이었다.
“아들들이 못 허게 해. 허리에다
졸라매고 발로 땡기믄서 꽁꽁 묶어야
한게. 허는 채도 않고 혀 놨다가 따땃한
봄에 자장구에다 싣고 가서 갈대밭에
내다 놓으시지. 그럼 당신 며칠 술값은
해가지고 오시더라고.”

갓 핀 갈대꽃 중에서도 “꿩 꽁지처럼
쪽빠른 놈”을 골라 갈대 빗자루를
만든다는 박 씨. 짠물이 들락대던 시절
갈대밭에 버글대는 갈게를 잡느라
밤마다 벌겋게 쏘아 올렸던 횃불, ‘젓갈
담아서도 먹고 찢어서 볶아도 먹던’
갈게 반찬을 이야기하다 갈대를 나르던
뱃길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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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을에선 ‘물건’이 아닌 ‘글자’에 쌓인

그 책을 가리키며 “가방끈이 짧은 사람

“저 산 우에 동자샘이라고 있어. 먼데서

Meeting People

글과 사진 이지누

자료 제공

할아버지의 시간도 만날 수 있었다.

괴로운 병 있으면 여기로 물 맞으러 왔어.

길게 들은 이야기

본지 편집장

동국사

이병배 씨는 1975년부터 쓰기 시작한

얘기는 신임을 얻기 힘들어 혼자만 보고
있는 책”이라는 그의 말에 아내 조규연

농사 일지를 보여줬다. 해마다 선택했던

씨가 «작물보호제 지침서»라는 책을

양반도 병 나아서 나갔고 , 삼신 받아서

벼 종자명과 그 작황, 농약 거래와 살포

꺼냈다.
“이게 농약 장사가 놓고 보는 책이여.

애기 낳은 애엄마가 한둘이여? 대단한
샘이지.”

한국에서 쓰는 농약은 죄다 들었지. 이

“겨울에 얼음 꽝꽝 얼어도 거기 물은

서천군 한산면의 벼농사 역사가 압축된

사람이 농약사에 가서 묻구 또 묻구
자꾸자꾸 물으니까 주인이 ‘고만 묻고

미지근혀. 언 걸레 갖다놓으면 녹는댜.
거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장마 져도

자료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1970년대에

이거 가지고 집에다 놓구 보슈’ 그러면서

농약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
통일벼 품종 선택 강요로 피해가

준 책이야. 눈, 비 오면 잠도 안자고
책 보는 어른이여.”

딱 고 물 고만치라니까. 아무리 댕겨도
그 샘 곁에선 뱀을 본 적이 없어.”

속출했던 지역의 과거가 그대로

책의 배 위로 직접 색인까지 매긴 정성에

온동리 우물 등 약샘에 대한 이야기가

엿보였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표지도 없는 낡은 책을 꺼내와 농사

이 씨가 보인다. 이야기를 마친 아내는

많이 나온다. 누군가의 괴로움이 한

불안한 걸음으로 과일을 내어 와 남편

바가지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일지와 함께 펼쳤다.
“농사는 무조건 짓고 보는 게 아니야.

곁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가 아내 몸에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그 신성한 물을
곁에 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할

이게 아버지가 내려주신 책인데…

이불을 끌어주며 말했다.
“안식구가 파킨슨병이라 아퍼. 그래서

초하루 일진을 갑을병정 등등으로

마루에도 이불을 내놨어. 추우면

것인가. 때론,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을
그저 긍정하는 것에서 위안을 얻을

매겨서 그해 풍년이 드는지 흉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더워도 못 참고

때가 있다.

지는지 일러주고 있어. 여기 2015년
달력을 봐봐. 초하루 일진이 ‘병’이네.

추워도 못 참거든. (마루의 이불 더미를)
이해하셔요 . ”

그럼 책에 뭐라고 쓰였는지 읽어 보자구.

아침저녁으론 몸이 굳어 오후 두시

초하루 일진이 병이면 4월부터 40일간

볕이나 잠시 쬐고 산다는 조 씨. 유달리

계속 가물다. 이게 실제로 맞느냐 이건데,

후끈대던 집안 공기와 온 바닥을 덮은

여기 내가 1984년에 기록해 논걸 봐봐.
1984년도 초하루 일진이 ‘병’이라고

보온 매트의 사연을, 하얀 메모지마다

적혀있지?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

농사 일지가 2009년에서 멈춘 까닭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가물었다고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그 마을 이월복,

돼 있잖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80~90프로는 맞더라고.”

이정자 씨가 메주콩을 고르며 나누는

시기, 쌀 생산과 보관일자 등 농사를
지으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꼼꼼히
기재한 노트였다. 개인 기록물이었지만

물로 씻고 먹구 가면 낫는대. 체독 걸린

실제로 한산면 면지에는 성외리 당샘,

못 말리는
스님의
아름다운
열정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민간요법을 깨알같이 적어둔 배경을,

샘 이야기가 유난하게 들린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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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 마레스키[乃木希典, 1849~1912]는

그 세 명의 사진을 한 자리에서 모두 보게 될 줄은

야마구치 현(山口県 ) 조슈 번(長州藩 )의 사무라이

미처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이토 히로부미와

절 마당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날부터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시 스캔을 받기 위하여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함께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나라를 팔아먹어

하얗게 눈이 내리던 날까지 너덧 차례 동국사에

아침 일찍 동국사의 내실로 들어서니 스님이 뭔가

발발하자 대장으로 승진하여 제3군을 이끌고

매국노로 불리는 이완용(1858~1926)의 글씨가

들렀었다. 싸라기가 쏟아지던 날은 은행나무에
기대 선 채 싸라기를 머리와 어깨에 한 움큼이나

잔뜩 꺼내 놓고 씨름 중이다. 사람이 들어가도

뤼순[旅順 ]을 함락시켰다. 당시 그는 군신(軍神 )
으로 추앙받았고 ‘육군은 노기, 해군은 도고’라고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와 나란히 걸려 있는 벽을

덮어 쓸 때까지 물매 급한 대웅전 지붕이 하얗게

입을 뗐다.
“이게 내가 전에 이치노헤 스님이라고 있다

일컬어질 만큼 일본의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다.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완용의 글은 이렇다. “평생 배운 바로 어떤 일을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었고 , 또 다시

보는 둥 마는 둥이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1848~1934]는
‘동양의 넬슨(The Nelson of the East)’이라고 불리던

바라보노라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지, 후세 사람들은 이 마음 알겠지.(平生所學
爲何事 後世有人知此心 )” 또 이토 히로부미의
글은 “일편단심으로 밤새 촛불 심지 돋우니, 천황이

변할 때까지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었다. 칼바람이

했잖아요, 그 스님이 어제 보낸 건데,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 1904년 2월, 거제도 송진포에서

거칠게 불던 날은 아예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한 도고 헤이하치로

태어난 그는 대포 다루는 기술을 배워 사무라이가

한쪽의 전시장 안에 놓여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중장의 승전을 기념해서 비석을 건립하자고 여러

되었다가 후에 해군 장교가 된 인물이다. 스님이

찬찬히 훑어보는 것도 좋았다. 긴장감을 제로로

사람들이 모여서 건의하는 내용의 문서인데 그

말했듯 러일 전쟁 당시 발틱 함대를 격파하여

지척에서 천하경영을 말씀하시네.(一片丹心夜
翦燭 天顔咫尺設徑輪 )”라는 것이다. 천황에게

만들어 버리는 허술하게 만들어진 전시장 안에는

비석을 처음 건립하는데 군산부윤도 거들었네요 .

영웅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충성을 바치는 이토 히로부미의 글은 그렇다 치자,

성격이 뚜렷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연대 또한

도고 헤이하치로는 일본에서 우리들의 이순신만큼

1841~1909]도 노기 마레스키와 함께 야마구치

그런데 이완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어슷비슷한 것들이었으며 일제강점기 즈음한

대단한 장군이라고 섬기는 인물이긴 한데, 이거

현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하급 사무라이였다.

것인지 모를 일이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닐곱 차례나 그렇게

보세요, 이게 그 비석을 세우자고 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설계도인데, 비석이 이거와 거의

1864년 조슈 번의 실권을 장악한 그는 메이지유신

너무도 다르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로 이름을 바꿨다.

알고 있다는 듯이 썼으니까 말이다. 그의 말대로

유사했어요 . 지금은 그게 뭐 시청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거 봐요 이게 도고

메이지유신으로 1890년 의회가 만들어지자 귀족원

지금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貴族院 ) 의장이 된 그는 내각총리대신으로 일했고
1905년 11월 특명전권대사로 대한제국에 부임한

않은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은 대웅전 뒤 대밭이 하얗게

보고 난 다음이었을 거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은
이렇게 모았으며 법당에다 전시를 할 생각을 했을까
싶어 사람을 찾았더니 스님이 나선다.
그는 동국사의 주지인 종걸(宗杰 )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짜고짜 전시장 안에 있는
것을 좀 보여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흔쾌히
꺼내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자신이

해군 제독이었다. 가고시마 현[鹿兒島縣 ]에서

헤이하치로지, 옆에가 노기 마레스키고 그 옆에가
이토 히로부미. 이걸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뒤 고종과 조정 대신들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세 장을 세트로 만들어서 팔고 그랬었나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쟁 영웅들이니까 말이지.”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고
내정을 장악한 인물이다. 그 후 조선통감을 지내던

수집한 소장품들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통감을 사임하고 추밀원

그것도 수집품들로 가득 차 마치 창고와 같은
자신의 방은 물론 그곳으로 가는 복도에 수북하게

(樞密院 ) 의장이 되어 러시아 재무상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하기 위해 만주 하얼빈을 방문하였다가

쌓인 것들까지도 말이다. 사실, 여태 만나 본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1879~1910)

컬렉터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어서 잠시

의사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들 셋은 현재도 일본

당황스럽기도 했다. 더구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내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으며

있는 여느 학자들과도 자세가 달랐다. 이렇게 마구

일본은 강점기에 도고의 승전비를 세웠듯이 노기의

보여 줘도 괜찮으냐고 했더니 아무 상관없단다.
그러고는 한 술 더 떠서 자료는 혼자만 가지고

신사를 건립하기도 했다. 서울 남산 리라초등학교
뒤로 ‘남산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자리 잡은

있으면 죽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며, 자료는

곳이 바로 노기신사가 있었던 곳이다. 아직

공유할 때 빛이 나는 거란다. 거 참, 그러면 내가

그곳에는 신사에 들어 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스캐너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군산

수조가 남아 있는가 하면 석물 몇이 야외 탁자로

자료들을 스캔을 해서 가도 괜찮으냐고 했더니

사용되거나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란다.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면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으니 그때부터 스캔을
시작했다. 그렇게 꼼짝없이 절집 방에 앉아 스캔을
받은 것이 꼬박 나흘이었다. 더구나 스캔 받기
애매한 크기의 것들은 아예 촬영을 하라고도 했다.
그것 또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내가 본
것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정도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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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일본에서 군신으로 추앙받던 전쟁영웅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이고 ,
오른쪽은 일본에서 ‘동양의 넬슨’이라 불리던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의 사진이다.
오른쪽 페이지의 사진은 을사늑약을 강제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일본인들은 이 세 사람의 사진을 엽서 세트로 만들어 기념했다.

두 개의 글씨 중 왼쪽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일편단심으로 밤새 촛불 심지 돋우니, 천황이 지척에서 천하경영을 말씀하시네.
(一片丹心夜翦燭 天顔咫尺設徑輪)”.
오른쪽 글씨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친일 내각을 구성해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하고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권침탈을 도운 이완용의 것이다.
“평생 배운 바로 어떤 일을했는지, 후세 사람들은 이 마음 알겠지.
(平生所學爲何事 後世有人知此心)”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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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사 법당 한 켠에 마련된 침탈사료관. 주지 스님은 테마를 정해 매년 소장 중인 근대 유물을 선보인다.
이 때는 ‹타임캡슐-쌀의 나라 군산 ›전이 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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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 준 이는
앞에서도 말했듯 스님이다. 그런데 이처럼 그를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이미 전에 봤던 그게
생각나고 그러면 다시 그걸 찾아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니까, 공부가 담금질이 되는 거라 말이죠.”
앞에 말한 도고 헤이하치로의 기념탑 건립에

찾을 때 마다 그는 법문 대신 새롭게 구한 자료를

대한 자료도 일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하기 바쁘다.

자신이 발견하여 일본의 스님에게 부탁해서

그날도 내가 찾아 간 용건은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구한 것이다. 하필이면 내가 동국사에 다다르는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 까닭은 눈을

날 아침에 받아서 펼쳐 보고 있는 중이었다고

반짝이며 새로운 자료에 대하여 말을 이어가는

했다. 그걸 보내 준 스님은 아오모리 현[靑森縣 ]
고쇼가와라 시[五所川原市 ]에 있는 운쇼지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차마 말을 끊지 못할 만큼

못지않게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을 즐긴다. 그러고는

[雲祥寺 ]라는 작은 절의 주지 이치노헤 쇼코
[一戶彰晃 ]다. 운쇼지는 조동종 소속이고 그는
‘동국사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경매

동국사는 일제강점기에 조동종 소속 사찰이었다.

사이트를 무시로 들락거린다. 하루에 한 번도

도대체 스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구해 주는 일본

모자라 두어 차례 이상 드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스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
“몇 년 전인데 일본인들이, 영화감독, 교수,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직분인
스님으로서 부처님 모시는 일도 소홀하지 않지만 그

것이 올라 왔는지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본디 습(習 )이란 부처님 앞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인데도 그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 오히려 새로운 습이 생겨버린 독특한
스님이다.
아홉 차례 남짓 만나는 동안 그는 부처님

기자, 언론인들, 스님, 목사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70명이나 되나 그래요 . 그 사람들이
마당에 있는 참사문(懺謝文 ) 비석 저거 만든 거지.
첨에는 자기들이 몇이나 모여서 뭐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라고 하면서 도움을 주겠대요 .

말씀이나 경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를 받겠어요 .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사는

오로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자료 이야기며 당시

것도 아니고 뭐를 지원 받아야하는 입장도 아니고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의

그래서 돈 같은 거는 일체 받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

지식은 웬만한 학자들 못지않을 정도다. 그래도

이미 참사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뭐를 알아야지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지 않은가.

발표를 하지 않느냐, 동국사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아무리 귀한 자료일지라도 그것이 금인지 옥인지 또

싶으면 그거부터 먼저 해라, 영원히 그 내용이

돌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한낱 오래된

남아 있도록 비석 같은 거를 세우는 것이 옳지

낡은 종이에 불과하지 않던가. 공부는 어떻게

않겠냐 했더니 부랴부랴 입장을 정리해서

했냐고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 그렇다고

2012년 9월에 비석을 세운 거예요 . 그러고 이름을

뭐 따로 공부랄 것도 하지 않았어요 . 그저 내가

바꿔라, 동국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 그래서 지금은 ‘동사모’라고 불러요 .

관심 있는 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여하튼 이치노헤 스님이 그 모임 회장이고 , 나도

주변에 물보라처럼 다른 것들도 함께 움직여요 .

그분이 원하는 자료를 구해 주지만 스님도 내가

그러면 그때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지, 전부 그런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구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식이었어요 . 이제 세월이 좀 되니까 이것저것

그런 관계죠, 뭐. 문서로 약정은 맺지 않아

알게 된 거 뿐이죠. 뭐,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

묵시적이긴 하지만 문서보다 더 깊은 약속을 서로

박사 논문 쓰는 시간보다 더 공부를 한 셈이에요 .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세상이 뭐 문서

자료를 구하려고 공부하고 , 뜻밖에 자료가

한 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에 앞서서

생기면 그것이 또 뭔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비록

마음이 먼저거든요 . 그게 있으면 문서 따위는

체계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더라도 이만큼 하다보면

없어도 되는 거지, 어쨌든 참 고마운 스님이에요 . ”

요새 말하는 그 하이퍼링크라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링크 누르면 이곳저곳 마구
건너다니며 한 가지에 대해서 폭 넓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식이 된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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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에 완공된 옛 군산항 역 (현재
진포해양테마공원). 오른쪽에 1번
부잔교가 보인다. 일본은 호남평야의
쌀을 일본으로 쉽게 수탈하기 위해
1912년 군산선을 개통했다. 군산역과
부두는 철로로 연결됐고 호남평야의
쌀이 하루 150량의 화차로 부둣가에
야적됐다. 일본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축항공사(1905~1938)
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3차 축항공사
(1926-1933) 때는 3천 톤급 증기선
세 척을 한꺼번에 정박할 수 있는 부잔교
(일명 뜬다리)를 설치했다. 이것은 밀물
때는 다리가 수면에 떠오르고 썰물 때는
내려가는, 물의 수위에 따라 높이가
자동 조절되는 접안 시설이다. 이러한
부두 시설들을 바탕으로 군산항은 미곡
수탈의 전초항이 되었다. 3차 축항공사
기공식 때 당시 일본 총독이 부둣가에
산더미처럼 쌓인 쌀을 보고 외쳤다는
탄성, “고메노 군산[米の群山, 쌀의
군산]!”은 미곡 수탈로 인한 조선인들의
아픔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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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쪽에서 바라본 군산항 모습.
1930년대로 추측하며,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나르던 증기선과 범선이
보인다. 1930년대 통계를 보면 군산부의
토지 중에서 8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였고, 옥구 지방의 농경지는
60퍼센트가 일본인 소유였다.
일본인 지주들은 땅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간척을 해서 농장을
만들었고, 조선인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었다. 쌀은 모두 군산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나 시모노세키 등지로
빠져나갔고, 조선인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조나 수수 따위의 잡곡으로
허기를 채웠다. 전형적인 식민지
무역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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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 모토마치[元町, 원정]
조선식산은행 군산지점 앞거리
(현재 제일은행). 일제강점기 군산에서는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는
분리되어 있었다. 현재 월명공원을
포함한 북서쪽 지역이 당시 일본인
거주지로, 내항 일대와 현재의
금동 · 장미동 · 신창동 일부 등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세관 ·
군산부청 · 경찰서 · 우편국 · 법원 같은
관공서는 물론 조선은행 군산지점
(현재 군산근대건축관) · 제18은행
(현재 군산근대미술관) · 조선상업은행
군산지점 (현재 전북은행 장미동 지점)
등 금융 기관이 밀집해 있었다. 당시
이 거리는 전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전주통(현재 월영동 사무소에서 옛
만춘향 인근까지의 거리)이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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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암동에 자리한 죽성포(竹城浦)
초기 모습. 일명 ‘째보선창’이라 불린다.
지금은 쇠락한 어시장이지만 조선시대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도 금강의
마지막 포구로 수많은 어선이 드나들던
번성했던 포구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 3권에 보면 “언청이의 입술처럼
째졌다고 해서 째보선창이라고 한다는가
하면, 하필이면 언청이가 오래도록
유곽을 하고 있어서 째보선창이라 한다.”
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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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조선 거리. 도로가 반듯하게 뚫리고 위생 시설이 갖추어져 있던 일본인 주거지와 달리, 조선인 지역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통행하기조차 어려웠고, 겨울이면 장작이 없어 왕겨나 짚으로 불을 때느라 그 일대를 지나면 사방에서 바람에 날리는 재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한편 일제의 토지 수탈로 농촌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왔고, 허름한 토막집에서 살며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빈민이 되었다. 당시 조선인 도시 빈민들은 주로 지금의 개복동, 창성동, 둔율동, 월명동의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살았다. 남자들은 주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여자는 일본인 가정에서 식모살이나 미선공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군산부 신흥동 산수정(현재 명산동). 일본은 조선의 주요 개항장마다 유곽을 만들었는데, 군산의 경우에는 세 곳의 후보지 중에
당시 군산 거부로 소문났던 사토오[左藤]의 소유지인 신흥동 산수정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일명 ‘신흥동 유곽’으로 불렸다.

군산부 사카에마치[栄町, 영정]. 현재의 영동상가 물빛거리이다. 당시 이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개성상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이곳을 ‘송방거리’라고 불렀다. 조선인들은 일본인 근거지와 떨어져 째보선창 가까이에 있던 이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만들었다. 이 주변으로 어지럽게 생긴 마을에는 도시 하층민으로라도 살아가기 위해 군산으로 모여든 조선인들이 거주지를
이뤘고,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마을 중간 지대에는 극장, 백화점, 다방, 유곽, 빵집 등의 근대 소비 공간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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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군산부에서도 일본 국기(國技)인 스모 경기가 가끔 열렸다고 전해진다. 사진은 1931년 스모 선수 히슈산[肥州山: 1906~1980]
일행이 당시 군산 유곽에서 게이샤들과 함께 회식하는 모습이다. 중앙에 체격이 우람한 스모 선수가 히슈산이다.
그는 한때 일본에서 명성을 떨치던 리키시[力士]였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초창기에 군산부청과 군산신사가 있던 군산공원(현재 월명공원)
아래 ‘신사광장(현재 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스모 경기 수업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와 건배를 하고 있는 검정 기모노 차림에
콧수염을 기른 남자는 당시 군산병원 원장인 ‘나카야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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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에 준공한 군산세관 앞거리. 세관 건물은 현재도 장미동에 그대로 남아 호남관세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구 서울역사, 한국은행 건물과 함께 국내 현존하는 3대 서양 고전주의 건축물 중 하나이다. 당시 세관 평면도를 보면 세관 앞이
혼마치[本町, 본정]의 출발점으로, 도로 좌우에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 미곡검사소, 미두장, 병원 등 식민지 기관이 집중해 있어
이 일대가 일제강점기 군산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신사로 가는 일본인들 행렬. 사진의 현재 위치는 이성당 앞 중앙로이다.
천장절은 일본 천황의 생일로 공휴일이다. 살아있는 천황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천황이 새로 바뀌면 천장절 날짜도 바뀐다.

군산세관 뒤 내항 일대 부둣가. 일제는 군산항 축항공사시 미곡창고도 만들었는데, 제 3차 공사 때 세 동(면적 6,900㎡)을 건립하여
쌀 25만 가마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게 하였으며, 4차 공사 때는 약 2,000㎡의 창고 두 동을 더 만들었다.

