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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왕, 다리를 만들어 영국사로 가다

천태산(天台山)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에 있는 717.7m의 산으로서, 충북의 설악이라

불릴 정도로 산세가 빼어나다. 고려시대 천태종의 본산이었기 때문에 산 이름도 ‘천태’가 되

었다고 전한다. 천태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천년 고찰인 영국사(寧國寺)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라 문무왕 때 혹은 진평왕 때라는 설이 있지만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명종 때인 12세기에

대각국사에 의해 중창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각국사는 절을 국청사(國淸寺)라

부르고 지륵산이던 산 이름을 천태산이라 했다고 한다. 이후 고려 고종 때 안종필이 왕의

명을 받아 탑, 부도, 금당을 중건하였고 다시 공민왕에 의해 영국사로 불리게 되었다. 

공민왕과 영국사의 인연은 각별하다. 1361년(공민왕 10) 원나라 홍건적이 고려를 침범하

였다. 워낙 강한 힘으로 몰려오는 적이라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왕은 노국공주와 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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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동하고 개경을 뒤로 한 채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전황을 보아가며 남쪽으로 발길을 재촉하던 왕의 행차는 영동까지 이르게 되었고, 양산면

죽산리 뒷산인 마니산성으로 들어갔다. 전황은 고려군이 불리하다는 소식뿐이었다. 왕은

적군들에게 무참히 죽거나 욕을 당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가누기가 어

려웠다. 이때에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여기서 가까운 곳에 고찰이 있다고 하옵니다. 이 절은 대각국사 의천이 주지로 있으

면서 천태종을 일으킨 본거지라 합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네 국청사(國淸寺)라고 하는데, 전하께서 친히 납시어 부처님께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국운을 빌어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국태민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마니산

성의 험한 산길을 내려와 산 밑 마을에 다다르니 개울이 하나 나타났다. 간밤의 비로 인해

물이 불었지만 절에 가려면 그 개울을 꼭 건너야만 했다.  

신하들은 궁리 끝에 온 산에 널려 있는 칡넝쿨을 걷어다가 개울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출

렁다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신하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칡넝쿨을 걷어다가 양쪽 기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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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어 누다리를 만들자, 왕은 무사히 개울을 건너 절로 가서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수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이 마을 이름은 누다리(樓橋)가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국청

사라 부르던 절 이름도 왕이 친히 나라의 평안을 빌었다 하여 영국사(寧國寺)라고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교리 마을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다. 공민왕은 천태산에 왔을 때 그의 부인 노국

공주를 맞은편에 있는 산에 머물도록 했다. 신하들은 왕과 왕비가 만날 수 있게 산봉우리

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는데, 소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소가죽으로 만든 다리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누다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지금도 누교리 마을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천태산, 왕의 승은을 입다

공민왕이 머물렀던 곳은 지금의 영국동 근처에 있는 ‘왕골짜기’이다. 영국사의 사하촌(寺

下村)인 영국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 먹던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

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천태산에는 공민왕이 남긴 흔적들이 지명으로 남아 있다.  

공민왕을 수행하고 온 육조판서들이 머문 ‘육조골’과 궁녀들이 머물렀을 것이라고 여겨지

는 ‘궁터’가 있다. 또 누군가는 궁터에 궁녀가 아니라 공민왕의 후궁들이 머물렀을 것이라

고 이야기 한다. 

공민왕을 지키기 위해 망을 보는 이가 서 있었던 ‘망탑’에는 보물 제535호 영동 영국사 망

탑봉 삼층석탑(永同 寧國寺 望塔峰 三層石

塔)이 서 있다. 이 탑은 영국사에서 동쪽으로

500m 되는 곳의 망탑봉이라는 작은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커다란 화강암을 기단

으로 삼고 위로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기단은 암석 윗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그 중앙

에 돌출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기단

은 기둥모양과 안상(眼象)을 조각하여 형태

를 완성하였다. 그 위에 아무런 받침 없이 그

대로 탑신이 놓여있다. 탑은 전체적으로 체감망탑봉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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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일정하지 않지만, 몸돌의 상부를 좁게 하여 비교적 안정감이 있다. 기단을 한 층으로

하고 기단의 맨 윗돌을 생략하는 등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한 고려 석탑의 유형을 보여준

다. 각 부 양식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인 12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천 년 세월의 무게만큼 영험한 영국사 은행나무

천 년(千年)의 고찰인 영국사에는 수령이 천 년이 되고도 남을 은행나무가 있다. 천연기념

물로 보호되고 있는 영국사 은행나무는 그 수령만큼이나 가지와 잎이 우거져 있다. 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더욱 뛰어난 장관을 이룬다. 

영국사의 바로 옆에는 약 8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 영국동이 있다. 영국사와 함께 살

아온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은행나무는 무척 소중한 존재이다. 마을의 평안을 비는 당산제

를 이곳에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산제를 영국사 승려에게 위탁하였지만, 마을 사

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 소원을 비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영국사는 오래된 절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어쩌면 절의 규

모와 크기를 보고 그 오랜 세월을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말없이 조용히 숨 쉬고 있

는 은행나무와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자연과 생명, 평화의 노래가 나올 것이다. 

최근 영국사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한창이다. ‘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대

표 양문규 시인)’은 영국사 은행나무를 소재로 기획한 ‘생명 스테이’를 2012년 8월부터 11

월까지 진행했다. 천 년을 넘게 비바람에 맞서 꿋

꿋이 생을 이어온 은행나무는 불법(佛法)을 이어

가고 있는 영국사의 온전한 모습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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