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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북구 모라동 운수산 자락의 운수사(雲水寺)가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정확

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일설에는 가야시대 세워졌다고 하나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약수터

에서 오색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절터를 잡았다 해서 운수사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운수사는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1660년에 중수하였다. 

특히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계 맞배집으로, 소규모의 건물임에도 불구

하고 기법이 뛰어나다. 그리고 부산지역에 

남아있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운수사에는 우운대사의 도력을 전하는 이야

기와 우운사의 몰락을 가져온 두꺼비 바위

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운수산에는 팔푼이 스님이 

살았다는데...
종목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호

명칭 운수사 대웅전(雲水寺 大雄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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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푼이 스님, 꿈속에서 솔잎에 물을 묻혀 불을 끄다

어느 해 법계를 받은 한 스님이 운수사에 왔다. 스님은 행색이 초라하였고, 승복은 허드렛

일로 땀범벅에 악취까지 풍겼다. 말도 없고 다른 스님과 어울리는 법이 없어, 사람들은 팔

푼이 스님이라 부르며 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어 절간은 적막했다. 한 행자승이 자다 말고 

해우소에 다녀오기 위해 밖을 나섰다. 행자승이 촛불에 의지하며 조심조심 행랑채를 빠져

나와 법당을 지나려는 때였다. 법당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법당 뒤로 

가보니, 팔푼이 스님이 홀로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신의 눈을 의

심한 행자승은 팔푼이 스님 쪽으로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었다. 팔푼이 스님 손에는 바가

지와 솔잎이 들려 있었다. 

“스님, 이 야심한 밤에 홀로 뭘 하고 계십니까?”

행자승이 큰 소리로 외쳤으나 팔푼이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솔잎에 바가지 물을 묻혀 서

쪽을 향해 계속 뿌리고 있었다. 행자승은 일단 스님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달려가, 불 꺼진 

방을 향해 고함을 쳤다.

“스님, 스님, 나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팔푼이 스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팔푼이 스님의 이상한 행동을 본 스님들은 행자승의 고함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황급히 밖

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팔푼이 스님은 여전히 물을 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사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 십니까?”

그때서야 팔푼이 스님이 돌아보며 말했다.

“어, 자네들 왔는가? 거기 그대로 서 있지 말고 이것 좀 도와주게. 지금 해인사에 불이 나 

운수사 아미타삼존도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불을 끄고 있는 중이니 같이 끄세.”

이 말에 스님들은 더 이상 장난칠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만 돌아들 갑시다. 이 한 밤에 홀로 나와 저러고 계시니 이제는 완전히 정신 줄을 놓으

신 것 같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갑시다.” 

스님들은 팔푼이 스님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한 밤중에 해인사에서 원인 모를 큰 불이 났는데,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불길을 

잡을 수 없어 모두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쪽하늘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퍼부어 순식간에 불이 꺼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런 세상에 해인사에서 한 밤 중에 불이 났었단 말인가?’ 소문을 들은 한 스님이 팔푼이 

스님의 행동이 생각나 가만히 셈을 해보니 해인사에 불이 났다는 날이 바로 팔푼이 스님이 

법당 뒤에서 물을 뿌려대던 바로 그 날이었다. ‘팔푼이 스님이 서쪽을 향해 뿌렸으니 해인

사에서 보면 동쪽이 아닌가’ 그간의 정황을 간파하게 된 스님들은 탄성을 질렀다. ‘저렇게 

도력이 크신 스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단 말인가?’ 스님들은 부끄러움

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후로 스님들은 팔푼이 스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스승으로 극

진히 받들었다.

우운대사가 지켰던 우운사, 두꺼비 바위로 몰락하다 

한때 우운사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절의 경내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고 한다. 

신도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스님들 사이에서 신도들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립동이가 절에 찾아와 며칠 절에 묵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간청하였다. 스님들은 차마 면전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푸념했다. 

“절이 어디 주막이라도 된단 말인가? 너나없이 와서 머물고 가겠다니. 이제는 저 초립동이

까지.” 

그러자 초립동이가 말했다.

“스님, 절에 신도가 많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일 텐데, 어찌 중생제도에 앞장서야 할 스님께

서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을 타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립동이의 말에 스님들은 의기소침해졌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나섰다.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내뱉겠는가? 중생제도를 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을 왜 모르겠는

가? 찾아오는 중생도 어는 정도여야지. 이렇게 잠시도 쉴 틈 없이 찾아오니 우리가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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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화재  운수사 대웅전/ 운수사 대웅전석조여래삼존좌상(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2호)/ 운수사 아미타삼존

도(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3호)

관련이야기 소스  운수사에 얽힌 한 스님의 이야기

가 없을 지경이네.”

그러자 초립동이가,

“이 능선을 따라 쭉 내려가면 거기에 두꺼비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두꺼비 

바위의 턱 부분을 깨트리면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초립동이의 말을 들은 주지스님은 초립동이가 일러 준 두꺼비 바위로 가 턱을 떼 내였다. 

그러자 그 다음날로부터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던 신도들이 뜸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스님들이 당황하여 예전의 초립동이를 수소문하였으나 초

립동이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사람들은 두꺼비 바위 형상이 김해면 상동면에 있는 모 암자에서 먹이를 먹은 후 용변을 

운수사에서 보는 형상으로 그 덕에 운수사가 번창한 것이었는데, 두꺼비의 턱을 없애 더 

이상 먹지를 못하게 되어 운수사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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