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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왕 세조와 소나무의 기이한 인연

세상을 떠나 살고 싶어질 만큼 아름다워서 ‘속리(俗離)’라 불렸다는 속리산. 백두대간의

장엄한 산줄기를 잇고 활처럼 뻗어나가는 봉우리들이 환상적인 능선을 만들어낸다. 그 모

습이 하도 장엄하고 화려한 광경을 이뤄서 ‘작은 금강산’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신라시대의 진평왕과 조선의 세조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곳 속리산을 찾았다. 특히 세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왕위에 올랐지만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자 속리산을 찾았다. 

속리산 법주사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정이품송’이다. 1464

년 신병에 고생을 하던 세조가 속리산에서 치료를 하고자 이곳을 찾았을 때도 정이품송을

만났다. 그때는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의 소나무였다. 

한양을 떠나온 왕은 청주에 잠시 머무르며 민심을 돌아본 후 보은을 향해 출발하여 2월 27

일 보은현(지금의 보은읍)을 지나 병풍송(지금의 장재리 대궐터 마을)에 당도했다. 병풍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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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리)에서 하룻밤을 보낸 세조는 다음날 속리산을 향해 출발했다. 신미대사에게서 설

법을 듣고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가다보니 고개가 나왔다. 

“전하, 고갯길이라 연(임금이 타는 가마)이 넘지 못하옵나이다. 말로 갈아타시옵소서.”

세조는 연에서 내려 말에 올랐다. 꼬불꼬불 고갯길을 가다보니 장재리 마을은 저 뒤로 멀

어졌다. 고개를 넘은 세조는 다시 연으로 갈아탔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보니 갓을 펼

쳐 쓴 것처럼 푸른 잎이 무성한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저 소나무는 무엇이냐. 마치 군계일학과도 같은 풍채로구나. 저기서 쉬어 가겠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 보니 소나무의 푸른 기운에 가슴마저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솔

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세조는 일어나 연에 올랐다. 그런데 연에

오르고 보니 무성한 소나무 가지가 늘어져 연이 걸릴 것만 같았다. 

“연이 걸리겠구나.”

연에 앉아 있던 세조가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무성한 무게에 축 늘어져 있던 소나무 가지

하나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갔다.   

“전하, 소나무가 스스로 삼가여 가지를 올렸나이다. 미물인 소나무도 전하의 광영을 알아

보는 모양이옵니다.”

신하들이 말하였다. 세조 역시 기이히 생각했다. 속리산에 머물다 돌아가는 길에 세조는

처음 속리산에 갈 때 길목에서 만난 소나무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에 다

가갈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왕은 소나무 아래로 피했다. 소나무는 하

늘을 덮을 듯이 무성하여 비를 피하기에 충분했다. 나무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으

려니 소나기는 어느새 지나가고 먹구름도 흘러갔다.

“올 때도 가지를 하늘로 올려 연을 지나가게 하더니 갈 때는 기특하게도 비를 막아주니 참

속리산 정이품송 서원리 정부인송



으로 충신이로다. 이 소나무에게 정이품(正二品, 판서급)의 벼슬을 내리겠다.”

오늘날 장관급에 해당하는 벼슬을 받은 소나무는 빗물을 머금은 채 하늘 아래 청정한 자

태를 뽐내며 살짝 그 잎을 흔들어 왕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정이품송 소나무는 오늘날까

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이품송은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58.3㎥이다. 

정이품송은 살아오는 동안 각종 재해를 입었는데, 특히 1980년대 초 솔잎혹파리의 피해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방충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소나무는 원래 삿갓 또는

우산을 편 모양으로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1993년 강풍으로 서쪽 큰 가지가

부러져 그 모습이 많이 상하였다. 

한편 장안면 서원리에 있는 소나무는 정이품송과 부부 사이라 하여 ‘정부인송’이라 부른

다. 정이품송이 외줄기로 곧게 자란 남성적 모습이라면, 정부인송은 우산 모양으로 퍼지

고, 가지가 서로 얽혀 멋을 자아낸 여성적인 모습이다.  