1932년 장전정미소(현재 장미동 KDB 산업은행). 군산항은 수탈한 미곡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최종 집결지였던 바,
당시 군산에는 조일(朝日) · 조선(朝鮮) · 낙합(落合) · 육석(陸石) · 장전(長田) · 전전(前田) · 반전(半田) · 품천(品川)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정미소들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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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나도 그 일본 스님 덕을 본 적이 있다.
지난 해 봄,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쌍림열반상도( 雙林涅槃相圖 ) ›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가로로 된 그림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세로로 된 것들만 봐 왔던 터여서 부랴부랴 수소문
했더니 그림은 동국사에 있었고 흔쾌히 자료를
보내 주신 스님 덕에 무사히 원고를 마쳤었다. 알고
보니 그 그림 또한 일본에서 구해 온 것이었다. 경매
시장에 나온 것을 스님이 알고는 다시 이치노헤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다. 돈은 둘째 문제였다.
분명 일제강점기에 빼앗아 간 것일 테니 무조건
되찾아야한다는 생각에 우선 구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무리를 했다.
“일단 그림은 구했어요 . 된 거지. 그 다음 통관
문제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치노헤 스님이 애를
써서 원만히 해결됐어요 . 그런데 통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
그래도 부처님인데 어떻게 이코노미석에 모시고
가겠냐는 것이지, 뭐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부처님은 원래
계신 자리에서 옮길 때는 이운(移運 )이라고 해서
여법(如法)하게 모셔야 하는 건데, 생각해 봐요 .
내가 뭐 중노릇을 하고 있어도 이 땅에서만 해 봤지
부처님이나 불화 같은 것을 모시고 외국으로 나가
본 적도 없고 모시고 들어와 본 적도 없을 것 아녜요 .
그러니 참 난감합디다. 당장 낙찰 받은 돈을 구할
일도 큰 걱정인데 또 비행기 좌석 값이 만만치 않게

군산 동국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쌍림열반상도(雙林涅槃相圖)›(225×93cm). 원화는 컬러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들게 생겼잖아요 . 이 양반이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었을
텐데 당장 공항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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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흥분하고 있다가 주먹으로 한 방 맞은
기분이라 이거요 . 그래도 이치노헤 스님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어떡해요 . 그래서
그 ‹쌍림열반상도›는 프레스티지 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동국사에 사죄와 용서의 비석을 세운 이후,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의 일본 사찰은 모두 여덟

이치노헤 스님은 2013년 7월에는 1907년 건립된
일본 조동종 부산 포교소 총천사(總泉寺 )가 있었던

곳이었다. 금강사, 안국사, 동본원사, 진종사,
대음사, 편광사, 임제사 마지막으로 금광교이며

부산 동구 수정동의 서중학교 담벼락에도 비석을

해망포교소와 둔율포교소 그리고 개복포교소를

스님이나 저나 다 그만그만한 형편인 것이 좀

세웠다. 물론 그 내용은 조동종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심전(心田 ) 개발 운동’ 같은 황국신민화

개소하였지만 현재 남아 있는 당시의 사찰은
동국사로 이름이 바뀐 금강사와 해망굴 옆

안타까웠어요 . 둘 중에 하나라도 형편이 나았으면
퍼스트클래스로 모시는 건데 말이에요 . ”

공작에 적극 가담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아픔을 끼친

흥천사로 이름이 바뀐 안국사가 전부다. 그 중

것을 사죄하는 내용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동종

동국사는 법당을 창건 당시 양식인 일본식으로

사찰은 전국에 487개에 달할 정도로 많았으며,

지켜 한 눈에도 일본식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

조동종은 강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내에 사찰을

있지만 흥천사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건립하여 포교를 빌미로 일본 정부의 전쟁 정책을

우리네 여느 사찰과 다를 바가 없이 바뀌어 버렸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좀 아쉽기는 합디다. 이치노헤

적극 선전하고 물자 공출을 강권하며 황국신민화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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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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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는 1909년 6월 일본 조동종의 우찌다[內田

석전 스님은 호남선백(湖南禪伯 )이자 추사가 그의
초상화를 그리고 난 뒤 ‘해동의 달마(達磨 )’라고

그러면서 짐짓 흥분 모습이었다. 짐을 챙겨

치켜세웠던 선운사 백파(白坡 ) 긍선(1767~1852)의

스캔만 받고 상처 없이 돌려 드린다고 신신당부를
한다. 마치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듯 사진을 구하려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는 불쑥 곁에 놓여있는

佛觀 ] 스님이 군산 외국인 거주지 1조통에 세운
금강선사(錦江禪寺 )가 그 시작이에요 . 건축 자재를

사진이 들어 있는 박스를 다시 뒤져보란다.

일본에서 배로 싣고 와 지었다는데 처음에는

맥을 이은 선사다. 그는 개화기에 조선 불교의 맥을

못 본 거 한 장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전날이

사찰이 아니라 포교소였다가, 1913년에 구마모토

지키려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동지법회가 있던 날이어서 신도들이 와서 들춰 본

불교 근대화 과정에서 인재를 양성하려 애를

통에 사진들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러고는 1937년에

[熊本利平 ] 같은 대농장주 같은 이들 29명이 시주를
해서 사찰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창건주인

찍은 군산 영신유치원 졸업사진이며, 병합되기 전

우찌다 스님이 1916년에 입적했고 그 다음 주지가

고등강숙 숙사(1914), 중앙학림 강사 및 교장

군산 사진 몇 장, 또 불교 자료 사진들도 보여 주었다.

조동종의 나까오까[長岡玄鼎 ] 스님이었는데

스님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동국사에 아홉

1933년 12월 27일에 입적했어요 . 그 다음은 3대

(1915~1922),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1930~1938)
등을 역임했고 , 위당(爲堂 ) 정인보(1893~1950),

차례 남짓 들르는 동안 거의 날마다 자료들이

주지인 아사노[淺野哲禪 ] 스님이었고 , 4대는

이곳저곳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오는 것 같았다.

기무라[木村久郞 ] 스님이었는데 그가 군산에
‘개복포교소’, ‘해망포교소’, ‘대조포교소’와 같은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을 모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썼던 인물이다. 일제강점기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돌아서는 신도에게 꼭 좀 사진을 빌려 달라고 ,

참, 못 말리는 스님이다. 그래도 스님은 웃거나
말거나 그 사진을 구하면 꼭 보여 준다는 말을 하며
스스로도 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렇다니까.” 라면서 말이다. 그래도
스님을 만나는 동안 열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육당(六堂 ) 최남선(1890~1957), 춘원(春園 ) 이광수
(1892~1950), 벽초(碧初 ) 홍명희(1888~1968) 등이

그는 두 가지에 빠져 있었다.

스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으며, 청담 스님

우리나라다. 그가 모아 놓은 자료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나는 부처님이고 , 다른 하나는 일제강점기의

물었다.
“원래 내가 이런 수집벽이 있었어요 . 출가하기

포교소를 세 곳이나 개설했어요 . 상당히 활동적인
인물이었던 거지. 그래 이런 사실을 알아내다

(1902~1971), 운허 스님(1892~19890), 서정주
(1915~2000) 등이 스님의 제자였다. 마지막의

전부터 옛날 것, 골동품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제 당시의 상황들을 알게

서정주는 우리가 아는 그 시인 미당(未堂 )이 맞다.

알려달라는 당부는 잊지 않았다. 스님이 가진

관심이 있어서 잔뜩 긁어모았었는데 출가하면서

되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하나

열정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지난해 12월 31일에

다 버렸어요 . 내가 태어나기는 함양이지만

구체화되면서 분노도 생기기도 하고 , 또 이런

그도 스님에게서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다가
환속을 했다. 그런가하면 «만인보»를 쓴 시인

커서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때 거기서 뭐를 많이

사실을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때부터 자료들을 모으게 된 거죠.”

고은도 앞에 말한 남곡 스님을 찾아 동국사에서
머리를 깎았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의 큰 시인

왔다. 지난번에 군산 내항에 놓였다는 서해안선
철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만하고 사진을 못 보여

모았던 거죠. 할아버지가 그런 거를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책꽂이에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디 이런 사실들을 널리

헤어지고 돌아와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메일이

두 명이 석전과 남곡이라는 사제지간에 각각 출가를

주었는데 드디어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여기 동국사에 와서부터 또 그때

巡禮 )»가 꽂혀 있었다. 스님이 잠시 볼 일을 보러

하였지만 둘 모두 환속을 하였고 , 걸출한 시인이 된

덧붙이기를 필요한 사진 있으면 말하라고 ,

수집벽이 다시 나온 거지. 여기 와 보니까 생기기는

간 사이에 심심파적으로 꺼내보니 무슨 영문인지

독특한 내력이 있는 셈이다.

말만하면 다 찾아서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게 생긴 절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 왜

거기에 동국사 주지 스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이렇게 일본식 사찰인지 뭐 근거를 알아야 할 거
아뇨.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지, 일본 조동종
사찰들도 찾아 다녀 보고 , 여기 동국사, 당시는

아닌가. 다시 지대방으로 돌아 온 스님에게 영문을
여쭸다.
“아, 그거는 해방 후에 여기를 동국사로 이름을

또 다른 날은 마침 절에 제사가 있었다. 법복으로

금강사(錦江寺)였는데 그때 주지했던 스님들도

바꾼 스님이 남곡(南谷 ) 윤명(1913~1983) 선사라

갈아입고 격식을 갖춘 채 근엄하게 제를 치르는가

수소문 해보고 그러다가 3대 주지였던 분 소식을

말이에요 . 그 남곡 선사가 석전(石顚 ) 박한영

알게 됐고 , 그 스님이 머물렀던 사찰을 찾아가고 뭐

(1870~1948) 스님의 제자이고 , 이래저래 따지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조동종의

내가 박한영 스님의 고손자뻘이 되는데 박한영

싶었다. 그런데 제를 마치고 나자 아직 법복도 벗지
않았는데 제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진 꼭 좀
갖다 주세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 ”라는 것이

역할도 알게 됐던 거고 , 그랬던 거죠.

스님의 행장(行狀 )이나 뭐 이런 것이 한 권 제대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거겠죠. 그러고는 출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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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이 없어요 . 그래 내가 만들어 보겠다 작정을

아닌가. 무슨 영문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다.
“아, 오늘 이분들의 장모님 제사를 치르는 건데

하고 자료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내가 이런

이 분이 여기서 결혼을 했대요 . 40년이 넘었다는데

자료들을 다 모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일 때문이었을

그때는 동국사가 사세가 커서 장항에서도 이까지

수도 있어요 . 박한영 스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다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랬었나 봐요 . 이 분들이

말이죠. 그래 스님의 자료를 구하다 보면
어부지리로 또 이런 자료들을 구하고 , 이런

장항 사람들이에요 . 그때는 절에서도 결혼을 많이

자료들을 구하다 보면 또 스님 자료가 구해지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 «심춘순례»는 전주에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니까 지금 저 부처님의

있는 사람들과 뭐 그렇게 박한영 스님 공부하는

일본식으로 치렁치렁한 장식들이 늘어 뜨려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읽기 좋게 요즈음
말로 바꿔 놓은 거예요 . 그 «심춘순례»에 나오는

있었다는데 이야기만 듣고 보지를 못했어요 .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게 된 사진을 가지고

곳들 모두 박한영 스님이 최남선을 안내해서 다닌

있다니까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것 같다 말이죠.”

메일을 읽다가 웃음 띤 얼굴로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스님아, 스님아, 이 아름다운 스님아.
당신의 활화산 같은 열정 설산에 앉으신 부처님
못지않네.”라고 말이다.

했는데 식이 끝나고 이 법당 안에서 부처님을
모습이 그때도 그랬는지 또 부처님 앞에 그때는

기록이거든요 .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래서
해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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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사 대나무 숲 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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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군산대관› 표지.

112

군산시가도

‹군산대관› 표지 뒷면, 군산시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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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음사
동일은행
군산극장
수산시험장
신탄(땔나무 · 숯)시장
조선정미소
조일정미소
고무공장
식료품시장
동부금조
옥구금조
우편소
희소관
야소(예수)교회당
옥구부청
제1보통학교
군산부시장
공설욕장
승입(노끈 · 가마니)조합
경일고무공장
우편소

군산부 혼마치에 있던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 대리점과, 목재 및 건축 재료를 취급하던 ‘오사와 쇼카이[大澤商會, 대택상회]’를 선전하는 전단지. 두 곳 다 점주가 같은 사람이다.

종이를 반으로 나눠, 위쪽은 술과 간장 등을 취급하던 ‘하마다[濱田]’ 주점을, 아래는 모토마치에 있던 요정 ‘카게츠[花月, 화월]’를 선전하는 전단지.

군산부 옥구대리점의 성병약 광고 전단지. 아래쪽 이미지는 전단지 뒷면으로, 남녀 상담소 위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광목천, 실, 석유, 명태 등등을 잡다하게 취급하던 ‘오자키 쇼텐[尾崎商店, 미기상점]’을 선전하는 전단지.

Time Travel 1
지도를 펼치다

글 아베 야스나리 [阿部安成]

자료 제공

일본 관광지에 가면 지금도 그 일대를 상공에서

20세기 초 ‘관광’의 의미

국립시가대학 경제학부 교수

교토 부립 종합 자료관

바라본 커다란 지도를 안내판으로 만들어

하츠사부로는 1920년대에 관광사(観光社 ) 등의
출판사를 세우고 «관광(観光 ) », «관광춘추(観光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곳들이 있다. 새의 눈에
번역 김재협

1

보이는 풍경을 본뜬 이러한 그림지도를 조감도
(bird’s-eye view)라 한다. 그중에서도 관광지를

春秋 )»라는 제호의 간행물을 발행하면서 관광
조감도를 활발하게 그려 나갔다. 이 20세기 초는

다룬 조감도를 이 글에서는 관광 조감도라고

일본이 철도와 항로를 주축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자. 지금도 많은 관광지에 게시되어 있고 때로
미술관이나 자료관에 전시되기도 하는 이러한 관광

관광지로 삼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 두 차례의

조감도 중 다수는 요시다 하츠사부로[吉田初三郞,

일본은 제국의 판도를 관광지로 개척해 나갔다.
당시의 ‘관광’이라는 말은 그저 유람 기행이라는

1884~1955]라는 화원의 손에서 태어났다.
여행 명소를 그린 지도는 하츠사부로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도시대
(1603~1867)의 우키요에 화가 우타가와 히로시게
[歌川広重 ]가 그린 ‹동해도 53 숙소(東海道五十

허구인
동시에
실제인 도상
圖像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

글을 쓴 아베 야스나리는
국립시가대학(滋賀大学)
경제학부 사회시스템학과
교수다. 근대 일본
사회사가 전공이며
주로 기억과 역사, 도시
슬럼화, 질병의 역사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일본 한센병(나병) 환자
요양소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三次 ) ›나 ‹명소 에도 백경(名所江戸百景 ) ›과 같은
연작이 이미 존재한다. 또한 상공에 시점을 두고

분명 한반도 조감도인데
한반도는 잔뜩 구부러져
있다. 반면 일본 열도는
교정한 것처럼 굴곡을
없앴고, 지도 양쪽
끝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지명들을 상징처럼
박았다. 현실에서는 절대
한 눈에 조망할 수 없는
지역들을 굳이 이렇게
한 장의 지도에 담는
방식은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일본 화가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특징이다. 그는 한 장의
관광 지도로 20세기 전반
일본의 실제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른바, ‘제국의
조망’이다.

대외 전쟁을 거쳐 대만을 영유하고 조선을 병합한

뜻으로만 쓰였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가 남긴 사절단 보고서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 실기(特命全権大使米
1

歐回覽実記 ) › 에 ‘관광’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는
것처럼(1875년) 당시 관광은 다른 나라의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을 보거나,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거나

지상을 내려다보는 부감 화법도 무로마치 시대
(1336~1573)에 이미 ‹낙중낙외도(洛中洛外図 ) ›

또는 본국의 국위를 외국에 과시한다는 등의 의미로

등의 병풍에 쓰였기 때문에 하츠사부로 만의 독특한

무엇을 표현했었는지 그 독해 방법 중 하나를 이

기법이 아니다. 그러나 하츠사부로가 그린 관광
조감도는 스스로가 ‘하츠사부로식 조감도’라 부른

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하 지명은 모두 사료에

것처럼 여타 그림지도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쓰이기도 했다.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가

기술되어 있는 당시의 표현을 사용했다.)
우선 하츠사부로의 족적을 따라가 보자. 그는

강렬한 개성을 띠고 있다. 하츠사부로는 쇼와[裕仁,

1929년 2월에서 6월까지 조선 전토를 실제로

1901~1989] 천황이 황태자 시절 수학여행 중에 그의
관광 조감도를 보고 했던 말, ‘아름답고 이해하기

걸었다. 이 때 하츠사부로는 북으로는 백두산,
압록강, 원산, 청진, 웅기, 회령, 평양, 금강, 그리고
남으로 경성, 군산, 부산 등 “계림 13도에서 이르지

쉽다.’는 평에 매우 흡족해 했다.
하츠사부로는 대개의 경우 지도 제작을 위해
직접 현지를 답사하며 여러 장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가 남긴 글에 의하면 ‘충실한 자연 묘사’를 한 장의

못한 곳이 없었다.” 2고 표현할 정도로 각지를

구석구석 누볐다고 한다.

조감도로 ‘종합(綜合 )’ 할 때에 하츠사부로만의
고유한 ‘인위(人爲 )’가 작용해 결국 ‘하츠사부로식’
이라는 개성 있는 관광 조감도가 완성된다고 한다.
후세 연구자나 애호가들은 하츠사부로 조감도가
가진 개성을 ‘데포르메(deformer)’라 표현했다.
관광지를 한 장의 그림지도 안에 다 담기 위해 크게
만곡(彎曲, 활 모양으로 굽음)하거나 변형하는
화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는 항공사진과는
전혀 다르다. 비록 조감도라 해도 그것이 새의
눈으로 상공에서 내려다본 경치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어디에 어떤 명소가
있는지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데다 극채색(아주
정밀하고 짙은 여러 가지 고운 빛깔)으로 화려하게
칠해져 있어 지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1
1871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2개국을 방문한
사절단의 보고서 첫 페이지에
‘관광’이라는 휘호가 적혀
있다.
2
계림은 통일신라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 출생지로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일컫는
말로도 쓰이며, 13도는 행정
구역을 의미한다. 즉, 계림
13도란 ‘조선 8도’를 뜻한다.

그래서 하츠사부로의 조감도는 한 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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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조감도 ‹미나카이 포목점 안내[三中井吳服店御案內]›. 남산을 배경으로 솟은 큰 빌딩이 미나카이 포목점[三中井吳服店]이다.
지도 왼쪽 끝에는 다롄[大連] 등 당시 중국 지명이, 오른쪽 끝에는 교토[京都], 요코하마[橫浜] 등 일본 지명이 보인다.

역시 같은 해 1929년에 원산 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조선대도회(朝鮮大図絵 ) ›라는 제목의

1929년에 만들어진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
중에 ‹미나카이 포목점 안내[三中井吳服店]›라는

남대문이나 경성역보다 크고 조선총독부 건물보다

제국의 판도를 한눈에 조망하다

거대한 이 건물이 바로 미나카이 포목점(三中井吳

이 관광 조감도의 양끝을 보자. 왼쪽 끝에는 다롄

제목의 지도가 있다. 가로로 긴 이 관광 조감도를

服店 )이다. 당시에 미나카이[三中井 ]는 미츠코시
[三越 ]와 함께 경성을 대표하는 종합 백화점이었다.

[大連 ]과 펑톈[奉天, 지금의 선양]이, 오른쪽 끝에는
교토[京都 ], 요코하마[橫浜 ], 도쿄[東京 ]가 보인다.

관광 조감도는 펼치면 세로 27센티미터, 가로

지도 옆에는 미나카이 빌딩 단면도를 통해

정확히 말하자면 그 도시들의 거리 풍경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奉天 ’, ‘東京 ’라는 글자가 씌어

13센티미터 정도로 줄어든다. 이 관광 조감도는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도 중국 대륙이나 일본 열도가 보일 리 없다.

위해 조선반도 서쪽의 황해 상공을 나는 새의

그럼에도 하츠사부로는 자신의 관광 조감도에

중앙에 배치하고 , 남북으로 뻗은 반도를 크게 ⊂자

그 도시들이 있는 위치를 굳이 적어 넣었다. 이러한

기호 모양으로 구부려서 화면의 틀 안에 담았다.

하츠사부로식 화법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는
‘제국의 조망(imperial view)’이라 부르고 싶다.

이 관광 조망도 역시 양끝을 살펴보자. 왼쪽 끝을

하츠사부로가 그린 관광 조감도에는 20세기 전반의
정치와 지정학이, 말하자면 ‘끼워 넣어져’ 있다.

단둥], 칭따오[青島 ]가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그보다 멀리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 베이핑

제국의 판도를 한눈에 조망하고자 하는 시선이

[北平, 베이징의 별칭]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압록강에는 다리가 걸려 있고 , 다롄에서 펑톈으로

접으면 기모노 소매나 양복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는데, 지도에는 ‘미나카이 포목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경성(大京城 ) 안내 조감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 크게 구부러진 한강의 흐름을
따라 당시의 경성 거리가 그려져 있다. 그 중 눈에
띄게 높이 솟은 빌딩이 보인다.

백화점 각 층 매장을 보여주고 있고 , 뒷면에는
‘이조 500년의도성’이자 ‘모던 경성’의 명소를
사진과 글로 소개하고 있다. 1929년이 마침 ‘시정
(施政 ) 20년’을 기념하는 박람회 개최 기간이었던
관계로,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데다 글과
사진이 함께 게재된 이 관광 조감도는 경성 관광을
위한 팸플릿 구실을 겸했다.

거기에 있다.

129센티미터가 되는 커다란 지도인데 접으면 가로
제목 그대로 조선반도 전역을 한 장의 화면에 담기
시점을 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백두산을

보면 다롄[大連 ], 펑톈[奉天 ], 안둥[安東, 지금의

북상하는 남만주 철도 선로에는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기차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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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카이 포목점 안내(三中井吳服店御案內)› 표지 앞면.

‹미나카이 포목점 안내(三中井吳服店御案內)› 표지 뒷면. 빌딩 단면도를 넣어 백화점 각 층별 매장을 안내하고 있다.

‹미나카이 포목점 안내[三中井吳服店御案內]› 조감도 뒷면. 접으면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이 관광 조감도는 이처럼 뒷면에 글과 사진을 넣어
경성 명소까지 소개하고 있어서 관광 리플릿 역할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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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에 발행한 ‹조선대도회(朝鮮大図絵)-전라북도> 편. 펼쳤을 때는 가로 129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 크기이지만, 접으면 가로 13센티미터의 리플릿 형태가 된다.
백두산을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으로 뻗은 한반도를 크게 구부려 한 화면에 담았으며, 역시 왼쪽 끝에는 다롄[大連] 등 중국 지명이, 오른쪽 끝에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일본 열도가 보인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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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쪽 오른편을 보면 활 모양으로 휜, 열도 형태가

20세기 초, 일본인들의 마음 풍경

많은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도

아닌 일본이 있다. 후지산이 배경처럼 위쪽에

이렇듯 하츠사부로 관광 조감도에는 지상에서

경제 성장기에 이르러서야 다수의 일본인들이

그려져 있고 , 그쪽을 향해 가고시마[鹿児島 ]와

떨어진 초월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제국의 조망이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쿄[東京 ]가 거의 일직선상에 표시되어 있으며,
그 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뻗는 호를 따라 도야마

그려져 있다. 보일 리가 없는 장소를 일부러 그려

거기에는 기억의 망각이 있다. 20세기 전반 전쟁의

넣는 이와 같은 심상(心象 )은 하츠사부로 뿐 아니라

시기 역시 해외 관광이 번성했던 시절이라는

[富山 ], 니가타[新潟 ], 아오모리[青森 ], 조금
떨어져서 하코다테[函館 ], 오타루[小樽 ], 삿포로

20세기 초 동아시아로 건너간 일본인들 여럿이

것을 잊은 것이다. 그 시절, 1945년 이전에 바다를

공히 획득했을 법한 상(象 )이다. 그것은 대륙의

건너던 투어리즘(tourism)의 시대에, 예를

[札幌 ], 그리고 가라후토[樺太, 사할린]에 다다른다.
조선반도가 구부러져 있는 반면 일본 열도는

결여가 가져다 준 상상력이다. 일본 열도는 대륙이
아니었기에 대다수 일본인은 일본 열도에 살면서

들어 남만주철도를 따라 새로운 벚꽃 명소가
조성되기도 했었고 , 소학교에서는 ‘후지산은

교정한 것처럼 굴곡을 없앴고 베이핑과 후지산을

대륙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배에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창가를 불렀지만

좌우에 배치한, 웅대한 동아시아의 모습이다.
이 관광 조감도에는 당시 조선의 면적 . 지세 .

