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안동시

유래 및 스토리

봉정사는 하늘에서 등불이 내려

왔다고 하여 이름을 지었으며 천등

산(天燈山)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봉정사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물로서

는 가장 오래된 극락전이 있는 유명

한 사찰이다. 극락전이 우리나라에

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사실은

1972년도에발견된유지에먹물로쓴상량문에의하여밝혀졌다.

극락전은 신라 불단과 흡사한 평면을 가진 주심포양식이며 주두는 굽이 없고 복화반 모

양의 대공이 삼국시대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자 모양 소슬대공의 변형이고 고려 중기 무

렵 중국의 화남 지방에서 주입된 건축양식과는 조금 다른 주심포계의 건축물로 오래된 수

법을보여준다. 뿐만아니라다른건축물에서찾아볼수없는헛집이있는데대들보에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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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얹히는 부분에 또 다른 서까래를

덧얹어 헛집을 꾸밈으로서 지붕의

물매가 급하게 가구(架構)되어 비와

눈을이기는데용의토록하 다.

또 이 건물을 보수하면서 얻은 각

종 부재에서 7~8세기 무렵의 건축양

식을 어느 정도 건실하게 지키면서

연대가 훨씬 상대(上代)로 소급됨을

보여주는 새롭게 중건된 건물이라

는 것을 추정 할 수가 있다. 명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2세기 이전 건축물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문가의 견

해이다.

옥황상제께서 천등(天燈)을 내려 주다 1

봉정사 본 절에서 뒤편으로 산정을 오르다 보면 약 600미터 지점에 있는 바위구멍이 바

로천등굴이다. 가지에서는이천등굴에대해서이렇게전하고있다.

능인대사가 아직은 소년시절에 불문에 정진하기 위해 그 바위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

었다. 계절이지나는것도모르고하루에한끼만생식을하면서오로지불도에만전념하고

있었다. 괴괴한 산속의 무서움과 고독 같은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렇게 10

년을줄곳도를닦기에여념이없던어느날밤홀연히아름다운여인이앞에나타나

“낭군님, 낭군님.”

하고옥을구르듯낭랑한목소리로능인을유혹하는것이었다. 

“낭군님, 소녀는 낭군님의 지고하신 덕을 사모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낭군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여한이없겠습니다. 부디거두어주십시오.”

여인의음성은간절하여마음을파고드는짜릿한그무엇을느끼게했다.

그러나능인은준엄히그녀를꾸짖었다. 

“나는 안일을 원하지 아니하며 오직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공덕을 사모할 뿐 속세의 어

떤기쁨도바라지않는다. 썩물러나네집으로가거라!”

능인의꾸중소리는칼날같았다. 그래도그여인은돌아가지않고갖은수단으로능인을

봉정사 극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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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했지만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능인의 설득에 깨달음을 받아 그녀는 돌아가게

되었다. 여인이돌아가자난데없는구름이모여들어그녀를감싸더니하늘로오르면서

“대사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옥황상제의 명으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했을

뿐입니다. 이제깊은뜻을알게되었으니부디훌륭한스님이되시기바랍니다.”

라는말을남기고홀연히사라졌다.

그러자 곧바로 바위 굴속엔 커다란 등이 메달려 대낮같이 밝았다. 능인이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또여인의목소리가들려왔다. 

“대사님은 아직도 많은 날을 수도해야 할 텐데 굴속이 너무 어둡습니다. 옥황상제께서

하늘의등불을보내오니부디이불로큰도를깨우쳐주시기바랍니다.”

이로서능인은그불빛으로불도에심취하여마침내위대한스님이되었다고전해진다.

종이비둘기가 정해준 절터 - 봉서사와 봉정사의 유래

의상대사가 주부석사를지은다음종이비둘기를만들어서날렸는데그비둘기가안동

시 서후면에 있는 천등산 뒤쪽 기슭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종이비둘기가 떨어진 자리에서

의상대사는

“나는이곳에서자리를지키련다.”

하고는 자리를 닦아서 절을 지은 것이 봉서사라 한다. 봉서사를 다 지은 다음에 다시 종

이 비둘기를 접어서 날렸는데 그 비둘기는 천등산을 넘어서 떨어졌다. 그 곳에 절을 지은

것이지금의봉정사라한다.

봉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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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황상제께서 천등(天燈)을 내려 주다 2

봉정사가자리한천등산은의상대사가스님이되기전에이곳에서수행을했다고전해오

고 있다. 의상대사는 바위 밑의 동굴 속에서 솔가지로 불을 켜서 공부하는 등 너무나 부지

런하게 열심히 불도를 닦고 있었으며 오직 공부만을 위해 쏟은 그의 지극한 열성은 마침내

하늘을감동시켰다. 그의열성어린공부를옥황상제가보고어떻게도울까생각하던끝에

“내가등불을주리라.”

하고등불, 즉천등을내려주셨다. 그래서천등산이라고불리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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