부처의 법이 머무는 곳, 법주사

한국의 8경 중 하나인 속리산은 1,057m의 높이로, 높은 봉우리와 아름다운 계곡, 곳곳의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속리

산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석세(石勢)가 크며, 여러 겹으로 된 봉우리의 모든 돌 끝이 뾰족뾰족하게 생겨서 마치 처

음 피는 연꽃 같기도 하고 멀리서 횃불을 벌인 것 같기도 하다.” 

최고봉인 천왕봉, 관음봉, 문장대, 신성대 등 고봉이 있고,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법주사 등의 문화 유적이 곳곳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 종교적 불심(佛心)을 위해 법주사를 찾는 불자(佛者)들,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법주사는 속리산 아래 자리한 유서 깊은 절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553년(신라 진흥

왕 14)에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천축(天竺 : 지금의 인도)으로 구법여행을 갔다 돌아온 의

신조사(義信組師)가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절 지을 터를 찾아다녔는데, 이곳에 이르자

나귀가 제자리만 맴돌아 주변을 살펴보니 절을 지을 만했으므로 절을 짓고 ‘부처님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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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문다(住)’는 뜻으로 법주사(法住寺)라 불렀다고 한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조금 다른 법주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760년(신라 경덕왕 20) 진표

율사가 창건했다는 것이다. 진표율사가 참회고행 끝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로부터 계법

을 받은 후 금산사에서 나와 속리산으로 오고 있었다. 이 때 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소들이 율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울자, 달구지 주인이 율사에게 그 까닭을 물었

다.

“어찌하여 소들이 우는 것입니까?”

“소들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법을 받은 것을 알고 불법에 경배하는 것이다.”

설명을 들은 주인은 깨달은 바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축생(畜生)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에게 어찌 신심(信心)이 없겠습니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낫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자가 되어 스승과 함께  ‘길상초

(吉祥草)’가 난 곳에 표시를 해두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발연수’라는 절을 창건하고 7년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 진표율사가 금산사와 부안 부사의방에 가서 머물 때 속리산

대덕(大德)인 ‘영심’이라는 승려가 융종, 불타 등과 함께 찾아와 계법을 구하자 율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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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대답해 주었다. 

“길상초가 난 곳에 절을 짓고 ‘길상사(吉祥寺)’로 하라.”

이 때 창건한 ‘길상사’가 법주사의 전신인 것이다. 

법주사는 창건 이래 진표 및 영심의 중창을 거쳐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8차례의 중수를

거듭했다. 조선조 중기에 이르러서는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大

刹)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절의 거의 모든 건물이 불타 버렸

고, 1624년경에 이르러 승려 벽암에 의해 다시 중창을 거듭하였다. 1851년에는 국가적

규모의 중수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탈속의 가람, 속리산에서 천 년을 머물다

속리산 법주사에는 동양 최대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금동미륵대불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

게 남아 있는 오층 목탑인 팔상전을 비롯하여 국보 3점, 보물 10점 등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법주사의 자랑은 금동미륵대불이다. 그 높이가 33m나 되는 동양 최대의 미륵불 입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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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신라 때 주조한 것은 아니다. 최초의 불상은 청동으로 주조한 후

왕실의 비호 속에 중수를 거치면서 1,000여 년간 유지되다가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당

백전(當百錢)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훼손하였다. 일제시대 때 사실주의적 기법을 바탕으

로 시멘트 대불을 다시 제작하였고, 1987년에서 1990년 시멘트 미륵대불을 본떠 청동대

불로 다시 조성하였다가 부식으로 외관이 손상되자 2000년부터 불상에 금박을 입히는 개

금불사(改金佛事) 공사를 추진하여 이뤄진 것이 현재의 금동미륵대불인 것이다. 

법주사의 또 다른 자랑인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짓고 1968년에 해체 수리한 것이다.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

장면으로 구분하여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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