내려 부산 땅을 밟은 일본인, 혹은 양자강을 배로

당시 니타카야마[新高 ]라고 불렸던 대만의

거슬러 올라갔던 일본인, 또는 만주 벌판을 철도로

산이야말로 높이로는 일본 최고였다. 한국이나

가로지르던 일본인은 상상했다. 이것이 아시아

중국 대륙, 대만에 현존하는 관광 명소 중에 일본풍

대륙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 유럽까지 펼쳐지는

(japanesque)이 감지되는 게 있어도 그것이 일제의

지역이나 도시에 대한 개략도 있으며, 사진도 몇 장

대륙이라는 것을 말이다. 동시에 이들은 그와

유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

소개하고 있다. 조선 전역의 실측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용을 뽐내는 듯한 ‘조선총독부

대조되는 작은 일본을 실감하고 있었다. 기록으로

또 일본 최고의 명산인 후지산이 일본에서 가장

남아있는 그 여행자들의 감흥, 하츠사부로식 관광

높은 산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청사’ 사진이 있다. 마치 총독부가 조선 전체를

조감도의 구부려져 있으면서 광각으로 확장된

일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듯 20세기 전반에

내려다보고 있는 구도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광경은 20세기 제국을 살던 이들의 마음 풍경과

동아시아에서 펼쳐졌던 투어리즘은 지금을

겹치는 것처럼 보인다.

살아가는 동아시아인들의 기억에 작은 맹점을

구획 . 교통 . 통신 그리고 산업에 관한 상세 정보가
적혀 있고 , 부산 . 군산 . 청진 등 전도의 주요

관광 조감도 뒷면에 나온 주요 지역에 대한 소개 중
군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당시
군산 인구 24,000명중 8,000명이 일본인이고 , 대련,
청도, 인천 등지와 정기 항로로 연결되어 있어 ‘미곡
(米穀 )의 수이출(輸移出 )이 전선 제일(全鮮第一 ) ’
이며, 군산쌀의 평판 또한 썩 좋다고 되어 있다. 관광

하츠사부로가 제작한 여러 판본의 ‹조선대회도› 표지.
그는 ‹조선대회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조감도를 활용하되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제작물을 만들었다.
즉 모든 ‹조선대회도› 에 사용하는 조감도는 동일하나, 표지
그림과 뒷면 해설이 달랐다. 예를 들어 ‹조선대회도-강원도›
편은 지도 뒷면에 강원도의 주요 연혁이나 명소를, ‹조선대회도전라북도›편은 전라북도의 도시를 소개하는 식이다.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지금은 잊힌,
과거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계를 떠올리게
만드는 도구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에 딸린 일종의 거스러미라는

조감도를 보면 군산 앞바다에는 커다란 수송선들이

비유도 가능할지 모른다. 화려한 색채와 흥미로운

떠있고 , 자그맣게 여러 채의 가옥들이 그려져 있다.

구도를 지닌 관광 조감도는, 손톱 주위 살갗이

지금도 군산에는 일본식 가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일어나는 미미한 통증처럼, 역사 속에 묻힌 낯설고

하는데, 그 당시 거리 풍경을 이 조감도 속 군산
그림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어색한 느낌을 재생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한눈에

한편 하츠사부로는 그의 관광 조감도에서
때때로 조선반도의 금강산을 ‘동양 굴지의 명산’,

항공사진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허구임에

대상을 조망하려는 하츠사부로의 관광 조감도는

‘세계 제일의 명승지’라고 상찬했다. 또 일본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의 실제를 그린 도상(圖像 )이기도 했다. 따라서

관광지인 도진보[東尋坊, 福井県 ]나 야바케이

그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耶馬溪, 大分県 ]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경치 좋은
곳을 이야기할 때도 금강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지혜가 필요하다.

묘사하곤 했다.

니타카야마[新高] 옥산(玉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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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ravel 2

글 박천홍

자료 제공

장항선 철도

아단문고 학예연구실장

동국사

2

역사를
나르는
궤적,
장항선을
따라
옛날로 가다

한국 근현대사의 어느
구비가 평온한 적이
있었으랴마는, 장항선의
운명 또한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한때 일제가 미곡
수탈을 위해 혈관을 심듯
깔아놓은 철로로 물자와
돈과 소식이 돌았고 ,
그 종착역인 서천군
장항은 철로로 혈액을
주입받은 것처럼 몸을
일으켜 흥청거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먼 얘기가 되어버린 곳.
그 내막을 짐작해 보고자
장항선이 그려온 궤적을
되짚었다.

일제강점기의 군산역, 대명동에 있던 군산역은 2010년 철거되었다.

1947년 어느 여름날 해질 무렵, 대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갈머리(冠村部落 ) 마을. ‘고색창연한

그 뒤 어린 소년은 자신의 살과 뼈가 여물었던

이조인(李朝人 )’이었던 할아버지는 일곱 살 난
손자를 데리고 나와 앞장을 섰다. 장정 두 팔로

겨우 귀성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40여 년 전부터 장항선 철로를 핥아 온 철마’를 타고

꼭 네 아름이라던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레

내려왔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소나무는 베어진 지 오래였다.

어루만지면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다.
“이애야, 이 왕솔은 토정(土亭: 李之 )

마을을 떠나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다 13년 만에야

철둑과 연결된 방파제 위로 갯물이 넘실대던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팽이를 꽂아놓셨는디

바다도 사라지고 없었다. 개펄과 갈대밭은

이냥 자란 게란다. 그쩍에 그 할아버지 말씜은,

반듯하게 구획된 논으로 변해버렸다. 상전벽해의

요 지팽이 앞으루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낯선 고향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어느덧 실향민이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 게여…. 그 말씜을 새겨들어 진작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느낀다.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콤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1977)

할아버지나 소년이나, 고향 마을 갈머리나
장항선이나 모두 ‘요로콤 모진 시상(이렇게
모진 세상)’을 겪어오기는 매한가지였다. 우리
민족의 팔자가 기구했듯이, 작가의 고향 마을을
관통하며 지나간 장항선의 운명 또한 결코 순탄치
않았다. 우리 근현대사의 어느 구비가 평온한 적이
있었으랴마는, 장항선이 그려온 궤적을 되짚어가다
보면 그 8할의 내막은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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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삶과 밀착된 철도

충남선은 천안에서 장항에 이르는 총 144.2

철도 노선이 가른 도시의 명암

장항선은 호적마저 뒤바뀐 철도 가운데 하나다.
출생 때의 이름은 ‘충남선’이었으나 1955년

킬로미터 구간의 철도를 가리킨다. 1920년 12월에

식민지 시대에 철도는 근대도시의 설계자였다.

장항, 철도로 깨어나고 철도로 잠들다
충남선 개통과 함께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조화를

천안에서 온양온천 구간에 터 닦기를 시작했고 ,

철도 노선은 도시의 윤곽을 그었고 , 삶의 경계를

경험한 곳이 바로 서천군 장항이었다. 장항은

장항선으로 개명된다. 운영 주체도 애초에는
민간의 ‘사설 철도’였으나 1946년에는 ‘국유

1931년 8월에 143.5킬로미터의 전 구간이 뚫렸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갈대가 무성한 어촌에 지나지

1933년 10월에는 장항역에서 장항잔교(棧橋 )

나누었다. 도시는 교통 흐름에 따라 수축되거나
확장되어갔다. 전통도시들의 영화는 한순간에

철도’로 운명이 갈렸다. 2008년에는 금강하굿둑을
지나 호남선 지선인 ‘군산선’(1912년 3월 개통)을

사이에 700미터를 더 늘렸다. 개통 당시 충남의

지워졌고 , 설계자의 요술 같은 연필 끝에서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산미증식계획의
바람이 불면서 일본인 대지주들이 처녀지나

신흥도시가 솟아났다. 도시 내부에는 제국

다름없는 이곳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전북

입적함으로써 오늘날의 장항선이 탄생한다. 이로써

아산, 예산, 홍성 등 충남 내륙과 해안의 6개 지역
29개 정거장을 거쳐 갔다. 역과 역 사이의

통치자와 식민지민을 구분 짓는 문명의 경계선들이

익산의 대지주 가타기리 가즈미[片桐和三 ] 등은

경부선과 장항선, 호남선이 둥근 고리처럼 서로

평균 거리가 4.9킬로미터로, 경부선의 7.8

1923년 서천수리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개발에 팔을

꼬리를 물며 이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타는

킬로미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꼴이다. 그만큼

생겼다. 빈한한 한인촌과 번화한 일본인촌의
날카로운 명암이 뚜렷해졌다.

장항선은 본래 태생에서 많이 달라진 셈이다.

기차는 호흡이 짧았고 속도는 느렸으며 지역

충남선 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차가

사설 철도는 자산가들의 자본 증식 욕망과

주민들의 삶과 밀착됐다. 경남철도는 수지맞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배려가 맞아떨어지면서

장사를 한 것으로 정평을 얻었다. 1932년 말 기준

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기로 일본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남철도의 수입 총액은 996,899원으로, 사설

자본가들은 전도유망한 투자처로 조선 철도에

~용당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 가운데 객차

주목했다. 총독부는 국유철도의 무한 확장보다는
거대 자본가들을 끌어들여 뒷배를 보아줌으로써

수입은 422,384원, 화차 수입은 378,486원으로,

은밀하지만 효율적으로 식량 조달과 지하자원

객차 수입이 화차 수입보다 많은 특이한 경우에

수탈에 나섰다.

속했다. 충남선이 짐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다.

지나는 마을마다 근대도시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채만식이 군산을 묘사한 것처럼 “물화는 돈을
따라서, 돈은 물화를 따라서,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탁류», 박문서관,

철도 가운데 조선철도주식회사의 황해선(사리원

1939)듯이, 예산-홍성-광천으로 이어지는 굵은 마디
같은 도시에 돈과 물화와 사람이 모여들었다. 반면
서산, 태안, 덕산, 당진 등 철로가 비켜난 곳에는
기나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여수항~광주 철도와 함께

걷어붙였다. 서천수리조합은 1924년부터
1929년까지 간석지 약 170만 제곱미터(50만 평)를
메워 농토를 만들었다. “조선에서 미곡을 생산하고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항구를 조성하는 것”
(阿部薰, «伸び行く長項 », 民衆時論社, 1937)이
그 목적이었다.
아베 가오루[阿部薰 ]에 따르면, “장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혈액을 주입해서 장항을 소생하게
한 것은 경남철도였다.”고 한다. 1928년에
충남선 정거장을 장항리로 끌어온 것도

엇갈리는 천안은 단숨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서천수리조합이었다. 가타기리는 장항역 철도
부지로 무려 약 10만 제곱미터(3만 평)를 통 크게

직원을 파견했다. 장래 철도 부설이 필요한 예정

거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동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희준은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내놓았다. 장항이 경남철도의 종착역이 되자
항구는 부쩍 활기를 띠었다. 충남은 물론 경기,

노선과 연선 오지의 경제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한

큰 시가를 이루었다. 전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강원의 물자가 장항으로 모여들었다. 특히 미곡은

뒤 고급 개발 정보를 민간에 넘겨주었다. 또한 초기

C사철(私鐵 )은 원터 앞들을 가로 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그 좌우로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이기영, «고향 »,

연간 60만 석이나 반출되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이 간직하고 있는
무한한 천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조선 각지에

경부선과 충남선, 경기선(천안~장호원)이

자본금을 빌려주거나 철도 건설 자금의
6~8퍼센트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자본가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었다.(‹朝鮮鐵

한성도서, 1936)며 5년 만에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눈을 비비고 바라본다.

道四十年 略史 ›, 朝鮮總督府鐵道局, 1940)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이하 경남철도)가 맡았다.

1930년대에 장항은 항만 수축 공사와 시가지
조성 공사로 먼지가 폴폴 날리는 도시였다. 당시
신문은 장항항을 “이곳저곳 할 것 없이 공사장이다.

온양은 기차가 지나면서 온천 휴양지로 전국적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창고들! 거미줄같이 흩어져
있는 ‘추럭크 선로!’ ‘추럭크’를 달리는 삶에 고달픈

경남철도는 1920년 2월 천안에 설립되었고 설립

명성을 떨쳤다. 1927년 경남철도에서는 온양온천을

노동자의 대군!”이라고 묘사했다. 하지만 “평지에

당시 자본금은 1천만 원, 불입금은 3백만 원이었다.

매수해 신정관(神井館 )을 신장개업하고 ,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건만 땅값 없고 보증인 없어

1921년 당시 조선은행의 자본금 총액이 4천만 원,

서울에서 온양까지 직행열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충남선은 “조선 곡창의 칭(稱 )이 유(有 )한

벌써부터 산 위를 뒤덮은 성냥개비 집과 토막들!
그리고 신흥지라고 찾아드는 이삿짐!”(«동아일보»,

예산, 홍성 등 호서 일대의 집산지를 횡관(橫貫 )
하여 해산물의 집산지로 유명한 광천에 지(至 )
하였다.”(«동아일보» 1927년 8월 24일)고 했듯이,

1935년 5월 15일)이라고 말했듯이, 가난한

조선식산은행은 1천만 원이었다. 당시 경남철도의
자본 규모는 대형 국책은행과 맞먹을 정도였다.
1939년 말 기준 직원 수는 574명에 이르렀다.

조선인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곡물은 예산과 홍성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 토굴에서 새우젓이 익어가던
광천에도 수륙 양쪽으로 물자가 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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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군산 임피역사(등록문화제208호)
1936년 무렵 지어진 군산선 역사 가운데 하나로
전라북도 군산시 서원석곡로37에 있다.
1920년 12월 1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건물은 1936년 무렵 건립되었다고 한다.
2008년 폐역이 되었다가 최근 지붕과 벽체 등을
보수하고 실내 공간을 복원했다. 남아 있던
새마을호 객차 2량을 개조해서 내부를 객차
전시관으로 꾸몄다. 전시관에서 모형 객실,
추억의 통학열차, 군산선을 주제로 한 방송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위) 보령 청소역(등록문화재 제305호)
장항선에서 남아있는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로 꼽힌다.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소큰길
176에 있다. 1929년 역원 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958년 9월에 보통역으로 승격한 뒤
1961년에 지어졌다. 원래 이름은 ‘진죽역’이었다고
한다. 청소역은 한국전쟁 이후 근대 간이 역사의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 있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2006년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 현재도
간이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 장항선 원죽역
장항선 청소역과 대천역 사이의 소규모 간이 역사.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40-2에 있다.
1929년 죽립 간이정거장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1967년 을종 승차권 대매소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부터 일반 열차가 통과하는 소규모
간이역이다. 2004년 3월 31일부터 통일호
운행을 중단하면서 소규모 간이 역사는 대부분
폐지되거나 철거되었다. 원죽역도 매표소는
철거되었고 , 지금은 지붕과 나무 의자, 역명판,
역목(驛木) 정도만 남아 있다.

군산 임피역사 내에 있는 조선철도 포스터. 일제강점기 당시 포스터를 모방해 최근에 다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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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장항선 예산~삽교 구간의 승차권.
요금은 31전이었다.

장항선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의 주식 모집 광고
경남철도는 장항선의 전신인 충남선뿐만 아니라 ‘경기선’도 건설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이름이다. 경기선은 천안에서 안성을 지나 장호원에 이르는 41.4킬로미터 구간의
철도를 이른다. 1922년 6월에 천안-안성 간 공사를 시작했고 , 1927년 9월에 천안—장호원
구간을 개통했다. 1937년 7월 장호원에서 원주에 이르는 46킬로미터 구간의 면허를 얻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말았다. 1944년에는 전쟁 물자 공출 때문에 안성에서 장호원 구간의
선로는 뜯겨졌다. 1989년에는 안성선마저 모습을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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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군산대관›.

새로 만들어진 시가지에는 본정, 화천정, 삼기정

끊어진 길이 새 길을 연다

등 일본인 거리가 생겨났다. 이곳에 근대식

길이 이어짐으로써 길이 끊기는 일도 일어나고

건물들이 어깨를 비비고 들어섰다. 우편소가

길이 끊김으로써 길이 열리는 일도 세상에는

지어지고 경찰관 주재소가 생겨났다. 곡물검사소가

일어나는 법이다. 장항선 기차와 군산선 기차가

설치되고 정미소가 세워졌다. 미곡상조합,

서로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시절, 두 도시에 떨어져

금융조합, 해류운동업자 등이 출현하고 식산은행과
동일은행이 진출했다. 전등, 전화, 간이수도도

살던 연인들은 끊어진 길을 얼마나 저주했으랴.

등장했다. 장항의 인구는 뻥튀기하듯 날로 늘어만
갔다. 1931년 1,256명에서 1936년에는 7,856명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이야기를 시인은 멋지게

하지만 결핍과 갈망이 결국은 사랑을 더 들끓게

무려 여섯 배나 뛰었다. 장항은 오랫동안 기차가

되살려놓았다.
“오래 전, 나는 장항과 군산 사이를 오가는

사람과 물자와 바깥소식을 싣고 왔다가 부려놓고

여객선을 타면서 이 두 도시에 사는 연인들은 서로

한숨 돌리는 곳이었다.

이별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 15분인

기차가 밀치고 들어옴으로써 장항은 마법처럼

편도 뱃길을 바래다주며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 근대도시로 피어올랐다. 하지만

돌아오는 배를 함께 타고 , 막상 한쪽의 도착지에

철도가 길을 바꾸면서 풍선처럼 푹 꺼져가는 도시가

이르면 또다시 헤어지기 싫어 맞은편의 항구로
함께 가고…. 그러다가 불빛들이 충분히 아름다운

되었다. 2008년 장항선이 금강하굿둑을 지나 군산을
넘어 익산까지 뜀뛰기함으로써 장항의 영화는 빛을

마지막 배 시간에 이르러서야 연인을 내려놓고

잃었다. 종착역이 통과역으로 바뀌면서 장항역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도시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혼자 돌아오는 시간, 연인이 사는 도시 쪽의 불빛을
보면 또 얼마나 아쉽고 가슴 설레일 것인지….”
(곽재구, «포구기행», 열림원, 2002)

기차가 더 빠르게 더 멀리 질주함으로써 차창 밖으로
찬찬히 눈에 띄던 삶의 세목들은 이제 휙휙 지나치는
관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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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ravel 3

글 김해경

자료 제공

군산시 월명공원

건국대학교

동국사

녹지환경계획학과 조교수

3

근대의
시계추로
움직이는
공원의
시간

환경오염으로
무너지는 도시에는
재생을 돕는 허파가
필요했다. 서구에서 도시
공원을 조성한 이유다.
한반도에는 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식민지 지배
전략이 끼어들었다.
군산 월명공원도 그 중
하나다. 조선시대 군산의
주산으로 묘도 쓰지
않았던 신성한 공간
월명산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벚나무와 식민
지배 상징물로 뒤덮였다.
그 흔적 아래서 이어진
꽃놀이와 휴식의 역사는
이미 오래되었다.

1911년 1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각 도의 장관들에게 ‘사직단 제사 폐지에 관한 건’이란 문건을 보내 제례를 폐지시킨 후 유휴지로
방치된 사직단 모습. (출처: «조선고적도보»)

군산의 근대 공원 이야기를 시작하기 하려면 먼저
‘근대란 무엇인가’, ‘한국적 근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통제 대신 도시풍 오락을 권고하다

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대는

(李王職 ) 소유의 부지에 구형(龜形, 거북이형)
으로 담장을 두른 탑골공원과 독립협회 주도

필연적으로 일제강점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정의를 규정짓는 담론은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그런 채로 근대는 산업 . 문화 . 과학과 관련된
단어와 결합하여 쓰였고 , 식민지 시대 신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를 모던 보이와 모던 걸로 불렀던
것처럼 때로는 ‘modern’이란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공원’이란 용어와 이에
대한 관심은 1876년 개항 초기 유길준(兪吉濬,
1856-1914)과 윤치호(尹致昊, 1865-1945) 등 해외
유학생들이 남긴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공원은 ‘公園, public park, public garden’과 같은

경성에서 근대 공원의 시작은 1897년 이왕직

하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어 만든
독립공원이다. 둘 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조성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조성 주체도 대상지도 다른, 새로운
유형의 근대 공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며 녹음이
풍부한 조선의 전통 공간을 경성 시민의 위락
공간으로 활용한 공원이다. 사직단공원 .
장충단공원 . 훈련원공원이 그 예다.

다양한 형태로 쓰였다. 그들은 «독립신문»을 통해
도시 녹지와 독립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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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왕산 자락의 사직단(社稷壇 )은 조선 개국
시 토지신인 국사신(國社神 )과 곡물식인 국직신

그들의 종교 혹은 그들의 경관, 신사

(國稷神 )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조성한
공간이다. 사직단 제례는 조선의 중요 제사였다.

거류민이 주축이 된 신사(神社 )와 켤레인 공원이다.

남산 자락의 장충단(獎忠壇 )은 1900년에 고종의

정부는 그들이 모여 사는 장소에 신사를 조성했다.

명으로 대한제국 순국 군인을 위한 추모 장소로

신사 주변은 공원처럼 단장됐고 그 결과 군산
월명공원 . 인천 동공원 . 부산 용두산공원 . 대구

축조되었다. 두 곳 모두 일상적인 출입이 제한된
장소였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자,
1908년에 이르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제사를
줄이자는 내용을 담은 ‘칙령 50호 향사이정
(享祀釐整 )에 관한 건’이 발표된다. 그리고 이는
사직단과 장충단의 제례가 폐지된 배경이 되었다.
이후 사직단은 1910년 한일병합늑약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공원의 또다른 유형은 일본
개항 이후 일본 거류민은 급격히 증가했고 일본

달성공원이 탄생했다.
개항 이후 일본 거류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일본 고유의 자연숭배 사상인 신도(神道 )를
종교로 삼는 신사를 창건하고 경역 내외는
거류민의 소요와 행락이 가능한 장소로 꾸몄다.
신사와 이어지는 자국풍의 환경과 문화 공간을

계속 방치되다가 1920년대 들어 공원화되면서 위락

만들어 거류민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한 것이다.

