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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과 문수보살

울산의 문수산은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성시 여겨진 까닭에 문수

산과 관련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온다.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자.

문수보살이 사는 산이라 믿어졌기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문수산에 있다는 지혜의 보살

인 문수보살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 신라 말 쇠락해가는 나라를 경영하던 경

순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순왕은 국가제사를 지내면서 문수보살을 모시고 싶었다. 신하

들을 시켜 여러 절을 살펴보게 했는데, 무슨 일인지 승려가 있는 절이 없었다. 울산지역을 

살피던 신하가 문수산 자락에서 산중의 불빛을 보고 찾아갔더니, 문둥병을 앓고 있는 스님

이 한 분 있었다. 다른 곳에서 승려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경순왕은 어쩔 수 없이 

문둥병을 앓고 있는 스님을 불러 제사를 지낸 뒤, 스님에게 제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비

밀로 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도리어 그 스님은 경순왕에게 “문수보살을 모셔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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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뒤늦게 깨

달은 왕은 신하를 시켜 그를 좇게 했으나 울산 태화강가에 와 놓치고 말았다. 문수보살을 

소리쳐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수보살을 세 번 불렀다고 하여 이곳을  삼호(三湖, 실제 

한자 표기는 다르다)라 하고, 문수보살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여 무거(無去), 가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고 탄식하였다고 하여 헐수정이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연회 스님과 문수보살: 문수사 창건이야기

문수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원성왕(785~798)때 

연회가 창건했다고도 한다. 연회가 문수산에 살며 문수보살을 만나게 된 사연을 들어보자. 

연회(緣會)는 문수산에 숨어 지내면서 『법화경』을 읽고 보현보살의 관행법(觀行法)을 닦았

는데, 뜰 안의 연못에는 항상 연꽃 두세 송이가 피어 있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영축사

에 있던 용장전이 연회가 살던 곳이라고 한다. 연회는 원성왕이 자신을 불러들여 국사로 

삼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을 떠나 피해가다 서쪽 고개에서 밭을 가는 노인을 만났다. 

잠시 앉아 쉬면서 자신이 절을 떠나온 사정을 얘기했다. 노인이 ‘이름 팔기를 싫어하지 않

는 것이다’라고 꼬집자, 연회는 화를 내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이번엔 시냇가에 앉아 있

는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는 앞서 연회가 만난 노인이 문수보살임을 귀뜸해 주었다. 놀

란 연회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연회는 알아보지 못함을 사죄하며 용서를 빌었고, 노인

무수사 입구에서 본 문수산 낙조



은 시냇가에서 만난 노파가 변재천녀(辯才

天女)임을 알려주고 사라져 버렸다. 문수보

살은 지혜의 보살답게, 명예를 피하여 숨어 

지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는 명예를 

바라고 즐기는 연회의 속마음을 깨우쳐 주

었던 것이다. 지혜의 덕이 있는 변재천녀도 

마찬가지였다. 

연회는 문수보살과 변재천녀의 가르침을 듣

고, 왕의 부름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았다. 왕의 사자를 따라 수도

로 간 연회는 국사가 되어 왕을 도왔다고 한

다. 연회가 노인을 만난 곳을 문수점(文殊

岾), 노파를 만난 곳을 아니점(阿尼岾)이라 

했다. 연회가 문수보살을 만난 문수점에 문

수암을 세웠다. 

문수사의 문화재

문수사 대웅전은 앞면 다섯 칸, 옆면 세 칸

에 팔작지붕을 한 건물이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불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문수보

살과 보현보살,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

셨다. 대웅전과 명부전 사이에 자그마한 석

탑이 놓였다. 전체 모양새나 크기로 보아 문

수사가 세워졌을 당시의 것은 아니다. 석탑 옆의 명부전은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인도한다

는 지장보살을 모신 전각이다. 

명부전을 오른쪽으로 돌아 계단을 올라가면 소원을 담아 문지르면 소원이 이루어질 경우, 

돌이 서로 붙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댐돌’이 있다. 그 옆 바위벽엔 80㎝ 크기의 작은 돌부

처가 모셔져 있다. 청송사 터 삼층석탑 근처에서 옮겨왔는데 많이 닳아 있다. 미륵부처로 

알려져 있다. 미륵불상 옆에는 몸과 마음에 든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불이, 약사불 옆엔 산

문수사 전경

영축사 석재

영축사 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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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이 있다. 문수사 공양간 뒤편 언덕에는 보현대가 있다. 현재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

으로 쓰인다. 그 외 문수사의 문화재로는, 옥돌로 만든 석조아미타여래좌상(울산광역시 유

형문화재 제15호)과 석가모니 후불탱화·지장탱화·칠성탱화(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16호)가 있다. 

꿩의 새끼 사랑과 영축사

문수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율리 농협에서 문수사쪽으로 오르는 길은 항상 사람

들로 붐비는 길이다. 농협과 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어가면 안영축마을을 만난다. 탑이 있

었던 까닭에 ‘탑거래’라 불린 이곳에 영축사 터가 있다.

영축사를 세운 사연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재상이었던 충원공(忠

元公)이 683년, 동래온천에 갔다가 울산을 지나가게 되었다. 무거동과 범서읍 사이 어디 

쯤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굴정역(屈井驛) 근처에 있는 들에서 쉬고 있었다. 그 때  마

침 어떤 사람이 매를 놓아 꿩을 사냥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았는데, 꿩이 산을 넘어 날아

가 버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충원공은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했다. 매의 목에 달

린 방울 소리를 쫓아갔더니, 매가 굴정현(屈井縣: 신라 때 행정구역) 북쪽에 있는 우물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다. 따라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우물 속을 봤더니 꿩이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떨고 있었다. 이 얘기를 들은 충원공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시켜 땅의 기운을 점쳐 보게 했다. 절을 지을 만한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은 충원공은 왕의 

허락을 받고, 관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절을 짓고 영축사라고 하였다. 

이처럼 영축사는 재상의 요청에 따른 왕의 결정으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관청을 옮

겨가며 지어졌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으니 절의 규모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

떤 이가 짚신을 벗어놓고 영축사에 갔는데, 절 구경을 마치고 나왔더니 짚신이 썩어 있었

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 영축사가 어떤 까닭으로 망하게 되었을까? 

영축사는 큰 절이라 찾는 이가 끊이지 않아 쌀 씻은 뜨물이 처용강까지 흘러들었을 정도

였다. 방문하는 손님이 많아 일이 많아지자 이를 괴롭게 여긴 절의 승려들이 방문자를 줄

이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던 중 절을 찾은 어느 스님이 절 앞에 있는 떡고개를 깎아 길을 

내면 찾는 이가 줄어들 것이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길을 낸 후 신도와 방문객이 줄어들더

니, 결국엔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 영취사는 망하게 되었다.

현재 영축사 터에는 무너진 탑 두 기(基)와 거북모양의 비석받침만이 남아있다. 영축사의 



관련문화재  율리 영축사지/ 문수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 문수사 탱화(울산광역

시 유형문화재 제16호)

관련이야기 소스  꿩을 쫓는 매, 절이 망한 사연, 연희스님과 문수사 창건 이야기

석탑은 이층 기단의 삼층탑이었을 것이다. 동탑과 서탑 사이 앞쪽에 거북모양 비석받침이 

있다. 윗부분은 많이 파손되었고, 비석을 얹었을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앞을 향한 거

북 발가락은 또렷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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