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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화엄종 10찰 중 하나인 범어사는 왜구의 침입을 막는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양산 통

도사, 합천 해인사와 더불어 경남 3대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東國與誌勝覽)』권지23 산천조에 “현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산마루에 3장(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 자(尺)이며, 깊이는 7치(寸)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

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이렇게 

그 산을 이름 지었고, 인하여 절을 짓고 범

어사라 불렀다”라고 전한다.

범어사에는 의상을 비롯하여 표훈대덕(表訓

大德), 낙안선사(樂安禪師), 영원조사(靈源

금샘과 범어사, 그리고 이야기로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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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師), 매화스님 등을 배출하였는데, 이들 고승들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다.  

범어사 창건 이야기 하나

신라 문무왕 때였다. 왜구들의 침략이 날로 더해지자 왕

이 그 퇴치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였다. 달리 묘책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신인이 나타나 

말했다.

“대왕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태백산중의 의상대사는 금

산보개여래(金山寶蓋如來)의 후신으로 항상 여러 신중(神

衆)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대왕께서는 의상대사를 맞이하

여 함께 금정산으로 가시어 금정암(金井岩) 밑에서 7일 동

안 밤낮으로 화엄신중경을 독송하며 정근하시면, 미륵여

래가 금색신을 현현하고 사방의 천황이 각각 병기를 가지

고 색신을 나타낼 것이며, 비로자나여래가 금색신을 나

타내고 보현보살·문수보살·향화동자 등 40 법체를 거

느리고 여러 신과 더불어 각각 병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구는 자연

히 물러가게 됩니다. 만약 후대에 어진 이가 이어나지 않

아 왜적이 침입하고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거든, 또한 이 

바위 밑에서 화엄정근을 하시면 자손이 끊이지 않고 간과

(干戈)가 길이 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신인의 말을 들은 문무왕은 의상대사를 불

러 금정산 및에 호국사찰로 범어사를 짓게 했다고 한다.

범어사 창건 이야기 둘

신라 흥덕왕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흥덕왕은 꿈에 구름을 탄 백발의 신인이 나타나 말했다.   

“왕이여! 나라 남쪽에 신령한 산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 꼭대기에는 금빛 물이 꽉 차 있고, 

가운데는 금빛 고기가 헤엄을 쳐서 다섯 가지 채색의 향기 있는 구름이 항상 그 위를 떠돌

고 있나니.”

범어사 대웅전 내부 모습이다.

의상대사(625~702)의 초상화로 범어사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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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깬 흥덕왕은 기이한 꿈을 해몽하기 위해 원효를 불렀다. 흥덕왕의 꿈 이야기를 들

은 원효는 경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좋은 꿈입니다. 그 금빛 고기야말로 범천(梵天)의 고기입니다.”

원효의 해몽을 들은 흥덕왕은 크게 기뻐하여 곧 남쪽에 있는 동래 금정산을 찾았다. 금정

산을 찾은 흥덕왕은 원효에게 절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 절이 바로 범어사라 한다.

관세음보살로 화신하여 보필한 법정스님

옛날 신라시대에 법정스님이 범어사 사자암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밤늦도록 불경

을 읽다 한밤중에 허기를 느낀 법정스님이 밤참을 먹기 위해 동자승에게 텃밭에 가 상추를 

솎아 오라 하였다. 동자승은 곧장 텃밭으로 갔으나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난 

후 동자승이 돌아와 상추를 밥상 위에 얹어 놓았다. 동자승을 기다렸던 법정스님이 동자승

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상추를 솎아 온 것이냐?”

그러자 동자승이,

“상추를 솎아 개울에서 씻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화재가 나 불이 법당으로 옮겨 붙을 지경

이라 그 불을 끄느라 늦었습니다.”

법정스님은 황당하였으나 평소에도 기이한 행동이 잦았던 동자승이었던 터라 더 이상 꾸

짖지 않고, 동자승의 행위를 적어 두었다. 내내 동자승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법정스님은 

범어사 종무소에 가서

“혹 해인사에서 오신 스님이나 사람이 있거든 꼭 사자암에 들렀다 가도록 하시오.”