공간으로 바뀐다. 벤치와 어린이 놀이터, 수영장

그런데 일본과 조선은 신사가 위치한 장소의

등이 들어섰고 새로 조성된 산책로에 벚꽃이

특성이 달랐다. 일본에서 신사는 대부분 숲으로

등장했다. 장충단도 마찬가지다. 추모 건물은 공원
관리 건물로 변했고 확장된 신작로에는 벚꽃이

둘러싸여 신성성을 확보했다면, 식민지 조선에

심겨 경성 시내의 봄철 관앵(觀櫻, 벚꽃놀이)

중요시했다. 조선의 신사가 도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축조된 의도, 이를테면 조선신궁

명소가 되었다. 1932년, 장충단의 상단에는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博文寺 ) 가 들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위엄으로 닫혀있고 예(禮 )를갖추어 정연했던

도입된 신사는 산의 능선에 입지하여 조망권을

(朝鮮神宮 )을 남산에서 경복궁을 발아래에 두는
지점에 축조한 것은 시각적 지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식민지 지배 능력을 눈으로 확인시켜

조선의 전통 공간은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주는 장치로 신사를 활용한 것이다. 일본의

누구나 제약받지 않고 드나드는 근대 공원으로

이런 의도는 다른 도시의 신사 위치에 대입해 보면

바뀌었다.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데이트 코스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휴식 공간으로, 경성 시민에게

더 명확해진다. 지방 도시에서도 신사는 구릉지에

열린 장소가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근대 공원의 확장 이면에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조선
고유의 민속을 통제하는 대신 도시풍 오락을
권고했다. 식민지 소시민의 모범적인 삶의 형태로
근면하게 일하고 과격하지 않은 여가를 즐기는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엽서. 조선총독부는 1932년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오른쪽 상단)를 짖고, 경성중학교 정문으로
사용하던 경희궁 흥화문(외쪽 상단)을 옮겨와 정문으로 사용했다. 엽서 가운데 보이는 건물은 맥주 등을 팔았던 상업 시설이며,
왼쪽 하단에 휴게 시설인 파고라가 보인다. ‘경성부 박문사 · 춘무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박문사는 이토의 이름 이등박문(伊藤博文)
에서 따왔고, 춘무는 이토의 호이다.

위치한다. 일제는 이때, 신사에 안치된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天照大神, 천조대신]는 시선의 주체가 되도록,
또 조선인들은 응시의 대상이 되도록 시선을
강요했다. 또한 일제는 신사를 만들면서 신사
본전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수직의 도리이[鳥居 ]
를 세우거나 신사 주변에 벚나무를 대량 식재하는

것을 권장했다. 가까운 경승지에서 즐기는 산책,

등 의도적으로 기존의 주변 환경과는 이질적인

교외로 나가는 소풍이 당시 삶의 중요한 표준이 된

경관을 형성했다. 이는 앞서 말한 시각적 지배

것이다. 도심지에 위치한 근대 공원은 야앵
(夜櫻, 밤벚꽃놀이), 음악회, 운동회, 데이트 장소로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용되었다. 과거에 관조하며 향유하던 경관이
찾아가서 즐기는 공간으로 변하면서 근대 공원은
도시 공간 문화를 향유하는 중심지로 기능했다.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엽서.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혔다. 일제는 1935년 3월 원구단의 석고전(붉은 기둥의 전각)을 옮겨와 박문사 종루로
활용하는 한편, 박문사와 연못 주변으로 벚나무를 심어 소나무로 둘러싸인 기존 모습 사이에서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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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 권역 박문사(현재 신라호텔
영빈관) 설계 도면의 일부.
한자로 ‘이등공 추복사원 신축
부지 설계 평면도’라고 쓰여있고,
그 아래 ‘축척 육백분지일’이라고
되어있다.
조선의 전통 공간은 지형에 맞춰
건물을 배치했지만, 박문사는
장충단 내 기존 지형을 평지로 깎고
건물을 직선으로 배치했다.
총문(總門)이라 적힌 것은
경희궁에서 옮긴 흥화문이고,
계단을 지나 본당(本堂)이라고
적힌 곳에 박문사가 위치했다.
그 뒤 왼쪽에는 경복궁에서 옮겨온
선원전을 두고 승려들의 거주
공간인 고리(庫裡)와 서원(書院)
으로 사용했다. 총문을 지나 계단
오른쪽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안에는 ‘장충단비(奬忠壇碑)’
라고 적혀있다. 도면 왼쪽 하단에
전차종점(電車終奌)이 보이고 그
앞으로 다리(橋)가 걸린 연못(池)
이 있다. 143쪽 아래 엽서는 이곳을
촬영한 것이다. 그리고 도면 오른쪽
하단에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
이라고 적혀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144

145

일제의 상징을 심어야 공원이 된다

근대를 되살려 사는 오늘의 군산

1920년대 후반 군산부청 신축과 더불어 도시가

군산공원은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명산동까지 확장되면서 군산의 중심지는

상춘객이 대거 몰리는 행락지가 되었다. 특정

영화동에서 월명동으로 이동했다. 1902년, 월명산

수목을 대량 식재해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경관이

남쪽 능선에 훗날 군산신사의 말사(末寺 ) 역할을

볼거리로 작용한 것이다. 일제는 앞서말한

했던 금도비라사(金刀比羅社 )가 축조되었고
1915년에는 월명산 오른쪽 능선, 군산서초등학교

군산수원지, 군산신사, 또 해망굴을 조성하면서
주변에 대규모로 벚나무를 식재했다. 1921년 경성

후면 구릉에 군산신사가 들어섰다. 지금은

왜성대공원에서 시작한 야앵은 당시 창경원을 거쳐

이어진 능선 전체를 월명산이라 부르지만 이 때만

진해시까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군산공원은

군산신사 권역은 대사산(大師山 )이었고 ,

1928년부터 관앵과 야앵 시기를 알리는 신문

1914년에 군산 조계(租界 )가 폐지된 이후 신사
일대는 ‘군산공원’이라고 불렸다.

기사에 등장한다.

월명산에는 군산신사 외에도 다양한 기념비와

군산신사. 진입부의 도리이[鳥居]나 계단 주변에 만개한 벚나무로 주변과는 다른 경관을 조성했다.

군산공원이 식민 도시 군산의 유일한 휴식처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공원에는 다양한 휴게

근대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

시설도 등장했다. 그늘을 제공하는 파고라와 벤치,

들어섰다. 1902년에는 상수원 역할을 하는
군산수원지(현재 월명호수)를 조성한 후 제방에

월명산 곳곳에 다다르는 산책로 등이 보완되었고

벚나무를 식재했다. 1926년에는 월명산 정상에
‘慈雨惠民 (자애로운 비로 백성을 구제)’을 새긴

않지만, 벚나무와 함께 동양 최대 나무로 홍보된
공원 내 파고라의 등나무 역시 많은 이들이 즐겨

화강석비를 세우고 군산신사의 일본인 신관이

찾는 볼거리였다. 군산공원은 바야흐로 근대 도시

주관하는 일본식 기우제를 지내도록 했다.

문화가 확장되는 공간으로 정착한 것이다. 해방

또 1935년에는 농장과 정미소를 운영하던

후 전국의 신사가 철거되었을 때 군산신사도 함께

모리기쿠 고로[森菊五郞 ]의 사유지(현재 월명동

철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교회터) 정원에 부여 정림사지 오층탑을 본 딴

기념비와 벚나무는 그대로 남겨졌다. 여전히

보국탑을 세우고 , 일제의 지속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석가 . 예수 . 공자를 모신 공자묘를

봄이면 공원은 상춘객들로 붐볐고 면적은 더욱

야앵 행사 때는 조명도 켜졌다. 지금은 남아 있지

확대되었다.

축조했다. 그 해는 ‘대일 미곡 수출 최고의 해’로
군산기상대 전면에 개항 35주년 기념비까지
들어섰다. 쌀 수탈 기념비인 셈이다. 월명산은
조선시대 군산의 주산(主山 )으로 묘도 쓰지
못하였고 서낭당이 있어 신성시하던 산이었지만
식민지를 거치며 일제의 다양한 상징 요소가
점유하는 공간으로 변한 것이다. 일제는 1933년에
군산신사 주변에서 현재 수시탑(守市搭 ) 지역까지
2만 여 제곱미터(6,088평)를 매입해 공원 영역을
더욱 확장했다.

군산신사. 1921년 순 신명조(純 神明造) 양식으로 지은 본전(本殿)과 배전(拜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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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굴(현재 신흥동). 좌측으로 월명공원이 있고, 우측으로는 신사가 있었다. 원래는 해망수도(海望隧道)로 불리다가
1970년대 들어 해망굴로 이름이 바뀌었다.

월명공원 내 테마공원인 바다조각공원.

1973년 ‘월명공원’ 조성 계획이 승인되면서,

그러나 시대의 기준은 곧 변했다. 청산의

군산공원은 군산시 7개동이 연결된 약 260만

대상이었던 일제강점기 유구(遺構 )는 이제

제곱미터(77만 8천 6백 평)의 대규모 도시

도시를 대표하는 관광 소재가 되었다. 대구가

근린공원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1995년, 광복절을

그러했고 , 인천이 그러했다. 군산시는 뒤늦게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건물의

근대 유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십여 년

철거가 논의되자 그 영향이 월명공원까지 미쳤다.

간 방치했던 일제강점기 철거 잔해는 2010년

그해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 월명공원 내 일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박물관 전면에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보국탑과 공자묘,

전시하기 위해서 수습되었다. 쌀 수탈 35년은

자우혜민비, 개항 35주년 기념비가 철거되었다.
철거 잔해는 현재 청소년회관 극기훈련장(당시

지워야할 기억이었지만 군산 개항은 부각해야 할

수원지 관리사무소) 뒷마당에 방치했다.

월명공원 내에 바다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기틀이

기억으로 되살아났고 , 이는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되었다.
현재 월명공원은 군산에 녹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시 근린공원으로 그 지위를 굳혔으며,
군산시는 최근까지도 흐려진 근대의 기억과 흔적을
복원 · 재생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의 역사에서
근대는 공원을 만들었고 , 공원은 시간의 층위를
간직한 역사의 공간이 되었다. 켜켜이 쌓인 그
기억의 지층을 가늠하며 월명공원을 거닐어 보는
것도 좋겠다.

군산공원. 등나무 파고라(그늘시렁), 등의자, 육각 정자 등 다양한 휴게시설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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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ravel 4
군산의 근대 극장

글 위경혜
«호남의 극장문화사» 저자

자료 제공

군산은 제물포와 부산 그리고 목포에 이어

일제강점기 군산의 조선인 빈곤 문제는 당대 조선인

동국사, 위경혜

1899년 개항하면서 근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한

계몽에 헌신하던 엘리트 청년마저도 굴복시킨

지역이다. 군산은 금만평야에서 수확한 막대한
곡식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기획된 도시였기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1930년대 중후반 군산 지역

때문이다.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 군산과 익산
그리고 완주에 걸친 만경강 하류의 만경평야를

4

조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써내려간 채만식의
소설 «탁류»에 나오는 ‘승재’라는 인물이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있다. 소설에는 ‘정주사’ 집에 세 들어

아우르는 금만평야는 일본 제국에게 황금의

살면서 의술 활동과 야학에 힘쓰던 승재가 부모에

땅이었다. 군산으로 일본인 이주가 진행됐고
우체국과 병원, 은행, 경찰서, 신문사 등 사회 기반

의해 유곽으로 팔려간 어린 소녀를 돌려받고자

시설이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다. 또한 요리점과

딱히 빈곤의 탈출구가 없는 조선인 여성이 결국

군산공원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며

흘러들 수밖에 없는 곳이 유곽이라는 주인의 말에

일본인 중심의 도시가 되어가던 1906년에서

좌절하는 승재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개명옥 여주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1914년 사이, 근대 극장 명치좌(明治座 )와
군산좌(群山座 )가 문을 열었다.

극장을 둘러싼 조선인들의 사정
식민지 개항 도시이자 절대적으로 일본인

영화(榮華 )를
누리던
영화(映畵 )의
거리

극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새롭게 등장한
공간이다. 방앗간집
어린 마누라는 근대 문물
가득한 화면 앞에서
분 냄새를 피우며 기분을
전환했고 , 창씨개명한
극장 문지기는 조선인
앞에서 어깨를 세우며
거드름을 피웠다.
또 누군가에게 극장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기를 누리는 장소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다양한 층위의 삶을
영사기처럼 재생시키던
공간, 군산의 근대 극장을
들여다본다.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토막집 사이의 극장

중심의 도시였던 군산. 그 곳에서 극장은

명치좌는 조계지 형성에 따라 격자형으로

조선인에게 다양한 의미로 읽히는 장소였다.

구획된 도심 명치통(1946년 중앙로 1가로 개명)에

극장은 무엇보다도 영화를 포함한 연예(演藝 )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시인 고은의 «만인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죽성동에서 문을 연 군산좌는 전북을
통틀어 최초의 옥내 공연장으로 평가된다.
1920년대 개복동에 희소관(喜笑舘 )이 개관하고 ,

(萬人譜 )»에 등장하는 ‘나운리 방앗간집 마누라’
에게 극장은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곳이었다. 방앗간 일로 바쁜 ‘바깥 영감’과

동시에 희소관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양대

무려 15년 나이 차가 나는 젊은 마누라는 ‘머리
가르마 짜르르’ 미끄러지게 기름을 발라 ‘어여쁜

극장의 시대를 열어갔다. 희소관은 1927년 당시

낭자’를 짓고 ‘분 냄새’ 피우면서 희소관에서 일본

가와카미[河上好蔵 ]가 경영하는 관객 정원
700명의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기록되며,

활동사진을 보았다. 젊은 마누라는 근대 문물

1930년대 군산좌가 군산극장으로 개명함과

새로 지은 군산극장 역시 일본인 관주(館主 ) 소유의
양관(洋館 ) 2층 건물이었다.
희소관과 군산극장은 불과 150미터 이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는데, 일대 지역은 일본인

가득한 영화를 보며 혼자만 눈이 호강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지 담배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바깥 영감에게 건네줄 궐련
두 갑까지 사들고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 다수 조선인에게 극장은 흔히

중심 거리의 외곽이자 조선인이 모여 사는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도시화와 함께

구릉지로 들어서는 접점이었다. 양 극장이 자리한
개복동은 인근 구복동, 창성동, 둔율동 등 ‘콩나물

조선인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그들의 벌이는

고개’로 불리는 조선인 토막민(土幕民 ) 거주지를

일본인 소유 사업체나 부두에서 노동자로

배후로 두고 있었다. 토막집은 제대로 가옥 형태를

일하였고 , 조선인 여성은 일본인 가정의 식모나

갖추지 못한 채 얼기설기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는

정미소 미선공 등 단순 노동자로 일했다. 그들이

빈민들의 주거 형태였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극장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군산은 여타 개항 도시인 인천이나 부산 등과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당대 조선인 상대의 영화
입장료가 무척이나 저렴하게 책정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성에서 대단한 흥행을 거둔 ‹아리랑 ›

비교하여 미곡 이출(移出 ) 수량이 최고에 달했다.
조선인은 전체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가정일지라도 아동들의
영양 부족과 위생 문제는 피해가기 힘들었다.

무척이나 제한적이었다. 대다수 조선인 남성은

(나운규, 1926)이 1928년 군산좌에서 상영되었을 때,
입장료는 일반인 기준 40전이었다. 같은 시기 전북
지역 극장 평균 관람료 55전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입장료는 조선인 관객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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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중심 사회에서 빈곤한 삶을 살아야했던

그런가하면 또 누군가에게 극장은 세상천지 부러울

조선인들은 각자 생존하는 법을 익혀야 했고 ,

것 없는 인기를 누리는 장소였다. 무성영화 시기

일본인 극장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했던 이들의
삶은 비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만인보»에

스타는 배우가 아니라 변사(辯士 )였다. 군산을
대표하는 변사는 마정봉이었다. 마정봉은 충청남도

등장하는 조선인 ‘노재동’이 그러하다. ‘히로다’로
창씨개명까지 하고 희소관 ‘기도(きど, 木戸,

내포(內浦 ) 일대부터 전라남도 송정리(현재
광주광역시로 편입)와 목포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문지기)’ 일을 보는 노재동은 어깨가 떡 벌어져
조선인에게 무척이나 위압적이었던 모양이다.

인물이다. 그의 말솜씨에 따라 극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가 통쾌한 박수 소리 가득한 공간으로

하지만 순사나 보조원이 나타나면 넓은 어깨가
‘접혀서 쩔쩔쩔’ 매야 만해서 동네 아이들로부터

바뀌었다. 호남 제일의 변사 마정봉이 여름날
반바지에 백구두를 신고 개복동 거리에 나타나면

‘히로다 재동이 히로다 재동이’로 놀림을 받았다.

처녀들은 물론이고 술집 기생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쏟아져 나와 ‘변사님, 변사님’ 외치며

‘일본 놈’에게 빌붙어 생계를 꾸러가야 하는 그에게
극장은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환호했다. 도회풍 복장의 마정봉은 단순히 변사가
아니라 당대 패션을 이끌어가는 모던 보이였던
것이다. 마정봉은 희소관 변사는 물론, 해방 이후
희소관이 남도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도
변사로 활동했다. 한국 무성영화는 1930년대 중반
‹춘향전›(이명우, 1935)과 함께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을 등에 업고
쏟아져 들어오는 할리우드 영화는 한국어 자막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낯선 미국 문화를 설명해줄
사람을 필요로 했으며 그 역할은 변사에게
주어졌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재현해 놓은 1920년대 군산좌. 당시 극장 실내는 널찍한 다다미방으로,
관객들은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1914~1925년 사이 군산좌 모습. 군산좌는 1925년 화재로 문을 닫고 1926 개복동에 군산극장을 신축했다. 당시 군산극장은
연극·영화를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다기능 공연장으로 원형 무대를 갖추었고, 공연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 무대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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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현실 한가운데에 서다
희소관과 군산좌 · 군산극장 모두 일본인

해방을 맞이하자, 일본인 주인이 떠나간 희소관과

소유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 출입이
절대적으로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 ‘돈 좀 있는’

불하되었다. 이후 두 극장은 한동안 냉전과 반공
이념에 기반을 둔 혼란과 폭력의 시기를 거쳐야

나운리 방앗간집 마누라와 ‘히로다 재동이’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주를 지닌 조선인은

했다. 적산 극장이 공익(共益 )이 아니라 지배층
입맛에 알맞은 이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극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다. 1925년 7월

해방 이후 군산극장의 첫 주인은 김봉희였다.

희소관에서 발생한 상해(傷害 ) 사건의 가해자와

그는 1947년군산영극(映劇 )주식회사 사장이면서
좌익 활동 견제를 위해 ‘협력대’를 창설한

피해자는 각각 일본인과 조선인이었는데, 가해자
일본인의 직업은 극장 해설자(변사)였고 피해자
조선인은 극장 악사(樂士 )였던 것을 보면 그렇다.
극장 프로그램 이용 대상 역시 전적으로

인물이었다. 군산극장의 다음 주인 육복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쉰 살이 넘어 극장 사장이 된
그는 1947년 9월 결성된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

음악가극대회가 열렸다. 가극대회를 개최한

단장이었다. 육복술은 이승만을 지지하며 우익
반공운동에 앞장선 청년단체장을 지낸 자로서,
시인 고은의 말대로 ‘별의별 짓 다 해보고 나서

두 학교는 모두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가 세운

깡패 두목까지 하고나서’ 극장 관주가 되었다.

구암교회가 운영하던 곳이었다. 일본 제국의 권력
아래 조선인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술을 먹더라도 기생을 열댓 명 둘러앉히고 먹던
그가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을 딱 세 마디로 “저게

있었던 것이다.

다 돈이라 돈.”이라고 내지른 것은 그에게 영화와

일본인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희소관에서는
영신여학원과 구암유치원이 주최한

조선인을 위한 연예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한 것은
희소관보다 군산좌·군산극장이었다. 1920년대

1954년 군산극장 모습. ‹지상 최대의 쇼 The Greatest Show on Earth›(1952)와 ‹외인부대 Le Grand Jeu›(1954) 선전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출처: 군산시, «사진으로 보는 군산 100년», 2004, 207쪽)

군산극장은 적산관리국에 넘겨졌다가 한국인에게

극장이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군산극장은 이후 세 명의 주인을 더 거치고

군산좌는 가부키 공연과 영화 상영에 더하여,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박주일의 운영 아래
놓였다. 박주일은 ‘뼈를 묻을 각오로’ 극장을 지극

조선인을 상대로 신파극(新派劇 )과 신극(新劇 )을

정성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는 동안 희소관의

상연했다. 군산좌가 자리한 죽성동이 조선인 생활
무대여서 그런지 군산좌에서는 지역 출신 동경

후신인 남도극장은 전면 증개축을 거쳐 국도극장이

재학생 모임의 소인극(素人劇 )이 무대에 오르기도

고수하던 군산극장은 1990년대 후반 씨네마우일

하고 , 청년 운동을 이끄는 군산청년회 주최로

(宇日)로 개명을 하고 복합관이 되었다.
현재 이들 극장은 모두 폐관된 상태이다.
군산을 대표하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허진호,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당시 군산좌는 관객이
표를 사서 입장하면 신발을 보관함에 맡기고
번호표를 받았다. 실내는 좌석이 없는 널찍한
다다미방으로 관객들은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되었고 , 1930년 이전 개관한 이래 자신의 이름을

1998)에서 시한부 노총각 정원이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독백을 남기며 사라진 것처럼,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겨울에는 요금을 내면
‘자부동(방석)’을 빌려 줬고 , 차와 찹쌀떡 등을 파는

한때 영화(榮華 )를 누리던 영화(映畵 )의 거리

여종업원이 있었다.

하지만 쇠락했으나 위엄을 잃지 않는 단관(單館 )

군산좌는 정치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개복동에 더 이상 영사기는 돌아가지 않는다.
극장은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 12월,

군산부민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공론장으로서

씨네마우일이 공연장과 연습실을 갖춘 문화 거점
공간 ‘시민예술촌’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사람들이

극장의 역할은 1930년대 개복동 군산극장 시대에도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조선인 학교 증설을 안건으로 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1930년 군산극장에서 열린
군산시민대회는 조선인 대상 교육 기관인 군산
제2보통학교 기부금 문제와 기성위원 책임 문제를
다뤘다.

