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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길 위의 인문학 산책(1) - 수원화성

■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
  수원에 갈 적마다 화성의 성곽이 참 부러웠다.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았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 정약용의 실학 정신이 거기에 서려 있어서 라기 보다 그냥 보기에도 아름다워서이다. 
긴 시간을 품고 있는 성곽의 돌은 맨손으로 만져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정조는 아버지의 산소(현륭원, 지금의 융릉)를 경기도 화성 화산(花山) 자락으로 옮기면서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켜 새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 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의 팔
달산 아래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풍수의 기운일까?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한 후에 왕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며, 아들이 태어나던 날은 바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생일날이었다. 이 모든 것이 
선친의 덕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삶의 터전을 내어준 백성들이 여간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남◃ <화성성역의궤>의 화성전도(華城全圖)–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북

  책 속에 길이 있다. 길 위에 삶이 있다. 우리학교 사제부 행복동행,‘길 위의 
인문학 산책’. 그 첫째 길이 우리 동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찾아가는 길
이다. 사랑하지만 너무나 가까이 지내다보니 소홀했던 가족처럼 우리는 수원화성
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알고 보면 더욱 매력적이고 
자랑스럽다. 아는 만큼 더 사랑스럽고 감동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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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는 아들 순조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아버지 산소 가까이에서 백성들
과 여민락할 것을 꿈꾸며 화성을 짓게 하였다. 1794년(정조 18년) 1월에 시작된 공사는 1796년
(정조 20년) 9월에 완성되었다. 애당초 10년을 예상한 공사기간은 정약용이 발명한 거중기와 녹
로 등 실학적 기술에 힘입어 공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정약용의 이론과 설계에 따라 성
을 짓고 나서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다행히 거중기를 이용해서 경비를 4만 냥이나 절약하게 되
었다”며 칭찬했다. 정약용은 그때 부친 상중으로 남양주의 마현에서 여막을 짓고 기거하던 중이
었다. 정조가 수원화성을 쌓는 규제를 지어 올리라는 분부하였다. 일찍이 한강주교(배다리)에 대
한 규제를 올린 천재성을 알고 있었으며, 상중의 슬픔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명령이었다. 화성
의 전체 면적은 18만 8,048 평방미터이며, 성곽의 총길이는 5,743미터, 높이는 4~6미터이다.   
  화성의 성곽은 침입하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시설이지만 그 모습은 아름다운 예술작품
과 같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 200여년 세월이 흐르며 무너지기
도 하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파손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화성의 축조 과정
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보수하고 복원하여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록되었다. 

■ 수원화성에서 색깔을 보다.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띠는 것은 옹성의 성곽 위에 펄럭이는 파란색 깃발
이다. 그 이름 또한 ‘푸를 창(蒼)’, ‘용 룡(龍)’이다. 아, 이곳이 바로 좌청룡 동대문인가보다. 그렇
게 성곽을 따라 걷다 방화수류정 가까이에 갔을 때는 성곽에 검은색 깃발이 펄럭인다. 바로 북쪽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성의 북대문, 장안문(長安門)에는 검은색 깃발이 펄럭이며 위용을 자
랑하고 있다. 장안은 옛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과 같은 이름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대(事大)
하여 나온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사대에서 벗어나 자주하려는 강력한 개혁정치를 실현하고자 했
다. 정조대왕은 황금 갑옷을 입고 장안문으로 입성하였다. 황금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며, 갑
옷은 최고의 군수통제권을 장악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백성들과 길이[長] 
평안[安]하리라’는 위민ㆍ애민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장안문은 화성의 정문이
다. 머지않아 다다른 화서문(華西門)에는 흰 깃발이 꽂혀 있다. 이 흰 깃발은 서장대 위에도 펄럭
일 것이다. 그렇다면 팔달문에는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붉은 깃발이 펄럭일 것이다. 남대문이기 
때문이다. 팔달문 좌우에는 지금도 시장이 크게 열려 있다. 그때도 전국 방방곡곡의 물류가 사통
팔달하며 상업이 번창한 장터를 크게 열었다 한다.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임금님의 
바람이었다.  
  한양도성 사대문이 그렇듯이 수원화성의 사대문과 깃발 색깔도 모두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전통에는 음양오행사상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다만 
한양 도성과 수원 화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양 도성은 정궁이 남면하고 있으며, 도성의 정문이 
남대문이라면, 수원 화성은 임금이 행차하여 잠시 머무르는 행궁이 동면하고 있으며 정문이 북문
(장안문)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흔히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사주신과 그것
을 상징하는 오방색은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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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옹성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

