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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나한이 지켜주는 금빛 

연꽃 속의 마하사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마하사의 유래 

금련산 자락을 올라가면 마하사가 있다. 금련산, 부산의 3대 산맥 중 하나인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산세가 연꽃모양이라 하여 ‘금련’이란 명칭이 생겼다 하기도 하고, 부

처님께 공양 올리는 황금색 금련화에서 ‘금련’이란 명칭이 생겼다 하기도 한다.

금련산의 마하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대웅전과 나한전 상량문에  

신라 내물왕 39년(394) 아도화상(阿道和尙)이 경북 선산에 신라 최초의 사찰인 도리사(桃

李寺)를 세우고 남으로 내려와 나한기도도량(羅漢祈禱道場)인 마하사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범어사, 운수사, 선암사와 더불어 부산 4대 고찰로 꼽히는 마하사의 명칭은 불경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에서 유래했다. 예전에는 마하사의 말사로 반야암(般若庵), 바라밀다사(波羅

密多寺)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축대 흔적만 남아 있다.

마하사는 특이하게도 일주문과 불이문이 없다. 경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금각역사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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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지키고 있는 천왕문을 거쳐야 한다. 

‘금련산 마하사’라 쓴 현판이 걸려있는 천왕

문은 이층으로 되어 있다. 1층에는 사천왕

도가 있고, 2층에는 범종각이 있다. 범종각

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그 정취가 일품이라 

하여 수영팔경 중 하나로(蓮山暮鐘) 꼽히고 

있다.

천리향의 향기가 감싸고 있는 경내로 들어

서면 금동 아미타불좌상을 본존불로 모신 

대웅전이 있다. 대웅전 우측으로 팔작지붕

의 응진전[나한전]이 있다. 응진전은 숙종 

43년(1717)에 지어진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는데, 현재 나한전은 1984년에 중수한 

것이다. 

마하사는 나한신앙의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한을 모시고 있는 응진전에는 석가

모니를 주존불로 제화갈라보살과 미륵불이 

협시하고 있으며 불단 좌우로 3폭의 나한도

와 16나한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벽면에는 

세간에서 널리 떠돌았던 ‘불씨를 구해준 나

한과 동지팥죽’ 설화 내용을 담은 그림이 걸

려 있다. 

 

불씨를 구해 준 나한과 동지팥죽

어느 해 동지 전날 밤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날 절간에 있던 불들은 모두 꺼져 있었

다. 심지어 불씨를 간직해 왔던 공양간 아궁이의 불씨조차 꺼져버렸다. 늦은 밤 산중에서 

불씨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을로 내려가 불씨를 얻어 와야 할 것인데 아무도 눈바람

을 가르며 마을로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절에 있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한 겨울 추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향우측)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향좌측)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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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어둠 속에서 힘겹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불이 없어 동짓날임에도 불구

하고 팥죽을 쑬 수가 없어 내내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다음날 화주는 마을로 가 불씨를 얻어올 요량으로 아침 일찍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런데 

어젯밤까지 꺼져있던 아궁이에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인근 황령산에서 봉화를 지키던 사람이 절에 찾아왔다. 동지 불공

을 드리기 위해 절을 찾았던 것이다. 봉화를 지키던 이가 화주에게 말을 건넸다.

“어제 어린 상좌가 눈보라가 휘날리던 험한 산길을 걸어 불을 얻으러 왔었는데, 상좌는 무

사히 절에 도착했는지요? 내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팥죽을 끓여 먹여 보내긴 하였는데...” 

“정말 어젯밤에 상좌가 그곳으로 불씨 얻으러 갔단 말입니까?” 

절에서 간밤에 상좌를 황령산으로 보낸 일이 없었던 터라 화주는 그 말을 쉬이 믿을 수가 

없었다. 스님들께 이 사실을 고했으나, 아는 스님들이 아무도 없었다.

화주는 동지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리기 위해 서둘러 팥죽을 쑤었다. 어느새 공양 올릴 시

간이 되어 한 스님이 팥죽을 들고 나한전으로 향했다. 나한전에 팥죽을 올리던 스님은 깜

짝 놀았다. 나한전에 모시고 있던 16나한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모신 나한의 입술에 팥

죽이 묻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 팥죽을 올린 적도 없는데 어찌 나한의 얼굴에 팥죽이 묻어있단 말인가?’ 순간 스님은 

화주가 들려준 이야기기 떠올렸다. 그때서야 스님은 간밤에 나한이 상좌로 화신하여 불씨

를 얻어 팥죽을 쑤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다. 이후 불씨를 구해 준 나한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나한전을 찾는 신도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다.

참새를 쫓아 준 나한

어느 해 마하사에 참새 떼가 모여들어 우짖는 바람에 고요했던 절간이 시끄러웠다. 뿐만 

아니라 참새 떼는 막 영글기 시작한 곡식들을 모두 쪼아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절에 있던 스님들은 공부도 뒤로한 채 참새 떼를 쫓기 여념 없었으나, 참새 떼는 이를 비웃

기라도 하는 듯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참새 떼를 쫓다 지친 주지 스님이 나한전을 찾아 참새 떼를 물리쳐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하

였다. 주지 스님이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절의 뜰 한 가운데로 죽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

졌다. 누구도 참새를 쏘아 죽인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죽은 참새가 떨어져 내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한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

지 마하사에는 참새가 일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범종을 다시 울리게 한 나한

마하사에서는 대대적인 불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사를 할 경비가 여의치 않아 나

한전의 불사를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사종료 회향식을 거행할 때였다. 회

향식을 고하는 범종을 치자 이상하게도 둔탁한 나무소리만 날뿐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매번 마찬가지로 종소리는 끝내 울리지 않았다.

회향식에 참여했던 스님들과 대중들이 이 기이한 현상이 나한전의 불사와 관련이 있으리

라 여겨 모두 목욕재계한 후 나한전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지극한 마음을 모아 나한전에 

고하였다.

“나한님, 오늘 불사를 거행하고 내일 나한전에 불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대 자비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 한마음으로 나한전에 고한 뒤 다시 범종을 치니 그때서야 비로소 종소리가 올리기 시

작했다 한다.  

관련문화재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

관련이야기 소스  나한과 동지팥죽 전설, 참새와 범종과 관련된 나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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