1959년 군산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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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ravel 5

글 오세미나

사진 제공

앨범을 펼치다: 군산부 이즈모야

전북대학교

히로세 츠루코 [廣瀨鶴], 오세미나

무형문화연구소

5

군산에
나타난
새로운 맛과
공간,
빵 그리고
빵집

군산시 중앙로 1가.
1945년 문을 연 제과점
이성당이 위치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이성당 이전에도 제과점
자리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운영했던
그 제과점 이즈모야
[出雲屋 ]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이성당 사이에 운영의
연속성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국내 최고
(最古 )의 제과점 역사를
연장시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자리는 새로운
맛에 대한 군산의 경험이
시작되고 축적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즈모야
사업주의 딸이 그 시절을
회고했다.

1910년대 군산에 문을 연 이즈모야. 당시 제품 중에서는 찹쌀 과자인 아라레의 인기가 으뜸이었다. (191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일제강점기에 전래된 빵의 역사를 연구하기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다.

시작했을 무렵이다. 지역 제과점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던 중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고 , 전화기 너머로 츠루코

이라는 명성을 가진 군산 이성당(李盛堂 )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에게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군산에서

방문했다. 사업주는 흔쾌히 면담을 허락해 주었고
흥미로운 사실도 알려주었다. 현재 이성당이 있는

오신다구요?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히로세 츠루코’의 명함 한 장을 들고 무작정

곳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했던 이즈모야[出

사가[佐賀 ] 현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은 것이 4년
전이다. 이후 이즈모야와 관련한 작업을 위해 그를

雲屋 ]라는 제과점이 있던 자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30여 년 전쯤에는 이즈모야 사업주의 딸 히로세
츠루코[廣瀨鶴, 84] 씨가 이성당을 찾아왔었다고도
했다. 이성당 사업주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세 번 더 만났고 , 그는 그때마다 100년 가까이 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 시기 군산과 이즈모야를
이야기해 주었다.

연락을 취해보라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를
만나 일제강점기의 가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곧장 집으로 돌아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갑자기 연락을 해온 낯선 이의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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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이즈모야 제과점

아라레는 찹쌀을 잘게 썰거나 절구에 넣고 빻아

히로세 츠루코 씨는 이즈모야 창업주인 히로세

곱게 만든 후 이것을 약한 불에 살짝 데친 과자다.

야스타로[廣瀨安太郞 ]의 손녀딸이다. 창업주는
장남인 히로세 켄이치[廣瀨健一 ]에게 이즈모야를

맛과 색을 내기 위해서 쑥 같은 채소나 새우, 김 등의

물려주었고 , 츠루코 씨는 그의 막내딸이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츠루코 씨는 군산에서 태어나 자란 까닭에 군산

해산물을 넣기도 한다. 맛이 좋아 군산에 이주해온
한편 야스타로는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시키기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듯했다. 학교를

위해 장남 켄이치를 동경에 보내 제과 기술을

마치고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 집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했다. 켄이치는 이때 크림빵,

돌아다니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단팥빵, 케이크와 같은 서양 제빵 기술을 배워와
손재주가 좋았던 동생 스케지로와 함께 서양식

그러다 소학교를 다니던 중 해방이 되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군산을 떠난 지 벌써 70년이지만 그는
오늘도 군산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빵과 과자를 만들었다. 서양식 빵과 과자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즈모야에서 있었던 일들은

조선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했다. 츠루코 씨는 이즈모야를

군산은 일본과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로 이런

소개했다.
“저희 아버지가 말이죠. 시마네[島根 ]

재료들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지리적

현 이즈모[出雲 ] 시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는

만들려면 설탕, 향료, 버터, 치즈 , 크림 등 당시

이점이 있었다.
1930년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찹쌀

이즈모 시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마츠에

과자와 떡, 서양식 빵과 과자도 팔면서 이즈모야는

[松江 ] 시에서 태어났는데 결혼 후 이즈모 시로
이주했어요 . 그곳에서 아버지가 태어난 거죠.”

군산에서 가장 큰 제과점으로 이름이 났다.

이즈모야는 일본 시마네 현 ‘이즈모[出
雲 ]’ 시의 지명을 붙인 것이다. 창업주 히로세
야스타로는 시마네 현 이즈모시에서 1906년

츠루코 씨의 언니인 다나카 사다코(田中貞子, 90)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센베[煎餅, せんべい ]를 만들 때 반죽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납니다. 이즈모야의 인기

군산으로 이주해왔다. 야스타로는 슬하에 4남

상품은 크림빵, 앙빵(앙금빵), 식빵이었습니다.

1녀를 두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장남을 제외하고

찹쌀 과자인 에비 아라레(えびあられ )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차남부터는 모두 군대를 가야만 했다. 그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아들들 군대 보내기 싫어서
성을 엔조에서 히로세로 바꾸고 조선으로
떠났다고 알고 있어요 . ”
그는 제분 기술을 다루었던 경험을 살려
1910년대 초 찹쌀 과자인 아라레(あられ )
전문점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마츠에 시에서 도자기를
포장해서 운반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떠한
계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분 기술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 이것을 경험 삼아 군산에서 아라레를
하셨던 거죠. 아라레와 새우 아라레를 동그란 캔에
담아서 판매했었어요 . 쌀을 절구에 찧어서 제분을
하고 , 새우를 넣어서 아라레를 만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 ”

이즈모야에는 20여 명의 종업원이 있었고 모두 조선인들이었다. 제과부에 약 10명, 영업부에는 약 2명, 차부에는 4~5명,
그리고 식당부에는 약 3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다. (193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158

159

이즈모야 본점 앞에서 히로세 집안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제과점 홍보를 위해 큰 기념물을 세웠다.
사진 오른쪽으로 이즈모야 대표 상품인 아라레를 동그란 캔에 포장해 진열한 모습이 보인다. 가운데 의자에 앉은 사람은 창업주
히로세 야스타로이다. (193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1934년 군산시가도.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당시 이즈모야 제과점의 위치다. 현재의 중앙로 1가로 지금은 그 자리에 이성당이 위치해 있다.

새로운 자극을 던진 근대의 소비 공간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산 내에 일본인 거주자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제과점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즈모야는 군산 번화가인 ‘메이지마치
2쵸메[明治町 2丁目] 85번지의 2(현재 중앙로 1가)’
로 확장 이전했다. 이 자리가 현재 이성당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당시 이즈모야 주위에는 전매국 ·
부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있었고 각종 점포들이 성업
중이었다. 군산 번화가는 주로 일본인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일본의 어느 도시를 옮겨다 놓은 것과
같았다. 이색적인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어서 조선인들에게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백화점, 제과점, 사진관, 고급
요리집, 가구점, 식료품점, 공중목욕탕, 양품점 등과
같은 가게들이 즐비한 까닭에 현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츠루코는 지도를 보며
이즈모야와 주변에 있던 다양한 상점들을 설명해
주었다. 여든의 나이에도 70여 년 전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쇼윈도 안에 있는 다채로운 케이크들. 이즈모야는 쇼윈도에 빵과 과자를 넣어 진열하며 근대적인 판매 모습을 갖추었다. (193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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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청이 어디였더라 …. 이곳이 미나카이 백화점이

“군산에 다치아라이[太刀洗 ] 비행장(비행학교)

벼락부자가 되어 빵을 사던 조선인들

1930년대에 군산 지역 일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있었던 곳이고 , 이즈모야가 여기였죠. 여기가

이 생겼고 , 그 안에 일본군 부대가 만들어졌던 것

일본인들에게 인기를 얻은 이즈모야 빵은 군산에

제과점 수는 점차 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본

경찰서였고. 이곳엔 극장이 있었고. 여기도 아마
과자점이었어요 . ”

같아요 . 그래서 군인들이 많아졌고 , 이즈모야는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도 소개됐다. 이때 군산

전통 과자를 팔던 제과점들이 차츰 양과자를

종전 즈음해서 육해군 지정 식당이 되었어요 .

사람들은 빵을 통해 버터, 치즈, 크림 등의 유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과점에서는 밀가루 · 버터 ·

주말에 외출 나온 군인들이 가족들과 와서

처음 접했다. 그러나 당시 빵과 과자는 일부

설탕 · 소금 · 이스트를 넣어 반죽하고 , 동그란

먹고 그런 거죠. 우리 가족은 (군인들과) 친하게

계층만이 사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에 속했다.

모양을 만들어 안에 팥 앙금을 넣어 구워냈다. 또는

지냈어요 . 이들은 출진할 때 이즈모야 위를 한 번 두
번 정도 선회를 해서 출발하기도 했어요 . ”

군산에는 대규모 농사를 짓거나 자본을 축적해서

빵을 구워낸 후 빵 사이에 크림이나 잼을 넣었다.

부자가 된 조선인들도 소수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다양한 모양과 종류의 빵은 조선인들에게 신기한

조선인들은 한 끼 식량을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에

모습으로 다가왔고 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시달리던 하층민이었다. 직접 빵을 사서 먹거나

자극하는데 충분했다.

종업원들이 숙식을 했던 곳이었고 , 1층 제과점 옆에

판매했다. 이즈모야 커피숍에는 서너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사이에는 가림막이

자리한 공장에서는 빵과 과자를 구워냈다.

있었고 손님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

구경꾼과 행인 또는 관람객으로 이즈모야라는

해방 후 시작된 한국인들의 제과업

이즈모야 제과점 입구 앞에는 쇼윈도가 있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이

제과점 공간을 구경했고 ,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군산에서 가장 큰 제과점으로 거듭났지만

쇼윈도에 빵과 과자를 진열하여 근대적인 판매

생기면서 사람들은 집 바깥에서도 자신만의 공간이

혹은 상상으로 그 맛을 간접 경험할 뿐이었다.

이즈모야의 군산 역사는 해방과 동시에 끝이 났다.

모습을 갖추었다. 쇼윈도에 진열된 제과 제품들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떡과 전통 과자류가 상징하는 한국의 전통

한 달이 걸려 본국으로 돌아간 히로세 가족은 사가

맛과 구별되는 신세계처럼 느껴졌다. 이국적인

현에서 이즈모야를 다시 열고 가업을 이었다.

이즈모야 총 면적은 약 423제곱미터(128평)
이었다. 이곳에 기와지붕을 얹은 2층짜리 목조
건물, 아연지붕으로 된 1층짜리 주택, 그리고
아연지붕으로 된 1층짜리 공장 한 동이 있었다. 2층
목조 건물의 1층은 제과점, 2층은 히로세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1층짜리 주택은 조선인

사람들의 소비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전통

커피숍에서는 커피와 함께 빵, 케이크를

제과점을 드나드는 것은 당연히 어려웠다. 그들은

처음 커피숍을 시작하게 된 것은 츠루코 씨의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주인과 손님이

어머니 제안이었다. 이즈모야에서는 아라레를

맛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졌고 , 제과점의 빵을

대면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쇼윈도가 있는

시작으로 화과자를, 1920년대부터는 양과자까지

선망의 대상으로 두는 이들도 적잖았다. 당시 ‘미두’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군산 이즈모야

가게는 시장과 달리 주인이 손님을 직접 대면하지

선보였다. 화과자와 양과자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커피숍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로 벼락부자가 된 조선인들이 특히 그러했다.
군산 지역에 성행했던 ‘미두’는 오늘날의

종업원은 거의 조선인이었다. 그들이 제과점에서

감행한 것이다.
“처음에 와가시[和菓子, 화과자]를 팔고 ,

증권과 비슷한 것으로 쌀로 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인들이 빵을 만들 때 허드렛일을 하며 그들을

조선인들은 미두를 하여 재산을 잃기도 했지만,

돕기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빵과 빵

되었다.
또한 이즈모야의 간판과 입구에 있는 노렌

그다음에 케이크 같은 양과자를 팔았어요 . 나중에

반대로 몇몇은 큰 부를 얻기도 했다. 1918년에

문화를 경험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군산 지역의

차와 커피까지 팔게 되었는데, 차를 팔면서 차만

한국인 제과 기술자들은 어깨너머로 배운 한정된

[暖簾, 일본에서 상호나 가문을 새겨 넣어 가게나
건물 출입구에 걸어 놓는 천]은 사람들의 시선을

드리기 뭐해서 케이크를 부수적으로 같이 내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팔았어요 . ”

태어난 하반영 옹은 그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여기 미두가 있었어. 제일 처음에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증권. 여기 군산이 최초의

한눈에 사로잡았다. 이는 이즈모야를 알리기 위한

이후 이즈모야 주변에는 차와 오므라이스, 카레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파는 ‘키샤텐(きっさてん)’

미두라는 것이 생겨서 이 주변이 전부, 영화동이

시작했다. 이들은 주변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기구를 변용해 조리 기구와 오븐을 만들었고 ,

전부 증권 회사들이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감각과 경험에 의지해 수없이 빵을 만들었다.

이라는 곳이 등장했다고 한다.

경찰서까지가 은행가야. 은행이 쭉 하니 있었지.

어림짐작으로 재고 맞추는 시도들을 무수히

일본에서 은행들이 와서 자리 잡은게. 그날그날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 근대적 레시피를 만들려고

승패가 정해져. 조선 사람들도 미두를 해서 돈 번
사람이 많아. 주식이지. 그냥 ‘쌀 미(米 )자’, 쌀금을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가지고 쌀이 올랐다 내렸다. 그날그날 시세가,

군산에서 제과업에 오래 종사해온 정석이 씨가

옆에 공간을 마련하여 레스토랑과 커피숍을

농사가 잘 돼서 시세가 떨어지면 망하는 사람이

함께 운영했다.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서양 외식

많아. 주를 몽땅 샀다가. 그러고 쌀을 사서 농사가
잘 안됐다 그말이야, 그럼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고.

말했다.
“인제 그 화덕 같은 것들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선택과 유보를 고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했다. 손님은 자유롭게 상품을
보고 , 느끼고 , 결정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장치였다. 즉 간판과 노렌의 이미지와 문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곧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쇼윈도와 간판 그리고 노렌으로 꾸며진
외관이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근대의 공간’
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편 1930년대부터 이즈모야에서는 제과점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레스토랑에서는 양식을

한편 이즈모야는 해방 이후 군산에서 제과업이

직접 빵을 만들지는 않았다. 조선인 종업원들은

기술과 간접 경험들을 가지고 무작정 빵을 만들기

거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빵을 재탄생시켰다.

그것을 다이까랜가[耐火煉瓦, たいかれんが ]라

판매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돈가스, 오므라이스, 점심 메뉴를

좌우간 군산은 부자가 하루사이에 망하고 , 일본

해가지고 목포에서 구워서 나오는데 화력을 아무리

사람들도 그렇고 조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받아도 벽돌은 뜨겁지 않고 , 말하자면 속에 것만

팔았어요 .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가 세트로

상가는 번영을 했어. 돈이 나강게. 망했다가 성했고.
그래서 카페가 제일 많은 데가 군산이야.”

화력이 잘 돌도록 하는 그런 벽돌이 있었어요 . 그런
벽돌을 사다가 맨들고….”

되어있는 런치 정식을 팔았는데, 가운데에 놓이는
메인 메뉴는 매일 바뀌었어요 . ”
레스토랑에는 일본인 군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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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910년 문을 연 이즈모야는 군산의 제과

1910년 군산으로 이주한 후 군산 지역의 제과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본 토양을 제공해줬다. 앞서

문화를 이끈 히로세 가족 이야기는 외국으로부터

밝혔듯 간판과 노렌으로 화려하게 꾸민 이즈모야

들어온 음식이 어떻게 한국에 정착했고 발전해

외관은 지나가는 조선인들의 발길을 잡기에

갔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다. 서양 문화로

충분했고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이라는 외식 문화는

인식되는 빵이 한국으로 들어온 경로, 즉 원산지인

조선인들에게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서양으로부터 직수입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기

서양식 식탁과 의자가 마련된 공간에서 가족 또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점 또한 다시 상기할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는 조선인들이 가정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만하다.
이야기가 계속 되는 동안 츠루코 씨의

사랑방에서 사람들과 만나 정보를 교류하는

얼굴에는 행복, 기쁨, 자부심, 그리움 등 여러 가지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더구나 이즈모야에서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마주한 다양한 종류의 빵과 서양식 요리는 전통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음식과는 차별되는 것이어서 그 공간을 더욱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인다.

특별하게 만들었다. 조선인 모두가 그러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를 가진 소수의
조선인만이 손님으로서 이즈모야를 방문할 수
있었고 대다수 조선인들은 오며 가며 먼발치에서

일본에 본사가 있던 메이지제과[明治の菓子]는 군산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메이지제과는 빵에 들어가는
버터,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비롯해 캐러멜, 초콜릿, 사탕 같은 완제품을 군산의 여러 제과업자들에게 공급했다.
이때 주문 창구를 이즈모야로 단일화했기 때문에 이즈모야는 다른 제과업자들을 대신해서 메이지제과에 주문을
넣어주고 마진을 얻었다. 중간도매상 역할을 한 셈이다. 사진은 당시 메이지제과 일을 했던 사람들과 찍은 것.
중앙에 히로세 켄이치와 그의 아내 야에코의 모습이 보인다. (193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제과와 외식 문화를 눈으로 보거나 소문으로 들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접 경험이었을지라도 이는
전통과 어우러져 한국만의 제과와 외식 문화를
재탄생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전쟁 중 빵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던 공장의 모습. 1930년대 후반에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물자가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과자에 들어가는 재료도 배급제로 바꾸었다. 그러다 전쟁 말기에는 아예 개별 제과점에서는 빵을 못 만들게
하고 , 공장 하나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빵을 만들어 군산 각 제과점에 배급했다. 그러나 켄이치 씨가 그 공장의 임원을 맡았던
덕에 이즈모야는 그때도 빵을 배급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1930년대, 히로세 츠루코 소장)
가족 앨범을 펼쳐놓고 어릴 적 군산 이야기를 구술 중인 츠루코 씨.(2014년, 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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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ravel 6
같은 공간 다른 기억

글 후지이 카즈코 [藤井和子]

자료 제공

군산항은 1899년에 개항했다. 군산은 호남평야를

일본의 흔적에 어떤 목소리를 입힐 것인가

관서학원대학 대학원

후지이 카즈코, 동국사

비롯한 비옥한 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일본인들은

나는 2008년부터 2년간 군산대학교 인문대학에서

한국인의 노동력을 이용해 1900년경부터 그곳에서

객원 교수로 근무했다. 학생들은 성실했지만 군산

대규모 농장을 운영했다. 농장에서 수확한 쌀은

같은 지방 도시에서 일본어 전공자가 취업하기란

철도로 군산항까지 운반되어 쌓였고 항구는

하늘에 별 따기라, 애써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오사카로 물자를 운반하는 배들로 북적였다.

사고 또한 만연해 있었다. 군산이 어떤 곳인지 잘

군산항은 당시 조선 5대항 중 하나로 손꼽혔다.

몰랐던 나는 우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다.

민속학 박사 과정

1934년 기준, 9,400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6

군산에 살았다. 그곳에는 세관, 도서관, 공립 병원,

군산 고유의 것들을 찾아서 일본어 수업 시간에

각종 교육 기관, 사찰과 신사, 교회, 신흥 종교 시설,

소개하는 과제였다. 학생들은 이성당, 동국사 등

은행, 백화점, 상점, 영화관, 유곽, 경마장, 심지어
공항마저 있었다. 군산에는 일본 본토보다 앞선

군산 근대산업유적 벨트화 사업의 핵심을 추려

근대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고 거리에는 자유로운

계기가 되었다.

기풍이 감돌았다.

‘군산코
群山子’들이
기억하는
군산

글을 쓴 후지이 카즈코는
관서학원대학(関西
学院大学) 및 대학원에서
민속학, 일본어 교육,
일본 문학을 전공했다.
2010년 군산대학교에서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군산 연구를 시작했고 ,
이후 매년 월명회 회원들을
만나 군산에 관한 그들의
기억을 채록하고 있다.

군산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 아이들은 ‘군산코
(群山子 )’라고 불렸다. 어른들은 이들이 본토

일제강점기, 군산에는
조선인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다.
또 그중에는 군산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해방 후
황급히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 동시대
같은 공간을 살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군산은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늘 군산을 그리워하고
죽기 전에 꼭 한 번 ‘고향
땅 군산’을 밟고 싶다고
말하는 그 개인들의
기억을, 지금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나쁜 짓을 하는

발표했고 , 그것은 내가 군산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물론 근대산업유산 벨트화 사업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타일을 도로에 깔아 화려한 색깔로
만든다든지, 새 목재에 갈색 페인트칠을 해서
일본식 목조건축 건물을 신축하는 등 원형과는
다른 ‘과도한 정비’에 대한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일제강점기에 군산의 중심가[榮町 ]에는 근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즈란(すずらん) 등’이

내놓기도 했다. 여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도

설치되어 있었다.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인들은 본토로

유행했던 은방울꽃 모양 가로등이다. 하지만 이를

돌아갈 수 밖에 없었고, 해방 후 군산은 한국의

재현하고자 항구 주변에 새로 설치한 가로등을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할 것 없는 지방 도시로

보면, 이즈음의 근대산업유산 벨트화 사업 목표는
남아 있는 것을 보수 ·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아이가 있으면 제 자식이 아니더라도 혼을 냈고 ,

잊혀졌다.
그러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 ‘지역문화 재생 공모사업’에서 군산의
‘근대산업유산 벨트화 산업’이 전국 1위로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옛 풍경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경우, 근대유산을 보존하고 또

선정되었다. 2012년까지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다수 남아 있는 항구 지역 일대를 보수·정비하고

때때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원형 유지를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물산관, 일본풍

칠한다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지금도

다다미가 깔린 숙박 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을

기술자들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배우고 계승하고

세우는 일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다. 개발은

있기 때문에 원형을 연구하고 복원하기가 수월하다.