■ 수원화성과 성곽의 주요 시설물

<수원화성조감도 : 네모 칸 속 번호는 아래표의 성곽 주요시설물의 위치안내>

시설물 (수) 사진 용도

4대문(4)
四大門

□1 팔달문

화성을 출입하는 4대 관문이다.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모두 옹성으로 
싸여있다. 북문인 장안문이 정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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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문(4)
暗門

□2 북암문

화성에는 정문, 암문, 수문 3종류의 
문이 있다. 암문은 유사시 비밀스럽게 
출입하는 통로문이다.  

수문(2)
水門

□3 북수문
(화홍문)

수원천이 북에서 남으로 수원화성을 
가로지른다. 북수문이 7개의 홍예를 
가진 화홍문이며 남수문은 9개의 홍
예를 가졌다.

공심돈(2)
空心墩

□4 동북공심돈

속이[心] 비었다[空]해서 공심돈이다. 
안에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에 돈대를 쌓
고 망루를 올려 공격과 휴식이 가능
하도록 했다. 수원화성에서만 유일하
게 볼 수 있는 성곽축조물이다.

치성(10)
雉城

□5 동삼치

치(雉)란, 꿩을 말한다. 꿩은 제 몸을 
잘 숨기고 경계하여 살피기를 잘한다. 
성을 지을 때 일정 간격으로 성곽을 
네모지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아 
적을 감시하고, 성곽을 침입하는 적을 
옆에서도 공격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포루(5)
鋪樓

□6 동이포루

치성 위에 누각을 세운 것을 포루라 
한다. 평시에는 군사들이 대기하고  
휴식하며, 유사시엔 감시와 공격을 위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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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5)
砲壘

□7 동포루

벽돌을 사용하여 만든 3층 구조의 대
포 진지이다. 맨 아래 층에 대포 발사
를 위해 혈석이 뚫려 있고 그 위에 
판자를 얹어 두 개 층을 만들었다. 

각루(4)
角樓

□8 동북각루
(방화수류정)

주변을 감시도 하며, 때로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 중 방화수류
정은 용연과 화홍문과 잘 어우러져 
화성의 백미가 된다.

적대(2)
敵臺

□9 북동적대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 좌우(동서)에 
설치되어 성문과 옹성으로 접근하는 
적군을 막는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방어하기 좋게 성곽보다 높게 축조되
었다.  

노대(2)
弩臺

□10서노대

쇠뇌[連弩]를 쏘던 방어시설로 산 정
상부에 위치하여 있다. 쇠뇌란 연속사
격이 가능하며 장거리로 날릴 수 있
는 활이다.

장대(2)
將臺

□11서장대

높은 곳에서 성 안과 밖을 살피며 군
사를 지휘하는 곳이다. 서장대는 팔달
산 정상에서 사방 10리를 내려다볼 
수 있어 화성의 명실상부 한 군사지
휘소가 된다. 동장대는 연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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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의 진면목, 어떻게 볼 것인가?
  화성의 참모습을 어디서 보면 좋을까 망설여진다. 밖에서 보면 안이 볼 수 없고, 안에서 보면 
밖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안팎을 들락거리게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또 주저하게 된
다. 소동파의 여산진면목(廬山眞面目)을 읽는다.

[여산진면목]
橫看成嶺側成峯 옆으로 보니 고갯마루요, 곁으로 보니 봉우리일세. 
遠近高低各不同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저마다 같지 않구려. 
不識廬山眞面目 여산의 참 모습은 알기 어려워라. 
只緣身在此山中 다만 내 몸이 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여.

연무대
鍊武臺

□12동장대

군사를 지휘하는 장대이다. 이곳 동장
대는 군사지휘소이면서 군사들이 훈
련하는 곳이라 하여 연무대라 부른다.

