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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승은 매일 절밖에 나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산에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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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는데 노승은 절로 돌아갈 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스님은 사철 푸르고 절개를 자랑

하는 소나무의 정절과 기개를 지닌 목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달이 가고 해

가 바뀌도록 오지 않는 목수를 기다리던 노스님은 목수만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호

(白虎)굴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호랑이의 성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노승을 가로막고 섰다. 사미승은 기절할 듯 놀랐으나 노승은 태연히 “안 된다니

까. 내가 대웅보전을 다 짓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 하고 말했다.

노승은 호랑이 옆을 비켜 절로 가며 사미에게 따라오라고 했지만 사미는 온몸이 떨리고 발

이 후들거려 따라갈 수가 없었다. 노승은 또다시 호랑이를 돌아보며 “대웅보전을 다 짓기

까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하고 타일렀다. 

호랑이는 산을 찢을 듯한 울음소리를 한번 지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저녁 예불

뒤 노승은 사미를 불렀다.

“너는 지금 일주문밖에 나가서 손님의 짐을 받아 오도록 해라.”

사미는 낮에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일주문 밖으로 나갔다. 사

미가 일주문 밖으로 나와 손님을 기다리는데, 나무 밑에서 커다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님이 손님의 짐을 받아오라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셨군요. 스님이

마중을 보내서 왔습니다.” 하자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절 쪽으로 걷는 것이었다. 손님은 잠

자코 짐만 사미에게 내주었으나, 어찌나 무거운지 손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사미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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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무슨 말을 물어도 일체 대답이 없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절에 다다랐다.

노승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노승을 본 손님은 아무 말 없이 노승을 따라 들어갔다.

손님은 다음날부터 산에서 재목을 잘라왔다. 산을 오르내리는 손님의 몸 움직임은 날렵하

기 그지없었다. 나무를 다 베어다 놓고 기둥과 서까래목을 끊고 다듬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그리고 목침을 자르기 시작했다. 자리를 뜨는 일도 없고, 밤에는 자는지 안 자는

지, 그리고 남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며 언제 보아도 목침만 자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목수가 미친 사람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노승은 잠자코 웃기만 했다.

목침을 자르기 시작한 지 다섯 달 만에 톱질을 마치고 대패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대

패질을 시작한 지 3년, 목침을 다듬어 쌓아놓은 것이 절 주위에 가득 찼다. 사미가 하도

갑갑하여 “손님! 목침만 깎고 절은 어느 세월에 지을 거요? ” 물으면 목수는 역시 말이 없

었다. 말을 해도 대꾸가 없는 목수가 은근히 미운 생각이 든 사미는 쌓아놓은 목침 한 개를

감춰버렸다. 그 많은 목침 중 한 개쯤 없어진 것을 알 까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3년째 되는 날 목수는 대패를 놓고 일어서서 그 목침들을 일일이 세기 시작했다. 목침을

세어본 목수는 얼굴이 흙빛이 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목수

는 망태 속에 연장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승에게 “스님! 소인은 법당을 지을 인연

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절에 온 후로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무슨 연유로 그러시오? ”

“3년 간 켠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제 경계가 부족하여 업연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 같

습니다.”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서 서둘

러 법당을 지으시오.”

“스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법당을 짓겠습니다만 목침

하나는 빼놓고 짓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사미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그 많은 목침 가운데 하

나가 없어진 걸 어찌 알았을까? 그리고 그 하나를 어찌

다시 깎아서 채우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감추었다

고 말해도 이미 때가 늦어 쓸모가 없을 것이니 그냥 둘

수밖에…’

마음을 돌린 목수는 그 날부터 목침을 쌓아올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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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어느새 목침만으로 이어져 올라간 법당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법당에 단청을 하기

위해 화공을 불러왔다.  노승은 무슨 연유인지 화공의 법당 단청 작업이 끝날 때까지 법당

안을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경계를 엄히 하였다.

법당에 들어간 화공은 서너 달이 되어도 법당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 사미는 궁금증

이 나서 노승과 목수가 없는 틈을 타서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

가? 화공은 온데 간데 없고, 오색찬란한 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

서 벽에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사미가 호기심으로 법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

니 그림을 그리던 새는 문틈으로 날아가 버렸다. 사미가 정신을 차려보니 법당 앞에는 큰

호랑이가 죽어 쓰러져 있었다. 

노승이 나중에 호랑이의 천도 법문을 외우는데 그 법문은 “대호 선사! 이제 대호 선사의

모습을 어디 가서 대하리오. 선사가 불살랐던 법당이 그대의 손으로 다시 지어졌도다. 대

호 선사가 세운 이 법당은 무궁한 법연을 이루리다.”라는 것이었다. 인조 때 청민선사는

대웅보전을 지은 다음 자취를 감추었고 노승은 사미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았다 한다. 

스님들은 그 대호 대사를 동문 대우하여 불렀고 내생에나 소생해 못다 한 법연을 이루라

하여 이 절 이름을 ‘내소사’라고 하였다. 지금도 대웅전 오른쪽 앞 천장에는 목침 한 개를

빼놓은 자리가 그대로 있으며, 내벽 서쪽의 맨 위에 참선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선사

옆에는 지금도 붓을 떨어뜨려 덧그림을 그리지 못한 미완의 공백이 생겼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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