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명 : 은해사

주 제 : 말없이 걸어도 심심하지 않은 숲이 있어 행복한 산사

시 대 : 조선

문화재 유형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불전

분 류 : 문화재자료 제367호 외 다수

소 재 지 : 경북 천시 청통면 치일리 555 은해사

제목 숲에서 만난 은빛바다 절, 은해사

유래 및 스토리

금포정길

일주문 너머 곧고 시원하게 뻗은 소

나무들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가을을

심히 타는 듯한 낙엽수들은 붉고 노랗

게 옷을 입고 있거나 이도 저도 다 싫어

훌훌털어버리고앙상한가지를드러낸

채 송림 속에 간간히 어우러져 있다. 은

해사 일주문에서 보화루까지 약 2km의

길은일체의생명을살생하지않는다하

여 금포정(禁捕町)이라 한다. 조선 숙

종 때 이 일대에 숲을 조성하 다고 하

니 300년을 지내온 나무들의 위옹이 대

단하다. 숲길을 걷다보면 사랑나무라

하는 연리지도 있어 잠시 눈길을 끈다.

청명하고도고요한팔공산자락의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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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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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은 기분 좋은 기운을 내뿜고 있다. 그래서인

지 은해사의 말사인 중암암, 백흥암, 묘봉암, 서운

암, 백련암, 거조암, 운부암, 기기암이 마치 숨은그

림찾기처럼 이 산자락에 숨어있다. 금포정길을 따

라 걷다보면 왼쪽으로 여러 개의 비석들이 늘어선

모습을볼수있다. 

174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비들은 주로 순찰비, 공덕비, 불망비 등으로 그 중

에서도 거의 중앙에 위치한 권씨마마공덕비(1906

년)는‘권씨마마’라는 호칭이나, 비 뒤편에 기록

된 비문의 내용 때문에 눈에 띤다. 비문에는 궁녀

던 권씨마마가 노년에 궁을 나와 은해사에 자신

의 재산을 기부하고 특히 오백나한절로 유명한 거

조암의 나한상 앞에 523기의 불기(목기)를 시주하 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 그런데 현재 거

조암의 나한상은 모두 526구인데 당시에는 나한상 3구가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

었는지나한상의개수와맞지않는불기의사연이궁금증을자아내고있다. 

인종대왕 태실의 수호사찰

팔공산 자락 치산계곡에 터를 잡은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809년에 혜철국사가 현재의 운

부암 아래 해안평에 해안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 고 명종 1년(1546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우면서‘안개 낀 팔공산 자락에 구름이 피어날 때 절 마당에서 바라본 광경이 마치

은빛바다가물결치는듯하다’고해서은해사(銀海寺)라불 다. 

은해사는 신라 원효, 의상, 고려 지눌, 일연스님과 같은 고승과 근래에는 운봉, 성철 스님

등의 대승들도 머물 던 곳으로, 현재는 이 골짜기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암자들을 거느린

대사찰이다. 특히 은해사는 인종대왕 태실의 수호사찰이 되면서 여러 차례의 큰 화제에도

왕실의지원을받아바로절을일으켜세울수있었다. 

조선왕조는왕실에서왕자가출생하면그태반을길일과길지를택해묻어두었다. 대왕

태실의 경계는 300보, 왕세자의 태실을 200보로 하고 이 경계 밖의 수목을 기르는 곳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했으며, 금지구역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시체를 매장한 사람은 처벌했

권씨마마 공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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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전국 각지의 명당

에 위치한 태실은 명당에서 유능

한 인물이 나와 왕실에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 다

는해석도있다. 

태실이 설치되는 곳은 그 명칭

의 승격이나 위상과 접히 관련

되었고, 역 확대 등의 특혜가 주

어져서 자기 지방에 태실을 유치

하고자 지역 간에 분쟁이 발생하

기도 하 다. 따라서 인종대왕 태실의 수호사찰로 지정된 은해사는 팔공산 치산계곡의 그

어떤사찰보다도부흥할수있었다. 

추사 김정희와 은해사

은해사에 들어서면 보화루가 보이는데 보화루(寶華樓) 현판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썼다

고 하여 다시 한번 유심히 쳐다보게 된다. 은해사는 보화루 외에도 추사가 쓴 편액들을 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 조가 왕자시절에 은해사를 잘 수호하라는 완문(完文)을 지어

보낸일이있고 조의등극후에는어제완문(御製完文)이라하여이절을수호하는데있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추사 김정희는 경상 감사로 부임한 아버지

인종대왕 태실

보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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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경(金魯敬)을 따라와서 경상도 일원의 명승지를 여행할 때 이 은해사에 들 을 것으로

보고있다. 

1862년에 쓰여진“은해사중건기”에는‘대웅전, 보화루, 불광의 삼대 편액이 추사 김정희

씨라서 마치 화엄루각(華嚴樓閣)과 같다’고 하 다. 이를 통해 은해사는 추사 씨를 많

이받아서현판으로걸었음을알수있다. 

은해사는추사의 씨뿐만아니라크고작은문화재를지닌곳이어서소중하기도하지만

그보다 산이 주는 고즈넉하고 깊은 여운이 어우러져 산사를 그냥 걷기만 해도 평온함이

려오는곳이다. 말없이걸어도심심하지않은숲이있어행복해지는 곳이기도하다. 

■직접 관련된 유적 : 은해사 대웅전, 은해사 대웅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은해사 괘불탱,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간접 관련된 유적 : 은해사 거조암 산전,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은해사 백흥암 감로왕도,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 은해사 거조암 삼층석탑

■관련된 다른 스토리 : 권씨마마공덕비, 중암암(건들바위, 장군수, 극락굴, 미천)  

■주변 경관/지역/유적과의 연계성 : 은해사와 인근 말사(중암암, 백흥암, 묘봉암, 서운암, 

백련암, 거조암, 운부암, 기기암)를 연계

불광 - 추사 김정희의 씨 대웅전 후불탱화 및 삼장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