봉돈(1)
烽燉

□13(또는)봉수대

군사용 통신수단 시설물이다. 다섯 개
의 굴뚝으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전달했다. 비상사태
에 따라 그 수를 달리 했다. 

□14화성행궁
行宮

화성행궁은 1789년 팔달산 동쪽 기슭
에 건립되었다. 효심이 지극한 정조가 
아버지의 원침인 현륭원을 13차례나 
찾았을 때 이곳에서 유숙하였다. 수원
부 관아로도 사용되었으며, 수원화성 
축조를 이곳에서 총괄하였다. 화령전
은 정조의 영전(影殿)이다.

□15  화령전
華寧殿

(정조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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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이리 보면 이렇고 저리 보면 저렇다. 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다. 안에 있으면 밖
이 보이지 않고, 밖에 있으면 안이 보이지 않는다. 안에서 본 다음에 밖에서 보면 모두 다 보았
다고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안에서 본 것은 지나간 과거를 본 것이다. 안과 
밖을, 옆과 곁을, 멀고 가까움을, 높고 낮음을  동시에 모두 볼 수 없다. 그래서 참 모습을 알 수 
없다고 하니 그럴 듯하다. 
  여산의 진면목을 어떻게 알까? 감히 동파에게 답한다. “내 몸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여산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면, 내 몸이 밖에 나간 들 여산의 참모습을 다 알 수 있을까? 하지만 동파
여, 그대가 본 그것이 바로 여산의 참모습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래서 나, 묻지도 않은 그대에게 답하노니,
 

[답 동파 여산진면목]
成嶺成峯外廬山  고갯마루 봉우리는 밖에서 본 여산이며 
高低不同內廬山  높낮이 같지 않음은 안에서 본 여산일세.
何識廬山眞面目  여산의 진면목을 어찌 알겠는가?
只今身在眞廬山  다만 지금 나 있는 곳이 참 여산일세. 

<수원화성 화홍문>

  한시에는 근처 가보지도 못한 문외한이 동파의 명시를 감히 들먹이며 이리저리 자르고 휘돌려 
짜 맞추는 장난을 쳤다. 동파와 한시 전문가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빈다. 하기야 뭐 어때?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았나? “나는 조선 사람이니, 조선의 시를 즐겨 지으련다.(我是朝鮮人 甘作
朝鮮詩)” 
  화성의 진면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안으로 걸으면 성 밖의 높은 성벽을 볼 수 없고, 밖으로 
걸으면 성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성곽을 따라 높은 길을 걸으면 지금의 삶을 볼 수 없고, 성
곽 아래 낮은 길을 걸으면 역사의 길을 다 살필 수 없다. 어떻게 수원화성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을까? 어찌하랴. 때론 낮은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론 높은 길을 걷기도 한다. 한 번은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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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다음 번 엔 밖으로 걷는다. 낮은 길이든 높은 길이든 수원화성 길이며, 안으로 걷든 밖으
로 걷든 모두가 화성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한 번보고, 그래도 또 보고 싶어 가본다. 똑 같은 길
을 걸어도 함께 하는 길벗에 따라 다시 새롭다. 그때마다 모두 화성의 참모습이다.

<여장의 근총안으로 내려다 본 용연>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의 야경>

<가을에 물든 수원화성은 품격 높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 수원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방화수류정과 용연
  수원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방화수류정과 용연이다. 어쩌면 방화수류정과 용연이 있기에 
수원화성의 의미가 더해지기도 한다. 수원화성에 간다는 것은 ‘꽃을 찾아 버들을 따라’ 방화수류
정을 찾아 간다는 말일 것이다.    
  방화수류정은 한 송이 꽃 같이 용머리 바위에 얹혀있다. 용머리바위 아래에 원형의 연못을 파
고 둥근 섬을 만들어 용연(龍淵)이라고 하였다. 용연이 있기에 방화수류정이 더 아름다운 걸까?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용연과 방화수류정이 있기에 수원화성이 꽃처럼 아름
다운 것이다.  
  용연의 이름은 용머리바위에서 나왔다. 이 연못에 용이 살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
떤 전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용연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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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화
성의 융릉(현륭원)으로 옮기면서 
그 앞에다 여의주를 상징하는 둥
근 연못인 곤신지를 조성하였다. 
아버지를 용으로 그리워한 까닭
일 게다.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
도 당신의 뜻대로 만사가 여의
(如意)하시기를 바라는 효심의 
발로일 것이다. 조선말기에는 원
지원도형(고종황제의 홍릉의 연
지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인공 연못 조성은 방지원도(方池圓島)이다. 창덕궁의 부용지
와 같이 네모난 연못 가운데에 둥근 섬을 두었다. 그렇지만 이곳 수원 화성의 용연이 둥근 까닭
은 혹시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위에 즉위하면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조성하였는데 그것이 환구단(圜丘壇)이다. 제후국가의 임금은 땅과 
곡식의 제단인 네모난 사직단에 제사를 드렸다면, 환구단은 둥근 모양의 제단이다. 그렇다면 화
성의 용연은 어쩌면 정조는 자신을 용이나 천자로 상징한 것은 아닐까? 