더디고 인구 감소 추세까지 이어지던 군산에
변화가 일었다. ‘근대로 가는 시간 여행’과 같은

물론 한국에 남아 있는 일제 시대 건축물의 경우,

테마로 매스컴에 여러 번 등장하면서 군산은 연일

사라졌을 터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 세세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의미를

가장 중요시한다. 보수 작업에서도 새 페인트를

일본인들이 귀국한 후 일본식 가옥 건축 기술도

쉽게 알아낼 수도 없을 것이다. 혹은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자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완벽하게 재구성하지 못한 채 상상 속 거리를
재현한 모습’은, 특히 군산을 찾는 일본인들에게는
(일제강점기 군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든) 테마파크
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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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고향이라 말하는 일본인들

월명회 회원 중에는 유독 조선인 유모나 가사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나고 자랐던
일본인들은 이런 군산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도우미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았다. 후쿠오카 현에

있을까. 그들은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연합군
지시에 따라 토지, 가옥, 재산 등 일체를 두고

사는 80세 여성은 당시 자신을 예뻐해 주던 젊은
여성을 ‘어머니상[オモニさん]’이라고 부르며 잘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이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따랐다고 했다. 조선인 유모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 밑에는 아버지가 재미삼아 써놓은 ‘어머니상’

허락된 것은 얼마 안 되는 현금과 배낭 한 개

이라는 글씨도 있다고 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분량의 짐뿐이었다. 자의와 상관없이 군산을 떠난

90세 남성은 어릴 적 자신의 집 식탁엔 늘 한국
김치가 올랐다면서 이를 ‘조센즈케[朝鮮漬け] ’

그들은 월명회(月明會 )라는 향우회를 만들었다.
교토에서 제1회 전국총회를 열었고 그 후 2년에 한

라고 표현했고, 짜장면은 ‘짜짜멘(チャッチャメン )’
이라고 부르며, 즐겨 먹었던 ‘추억 속 군산의 맛’

번씩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규슈 등을 돌아가면서

이라고 했다. 80세 남성은 연날리기를 떠올렸다.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월명회 회원들은

그 즈음 일본인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연날리기가
유행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조선인 아저씨가 연

정기적으로 군산을 방문해서 자신의 모교에 야구

만들기 달인’이라고 해서 세뱃돈을 들고 어른들

용품, 과학 실험도구 등을 기증했고 후배들을 보며
자신들의 학창 시절을 추억했다. 회원들이 점차

몰래 조선인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고 한다. 말은

고령화되면서 1997년 이후로는 전국대회 대신
그래도 매년 5월 규슈 월명회가 개최될 때는 도쿄,

돌아왔는데, 며칠 후 연줄에 고운 유리 조각을 먹여
상대방 연줄을 순식간에 끊어 버릴 수 있는 정말로
솜씨 좋은 연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한국어를 할

요코하마, 오사카, 히로시마 등지에서 전국대회를
대신해 참가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뒤늦게 한국어를 배운
이들도 있었고, ‘내가 살던 집이 없어졌더라도 혹은

나는 군산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다시
그 하늘 아래 가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도

월명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월명회는 1967년

일부 지방 조직들만 작은 모임을 열고 있지만,

방문한 월명회 간사를 만나 이 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0년 5월 군산에서 후쿠오카로 날아가
그들을 만났다.

안 통했지만 그 아저씨에게 돈을 드리고

조선인들에게는 ‘송방 거리’로 불리던 군산부 사카에마치[栄町, 영정]. 1920년대부터 일본에서 유행했던 은방울꽃 모양 가로등인 ‘스즈란(すずらん) 등’이 보인다.
(자료 제공: 동국사)

있었다. 군산에 대한 이들의 깊은 애정,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오사카에서 열린 제2회 월명회 전국대회 기념 사진. (자료 제공: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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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그린 고향 지도
월명회를 통해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이하 히로쓰 가옥)의 주인이었던 히로쓰
키치자부로(広津吉三郎 ) 씨의 손자 히로쓰

지속적으로 군산을 방문하고 있다. 한 할머니는

쇼헤이(広津昌平 )를 만나기도 했다. 그는 군산
히로쓰 가옥에서 태어나 소학교 4학년 때 일본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양파는 자신의 부친이
개척 시대에 시도했던 작물이라며 감격했다. “죽기

돌아왔고 지금은 히로시마에 살고 있다. 히로쓰

전에 어떻게든 군산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며

집안 사람들은 지금의 히로쓰 가옥은 예전과는

2013년 야마구치 현에서 군산을 방문한 80세

많이 달라져서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새삼

할머니는 연세가 많아 걷는 게 힘든 분이셨는데,

실감한다고 했다. 벽 색깔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군산에 도착하자 갑자기 힘이 났는지 씩씩하게
걸어다니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해망굴 터널

지금은 빨간 색으로 칠해져 있다던가, 방 안에

당시 자신이 키우던 양파를 지금도 군산에서

미닫이문의 그림, 정원의 배치 등 세세하게 따지자면

공사를 맡았던 분이고 , 아버지는 군산병원에서
약제사로 일하다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했었다.”는

전혀 다른 집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좀 서운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내장재며 다다미 바닥의 짜임새, 종이를 대서 만든

마음도 들고 , 한편으론 그래도 건물이 철거되지

히로쓰 집안의 장남 기쿠이치[菊一] 씨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당시 중학생이었던 큰딸과 함께 기억을 더듬으며 손으로 그린 일제강점기 군산 지도. (자료 제공: 필자)

한편, 월명회와 마찬가지로 후지 농촌(현재
군산 미성동)의 소학교 동창회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처럼 군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해서,

일본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을 결코

조금 복잡한 심경이라고 했다. 당시는 인력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타던 시절이라 차고 같은 건 필요 없었다고도 했고,
또 히로쓰 키치자부로는 장남이 결혼하면 바로

고향은 군산이라고 단언한다. 이들은 군산이
‘2014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한 일을 다들

옆에 별채를 증축해서 같이 살려고 마당을 일부러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그들이 여전히 군산을

넓게 잡아 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안채가 완성이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월명회 회원들은

되고 나서 몇 년 후에 패전을 맡으면서 이들은 모두

무엇보다 군산에는 풍부한 자연이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히로쓰 집안 사람들이

그 속에서 토끼를 몰고 붕어를 낚았던 즐거운

실제 히로쓰 가옥에 살았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추억이 잊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로 일본의

생활은 크게 변했다.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해야

대표적인 창가(唱歌 )인 ‹고향›의 가사 그대로다.
‘토끼 쫓던 그 산, 붕어 낚던 그 강, 지금도 그곳이

하는 힘든 새 출발의 나날이었다. 하지만 군산에서

꿈에 보이네. 잊히지 않을 고향이여.’

살던 시절을 한시도 잊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히로쓰 집안의 장남 기쿠이치[菊一 ] 씨는 군산의

한편,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후 군산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이나 손주들, 혹은 직장

추억을 적은 서간과 큰딸과 함께 기억을 더듬으며

동료들에게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러

그린 일제강점기 군산 지도를 보여주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게 변한 자신의

부녀가 머릿속 기억을 되살려 군산 거리를 걷는

처지를 비슷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상상을 하며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말해봐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체념

완성한 것이다. 군산으로 다시 돌아 갈 수는

때문이었다. 군산코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군산에서 보낸 유년기였다. 그 시절의 나를

일본으로 돌아온 후 히로쓰 집안 사람들의

없겠지만 결코 잊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린 지도를 월명회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다들 손으로 그린

찾고 싶은 마음, 아마도 그것이 월명회 회원들의

지도를 받아들고 눈도 깜빡이지 않을 정도로

모르겠다.

마음에 군산이 깊이 새겨져 있는 진짜 이유일지도

열심히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통학로를 되새겨 보는
사람도 있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거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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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 Talk 2

글과 사진 모리야쓰 노부끼[森保伸樹]

건물과 내가 나누는 이야기

군산시 월명동

엔지니어

언제부터인가? 건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프지 않으냐고 묻곤 했다. 내가 그렇게 건물과

を歩く»(鄭銀淑:著, 祥伝社新書 ). «한국의 ‘쇼와’
를 걷다 (정은숙 지음, 쇼덴샤신서) » 라는 책이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군산의 한 집과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찾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군산시
월명동 3번지에서 허물어지는 몸을 간신히 버티며

책이다. 군산을 비롯해 영산포, 강경, 목포, 부산,
대구에 남아 있는 일제 유물과 일본인 거리가

살고 있었다. 기와는 비뚤어지고 벽은 벗겨지고

구성되었던 동네를 소개한다. 나는 이 책에서 뽑은

손만 대면 당장 산산조각 무너지는 상태였다.
‘내가 일제시대 집인 걸 알고 멈춰

간단한 메모 한 장만 가지고 군산 답사를 떠났다.

쳐다보고 있는 건가?’
‘한눈에 일제 건물인 걸 알아차렸네.

않고 거닌다. 고장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상의

난 일본에서 왔으니까 그렇다.’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산

즐거운 이야기도 나눴고 슬픈 이야기도 들으며

무너져가는
건물이
말을
걸어왔다
어느 중년 일본인의 월명동 나들이

모리야쓰 씨는 ‘한국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일본인의 의무’
라고 생각하는 금융계
IT 기술자다. 건물과
대화하기, 절에서
명상하기, 문화재 탐방,
그리고 한국어 배우기가
취미이며, 한국 곳곳을
100번 넘게 답사했다.
그러는 동안 같은 장소를
두 번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직 군산만
예외였다고 한다. 그가
군산 월명동 일대를
거닐며 느낀 소회, 유독
군산에 마음이 쓰였던
까닭을 들어 보자.

한국어 원문

모리야쓰 노부끼

韓國語原文

森保伸樹

내가 왜 군산을 찾아갔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한
권의 책에서 발췌한 메모가 나왔다. «韓国の「昭和」

나는 지방 도시를 거닐 때 지도도 들지
모습만 엿볼 수 있다면 답사의 목적은 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내려섰을 때, 메모한 일제의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걷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마도 군산의 중심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측만 하면서….

2011년 촬영한 월명동 3번지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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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처로운 모습의 일본 가옥, ‘월명동 3’
2011년 11월과 2012년 5월, 나는 잇따라 군산을

동국사에서 떠오른 어머니의 고향
나는 ‘월명동 3’에 다시 오길 약속해 놓고 당시

찾았다. 같은 지방 도시를 재차 답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군산이 마음에 걸려 가만히

답사의 유일한 목적지인 동국사로 향했다. 군산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내 책상에 항상 자리
잡은 책자가 ‘군산시 근대문화유산탐방’이라는

기억해 놓은 곳은 동국사뿐이었다. 동국사는
‘월명동 3’이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월명로를 건너

관광 안내 지도다. 이 지도에는 구 군산세관 본관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야트막한

비롯해 스물 몇 채의 일제 건물이 실려 있고 , 그중 열

언덕길을 나아가, 흔히 볼 수 있는 골목 풍경을

몇 채가 일반 개인 주택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건물

즐기며 걸었다. 깔끔하게 타일을 깐 슬로프 끝에

모습이 떠오르는 대로 나는 지도를 펼쳐 그 집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집은 ‘월명동 3’이라는 이름이

동국사라는 이름이 뚜렷한 문기둥이 기다리고

붙어 있다.
‘월명동 3’이 가장 마음에 걸린 까닭이 있다.
지도에 실린 다른 집들은 계속 사람이 살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월명동 3’은 앞서 소개했듯이
위독한 상태로 허물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지
않으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에는

찾아가기 전에 꼭 봐야 한다고 다지고 위치를

있었다. 일제의 유물을 이렇게 소중히 지켜주신
것에 감사했다. 경내에 들어서자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가 정말로 대한민국 땅인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이 떠올랐다.
민가가 죽 늘어선, 사람 모습도 드문드문한 작은

어떤 일본인이 살았을까, 해방 후에는 어떤 사람이

마을이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언덕길을
올라가다 다다른 절, 그 절이 바로 지금 눈앞에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머물렀을까. 지나가는

보이는 동국사의 모습과 똑같았다.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던졌을까. 일제 강점기
‘負 (부)의 유물’이라 빨리 사라지라는 말을 듣진
않았을까. 나는 일본인으로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걱정만 할 뿐이었다.

동국사 입구.

산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국도를 따라 가게와

단청을 칠한 색조가 뚜렷한 한국 사찰과
달리 거무스름하고 높은 기와지붕과 하얀 벽을
지닌 본당은 일본 사찰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린 까닭이다.
그날은 은행나무 잎사귀로 짠 노란 융단과 까맣게
윤기를 내는 기와지붕의 엄숙함이 잘 어울리는
늦가을이었다.
동국사의 건물은 본당인 대웅전, 종각,
요사채로 구성된다. 요사채는 말할 바도 없이
승려들이 식사를 마련하거나 잠자거나 쉬거나 하는
생활 공간을 가리키는데 일본 사찰에서는 쿠리
[庫裏 ]라고 부른다. 주지가 혼자서 절을 지키거나
두세 명의 승려를 거느리는 말사 수준의 작은 절은
본당과 쿠리가 들러붙는 양식으로 짓는 것이 일본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일본 양식의 본당을 본 다음에
쿠리를 보고, 나는 여기가 일본 땅이 아닌가
착각한 것이다.
본당과 쿠리를 잇는 부분 가운데에 현관문이
있다. 현관문 왼쪽에 ‘불’인 본존을 두고 오른쪽에
‘승’인 주지 승려를 둔 셈이지만, 그것은 결코 불과
승을 동등하게 다루어서가 아니다. 대처(妻帯 )
를 허용하는 종파가 많은 일본불교에서는 신앙
공간과 생활 공간이 가까이 붙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필자가 2011년 군산 답사 때 월명동에서 찾은 일본 양식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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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을 들어가 유리문을 열었다. 유리가 흔들면서

실은 군산에는 ‘군산시 근대문화유산탐방’에

다르륵 가벼운 소리를 냈다. 옛날 일본 가옥에서

실리지 않은 일본 가옥도 많다. 보존 상태가 좋지

유리문, 미닫이, 장지문은 기본 구성 부품이었다.
유리문이 발하는 소리까지 어렸을 때의 기억을

않거나, 긴 세월의 비바람을 맞으며 보강 개조를
거치면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집들이다. 혹시

불러일으켰으니 온통 일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스타일을 숨기려고 일부러 외벽을 덮은

본당에 들어가 향을 맡으며 실내를 관찰했다.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동국사에서

불교는 종파마다 본존도 다르고 절마다 장식이나

언덕길을 내리면서 나는 그 폐허를 놓치지 않았다.

분위기는 다를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지

모르타르 벽으로 덮여 있어 겉모습으로는 일본

않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삼배를 올리는

가옥으로 보이지 않았다. 찢어진 문이 빈집인

사람의 기도 스타일은 완전히 한국식이었다.

것을 나타내고 있어 나는 거리낌없이 안을 엿봤다.
요즈음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높은 ‘아가리까마치

동국사의 겉모습은 일본 스타일이지만, 마음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동국사는

(あがりかまち, 현관 등에서 마루로 올라서는 곳의
귀틀)’가 보였다. 거실의 찢어진 미닫이, 찢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의 말사다.

장지가 쓸쓸히 긴 세월을 말하고 있었다. 일제의

대한민국이 틀림없다고 새삼 알아차릴 때까지

후예가 군산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폐허 앞에서 뜨거워진 눈시울
나는 문화재 신봉자다. 일본이면 국보, 중요문화재,

‘거리뷰’로 다시 찾은 월명동 일대

등록유형문화재이며 한국이면 국보, 보물,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등을 웹에서 찾으며 답삿길을

그 뒤로 세월은 2년 반 흘렀다. 군산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월명동 3’은 어떻게 됐을까?

구상하기도 한다. 주로 찾는 것은 건물이나 석탑

역사의 그늘에 덮여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던

같은 구조물이다. 실제로 답삿길에서 만나게 되면,
‘아, 이것이 중요문화재이구나! 보물이구나!’식으로

동국사 길의 집은 버티고 있을까? 여러 사정이

경의를 표하며 구경한다.

답사하기로 했다.

문화재는 지어진 시대의 양식적인 특징을 제일
상태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희소성이 가장 높은
유물이 국보로 불리는 점은 한일 간에 차이가 없다.

유리창으로 바뀌었고 , 새로운 기와지붕은 곧은

또 문화재는 희소성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겸하는

선을 그리고 있다.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은 현대인이 상상도

안타깝게도 동국사 길의 그 집은 빈터가

못한 옛사람들의 미적 감각이나 놀라운 정교함의

되어 있다. 운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그

결정(結晶 )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는 이가
느끼는 감동은 반드시 문화재 등급으로 잴 수 있는

집이 사라진 대신 뒷집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것이 아니다. 사실 문화재 신봉자인 나도 문화재가

않았지만, 이 집이야말로 내가 군산에서 가장 깊이
감동한 집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일제시대에 많은

아닌, 사람이 뒤돌아보지도 않는 허물어가는 고옥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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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에는 그 당시 공사 중이었던
근대문화유산 거리가 완성된 것이 확인됐다.
다행히 ‘월명동 3’은 찢어진 이층 창문이 넓은

잘 나타내고 , 그 특징을 분명히 보여줄 만한 보존
동국사 길에 남아 있는 일본 양식의 가옥. 모리야쓰 씨가 답사를 다닐 당시는 앞에 다른 집이 있어서 지금처럼 보이지 않았다.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상의 거리뷰로 그곳을

황폐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언급하지

일본인 일반 서민이 바다를 건너 이곳에 살았다는

때가 있다. 동국사 골목에서 만난 폐허가 바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전형적인 서민 스타일의

그것이다.

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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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 & Talk 3

글 박찬일

그림 최진영

개항장을 거닐다

요리사

일러스트레이터

짬뽕과
나비부인

군산에서 짬뽕 한 그릇을
먹었다. 이 음식은 일본
초기 개항장 중 하나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같은
나라라도 개항장들마다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
또 한국의 개항 뒤에 일본이
있다면, 일본 개항의 뒤에는
유럽과 미국이 있다.
그러니 그들의 근대와
우리의 근대는 다르다.
허나 접경지라는 개항장의
속성,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개항 주체들이
이를 수용하며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들은 대개 어떤
패턴을 가진다. 개항장에서
만들어진 음식 짬뽕이나
그곳을 무대로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처럼 조선,
일본 그리고 중국이, 혹은
동양과 서양이 뒤섞이던
개항장은 ‘문화의 짬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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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냉면에 대해 책을 한 권 쓰려고 하였다.

나가사키는 이미 1570년에 개항되어 포르투갈

푸치니는 1904년에 밀라노의 유서 깊은 극장인 라

시카이로를 나와 다시 전차를 타고 오우라 성당을

전국의 유명한 평양냉면 가게를 지도에 점으로

무역선이 들어왔다. 뒤이어 네덜란드 상인도 무역을

스칼라에서 이 오페라를 초연했다. 그는 비극적인

찍었다. 그러자 하나의 구도가 나타났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이동로와 대체로 일치했다. 서울,

청하며 들어오자 위기감을 느낀 바쿠후
[幕府, 막부]에서는 ‘데지마라’라는 일종의 보세

여성의 운명을 극적 장치로 삼았다. 개항지에서
만난 서양인 남성과 동양인 현지 여성. 게이샤라는

가면, 뒤쪽 언덕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오페라에서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저택이 있음직한
곳에 실제로 ‹나비부인›의 모델이라고 알려진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즉 경부선 라인을 타고
평양냉면집이 성행하고 있다. 전라도 광주나

구역을 정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의 신분은 비극성을 더욱 높이고도 남는다.

인물이 살던 집이 나온다. 1864년 개항 이후 많은

나가사키에 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떠나버린 서양인 남편(혹은 애인), 그를 기다리는

서양인들이 나가사키로 몰려들었다. 스코틀랜드

그로부터 300여 년 뒤, 메이지 정부에 의한 1864년

일편단심의 개항지 동양인 여성, 아내를 데리고

출신 무역상 토마스 글로버도 그중 한 명이었다.

개항 이후다. 이 개항이 짬뽕의 발단이었다.

돌아온 서양인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내어주고)

그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가 일본에 판 선박
중에는 조선 침략의 야욕을 상징하는 ‘운요호’가

목포, 군산에 역사 깊은 평양냉면집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서해안을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의 선을 만드는 점들이 있다. 그것은 놀랍게도

자결로 삶을 맺는 동양인 여성이라는 줄거리는

나가사키 현청 관계자에게 짬뽕의 역사에 대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것은 현대 뮤지컬계를
휩쓴 ‹미스 사이공›으로 연결되는, 서구인들의 동양

있기 때문이다. 무기 거래상이기도 했던 글로버는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작품이

근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식민 지배와 수많은

머리는 누각을 이어 중국식인데, 몸통은 규모

아닌가 말이다. 푸치니가 나비부인이라는 캐릭터를

전쟁을 일으킨 저변에 글로버가 얽혀 있다. 여러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그 이름을 따서 자신의
요트를 ‘초초호’로 명명했다는 것 또한 반가운

가지로 그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는데 어떤

음식은 역사의 증거물이다. 그 증거물은 사람을

우선의 투박한 현대식 빌딩이다. 계단을 올라서면
‘짬뽕박물관’이 있고 , 중절모를 쓰고 현대식 복장을

둘러싼 사회사적 흔적이라고 해도 좋겠다. 필자는

한 중국 노인 사진이 보인다. 푸젠 성 출신의 진평순

사실은 아닌 것이다.

여성과 결혼했고 이 이야기는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군산의 유명한 짬뽕 집에서 줄을 서서 한 그릇을

(陳平順 ), 일본어로 진페이 페이[陳平順平 ]로
불리는 이다. 나가사키가 개항되면서 이주해온 그는

자극했을 것이다. 어쨌든 일본은 1970년에 이
언덕을 ‘구라바엔[グラバー園, Glover Garden)’

1899년 이곳에 시카이로[四海樓 ]라는 중국 여관 겸

이라 이름 붙이고 관광 유적지로 조성해 놓았다.

식당을 짓고 영업했다. 현재의 건물은

식민지풍 저택에 들어서면 개항이라는 격동의

찬폰과 짬뽕 사이

옛 건물을 허물고 후손이 새로 지은 것이다.

역사가 조용히 흐르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

짬뽕 취재를 하러 나가사키행 비행기를 여러

이 건물 2층이 바로 영업장이다. 짬뽕 맛은 그저

번 탔다. 이 해안 도시에는 일본 여타 도시와

그렇지만 이 업장에 꼭 들러볼 이유가 있다. 창가

자못 다른 풍물이 있다. 당인촌(唐人村 )이라고

자리에 자리를 잡고 요리를 청한 후 밖을 내다보면

부르는 중국인들의 흔적과 함께 일본 최대 가톨릭

어떤 정경이 펼쳐진다. 많은 화물선들이 움직이면서

유적지 등 서양인들이 깃들었던 흔적도 많다.

박물을 실어 나른다. 세월이 흘렀지만 시카이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100엔짜리 전차를 타고 차창

창밖으로는 메이지 시대(1868~1912)와 다이쇼

밖을 내다보면, 당장 어느 골목에서 중절모를

시대(1912~1926)의 개항장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다.

짬뽕집이다. 인천, 송탄의 경기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어지는 줄에 바로 요즘 인기 있는 ‘전국 몇 대
짬뽕’이니 하는 집들이 늘어서 있다.
한국 근현대사는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역을 표현하는 음식 구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얻어먹는다. 그리하여 뜻밖의 짬뽕 역사 추적이
시작된다.

물으면 우선 항구로 차를 몬다. 그곳에는 거대한
규모의 기묘한 건물이 한 채 서 있다. 마치
‘나가사키 청국도래 기념관’ 정도의 느낌이다.

