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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가 가르쳐 준 천하 명당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보개산에 있는 각연사는 신라 법흥왕 때 유일대사가 창건한 절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절의 창건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져 수많은 참배자들이 오

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일대사는 사찰을 짓기 위해 절터를 현재의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절말에 잡고 목수들을

모아 목재를 다듬는 등 공사를 시작했다. 목재를 어루만지면서 살펴보니 대패질 한 대팻

밥이 자고 나면 어디론가 없어졌다. 여러 목수들이 나무를 다듬으니 대팻밥이 상당히 많

았을 텐데도 이상하게 자고나면 하나도 남아 있지가 않았다.

“그 많은 대팻밥이 자고 나면 없어지니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하게 여긴 유일대사는 유심히 공사 현장을 관찰했다. 하루는 수백 마리의 까마귀들이

홀연히 날아오더니 제각기 대팻밥을 물고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날도 역시 까

마귀 떼가 와서 대팻밥을 물고 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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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대팻밥을 물고 가버리다니. 내가 직접 까마귀 떼를 뒤쫓아 가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유일대사는 짚신을 단단히 매고 다음날 까마귀 떼가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랬더니 역시 까마귀 떼가 또 날아오더니 대팻밥을 저마다 입에 물고 어디론가 날아갔다.

대사는 재빨리 뒤쫓았다. 그러나 두발로 뛰어서 날아가는 까마귀를 잡을 수 없어서 도중

에 놓치고 말았다. 대사가 까마귀 간 곳을 바라보았으나 이미 저쪽 하늘 멀리 사라진 뒤

였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바로 그 순간 발밑에 대팻밥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대팻밥은 분명 까마귀가 물고 가다가 떨어뜨린 것이다.”

대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가에 대팻밥이 계속 떨어져 있었다. 대팻밥을 따라 가보니

산속에 이르렀다. 나무는 울창하고 머루, 다래, 넝쿨이 칭칭 엉키어 있는 데다 산세는 웅장

했다. 그런데 깊은 산 고요한 곳에 큰 연못이 보였다. 

“산 깊은 곳에 저토록 큰 연못이 있다니.”

다가가 보니 수면은 산속의 그림자를 비추고 주변의 산새들은 노래 부르고 있는 산의 정

취가 신비롭기까지 했다. 잠시 지나니까 까마귀 떼들이 대팻밥을 입에 물고 날아와 이곳

연못에 떨어뜨리고 기쁜 듯 까옥까옥 지저귀었다. 그 모습을 보던 대사는 무언가를 깨달

은 듯 두 눈이  커졌다. 

“아니 이 연못자리가 천하 명당이 아닌가! 깊은 산속에 이런 명당이 있을 줄이야.”

대사는 쌍곡리 절 공사장으로 뛰어와서 여러 승려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다른 승려들

도 대사의 말을 듣고 연못가로 달려갔다.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맞네. 명당이야, 명당. 여기가 명당이네!”

유일대사는 쌍곡리에 절을 건립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산속에서 발견한 연못을 메우고 절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연못을 메우다 보니 물속에서 광채가 나는 물체가 하나 발

견되었다. 인부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석불이었다. 대사는 황급히 석

불을 끌어올리도록 했다. 공사를 끝낸 후 대사는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연못에서 나온

석불을 새 절에 모시고 절 이름을 ‘각유불어연사(覺有佛於淵寺)’라는 뜻에서 각연사(覺淵

寺)라고 하였다. 그때 대사가 연못에서 건진 석불이 현재 우리나라 보물인 각연사 비로자

나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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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깃들고 한풍은 다가오지 못하는 곳

각연사는 보개산을 뒤로 한 정남향으로 깊은 산속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사방

이 산으로 막혀 있지만 남쪽으로는 칠보산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언제나 햇빛이 잘 드는

반면에 북풍한설 거센 바람은 막아주는 위치여서 누가 보아도 천혜의 명당이라 생각되는

곳이다. 절의 앞뒤로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요즘은 등산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괴산지역의 가장 오래된 고찰이면서 대찰이기도 한 각연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속해 있

다. 창건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고, 조선후기의 지리지인 『여지도서(輿地圖書)』 연

풍현조에 다음과 같은 짧막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각연사가 정자산(亭子山)에 있으며 현의 서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사찰 측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라 법흥왕 때 유일(有一) 승려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현존 유물이나 주변의 출토유물로 볼 때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고려 초기에는 통일대사가 중창하여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고, 고려 혜종 때 새로 중수하

였으며, 조선시대에도 1648년(인조 26)과 1655년(효종 6)의 중수를 거쳐서 1899년(고종

36)에는 비로자나불의 개금불사(改金佛事)가 이루어졌다. 그 뒤에도 1927년과 1954년,

1965년, 1975년에 각각 중수하였다. 

각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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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 안에 있는 문화재들

현존하는 당우로는 비로전·대웅전·칠성각·산신각 및 요사채 2동 등이 있다. 이 중 충청북

도 유형문화재 제125호인 비로전은 보물 제433호인 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정

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집이며, 1975년에 보수하였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6호인 대웅전은 정면 3칸의 맞배집으로서 융경(隆慶)·순치(順

治)·강희(康熙) 연간과 1768년(영조 44)에 중수되었으며, 그 안에는 석가여래좌상과 아

미타여래좌상·약사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1771년(영조 47)에 개금한 기록이

전한다. 

대웅전 내 동편에는 승려상이 있는데, 이 절의 창건자 유일의 상이라는 설과 중국의 달마의

상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 승려상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높이는 130㎝이며, 머리에는 모자를 썼고, 결가부좌한 채 양 무릎 위에 놓은 손에는 단장

(短杖)을 들고 있는 대장부상이다. 

이밖에도 각연사 경내에는 무게 937.5㎏의 범종과 법고(法鼓)·운판(雲板)을 비롯하여, 보

물 제1295호인 통일대사탑비와 보물 제1370호인 통일대사부도,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추

정되는 선적당(善跡堂)에 있는 부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부도, 비로전 동쪽에 있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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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2호인 석조귀부와 팔각옥개석 등이 있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와 몸 전체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光背)가 모두 갖춰진 완전한 형태의 불상으로, 진리의 세계를 두루 통솔한

다는 의미를 지닌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것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인 나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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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螺髮)을 표현하여 조각하였으며, 그 위의 상투 모양 머리는 펑퍼짐하여 구분하기 어렵

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에는 옷 주름이 간략하게 표현되

었는데, 특히 다리 부분의 옷 주름 표현은 형식화되었다. 이런 표현은 얼굴 모습과 함께 장

곡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174호)과 직결되는 것이다. 

신라 전성기의 전형적인 불상처럼 긴장된 활력과 세련된 기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

로 단아하면서도 화려해진 모습을 보이는 통일신라 후기의 작품이다. 

통일대사탑비 통일대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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