<방화수류정과 용연>

  용연과 용머리바위에는 무슨 전설이 있겠지 싶어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전국 곳곳에 용머
리바위가 산재해있고 몇 군데에 해당되는 전설이 있지만 수원화성의 용머리바위와 용연에는 그
럴 듯한 전설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얼마 전 다시 수원화성 나들이에 나섰다. 창룡문에서 시작
된 산책은 남으로 내려가면서 봉돈과 팔달문에 다다랐다. 사통팔달의 팔달문에 걸맞게 장터가 넓
었다. 그 앞에서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말라’며 술을 흥건히 따라주시는 정조대왕을 만났다. 

환구단 앞의 석고(石鼓)는 1902년 고종 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
하여 세운 조형물이다. 3개의 돌북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
는 악기를 형상화하였으며, 몸통에 용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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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엔 그러겠나이다.’ 속으로만 답하고서는 수원천을 걸으며 화성박물관과 행궁에 들렀다. 
그리고 행궁 가까이에 있는 천주교 수원성지 본당에 들렀다. 정조대왕 사후에 영조의 계비인 정
순왕후가 11세의 순조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 대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천주교
와 연관을 맺은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정약용의 삼형제는 귀양살이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곳 수원성지는 당시 포도청이 있던 자리로써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이규진 
작가의 『파체(破涕)』라는 소설이 소개받았다. 이백여 년 전 수원화성 축성과 천주교 신앙 그리고 
사랑에 얽힌 이야기란다. 그 속에서 정말 그럴듯한 용머리바위와 용연에 대한 전설을 얻게 되었
다.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했다. 아래의 이야기는 소설 『파체(破涕)』 속에서 얻은 용머리바위의 전
설에 살을 더하고 내 나름대로 치장을 하여 다시 구성해보았다. 전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후대
로 이어지나 보다. 참고로 파체(破涕)라는 말은 ‘눈물을 거둬라’라는 한자어 의미와 ‘평화’를 의미
하는 라틴어 ‘pace’에서 가져왔다.

