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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의태자, 서라벌을 보고 통곡하다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2012년 CNN의 지역 소개 인터넷사이트 ‘CNN Go’는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좁은 서울지

역에만 있게 된다면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서울 지역을 제외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장소 50선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그중 38위가 옥천읍 삼청리에 있는

용암사이다. 용암사가 이렇게 선정된 데에는 일출 때 볼 수 있는 운해가 장관을 이루는 점

또한 한 몫을 하였다. 

용암사는 552년(신라 진흥왕 13)에 창건되었는데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 이야기가

전해져 더욱 각별한 곳이다.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나라의 운이 다 기울자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바칠 것을 신하들과 의논했다. 찬성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이때 왕자가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민심을 수합하여 굳게 지키다가 힘이 다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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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포기해야 할 텐데, 어찌 힘을 다해 보지도 않고 1,000년 사직을 쉽사리 남에게 내어 준

단 말입니까?”

경순왕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외롭고 위태함은 커서 나라를 온전히 할 수가 없으니 능히 강하지도 못하고 또 바

짝 약하지도 못한 탓에 백성들을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것만은 차마 내가 하지 못하는 바

라. 나라를 왕건에게 바쳐 전쟁을 면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리라.”

결국 경순왕이 국새를 왕건에게 가 바치자 왕자는 통곡하며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의와 초

식으로만 일생을 보내었다고 전해진다. 마의만 걸치고 살았다 해서 그는 마의태자라 불렸다.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 중간에 들른 곳이 바로 용암사였다. 그

는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용암사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용바위에 올라서서 서라벌을 바

라보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용암사는 552년(신라 진흥왕 13) 천축국에서 돌아온 승려 의신이 충북 옥천 장령산 기슭

에 창건한 것이다. 그는 장령산의 산세를 보고 감탄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후 용

암사는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되었다가 1986년 승려 무상이 중창불사를 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의 말사이다.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용암사라고 이름 지었으

나,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용바위가 파괴되어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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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년 동안 옥천을 내려다본 붉은 바위, 마애불

장령산 기슭에 있는 용암사의 입구에는 여느 사찰과 달리 일주문과 사천왕문이 없다. 다

만 화엄경에 나오는 글귀가 방문객을 인도한다. 절 마당으로 들어서면 세 줄의 계단이 나

오고, 이를 오르면 사찰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절 마당 앞쪽에 마련된 드므(넓적하게 생

긴 독)는 불기운을 눌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용암사에는 대웅전, 천불전, 산신각이 있고 보물인 동·서 삼층석탑과 도유형문화재

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마애여래입상 등이 남아 있다.  

용암사에는 마의태자상이라 불리는 마애불이 있다. 마애불은 암벽을 파고 그 안에 불상을

도드라지게 새긴 것인데, 붉은 바위색이 퍽 인상적이다. 이 불상을 사찰에서 마의태자상이

라고 하는 것은 마의태자를 추모하였던 신라 도공의 후손이 염불하는 태자의 모습을 그리

워하며 미륵불을 조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마애불은 영험이 있어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전한다. 마애불이 새겨져

있는 이 암벽에는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동전이 붙어 있다. 

마애불은 발을 좌우로 벌리고 연꽃대좌 위에 서 있으며, 가늘고 긴 눈, 작은 입, 가는 코 등

이 묘사된 얼굴에는 파격적인 미소에도 불구하고 도식화된 모습이 엿보인다. 이러한 도식

적인 표현은 갖다 붙인 듯한 팔과 V자형의 규칙적인 옷 주름, 좌우로 힘없이 표현된 옷자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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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등 신체의 세부 표현에서도 보이고 있어 세련된 통일신라 조각이 형식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세련된 조각기법이 형식화되던 시기에 나타난 도식

화된 작품으로 보인다. 

용암사에서 이른 아침 운해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마애불 앞이다. 여기서는

옥천 시내가 다 보인다. 마애불은 떠오르는 해뿐만이 아니라 옥천 땅 전체를 훤히 내려다

보면서 천 년을 지내온 것이다. 

한편 용암사 대웅전에는 5종의 탱화와 목불상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불상이 바로 목조아

미타여래좌상이다. 이곳에 봉안되기까지의 연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880년 불상을

열어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순치 8년 신묘년 (효종 2년, 1651년)’에 만들어진 다라니경이

발견됨으로써 사실이 확인되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51년에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

졌으며, 다라니경의 내용으로 보아 경상도 문경의 오정사에서 만들어져 이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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