선박과 함께 다량의 무기를 일본에 팔았다. 일본이

전초를 놓았다고 해도 될 듯하다. 그는 실제 일본

쓴 양인들을 태운 인력거가 튀어나오거나
차이나 칼라의 푸른 옷을 입은 청인(淸人 )들이

개항장의 사랑 이야기, 오페라 ‹나비부인›

지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풍경이다. 제법 규모

짬뽕 국물을 들이켠 후 창밖을 보면, 멀리 배들이

있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곳에는

연기를 뿜으며 항구로 진입한다. 저 항구는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비극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찬폰[ちゃんぽん]을 파는 화상 중국집들이 있다.
찬폰 한 그릇을 청하면 중국식 자기 그릇에 뽀얀

그곳은 기생이었던 일본인 나비부인과 결혼한

국물이 가득 담긴 국수가 나온다. 이것은 처음

미 해군 중위 핀커톤이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나가사키에서 시나[支那 ] 우동, 즉 중국 우동이라

서양인 아내와 함께 다시 돌아온 항구이기
때문이다. ‹나비부인›은 원작인 미국인 존 루터

부르던 이국의 국수였다. 그런데 나가사키 대중은
이것을 마침내 찬폰이라고 일컫게 된다. 우리가
쓰는 ‘짬뽕’은 이 국수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것저것

롱의 소설을 각색한 것인데 서양인들의 노골적인

뒤섞였다는 뜻의 일본어 찬폰에서 왔다. 이 국수의

처지에서는 좀 언짢은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름이 찬폰이 된 까닭은 아직도 제대로 잡히지

역사는 상처 또한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을 드러내고 있어서 동양인

않는다. 많은 문화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원류를 멀리 푸젠 성의 이주민에서 찾고자 한다.
하여, 나는 그 살아 있는 유적을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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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짬뽕은 기원설이 여럿이다. ‘짬뽕’이라는
일본식 이름처럼 나가사키 기원설이 대세였다가,
다시 인천에 청국의 조계지가 만들어진 1884년
이후 산둥 성 요리사들이 퍼뜨린 음식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일찍이 산둥에 ‘차오마멘[炒碼麵 ]’
이라는 짬뽕과 비슷한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중국어보다는
일본어가 유력해지고 , 자연스레 일본식 짬뽕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나가사키
짬뽕이 그대로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인들의 네트워크는 워낙 강력하니 그 시기에
이미 여러 요리사가 인천과 나가사키를 돌며
유행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전히 나는 중국집에서 한 기로에 선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입되고 성장한 이 두 요리가 하필 선택을
강요받는다. 당신의 선택은?

짬뽕과 하바이아나스

한국식 짬뽕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나가사키 항구의 짬뽕집 시카이로에서 ‹나비부인›

일본 땅에서 중국인이 처음 만들었고 일본인들이

의 역사가 있는 언덕 구라바엔을 돌아 내려오면
꼭 들러야 할 집이 있다. 바로 ‘찬폰 미로쿠야’다.

가장 사랑해 마지않던 짬뽕이 한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는 역수입 공세를 맞고 있으니 이 기이한

필자는 이 집에서 짬뽕을 둘러싼 하나의 명료한

역사의 순환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참고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브라질
국민 샌들 브랜드 ‘하바이아나스(havaianas)’ 같은

짬뽕이라고 이름 붙은 이 국수는 일본인보다

것이다. 이것은 브라질 천연 고무창으로 만든,
‘게다[下駄, 일본 나막신]를 본 딴 샌들이다.

나가사키의 향토 음식일 뿐 전국적인 지명도는

한국인이 더 많이 먹는다. 일본에서 짬뽕은
없는 까닭이다.

브라질의 더운 날씨에 아주 유용한 이 샌들은 다시
일본에 상륙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찬폰 미로쿠야의 빨간 짬뽕이 바로
이 샌들 같은 것이다. 이 짬뽕은 맵지 않은 하얀
국물이 상징하는 나가사키 짬뽕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아예 가게의 선전 문구에 ‘한국
고춧가루를 직수입해서 만든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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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네트웍스는 LS용산타워
2층에 앤티크 자전거 전시 공간
‹두바쿠 Bicycle Gallery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원형인 ‘드라이지네 ’, 최초의 페달
자전거인 ‘미쇼 벨로시페드’ 등
20여 점의 앤티크 자전거와 관련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으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람 안내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LS용산타워 2층
교통 :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월~금)
문의 : 02–799–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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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風景

인문의 풍경

글과 사진 이지누
본지 편집장

종교와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하나가 되는
길을 걷다
철학의 길과
구마노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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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내가 갈 길을 간다
더러 이름 모를 새들만 지저귀던 미명 때는 길도
한갓졌다. 아직 바람조차 깨어나지 않은 시간, 두어
차례 그 시간의 길을 걸었다. 긴카쿠지[銀閣寺]를
품은 다이몬지야마[大文字山]의 얕은 능선에는 붉은
새벽노을이 넘실거리고, 눈앞에서는 메마른 단풍잎이
퇴락한 흙벽처럼 기운 없이 떨어지곤 했다. 날갯짓 하는
뭇 새들의 깃털 부딪치는 소리마저 들리는 적막한 순간,
낙엽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을 던 눈이 멈춘 곳에는
이미 빛이 바래버린 단풍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곁, 차가운 돌 의자에 앉아 길섶의 바위에 새겨져 있던
하이쿠를 되뇌었다.
“人は人 吾はわれ也

とにかくに 吾行く道を 吾は行くなり”

남은 남, 나는 나다,
그저 내가 갈 길을 나는 간다.
지은이는 슨신[寸心]이다. 슨신은 마음을 뜻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품은 작은 뜻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작은 호를 사용하던 이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닌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1870~1945]이며,
철학자다. 그는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1889~1960],
미키 기요시[三木淸, 1897~1945] 그리고 구키
슈조[九鬼周造, 1888~1941]와 함께 ‘교토
사철(四哲)’로 불리며 ‘교토학파’ 혹은 ‘교토철학’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그것은 기타로가 전개한 철학
자체가 서양철학에 맞선 것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강의를 할 때 항상 일본 고유 의복인 와후쿠[和服]를
입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불교의 선(禪)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화를 추진하던 일본에서 동양
사상에 기반을 둔 철학 전개로 서양철학을 비판하는가
하면 포용하기도 하며 일본만의 독자적인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물론 그의 철학은 후에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고 전쟁을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타로는 이 길을 걸으며
고뇌에 빠지지는 않았을까. 이 길은 그가 항상 사색하며
걸었다고 해서 후에 사람들이 그를 기리려고 이름조차
‘철학의 길(哲学の道)’이라고 붙였으니까 말이다.
기타로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 말년이 되어서도 이 길 걷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반성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사상이
바탕이 된 군국주의가 실패해 가는 모습을 또렷하게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그의 철학적
바탕은 선 수행이다. 참선이란 결국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려는 것이다. 또 자신 속에 있는 부처의 품성을
깨치는 것이라면, 그는 버티고 앉아 스스로를 참구하며
자신을 되돌아봤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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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길’ 중간에 있는 찻집 정원.

197

동서양을 아우른 철학자, 기타로와 다이세쓰
기타로의 선 수행에는 도반과 같은 이가 있었으니
서양에는 ‘D.T. Suzuki’로 알려진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 1870~1966]가 바로 그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쉽지 않은 불교 경전인
«대승기신론»을 영어로 번역하는가 하면 «노자의
도덕경»도 번역 출판하며 동양을 서양에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다. 선불교를 서양에 전파하였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젠(Zen, 禪)’이라는 말 또한 그의 번역
과정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이세쓰가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기타로의 영향이다. 그러나
도쿄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지만
다이세쓰는 학교보다는 선 사찰인 엔카쿠지[圓覺寺]에
드나들며 선승들과 수행하기를 더 즐겼다. 기타로 또한
다이세쓰와 함께 엔카쿠지에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선 수행으로 뭉친 도반인 셈이다.
다이세쓰를 지도했던 선승 샤쿠 소엔[釋宗演,
1856-1919]은 게이오대학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승려였다. 그는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종교 회의에서 일본 대표로 선불교에 대한 영어
강연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영작한 인물이 바로
다이세쓰였다. 그 인연으로 4년 뒤인 1897년 샤쿠
소엔의 추천을 받은 다이세쓰는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기타로나 다이세쓰 모두 동서양을 넘나든
인물들이지만 서양을 인식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달랐다. 다이세쓰는 선의 반 체계적 본성을 강조하며
서양철학은 한낱 가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기타로는 서양철학과 양립하는 방법에서
선의 통찰력을 체계화하려 했다. 그는 선이라는 아주
동양적인 바탕 위에 서양적 사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동양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서양을 따라가지도 않으며
틈바구니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자리가 없다고
투정부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선 수행에 열심이었던 기타로는
사려와 분별이 뒤죽박죽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말하는 ‘순수 경험’을 주장했고, 그것은
‘니시다 철학[西田哲學]’의 근간이 되었다. 때문에
‘니시다 철학’은 ‘선 철학’으로 이해되기도 했었다.
어쨌든 도덕적 입장이나 혹은 정치적 입장을
뒤로하면, 기타로나 다이세쓰의 사상은 모두 불교,
그것도 선 수행에서 얻은 사상들에서 발현된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내 보기에 기타로가 좀 더 면밀한
것은, 다이세쓰는 동양의 직관만을 강조한 반면
기타로는 직관은 물론 서양의 합리주의까지 끌어
안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둘이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다.

“내 철학의 동기는 비애”
생각이 너무 길었나. 잠시 쉰다고 앉은 돌 의자였건만
엉덩이가 시려 견디지 못할 무렵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저절로 느려진 걸음을 추스르는데
다이몬지야마의 능선 위로 고개를 내민 해가
난젠지[南禪寺]로 향하는 나에게 찬란한 동살을
퍼부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프로이센의 수도인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 지금의
칼리닌그라드)에서 살았다. 그는 평생 동안
쾨니히스베르크에서 160킬로미터 남짓한 거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매일 오후 3시 15분이면 외투를
걸치고 산책에 나섰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책을 나선
그가 시계방 앞을 지날 때 시간은 3시 30분. 사람들이
시계방 앞을 지나가는 칸트를 보며 시간을 알았다고
할 정도이니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기계처럼 정확하던 칸트가 산책을
거른 날이 있었으니,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쓴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을 읽을
때였다고 한다. 칸트는 그 책을 읽으며 산책 시간조차
잊어버릴 만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불현듯 기타로는 몇 시에 이 길을 걸었는지 또
몇 차례나 산책을 걸렀을지 궁금증이 생겼다. 산책에서
시간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개
오후 1시에 교토대학 문학부 캠퍼스를 산책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긴카쿠지까지는 1.5킬로미터 남짓하다.
그러니 기타로가 이 길에서 산책을 즐긴 시간은 아마
오후였지 않았을까 싶다. 또 ‘철학의 길’이라고 명명된
2킬로미터 남짓한 길에 긴카쿠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사찰들이 즐비하고 신사 또한 두 군데나 있으니, 그의
산책은 길을 걷다가 사찰에 들르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기타로는 자주 말했다. 내 철학의 동기는
비애의식(悲哀意識)이라고 말이다. 그는 차마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참담한 가족사를 지니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비애와 연민이 그를 선 수행에
몰두하게 하였으며, 깊은 사색에 이은 산책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걷는다는 것은 묘한 것이다. 살면서 육체적인
걷기가 아닌 정신적인 걷기를 할 때만큼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홀로 걸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 또한 홀로 걸어서
다다른 폐사지의 으늑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느꺼운 눈물을 쏟은 이야기들을 나의 졸저들인
폐사지 답사기에서 고백한 적이 있다. 비단 철학뿐이랴.
소설가들이나 시인 또한 비애를 원동력으로 삼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지 않은가.

기부로 만들어진 꽃길
그만 생각을 접었다. 생각의 깊이가 하염없어지기도
할 뿐더러 길에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둘러
철학의 길 끝에 있는 젠린지[禪林寺]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갈 때는 보지 못한 하이쿠가 새겨진
바위가 또 있었다. 의학박사이자 하이쿠 작가였던
다카노 스주우[高野素十, 1893~1976]가 남긴 것이다.
“大いなる春といふもの来るべし”
위대한 계절, 바로 봄이라는 것, 오고 있구나
아! 그렇지, 철학의 길은 벚꽃이 필 때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꽃이 환하게 피었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질 때 그 아름다움은 절정에 달한다. 이
아름다운 정경을 만든 이가 있으니,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이자 기타로와 동시대를 살다
간 하시모토 간세츠[橋本関雪, 1883~1945]이다.
그는 철학의 길 근처에 살았고, 화가로 성공하고 난 후
아내와 함께 교토에 보답할 방법을 찾다가 1921년과
1932년 두 차례에 걸쳐 450여 그루에 달하는 벚나무를
교토 시에 기증하고 철학의 길에 심게 하였다. 그래서
철학의 길에 심긴 벚나무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간세츠
사쿠라[関雪桜]’라고 불린다.
봄이면 환하게 피어 뭇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그 꽃은 철학자의 비애를 알아차린 화가가 철학자의
마음에 심어 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꽃이 눈처럼 떨어지며 개울을 뒤덮는 날,
다시 이 길에 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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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 시대의 순례자 복장을 하고 다이몬자카[大門坂]로 들어서는 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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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을 지나 홋신몬오지[発心門王子]에서 구마노혼구타이샤로 향하는 나카헤치 순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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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마노산잔[熊野三山]:
구마노혼구타이샤[熊野本宮大社]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熊野速玉大社]
구마노나치타이샤[熊野那智大社]
기이 산지의 참배 길은 앞서 말한 세 개 현의
29개 시 · 읍 · 면에 걸쳐 있지만, 참배 길의
핵심인 구마노산잔은 모두 와카야마 현에
있다. 구마노산잔은 구마노 3대 신사인
구마노혼구타이샤,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와
구마노나치타이샤를 말한다. 그 중
구마노혼구타이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3,000여
곳 구마노 신사 [熊野神社]의 총본사라고 할 수
있으며, 당나라 천태산(天台山)에서 날아 온
게쓰미코노오가미 [家都美御子大神]라는 신을
모신다. 그 신은 야타가라스 [八咫烏]라는 태양의
사자를 부리며 날아왔다고 해서 태양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금은 1889년의 홍수로 인하여
신사 위치가 옮겨졌지만 처음 강에 내려앉았다고
해서 수신(水神)이라고도 한다.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에서 모시는 신은
구마노하야타마노오가미 [熊野速玉大神]와
구마노후스미노오가미 [熊野夫須美大神]다.
이 둘은 부부 신으로 나라 시대 말기에 남편인
구마노하야타마노오가미가 약사여래,
아내인 구마노후스미노오가미는 천수관음보살로
비정되며 일반 서민들조차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신이 되었다.
구마노나치타이샤에서 모시는 신은
구마노후스미오가미 [熊野夫須美大神]다. 일본
초대 천황이라 전해지는 진무 천황[神武天皇]이
구마노나다 [熊野灘]에서 나치의 해안에
상륙했을 때나치 산에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찾아 낸 것이 바로 나치 폭포다. 그때부터 폭포를
신으로 모셨으니 자연물을 신으로 숭배한
신사라 할 수 있다.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 길
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
기이반도(紀伊半島)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本州]의 동남쪽 반도로, 나라 현[奈良縣]과
미에 현[三重縣] 그리고 와카야마 현[和歌山縣]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이산지는 이 반도의 산악
지대를 말한다. 해발 1000~1200미터 산들이 동서로 또 남북으로 이어진 기이 산지는 예로부터
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으며, 세 곳의 산악 영지(靈地)인 구마노산잔[熊野三山],
고야 산[高野山], 그리고 요시노·오미네[吉野 · 大峯]가 조성되어 있다.
9~10세기에 수도 교토를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늘어나면서 이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이 기이 산의 영지를 찾았다. 이 당시에 참배 길이 많이 정비되었고, 11~12세기에
세 곳의 영지를 성역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왕실과 귀족, 또 무사들이 내세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많은 사찰과 토지를 기부했다. 특히 11세기 말에 퇴위한 천황이 고야 산과 구마노산잔으로
처음 순례를 떠나면서 이후 참배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주변으로 여관이 발달하고
신사와 사찰이 개량되었으며 참배 길을 따라 오지[王子] 신사가 지어졌다.
북쪽으로 일본 고대 수도인 나라[奈良]나 교토[京都]로 이어지는 이들 영지는 복잡하고
작은 길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지에서 참배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구마노산잔[熊野三山]을 향해 구마노고도[熊野古道], 고야산초이시미치[高野山町石道],
오미네오쿠가케미치[大峯奧驅道]의 참배 길이 형성되어 있다.

기이반도
紀伊半島

지손인

C
B

5

고야산 쵸이시미치
高野山町石道

고야 산
高野山

요시노 · 오미네
吉野 · 大峯

6

곤고부지

오미네오쿠가케미치
大峯奧驅道

나라 현

3

이세진구

고헤치
小邊路

B

미에 현

고야 산[高野山]
와카야마 현에 있는 고야 산은 특정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사찰이 흩어져 있는 산중의 광범위한 지역을
칭하는 말이다. 해발고도 800미터에 위치하며,
816년 창건된 곤고부지[金剛峯寺]를 비롯해
117개의 사원이 모여 있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산 위의 종교 도시이다.

와카야마 현

이세지
伊勢路

4

홋신몬오지
나카헤치
中邊路

A
유노미네
온천

1

구마노혼구타이샤
熊野本宮大社

C

1
1

A

요시노 · 오미네[吉野 · 大峯]
나라 현에 있는 요시노[吉野] 북쪽은 10세기
중반까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영산(靈山)으로, 7~8세기에는 산악을 숭배하는
신도(神道)의 대상이었으며 8세기 말에는
산악 수행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고자 했던
금욕주의 불교 슈겐도[修驗道]의 최고 성지였다.
오미네[大峯] 역시 혹독한 산악 지형과 이와 연관한
금욕적 종교 수행이 행해지던 곳이다. 이 지역은
신도와 불교가 융합해 만들어낸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다.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
熊野速玉大社

A
오헤치
大邊路

구마노나치타이샤
熊野那智大社
세이칸토지
青岸渡寺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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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마노산케이미치[熊野参詣道]
고대 일본의 수도인 나라나 교토에서부터
구마노산잔으로 참배하러 갈 때 이용하던
순례 길로, 흔히 구마노고도[熊野古道]라
부른다. 나카헤치[中辺路], 오헤치[大邊路],
고헤치[小邊路], 이세지[伊勢路]로 세분된다.
1

나카헤치[中辺路]
중세 교토 혹은 서일본에서
구마노산잔에 이르는 참배길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혼구타이샤(本宮大社),
하야타마타이샤(速玉大社),
나치타이샤(那智大社) 세 곳의
사원을 도는 코스다. 길이는 길지만
비교적 걷기가 수월하고 보존이 잘 된
곳으로, 곳곳에 마을이 있다.
2

오헤치[大邊路]
기이반도 서쪽 해안을 지나는 참배
길로 바다가 보이는 경치 때문에 에도
시대부터 유람을 겸해 오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해안도로 건설로 옛
모습이 많이 사라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로 둘러본다.
3

고헤치[小邊路]
고야 산과 혼구타이샤를 연결하는
참배 길로 주로 고야 산의 절에서
지내던 스님들이 이용하였다.
오바코토게[伯母子峠],
미우라토게[三浦峠],
하테나시토게[果無峠] 같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고개를 세 곳이나
넘어야 하는, 구마노고도 중에서 가장
험난한 길이다.

5

고야산쵸이시미치[高野山町石道]
고야 산의 입구라 할 수 있는 지손인[慈尊院]에서
곤고부지[金剛峯寺]를 연결한다. 세계유산임을
알리는 지손인 현판에는 작은 글씨로 ‘고야 산
쵸이시미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6

오미네오쿠가케미치[大峯奧驅道]
요시노[吉野]·오미네[大峯]와 구마노혼구타이샤를
연결하는 슈겐도[修驗道]의 수행 길이다. 도중에
마을이 거의 없고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길고
어렵고 위험한 코스이다. 요시노 산은 고야 산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산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 흩어져 있는 산중의 광범위한 지역을
말한다.
이들을 대략 살펴보니 구마노고도에는 중국과
한국을 통해 유입된 불교는 물론이거니와, 뿌리
깊은 자연숭배 사상인 신도(神道), 일본 특유의
산악신앙인 슈겐도[修驗道], 그리고 자연신과 같은
종교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니 구마노고도를 반드시
어느 특정한 종교를 위한 순례 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구마노 지역은 고대로부터 신이
머물던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져 가지각색의 신화가
전해내려 오는데, 특히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부터 일본 각 지방에 사찰이 세워지고
정토(淨土, 부처가 살던 청정한 세계) 사상이
유행하면서 기이 산지를 정토로 정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와 함께 상제(上皇)를 비롯한
귀족들이 빈번히 구마노를 향해 순례를 시작했고,
이 순례가 차츰 민간으로까지 퍼지면서 수많은
이들의 행렬이 마치 개미떼처럼 이어진다고 해서
‘개미의 구마노 참배[蟻の熊野詣]’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4

