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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와 동구를 잇는 남목 고개를 넘어간다. 그 옛날 골짜기로 난 길은 6차선 도로로 

변했다. 고개를 넘어 남목에 들어선다. 남목은 조선시대 국가가 운영하는 말을 키우는 목

장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남목시장을 지나 마골산으로 난 비탈길을 한참 오른다. 막판 

돌계단을 힘겹게 올라 동축사에 닿는다. 대웅전 앞마당에 아담한 삼층석탑이 있다. 동축사 

뒤편으로 돌아 산을 더 오르면 관일대를 만난다. 아침바다에서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너른 바위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동축사가 이곳에 자리 잡은 데에는 지금까지 전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  

인도에서 온 배가 울산 앞 바다에 닿다

신라 진흥왕 때였다. 왕은 나라의 규모가 커지자, 궁궐을 넓히려 하였다. 그래서 당시 궁궐

인 월성의 동북쪽에 터를 닦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황룡이 나타났다. 왕은 황룡이 나라를 

지키는 영물로 생각하고, 그곳에 궁궐 대신 절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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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어느 날 바다 남쪽 하곡현 사포[울주 곡포] 앞 바닷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배

가 떠 왔다. 관원이 배를 끌어다 살펴보니, 배에 탄 사람은 없고 문서와 함께 부처상과 보

살상 모형이 함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문서에는 인도의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자,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

에 띄워 보내니 “인연이 있는 땅에서 장육존상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인도를 떠난 

배는 오랜 시간 세계 여러 곳을 떠 다녔으나 인연 있는 땅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신라 땅

에 닿게 된 것이다. 배를 발견한 하곡현 관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왕은 배가 닿은 고을의 

성 동쪽의 높고 메마른 땅을 골라 동축사를 세우고 불상모형을 모신 뒤 금과 철은 수도 경

주로 옮겨 장육존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단 한 번에 성공하였다. 

장육존상이 완성되고 난 뒤 동축사에 모셨던 부처와 보살상도 황룡사로 옮겨갔다. 장육존

상은 황룡사 금당에 모셨는데, 이듬해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을 적셨다

고 한다. 진흥왕이 세상을 떠날 조

짐이었던 것이었다. 이처럼 신라에 

불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부처상

이 땀을 흘렸다. 신라에는 세 개의 

보물이 있었다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장육존상이다. 나머지 둘은 황룡

사의 9층 목탑과 진평왕이 하늘의 

천사로부터 받은 옥대라고 전한다.   

진흥왕의 숨겨진 진실

인도를 떠난 배가 수 백 년을 바다

를 떠돌다 신라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

나 황룡사에 장육존상이 세워진 것

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일까? 신라 진흥왕은 영

토 확장에 힘쓴 왕이었다. 정복전

동축사 대웅전 앞 삼층석탑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마을 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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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나설 때 왕은 승려들을 데리고 다니며 정복지의 민심을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자신의 정복전쟁이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듯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라고 선전하였다. 그

래서 왕은 부처이고, 신라는 부처의 나라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서쪽 부처의 나라인 인도

에서 띄운 배가 인연이 닿은 신라로 왔으니, 신라가 동쪽 부처의 나라임이 증명되었다. 울

산 동구의 동축사는 그 증거로 세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온 배는 왜 하필 울산 바닷가에 와 닿은 것일까? 신라가 동쪽 부처의 나

라인 동축이라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야기의 배경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합리적

인 것이어야 한다. 당시 울산이 외국 배들이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인도의 배가 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발굴 조사된 울산 중구 반구동유적

은 울산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신라의 국제무역항구: 반구동 유적

반구동유적은 통일신라시대에 목책이 축조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까지 토성이 

유지된 곳이다. 유적에서 조사된 건물 터, 땅을 파고 들어간 흔적, 우물 등은 성과 관련된 

것이다. 반구동유적에서 삼국시대 건물 터 7곳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자연암반에 구

멍을 뚫어 기둥을 세운 긴 건물로, 통일신라시대의 목책시기와 동일한 시대에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 건물은 군사적 기능과 공공집회 장소로서의 기능이 복합된 누각 건물로 보인

다. 나머지 건물도 부뚜막시설이 없고 바닥도 일반적인 건물 터와 달라 기둥위에 구조물을 

설치한 형태의 건축물로 짐작된다. 

반구동 유적의 목책은 통일신라시대 때 습지에 축조되었고, 바다에서 육지로 통하는 길목

에 설치되었다. 본래 목책이 성벽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반구동 유적의 목책은 

성곽 구조물이면서도 항구와 관련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산이 신라의 외

항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라의 관문을 방어하라: 관문성

인도에서 온 배 이야기와 반구동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책시설은 신라시대 울산에 

국제적인 항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항구는 무역하는 배가 와 닿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외적의 침입경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신라의 성덕왕은 722년에 

왜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도 경주 외곽에 기다란 장성을 쌓았다. 북구 중산동 이화마을



에서 시작된 성은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관문마을까지 이어졌다. 지금은 성의 일부만 남아

있어 그 모습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관문’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이곳에 성문이 있었을 가능

성이 있다.     

나라와 나랏 사람들을 지켜라: 댕바위(대왕암)·장구터·용굴 이야기

울산이 동해 바닷가에 있고, 신라시대 국방의 요새이자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는 동안에도 울산지역에 사는 바닷가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속되었

다. 바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적의 방어와 바다에서의 안전한 어업활동은 

최대의 관심사였다. 바다를 지키는 용이 있어 바닷길을 보호해주고 외적을 막아준다면 얼

마나 좋을까! 이러한 바람에서 경주 봉길 앞바다의 대왕암에 묻힌 문무왕이 호국용이 되었

고, 그 왕비가 용이 되어 울산 앞바다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신라 문무왕이 죽어 바다를 지키는 호국용이 되겠다고 하여 경주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바

위섬에 무덤을 섰다. 그것이 대왕암이다. 문무왕을 이어 문무왕비도 죽어 바다를 지키겠다

고 하여 울산 동구 바위섬 밑으로 잠겨 용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곳이 울산 동구의 대왕암

이다. 

대왕암 앞쪽에 장구터라는 고개가 있는데, 옛날 언젠가 한 사람이 이곳에 무덤을 섰더란

다. 그 뒤 바다에서 멸치가 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용왕이 화가 

난 탓이라 여겨 울산부사에게 호소를 하였다. 부사의 명령으로 묘를 이장했더니, 그 자리

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나오더니 어디론가 날아가더란다. 그런 뒤 다시 물고기가 많이 잡

혀 사람들은 모두 용왕의 은혜라고 믿었다.

댕바위산 북쪽 벼랑에 용굴이 있다. 그 옛날 이 동굴에 청룡이 살면서 바다를 오가는 사람

들을 괴롭혀서, 이를 안 용왕이 굴 가운데를 커다란 돌로 막아버렸단다. 안전하게 뱃길을 

다니게 된 사람들은 댕바위에서 동해용을 위해 용왕제를 지냈다. 

관련문화재  동축사 삼층석탑/ 관문성(사적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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