<팔달시장터에서 ‘불취무귀’하라며 술을 권하는 정조대왕상>

■ 사랑했기에 천년을 버린 용의 전설
   옛날부터 이 연못에는 용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천년이나 가까이 견디며 
이제 승천하는 날 만 기다렸다. 어느 누구도 이 연못에 천년의 이무기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연
못가 마을에는 예쁘장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종종 혼자서 연못 가까이에 와서 놀았다. 
어느 날 꽃을 찾아 나는 나비를 쫓아 따르던 소녀가 그만 발을 헛디뎌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허
우적대며 물에 가라앉을 때 연못 속의 이무기가 소녀를 살포시 안아 연못가로 건져 주었다. 소녀
는 물 한 방울 젖지 않았다. 깊은 잠을 자다 깨어났기에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이
무기를 본 적도 없고, 누가 구해주었는지도 더더욱 모른다. 다만 용이 되어야 할 이무기만이 그 
소녀를 잊지 못하였다. 깊은 연못 속보다 더 차가운 몸으로 소녀의 따뜻한 몸살을 품었으니 그 
체온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제 그리움이 되었고 그리움은 상사병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어느 듯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사랑에 빠진 이무기는 승천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사랑하는 소녀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인가? 아니면 천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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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포기하고 소녀를 사랑하며 이 세상에 남을 것인
가?’ 간절한 기도 끝에 이무기는 결국 마음을 고쳐먹었
다. 소녀에 대한 사랑은 한 때의 감정이며, 인간 세상
의 삶도 아침 이슬같이 부질없는 것이다. 천년의 용은 
결국 승천을 결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삶이라
는 결심을 굳혔다. 드디어 승천하는 날. 하늘을 오르던 
용은 잠시나마 미련과 추억을 떨쳐버리고자 연못가로 
눈길을 내렸다. 그 순간 사랑했던 여인이 하늘을 올려
다보며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아, 저 여인도 
나를 사랑했나보다’ 그리하여 마음이 흔들렸고 사랑하
는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고자 머리를 돌렸다. 앗! 바로 
그 순간, 온 몸이 굳어버리고 그만 하늘에서 땅으로 떨
어지고 말았다. 그리움으로 눈이 멀어버린 용의 머리가 
곤두박질로 떨어진 곳이 바로 용머리바위이며, 짝사랑
했던 용의 마음이 깊이 가라앉아 버린 곳이 바로 지금
의 용연이다. 연못가의 아름다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
며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용을 볼 수 없다. 아무도 용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른다. 하물며 그 소녀, 그 여인도 아
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용연에 깊이 묻혀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은 슬픈 사랑의 용머리가 되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있다. 용연의 
배수구에는 입을 벌리고 화홍문으로 물을 내려 보내고 있는 용머리가 있다. 팔달문 장터 입구에
서 앉아 백성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불취무귀(不醉無歸)의 정조대왕 모습이 떠올랐다. 과연 뜻을 
이루지 못한 용은 누구인가? 백성을 사랑하여 무한히 베풀고자 했지만 뜻이 꺾여버린 정조인가?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사도세자인가?

■ 방화수류정 - 꽃을 찾아 버들을 따르다. 
  용의 머리가 된 방화수류정의 이름은 송대 유학자 정호(程顥)의 시, <춘일우성>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 시를 읽어본다. 

[춘일우성ㆍ春日偶成] : 봄날 우연히 시를 짓다.
雲淡風輕近午天(운담풍경근오천) 구름 엷고 바람 잔잔한 어느 봄날 한나절
傍花隨柳過前川(방화수류과전천) 꽃을 찾아 버들을 따라 시냇물을 건너네.  
時人不識余心樂(시인불식여심락) 사람들은 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선
將謂偸閑學少年(장위투한학소년) 빈둥대며 한가로이 노는 아이들 같다 하네.

  정호의 호는 명도(明道)이다. 그의 아우는 이천(伊川) 정이(程頤)이다. 이 두 형제를 가리켜 세
상 사람들은 이정자(二程子)라 부른다. 주돈이에게서 배웠으며 이기일원론과 성즉리(性卽理)설을 

<용연의 용머리와 방화수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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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하며 성리학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사상은 동생에게 이어져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는 주희
에게 전해졌다.  
  정호는 따사한 봄날의 햇살을 즐기며 솔솔 부는 봄바람을 따라 한가로이 산책을 한다. 그러다 
우연히 시상이 떠올라 이 시를 짓게 된다. 버들가지에는 새 순이 돋아 초록빛으로 춤을 추고, 꽃
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었다. 이리저리 한가롭게 시냇물을 따라 흐른다. 구름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한다. 꽃이 되기도 하고 버들이 되기도 한다. 때론 꽃을 찾는 나비이
지만, 그저 무심히 흐르는 시냇물이 되었다. 무위하다보니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는 경지가 이
런 것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느 것도 되지 않으면, 되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인가? 할 
일 없는 명도선생의 봄날이 부럽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도 놈팡이 마냥 빈둥거리며 한
가로이 놀고 싶다. 그러면 시를 지을 수 있으려나? 여름밤 우연히 나도 시를 짓게 되려나?
  여름 밤 달빛을 따라 방화수류정을 다시 찾았다. 누각에 앉아 연잎을 덮고 있는 어두운 용연을 
내려다본다. 연못 속의 슬픈 용은 잠들어 있는데 슬그머니 전설만 떠오른다. 밤이 깊을수록 방화
수류정은 더욱 밝게 피어난다. [끝]

<용연과 방화수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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