이세지[伊勢路]
미에 현에 있는 이세지는
기이반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길로, 주로 관동 쪽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이용하였다.
미에 현의 이세진구[伊勢神宮]에서
구마노산잔까지는 약
170킬로미터이고, 그 중 오와세
시[尾鷲市]와 구마노 시[熊野市]에
걸친 54.2킬로미터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마고세토게[馬越峠],
야키야마토게[八鬼山峠] 같은
고갯길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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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이 된 1200여 년 전 순례 길
간세츠는 길 곁에 벚나무를 기부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일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로 매만져진
길이 있다. 번주(蕃主)로부터 상인 그리고 일반
서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하여 길 위에 포석(鋪石)을
깔며 길이 유실되는 것을 막았으니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 길(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이 그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길 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순례 길과 이 참배 길 뿐이며, 그 중
핵심인 구마노산케이미치[熊野参詣道]는 대개 줄여서
구마노고도[熊野古道]라고 부른다.
성지를 향한 참배 길, 구마노고도
생각이 꼬리를 무는 동안 사위가 어두워진 기이반도의
가쓰우라[勝浦]에 도착했다. 새벽에 눈을 뜨자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다. 산으로 오르기 전 잠시
바닷가 산책을 즐기고, 구마노고도 나카헤치[中辺路]의
다이몬자카[大門坂]로 향했다. 수백 년 된 삼나무
사이로 포석과 돌계단이 600미터쯤 이어지며
구마노나치타이샤로 향하는 참배 길이다. 그 초입에는
800년 된 부부삼나무 두 그루가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
있고, 오래된 길은 이른 아침 햇볕을 받아 마치 윤슬처럼
빛났다. 마침 한 가족이 그 길 위로 헤이안 시대의
순례자 복장을 하고 나섰다. 미처 이름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큰 아이의 생일을 맞아 기념사진도 찍을 겸
나들이를 나온 것이라 했다.
그들을 뒤로 하고 산길을 오르자 오른쪽으로
타후케오지[多富氣王子]가 있었다. 그런데 안내판
앞에 삼족오인 야타가리스[八咫烏] 문양이 선명했다.
구마노에서 야타가리스는 신의 사신으로 여겨지는,
이 지역의 상징이다. 세 개의 발은 우이[宇井],
스즈키[鈴木], 에노모토[榎本]와 같은 구마노
지역 3대 호족을 상징하며, 까마귀는 방향감각이
탁월해서 미지의 땅으로 갈 때 길 안내를 맡기기에
적합하며 먼 곳에 보내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 초대 천황이라 전해지는 진무
천황[神武天皇]이 구마노 땅으로 정벌을 나섰다가
깊은 산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일본 시조신이자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천황의 길
안내를 위해 야타가라스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때문에 구마노혼구타이샤에서 삼족오는 현재
위치로부터 내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 주는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끝없는 돌계단을 헉헉거리며 30분이나 올랐을까,
거대한 주홍색 도리이[鳥居]가 허공에 솟았다.
구마노산잔 중 하나이자 닌토쿠 천황[仁徳天皇,
313~399] 때에 창건한 구마노나치타이샤다. 비록
당시 건물들은 없지만 신사 한쪽에는 신사의 내력을
굽어보고 있었을 800여 년이 넘었다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큰 구멍이 있고 ‘고마기[護摩木]’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알아보니 300엔을 내고 나무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 나무를 관통하여 위로 나오면 몸에 붙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 씻겨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다이나이구구리[胎内潜り, 태내 통과하기]라고 해서,
일본에서 음력 6월 30일에 신사의 정문 옆으로 따로
엮어서 만들어 놓은 고리를 빠져 나가면 몸의 부정한
기운이 씻겨나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 싶다. 또 그
나무 옆으로는 세이칸토지[青岸渡寺]로 향하는 문이
쪽문처럼 붙어 있다. 물론 사찰로 곧장 들어가는 문도
있지만 이렇듯 신사와 사찰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일본의 오래된 신불습합(神佛習合), 즉 고유 종교인
신도와 외래 종교인 불교를 합한 모습이다.
세이칸토지는 여의륜(如意輪) 관음을 모셨는데,
이는 인도 스님 웅야(熊野, 꾸마노)가 폭포 속에 나타난
관음보살을 보고 조각한 것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세이칸토지는 간사이[關西] 지방의 ‘시코쿠[西國] 관음
성지 33개소’ 가운데 첫 번째 순례 코스이기도 하다.
법당을 나와 절 마당에 서자 멀리 물보라가 휘몰아치는
나치 폭포[那智滝]가 바로 눈앞인 듯 가깝다. 물이
떨어지는 길이가 133미터로 일본에서 가장 길다는
폭포다. 세이칸토지의 3층 목탑과 폭포를 함께 찍은
사진은 나치 산이나 와카야마 현[和歌山県]을 대표하는
장면이고 폭포 그 자체만으로 일본 10경에 드는
풍광이다.
산을 내려와 늦은 점심을 먹고, 이번에는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와 그 원궁(元宮)인
가미쿠라진자[神倉神社]로 향했다. 곤겐 산[権現山]의
가미쿠라진자는 커다란 ‘고토비키 바위[ゴトビキ岩]’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매우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다.
혼구타이샤는 한 그루의 거목을, 나치타이샤는 폭포를
각각 신체(神体)로서 모셔온 것처럼 이들 구마노산잔은
모두 자연물을 신으로 삼았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신불습합 사상이 성행하게 되면서, 그 때 흐름을 타고,
구마노산잔에 모시는 신들은 사실 불교의 부처들이라고
드러내 놓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 삼족오인 야타가리스[八咫烏]는 구마노 지역의 상징이다.
(아래)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이칸토지 본당 내부. 나치 폭포 속에 나타난 여의륜관세음보살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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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노나치타이샤 마당에는 있는, 수령 800여년 된 나무. 나무 아래 쪽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구멍으로 들어가
나무를 관통해서 나오면 부정한 것들이 씻긴다고 믿는다. 다이나이구구리[胎内潜り, 태내 통과하기]와 같은 개념이다.

고토비키 바위[ゴトビキ岩]. 구마노하야타마타이샤의 원궁인 가미쿠라진자에서 신으로 모시고 있다.

(왼쪽)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이칸토지의 3층 목탑과 나치폭포. 목탑은 내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꼭대기까지 올라가볼 수 있다.
(오른쪽) 구마노나치타이샤에서 세이칸토지로 향하는 문. 이처럼 신사와 사찰이 붙어 있는 것은 고유 종교인 신도와 외래 종교인 불교가
서로를 수용하는, 일본 특유의 ‘신불습합’의 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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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6일 밤 가마쿠라진자에서 열리는 ‘오토 마츠리(お灯まつり)’. 약 1400년 전부터 전해져오는 졔례로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오토 마츠리의 하이라이트는 소복을 입고 횃불을 든 약 1,700명의 마을 남성들이 가마쿠라 산 정상에서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538단의 돌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장면이다. 마치 붉은 용이 산기슭을 흘러다니는 듯 장관을 이룬다.
사진 제공: 와카야마 현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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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객들이 쉬어가는 마을, 하테나시 부락
이날은 유노미네 온천[湯の峰温泉] 마을에서
묵었다. 이곳은 4세기 경 구마노의 씨족
오오아토스쿠네[大阿刀足尼]가 발견했고 그 후 역대
상황들이 구마노를 참배할 때마다 들러 소문이 난
곳이다. 그 원탕인 쓰보유[靈泉, 항아리탕]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며, 온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던
오구리 판관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병이 나아 아귀의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소생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온천이기도 하다. 또
이 마을에는 16년 동안 일본 전국을 떠돌며 탁발수행을
이어간 잇펜조닌[一遍上人, 1239~1289]이 구마노를
순례할 때 손톱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弥陀仏)을
새겨 놓았다는 전설을 가진 비석도 있다.
순례 길은 원탕 옆으로 이어졌지만 나는 이른
아침, 고야 산과 구마노산잔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고헤치[小邊路] 중에서도 아름다운 산간 마을인
하테나시 부락[果無集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섯
가구만 사는 아주 작은 부락으로 버스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고야 산에서
시작하는 고헤치는 이 부락에서 하테나시 고개를 넘어
혼구타이샤까지 이어진다.

«아사히신문»이 창간 130년 기념으로 선별한
‘일본의 마을 100선’에 들기도 했다는 이 부락에서
하테나시 고개까지는 4킬로미터 남짓한 산길을 따라
해발고도 600~700미터 정도를 올라가야 한다. 곧
벅차도록 가파른 고개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개나 산맥
이름도 ‘끝없는[果無]’ 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락에서 오르내리는 길 모두가 기부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파른 산길일수록 비에 유실된
사례가 많아 순례하는 이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오사카의 상인들은 물론 일반 순례자들까지도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어 포석을
기부하고 공사비를 댔다고 한다. 그렇게 손을 보기를
하루 이틀일까, 1689년에 하이쿠의 대가인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 명의 우수한 제자(蕉門十鉄)’ 중 한 명인 무카이
교라이[向井去來, 1651~1704]가 이곳을 지나갔다.
그 역시 하테나시를 지나 혼구타이샤로 향했는데 그때
이런 하이쿠를 남겼다고 한다.
“つづくりも 果無坂や 五月雨”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는 고개에 내리는 오월의 비

유노미네 온천 마을의 원탕.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전설이 전해내려 온다.

(위) 아스팔트에서 토스카와촌으로 오르는 길 초입의 가파른 고갯길.
(아래) 토스카와촌의 코신[庚申]. 코신은 인간의 잘잘못을 천제에게 고하는데
그날이 경신일이다. 이날 사람들은 코신이 천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러
가지 못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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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한 지쳤던 것일까. 아니면 길 위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보고 지은 것일까. 부락의 길에서 하테나시 고개
방향으로 한동안 오르다가 다시 내려와 이 마을에서
3대째 살고 있다는 나무꾼 이와모토[岩本] 씨의 집을
찾았다. 90세의 어머니와 66세의 아들이 같이 산다고
들었는데 다들 일을 하러 나갔는지 기척이 없다. 그 집
마당 한가운데로 고헤치 순례 길이 지나가고, 집 주인은
순례자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찬바람이 부는데도
마루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 지금보다 더 추워지면
화로까지 밖에 둔다고 하니 그 마음이 화로만큼이나
따뜻하다. 그런가하면 마당 가운데에는 나무로 만든
수조를 두어 맑은 물을 언제나 양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둔 것도 인상적이었다.
마당을 서성이며 한참동안 주인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아 그만 가던 길을 재촉했다. 마당을 지나
산 아래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잠시 포석이 깔리지
않은 길이 이어졌지만 나뭇잎 덕분에 푹신했으며, 이내
포석이 깔린 길이 나타났다. 산 아래까지는 1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지만 곧게 자란 삼나무 숲 사이로
구불거리면 난 길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다. 날씨가
흐려져 닳은 포석이 빛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볕을
받으며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감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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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모토 씨의 집으로 통하는 고헤치 순례길. 이 마을을 오르내리는 길 모두가 순례자들의 기부로 포석을 깔고 정비한 것이다.

(위) 하테나시 부락에 3대째 살고 있다는 나무꾼 이와모토[岩本] 씨의 집 마당. 이곳으로 고헤치 순례길이 지나간다.
(아래) 토스카와촌 순례 길에 곳곳에는 ‘시코쿠 33 관음’을 뜻하는 33개의 관음상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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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나시 부락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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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신몬오지에서부터 혼구타이샤로 가는 나카헤치 순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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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헤치는 치료와 소생의 길이기도 하다. 길 곳곳에 각종 병을 치료해 주는 지장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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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노혼구타이샤로 향하는 길
다나베 시[田辺市]의 혼구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세계유산 구마노혼구관(世界遺産熊野本宮館)’에서
구마노 가이드를 만났다. 나카헤치 순례 길의
홋신몬오지[発心門王子]에서부터 혼구타이샤까지는
그와 동행하기로 했다. 구마노의 가이드는
가타리베[語部]라고도 불린다. 이는 문자가 확립되기
전인 상고시대에 조정에서 신화·전설 등을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던 이들을 말한다. 오후
늦게 출발한 탓에 걸음이 빨랐으나, 그렇다고 아름다운
숲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웠다. 숲은
물론이거니와 숲 사이로 구불거리는 길들이 아름다워
어쩔 줄 몰랐다. 더구나 길섶에는 구마노 참배를
아홉 차례나 하면서 순례를 크게 유행시킨 시라카와
상황[白河上皇, 1034~1129]이 지은 시도 걸려 있다.
“山の端にしぐるる雲をさきだてて
旅の空にも冬は来にけり”
산 끝자락에 지나가는 비구름을 앞세워
여행길 하늘에도 겨울이 오는구나.
더러 숨을 돌리며 바라보고 싶은 길들이 아주 많았다.
길이란 반드시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던가.
오전에 걸었던 고헤치의 급경사 순례 길도 그랬지만
전날 걸었던 나카헤치의 부드럽고 완만한 길도
매력적이었다. 군데군데 간벌한 삼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정리하여 순례자들이 누워서 삼림욕을 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를 만든 것은 탁월한 상상력이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삼나무 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맛은 걸어서 그곳에 다다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소박한 사치와도 같다.
가이드가 알려준 놀라운 사실 하나는, 황족들과
귀족들의 전유물 같았던 이 나카헤치에 일반 서민들의
순례가 허용되자 모두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순례를
하였는데, 특히 수많은 맹인들의 순례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무사히 순례를 마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나카헤치에는
순례 길 주변으로 많은 부락들이 있지 않은가. 맹인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 자신의 부락에 다다르면
부락민들은 사람을 정하여 맹인들을 다음 부락까지
안내하며 이끌었다고 한다. 그렇게 릴레이를 하는
것처럼 안내를 했고, 그 덕분에 많은 맹인들이 무사히
순례를 마쳤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후시오가미오지[伏拝王子]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구마노고도 곳곳에서 마주치는
이러한 오지[王子]는 구마노신의 동자신을 모시는
곳으로, 신앙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신사이자
참배와 휴식의 공간이다. 저 아래로 혼구타이샤의 원래
터인 오유노하라[大斎原]를 알리는 거대한 도리이가
내려다보이고, 주변 나무판자에는 이런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晴れやらぬ 身の浮き雲の 棚ひきて
月の障りと なるぞくるしき”
개운하지 못한 몸 떠다니는 구름이
자욱한 듯하구나
달거리를 맞은 야속함이여
알아보니 교토에서부터 순례 길에 나섰던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1030]라는 가인(歌人)이 지은
와카[和歌]라는 일본 정형시였다. 그는 300킬로미터가
넘는 여정으로 후시오가미오지에 다다랐다. 내일이면
그토록 바라던 혼구타이샤에 다다를 수 있는데 하필
그때 달거리를 시작해 낙담하여 지은 노래다. 달거리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그 시기에는 신사 출입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멀리 혼구타이샤의
도리이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는데, 꿈에 구마노의
산신이 나타나 시키부가 부른 노래에 답가를 했다.
“もろともに 塵にまじはる神なれば
月のさはりも何かくるしき”
본디부터 먼지와 함께 태어난 신인데
달거리를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시키부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무사히 참배를 마쳤다고 한다.
혼구타이샤에 가까워지자 흙길이 갑자기 포석이
깔린 길로 바뀐다. 이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의 열 번째 아들이자 기이 지방의 번주로
있던 도쿠가와 요리노부[徳川頼宣, 1602~1671]가
신구 지방의 영주에게 명령하여 깐 포석이다. 그
길을 내려오자 어둠이 덮이기 시작한 혼쿠타이샤
앞에 하라이도오지[ 殿王子]가 있었다. 액막이를
위해 씻김을 하는 장소로, 혼구타이샤 향하는 도중
몸에 달라붙은 모든 액을 떨쳐버리고 순결한 몸으로
다가가기 위해 만든 오지다.
비록 나카헤치나 고헤치의 순례 길 전부를 걷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구마노산잔은 모두 들른 셈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도로를 두어 시간 달려
북쪽으로 올라오니 와카야마 성[和歌山城]이 빤히
보이는 숙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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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 산 쵸이시미치 59번 쵸이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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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 산 쵸이시미치 시작점.

(위) 코보우다이시가 어머니에게 고야 산의 여인결계 알리기 위해 가사를 벗어 걸쳐 놓았다는 바위, 게사카게이시.
(아래) 코보우다이시의 손자국이 남아 있는 바위, 오시아게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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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위의 종교 도시, 고야 산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더니 아침에도 그치지 않았다.
와카야마 역에서 탄 기차는 우리로 치면 완행열차 같은
것이었다. 묘지 역[妙寺驛]까지 무려 한 시간 반이나
걸렸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었다. 도착하니 비는 더욱
거세졌다.
우선 유방암 부적으로 유명하다는 지손인
[慈尊院]부터 찾았다. 고야 산 곤고부지[金剛峯寺]를
향하는 쵸이시미치[町石道] 24킬로미터가 그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절의 주지와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쵸이시미치로 들어섰는데 비에 젖은 낙엽이 생각보다
미끄러웠다. 109미터마다 하나씩 서 있는 쵸이시[町石]를
열너덧 개나 지났을까,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추위도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대신
지도를 펼쳐 옆구리를 파고들기로 했다. 반드시 가 보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180번 쵸이시가 있는 지손인에서 차를 타고
대뜸 59번 쵸이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로쿠지조우[六地藏]이다. 육지장은 육도(六道)에서
중생의 괴로운 근심을 구한다는 여섯 지장, 즉 단타 ·
보주 · 보인 · 지지 · 제개장 · 일광을 말한다. 또 육도는
모든 중생이 선악의 업보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르게
되는 여섯 가지 미망의 세계, 지옥 · 아귀 · 축생 · 수라 ·
인간 · 천상의 육계(六界)와도 같다. 더구나 예전 고야
산에서는 이곳에서 풍장(風葬)을 했다고 하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게사카게이시[袈裟掛石]와 오시아게이시[押上石]였다.
이 돌들은 고야 산에 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여인결계(女人結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쵸이시미치는 816년 고야 산 영지를 개창한
코보우다이시[弘法大師, 774~835] 구카이[空海]가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를 산 아래 지손인에 모셔
놓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오르내리던 길이다.
고야 산은 1872년까지 여인들이 오르지 못하던 불교의
수행 도량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그는 수도 없이 이 길을 오르내렸지만
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아들을
만나러 게사카게이시가 있는 데까지 올라오고 말았다.
소식을 들은 코보우다이시는 자신의 가사를 벗어 이
바위에 걸쳐 놓고 이제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어머니가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산길을 오르자 이에 노한 부처님이
갑자기 뇌우로 큰 바위를 무너뜨려 어머니를 깔리게
하려 했고, 코보우다이시는 그 큰 바위를 손으로 막아
어머니를 지켰다고 한다. 물론 바위에는 코보우다이시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말이다. 그 손자국이 남은
바위가 게사카게이시로부터 200미터 남짓 떨어져 있는
오시아게이시이다.
종일 비를 맞고 다닌 탓인지 몸이 으스스했다.
일찌감치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향했다. 사찰에서 묵는
템플스테이를 했지만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만든다는
정진요리가 나왔는데 조금 호화로웠고, 한 겨울의
다다미방은 어색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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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곤고부지 내에 있는 반용정(蟠龍庭). 돌로만 꾸민 정원[石庭]으로 일본 최대 크기이다.
(아래) 과거 고야 산에서 풍장을 하던 곳에 놓인 지장.

(왼쪽) 쵸이시미치[町石道] 109미터마다 하나씩 서 있는 쵸이시[町石].
(오른쪽) 일본에서 꽤 유명한 지손인[慈尊院]의 유방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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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가 늘어선 참배 길, 오쿠노인
아침에 사찰을 나서자 길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다. 산중인 탓인지 많지는 않지만 내린 눈을
밟으며 오쿠노인[奥の院]으로 향했다. 앞에 말한
코보우다이시가 835년에 입적한 후 모셔진 곳이다.
이치노하시[一の橋]라는 작은 돌다리로부터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도로도[燈籠堂]까지
2킬로미터 남짓한 참배 길에도 쵸이시가 박혀 있었다.
코우보다이시를 모신 곳까지 쵸이시가 이어지며 어제
지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곤폰다이토우[根本大塔]에서
끝난 쵸이시미치가 새롭게 이어지는 것이다.
참배 길 양측으로 수백년 된 삼나무와 함께 황실과
귀족, 다이묘[大名]들의 묘는 물론 일반인들의 묘가
수도 없이 늘어서 있었다. 대략 20만기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아무도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고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재일교포들의 가족묘이거나 조선을 침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의 묘였지만
희화적인 것은 장사꾼들의 묘였다. 복어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번 삿포로 횟집 주인은 죽은 복어를 위한 묘를
만들었고, 오사카의 필방(筆房) 주인은 붓과 먹을
거대하게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었음을 감사하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들은 수많은 지장석불들이다.
주먹 만한 것들로부터 등신대 크기까지 지장석불들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어 어지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절로 숙연해졌다. 제각각 석불을 만들어 품 속 깊이 품은
채 먼 순례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옮겨 온 것이 아닌가.
단지 코보우다이시 곁에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다. 그렇게 옮겨 온 지장석불들에게는
만든 이들의 염원이 짙게 배어 있어서 그것들이 놓이는
장소도 제각각이다. 세월이 지나 나무뿌리에 파묻힌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땅을 파서 묻어 둔 것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코보우다이시 사당으로 가는 작은 다리인
고뵤바시[御廟橋] 가까이 다다르자 승려들이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공양을 조리하는 곳 입구에 놓인 작은
쇼시지조[嘗試地蔵] 앞에 나무로 만든 궤를 올려놓은
것이다. 쇼시지조는 음식을 맛보는 지장이다. 그에게
음식을 바쳐서 음식의 기미(氣味)를 보는 것 같기에
서둘러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오쿠노인의 유이나[維那]
소임을 맡은 승려 가코하라[加古原] 상이 앞장을 서고
젊은 승려 둘이 궤를 메고는 쏜살같이 내 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뵤바시를 지나 도로도로 향하는 행렬
따라 사진기를 들고 나아가자 제지를 한다. 고뵤바시를
건너면 코우보우다이시가 잠들어 있는 성역(聖域)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궤 안에 든 것은 코우보우다이시에게
올리는 공양인 쇼진구[生身供]라고 했다. 오전 6시와
10시 반 이렇게 하루 두 차례씩 공양을 올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코우보우다이시가 여전히 살아서 오쿠노인
지하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굶지 않도록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본디 불교에서는
절의 울타리 밖에 여자들이 독경을 하고 염불을
하는 당(堂)이 따로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를
뇨닌도[女人堂]라 했는데, 고야 산에는 모두 일곱
곳의 뇨닌도가 있었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지고 한
곳만 남았지만 그 자취를 이어주는 16킬로미터 남짓
되는 길은 남아있다. 사실 그 길을 모두 걷고 싶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두어 곳에 남은 자취만을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뤄야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나라의 문경 봉암사와 같이
수행자들은 무시로 드나들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월
초파일 하루만 산문(山門)이 열리는 엔투지[円通寺]
앞에서 이번 기행을 마무리했다. 나풀나풀 떨어지는
눈을 맞으며 말이다.

오쿠노인에서 하루 두 차례 코우보우다이시에게 올리는 공양, 쇼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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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인에 있는 토요토미 히테요시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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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뿌리에 파묻혀 있는 지장 석불.

오쿠노인 쵸이시미치.

235
234

오쿠노인에 있는 일본 황실 묘.

오쿠노인에서 가장 오래된, 어느 여인의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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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인 곳곳에서 나온, 때로 땅 속에 파묻혀 있기도 했던 무연고 지장석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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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지 앞을 지나는 뇨닌미치. 고야 산에는 모두 일곱 곳의 뇨닌도가 있었고, 그 자취를 이어주는 16킬로미터 남짓되는 길, 뇨닌미치가 남아 있다.

(위) 고야 산에 있던 일곱 곳의 뇨닌도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이 남아 있는 곳.
(아래) 마니토게를 지나는 뇨닌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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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투지 입구.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일반인들은 사월 초파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

포용과 융합에 이르는 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었던
이번 일본행으로 그들의 종교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들은 전통 종교라 할 수 있는 산악신앙과
신교(神敎)가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여 서로
배척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했으며, 지혜롭게도 모두를 아우르며 순례하는
방편도 만들었다. 그리하여 길에 나서면 고대 일본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들을 섭렵하며 걸을 수 있었으니
길 위에서 포용과 융합은 물론 단결과 끈기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생겨난 종교적 신념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순례 길에 대한 기부라는
행위로 연결되고, 그것이 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길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지 싶었다.
사실, 나카헤치를 걸으며 장님들의 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소름이 끼쳤었다. 서로가 믿을 수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몸을
맡기는 사람과 그 애틋한 마음을 받아들여 거리낌
없이 그를 이끄는 사람 모두 생면부지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순례라는 큰 뜻 아래서 종교와 사람 그리고
길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는 이번 일본행에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감동적이었다. 미리 그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내가 걷는 길은 더욱 소중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으니 문득
삼나무가 빼곡하게 곧추 선 길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앞뒤로 선 그들은 앞사람이 뒤로 내민 막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코 빠르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혼구타이샤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본의 저력이
느껴졌다면 지나칠까. 하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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