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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의 스승 무학대사 합천에서 

태어나다

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관련된 이야기는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우리나

라 땅에 얽힌 전설을 살펴보면 무학대사가 등장하지 않는 곳이 드물다. 이성계의 명으로 

조선의 도읍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닌 탓에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도읍을 정하고 나서도 불안정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서 반란의 징조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어김없이 찾아가 그 지방의 지맥을 끊었다는 이야기에도 무학대사

는 자주 등장한다. 그 중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일설에 의하면 이성계가 왕에 등극하기 전, 넘어지는 집에서 재목인 서까래 세 개를 등에 

걸머지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다음날 사냥을 하러 갔는데 우연히 산중에서 수도

하고 있는 무학대사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성계가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

니, 무학이 해몽하기를 장차 왕위에 오를 꿈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말대로 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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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꿈을 해몽해 보면 3개는 석삼(三) 자이고, 그것을 등에 짊어졌으니 이것이 임금 왕

(王)자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태조는 정도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학대사 말대로 한양에 도읍

지를 정하였다. 무학대사가 설명하기를 한양 땅에 도읍을 정하면 500년을 연존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산수비기』에 의하면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의 말을 듣고 도읍을 정하면 오래갈 것이고, 정

씨 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5代를 지내지 못하고 화가 생겨 200년을 못 넘길 것이라

고 했다. 중이란 무학대사를 두고 한 말이요, 정씨란 정도전을 두고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무학은 이태조를 도와 왕사로서 공이 많았으며, 『무학연대록』, 『무학전』 등 많

은 기록도 남겼다. 

무학대사가 태어난 곳

1394년 3월, 태조는 무학대사의 출생지인 삼기현을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곳은 현재 합천

군 대병면 상천동 탑뜰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학대사는 박인일의 아들로 1327년 합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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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1405년 금강산 금강암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해가 품안에 

비추는 꿈을 꾸고 무학대사를 잉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의 집터는 지금도 합천댐 바로 

밑에 있다고 전해진다. 집터가 있었다는 합천군 대병면 합천댐 바로 밑에 ‘무학왕사 출생 

사적지’라는 표지석을 세워 이곳이 무학이 태어났다는 곳임을 알리고 있다. 

표지석 옆 돌에는 “무학대사는 이곳 탑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름은 자초요 호가 무학이다. 

18세에 출가하여.....”라고 새겨져 있다. 그러나 무학대사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합천 말고

도 충남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

으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비롯한 여러 책에서 경남 합천군 

삼가면으로 기록하고 있다. 

무학은 충혜왕 5년(1344)에 출가하여 소지(小止)의 제자가 되었으며, 혜명국사로부터 불법

을 배우며 부도암에 머물렀다. 충목왕 2년(1346) 능엄경을 보다가 깨우친 바가 있어, 그때

부터 진주(鎭州) 길상사(吉祥寺), 묘향산 금강굴(金剛窟) 등에 머무르면서 불도를 닦았다. 

1353년 원나라로 가서 인도승 지공(志空)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다. 그 뒤 오대산 등을 거

쳐 서산의 영암사로 나옹을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몇 해를 머무르면서 수도하였다. 1356년 

나옹을 하직하고 귀국하였으며, 1359년 다시 나옹을 찾아가자 나옹은 법을 전하는 표시로 

불자(拂子)를 주었다. 1376년 회암사를 크게 중창한 나옹은 그를 불러 수좌(首座)로 삼고자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그해 나옹이 입적하자 전국의 명산을 유력(遊歷)하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공양왕이 왕사로 삼고자 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태조 1년(1392) 겨울, 태조는 그를 왕사로 책봉하고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전불심인 변

지무애 부종수교 홍리보제 도대선사 묘엄존자(大曹溪宗師 禪敎都摠攝 傳佛心印 辯智無碍 

扶宗樹敎 弘利普濟 都大禪師 妙嚴尊者)’라는 호를 내렸다. 이때 태조에게, 유교는 인(仁)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지만 그 작용이 하나라는 것과,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필 때 

백성의 어버이가 되고 나라는 저절로 잘될 수 있음을 설법하였다. 

1393년 왕도(王都)를 옮기려는 태조를 따라 계룡산과 한양 등을 돌아다니며 지상(地相)을 

보고, 마침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데 찬성하였다. 1397년 태조의 명으로 회암사 북쪽

에 수탑(壽塔)을 세웠으며, 1398년 용문사(龍門寺)로 들어가서 살았다. 태종 2년(1402) 왕

명을 받아 회암사로 옮겼으나, 이듬해 다시 사퇴하고 금강산 진불암(眞佛庵)으로 들어갔

다. 1405년 금강암으로 옮겨 그곳에서 나이 78세, 법랍 62세로 입적하였다. 

무학이 78세때 금강암에 있었는데 하루는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니 그리



알라” 했다. 한 제자가 “죽어서 어디를 가십니까?” 물으니 무학이 “모르겠다.” 고 대답했다. 

제자가 또 물었다. “스님이 병중이신데 도대체 병은 누가 만들어 냅니까?” 무학은 또 손을 

가로 저으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육신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데 없어지지 않는 진법신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무학은 그 때 두 팔을 뻗어면서 “바로 

이것이다.”고 하더니 마침내 입적을 했다고 한다. 무학이 금강산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

식을 듣고 태종은 그의 사리를 회암사로 모시도록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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