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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선묘낭자와 의상대사의 사랑

서해안을 바라보고 바위 절벽에 서 있는 서산 부석사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부석사 경내의 아기자기한 모습은 물론이고 부석사 앞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천

수만, 특히 서해바다의 일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

이게 한다. 

서산 부석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의상대사와 그를 연모한

선묘낭자의 애틋한 설화이다. 이는 신기하게도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얽힌 설화와 똑같다.

곧 서산 부석사는 영주 부석사와 절 이름뿐만 아니라 창건설화 또한 동일한 셈이다. 

신라시대 화엄종을 세운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갔을 때의 일이다. 의상이 기거하던 집

에는 ‘선묘’라는 이름의 낭자가 있었는데, 선묘는 의상의 남자다운 모습에 연정을 품게 되

었다. 선묘는 의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불도에 정진하는 의상의 마음은 한 곳

만을 바라볼 뿐 여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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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온 마음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볼 뿐 여인을 돌아볼 여지가 없소.”

선묘는 한결같은 의상의 불심에 큰 감명을 받아 더 이상 의상의 길을 막으려 할 수 없었다.

공부를 마친 의상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 이 소식을 들은 선묘는 바닷가로 달려

갔지만 이미 의상이 탄 배는 떠나고 없었다. 

“이렇게 헤어져 쓸쓸하게 평생을 사느니 죽어서라도 대사님 가시는 먼 길을 함께 하겠습니

다!”

통곡하던 선묘낭자는 합장을 한 후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죽어서 용이 된

선묘낭자는 귀국하는 의상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났다. 바다의 풍랑에도 선묘의 도움으

로 무사히 귀국한 의상은 신라에서 널리 불법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

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절을 지으려 했지만, 도적과 일부 백성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

다. 의상대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용이 되어 따라온 선묘낭자가 커다란 바위를 하늘로 들

어 올려 도적들을 겁주어 퇴치하였다. 그렇게 하여 의상은 절을 지을 수 있었다. 그 절이

바로 서산 부석사이다. 그때 선묘가 하늘로 들어 올렸던 부석은 현재 부석사 앞 10㎞ 지

점의 바다에 있는 섬이 되어 절을 바라보고 있다. 서산시 행정구역 명칭인 부석면(浮石面)

이 이 바위에서 유래되었다.

부석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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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설에는 고려 말의 충신 유금헌이 망국의 한을 품고 물러난 후 이곳에다 별당을 지

어 독서삼매로 소일하였는데, 그가 죽자 승려 적감이 별당을 사찰로 변조하였고 사찰명도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섬이 마치 뜬 것 같이 보이므로 ‘부석사’라 하였다고 한다.

선풍이 깃들고 철새들이 날아드는 곳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5호인 부석사는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도비산 자락에 위치한다.

부석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석사에 봉안되었던 고려후기 금동관음보살

과 대세지보살상 등을 통해 적어도 고려 후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부석사는 창건 이후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건하

였고 근대에는 승려 만공이 주석하면서 선풍(禪風)을 떨치기도 하였다. 

한편 부석사가 위치하는 곳에는 소 형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큰 법당인 극락전

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목룡장과 심검당 큰방이 누워 있는 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

다. 그래서 심검당 아래의 약수는 우유(牛乳) 약수라 하여 유명하다. 법당 옆의 큰 바위는

소뿔의 형상을 하고 있다. 법당 건너편 개울 아래에는 소가 마실 물이 흐르는 구수통(여물

통)이 있는데, 이 구수통에 물이 계속 넘치면 부석사에서는 먹거리 걱정이 없다고 한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심검당과 요사채, 산신각 등이 있다. 극락전 앞에

는 안양루가 있는데 서해를 향하고 있다. 산신각에는 중앙에 산신, 우측에 선묘낭자, 좌

측에 용왕을 모셨다. 산신각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승려 만공이 수행하던 만공토굴

이 있다. 

인중지룡(人中之龍)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목룡장(牧龍莊)’과 지혜의 검을 찾는 곳이라는

‘심검당(尋劒堂)’ 현판은 경허의 글이고, 부석사 큰방에 걸려 있는 ‘부석사(浮石寺)’ 현판

은 만공이 70세에 쓴 글이다.

극락전 내에 봉안되어 있던 아미타삼존불은 상호가 빼어난 수작이었으나 1980년에 도난

당하였다. 현재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불두(佛

頭)는 1330년(충혜왕 17)에 이 절에서 조성하여 봉안한 것인데, 고려 말 왜구에게 약탈되

었던 듯하다.

현재 부석사는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천수만 철새 탐조여행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

산 천수만은 세계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철새 전망대와 박물관이 있는 철새 생태공원에서

자연 생태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겨울이면 천수만 인근 간월호에서 천연기념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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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호인 100여 마리의 흑두루미 무

리가 발견되고 있다. 이밖에 천수만

에는 천연기념물 제201-2호인 큰고

니, 천연기념물 제205-2호인 노랑부

리저어새 등 겨울 철새 수십만 마리

가 하늘을 뒤덮는 장관을 볼 수 있

다.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높이 50.5㎝이며,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다.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상발원

문에 “고려의 서주(瑞州) 부석사의 당(堂)의 주존(主尊)을 조성하여 현세에 재난을 없애

고 복을 누리며 내세에 아미타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계진(戒眞)을 비롯한 30여

명의 발원이 담겨 있다. 

이 상에서 보이는 표현상의 특징은 1333년에 제작되었다고 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傳) 지순명(至順銘) 금동관음·대세지보살입상과 유사한데 머리 위에 높게 솟은 보계

(寶 )는 원(元)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생각되며 14세기 전반의 중요한 조각이다.

부석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89년(숙종 15) 왕자 균이 태어났을 때 사원을 세워 제작한 목조 불상으로 처음에는 용

봉사에 봉안되어 있었다. 그 후 1905년 풍양 조씨의 묘역을 조성할 때 용봉사가 파괴되면

서 방치되어 있다가 부석사로 옮겨져 극락전에 봉안되었다. 높이 101㎝, 너비 66㎝이며,

두부(頭部)는 뾰족한 육계(肉 )에 중앙계주(中央 珠)와 정상계주(頂上 珠)를 붉은

색으로 채색하였고, 정상계주에는 금테를 둘렀다.

부석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浮石寺極樂殿阿彌陀後佛幀畵) 

부석사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뒤에 걸린 극락회도로 1867년(고종 4) 제작

되었다. 원래는 태화산의 마곡사에 있던 것을 이전하였다. 중앙에 아미타여래가 녹색의 원

형 두광(頭光)과 백색의 신광(身光)을 두르고 결가부좌하고 있다. 

부석사 템플스테이(부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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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검은여제

용이 된 선묘낭자가 의상대사를 위해 하늘로 들어 올린 바위가 변해서 된 작은 섬인 ‘검은

여’는 1982년 10월 천수만 간척지 공사로 인해 훼손될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갈마리 주민

들의 노력으로 ‘검은여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존될 수 있었고 1989년에 검은여 주변에

‘검은여 부석’이라고 새긴 커다란 표석을 세웠다. 검은여 보존위원회는 매년 음력 4월 3일

에 지역민의 안녕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부석사

간접 관련된 유적(물)

좌) 부석사 아미타후불탱화
우)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