라 당부해 두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였다. 어느 날 해인사 스님이 범어사 종무소에 

들렀다. 법정스님이 있는 사자암을 찾았다. 법정스님은 해인사 스님에게 어느 달 어느 날 

자정에 해인사에서 불이 난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해인사 스님이 깜짝 놀라며,

“도대체 스님께서는 해인사에 화재가 난 일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날 밤 자정 경에 화재

가 크게 나서 불을 끄느라 애를 먹고 있었는데, 동쪽 하늘로부터 난데없이 먹구름이 물려

오며 뇌성벽력이 나고 소나기가 퍼부어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 불 꺼진 자리 여러 곳에 상추 잎이 떨어져 있어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법정스님은 그때서야 동자승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동자승을 애지중지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동자승이 법정스님을 찾아와,



“스님, 열심히 수양하여 불도를 깨우치면 훌륭한 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중생들에

게 올바른 불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저는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스님의 불도 정진을 도우려 

잠시 왔을 뿐입니다.”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끊을 수 없었던 욕망, 인연 따라 흘러 마침내 

임진왜란 때 범어사에 명학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평소 욕심이 많아 수도보다는 신도

들이 보시한 재물을 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명학스님이 하정리를 지나다 

조그만 초가집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때 마침 그 집에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다. 명학스님은 산모에게 말을 건넸다.

“이 아이는 불가(佛家)와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니 10년 뒤에 내가 와 데려 가겠습니다.”

산모는 명학스님의 말을 듣고 아이를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명학스님이 그 집을 찾아 아이를 범어사

로 데려와 상좌로 삼았다. 어린 상좌는 영특하게 스님의 말도 잘 듣고 부처님께 예불도 곧

잘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상좌를 불러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시켰다. 그런데 

상좌는 저녁때가 다 되어 빈 지게로 돌아왔다. 상좌의 빈 지게를 본 스님은 상좌가 산에가 

놀다 나무를 해오지 않은 것이라 여겨 크게 꾸짖었다. 그러자 상좌가 스님께 

“놀다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베니 나무에서 붉은 피가 나 무서워 더 이상 나

무를 베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스님은 상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여겨 상좌

를 내쫓았다. 쫓겨난 상좌는 금강산의 영원동에 들어가 열심히 불도를 닦아 영원조사(靈源

祖師)가 되었다. 영원조사가 30세 되던 해였다. 조사가 선정(禪定)에 들어 있는데, 홀연히 

저승세계에서 명학스님의 죄를 묻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조사가 신통력으로 그 정황을 

알아보니 명학스님이 탐욕이 심해 죽어 구렁이의 과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사가 행장을 꾸려 범어사로 와보니 고방에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아 팥죽을 먹고 있었

다. 명학스님인 것을 알아 본 조사는 구렁이를 향해 정중히 인사하며,

“스님, 이게 웬 일이십니까? 어서 해탈하여 극락왕생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니 구렁이가 따라 나왔다. 조사가 큰 돌을 들어 구렁이를 내려치자 구렁이는 죽

고 거기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와 조사의 품에 안겼다. 새를 안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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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 조사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새를 건네며

“지금부터 열 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10년 후 아이를 데리러 오겠습니다.”라고 하

였다. 

10년 후 조사는 아이를 절로 데려왔다, 동자승은 조사 밑에서 열심히 불도를 닦아 스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사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뒤 

“스님, 저는 본래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저를 똑똑히 보십시오.”

조사의 말을 듣고 스님은 비로소 자신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 스님은 조사가 구렁이였던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에 원한을 품고 조사를 죽이기 위해 도끼를 들고 조사가 잠든 방을 

찾았다. 스님이 도끼로 조사를 내려치는 순간 벽장에서 문이 확 열리며 조사가 소리쳤다.

“스님, 이제 숙업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 뒤 스님은 불도를 바르게 깨달아 큰 스님이 되었는데 그가 곧 우운조사(雨雲祖師)이다. 

관련문화재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의상대사영정(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5호)

관련이야기 소스  범어사와 관련된 여러 스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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