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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필자는 양양군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양양군의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선 삼국시대의 양대 고승인 원효와 의상에 주목했다. 이들이 창건한 낙산사와 영혈사
가 양양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 지역의 문화를 살피는데 있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 지역의 설화일 것이다.
그래서 낙산사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원효와 의상의 설화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설화
의 소표제에서 연상되는 것은 관음보살을 알아보지 못한 원효와 관음보살을 알아 본 의
상이라는 대립항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관음보살을 만난 것은 원효였지 의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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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보다는 의상을 우위에 두는 소표제는 아마도 낙산사의
성세와도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추측된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원효에게서는 탕자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벼를 베는 여자를 희롱
하고, 빨래하는 여인에게 화를 내고, 이런 원효의 모습에 고승의 이미지가 있을 리 없
다. 그러나 민중들이 바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고상한 의상보다는 더 서민
적인 원효에게서 민중들은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양양사람들의 인식이 〈영혈사의 영천전설〉설화를 잉태하게 하였다. 이 설화
에서 영혈사의 영천의 물줄기가 홍련암의 샘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원효의 신이함을 드
러내었고 아울러 원효의 자기희생의 정신도 보여주고 있었다.
양양의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와 의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대덕임은 분명하
다. 그러나 민중의 시선은 고상한 의상보다는 타락한 원효, 자기희생 정신이 강한 원효
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다.
주제어 : 원효, 의상, 양양군, 영혈사, 낙산사, 홍련암, 불교설화, 낙산이대성

1. 들어가는 말

양양은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변방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
양이 翼峴縣 또는 伊 縣이라 불렸던 시절은 고구려였다. 장수왕5년(496
년)에는 悉直 (오늘날의 삼척)까지 점령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또한 신라
가 자비왕11년(468년)에 河瑟羅 (지금의 강릉) 사람을 동원하여 泥河
을 쌓았고 또한 진흥왕29년(568년)에는 고성에 達忽 를 설치하였다1)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상황이었던 듯싶다. 이처
럼 양양을 포함하여 삼척부터 고성에 이르기까지 삼국시대에는 전란의 소
용돌이에서 한시도 벗어날 틈이 없었으나, 그러나 6세기 이후에는 대체로
신라의 영토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의 국경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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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군, 양양역사자료집, 2003,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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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지금의 강원도 고성군)이 되었다. 양양군은 守 郡의 속현으로 翼嶺
縣이라 불려졌다. 그때부터 강릉부터 고성에 이르는 동해안 북방지역은 화
랑들과 고승대덕들의 발자취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례처가 되었다. 오늘
날 양양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도 이 시기에 이르러 불같이 일
어날 수 있었다. 진덕여왕6년(652년) 興寺의 전신인 香 寺2)를 자장율
사가 창건한 이래 문무왕11년(671년)에는 의상대사가 洛山寺를 창건했
고, 신문왕6년(688년)에는 원효대사가 靈穴寺3)를 창건했다. 이 시대가
양양불교의 황금기였다. 이후에도 대사찰이 연이어 창건되었는데 혜공왕5
년(769년)에는 진표율사가 禾巖寺를 창건했다.4)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
는 강현면 둔전리의 陳田寺址5), 서면 황이리의 선림원지6), 서면 오색리의
五色石寺 등도 신라고찰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양양의 문화는 불교의 영향
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 지역의 문화를 살피는데 있어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 지역의 설
화일 것이다. 설화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열린 구조의
문학양식으로 민중적 향유의 폭이 넓어서 설화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삶
과 오늘의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7) 설화 속에는 조상
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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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날 행정단위로는 속초시에 해당한다. 속초시는 1963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행정단위이고
예전엔 양양군에 속했었다.
3) 영혈사 창건 연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영혈사 사적기 에 의하면 신문왕9년(689년)에 창
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양양문화원, 양양의 법등, 124쪽),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서는 신문왕8년으로 되어 있다(강릉대박물관, 1994, 262쪽). 그런데 이 두 설 모두 인정하기
가 힘들다. 왜냐하면 원효대사는 686년에 입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역 전설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하고, 삼국유사 등에 원효가 양양지역을 즐겨 행보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고에서는 양양지역에서 전해지는 전설(원효가 영혈사를 창건했다는 전설)을 그대로 차
용했다.
4) 속초시, 속초시지, 1991, 45쪽.
5) 선문구산의 효시였던 가지산파의 도의국사가 선덕왕5년(784년) 창건했다. 양양문화원, 양양
의 법등, 136쪽.
6) 1948년 禪林 址의 동종이 발견되었는데, 신라 애장왕5년(804년)이란 글씨가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신라고찰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상게서, 141쪽.
7)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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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연면히 이어온 정신과 삶의 모든 방정식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양양에
서는 삼국시대의 불교설화들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형성
된 수많은 인물들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설화는 원효와
의상으로 대표되는 불교설화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효와 의상은 한국
의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었다.8) 이들이 남긴 발자취가 양양군에는 곳곳
마다 어려 있고 그것이 여러 설화를 낳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관한
설화를 분석하여 원효와 의상에 대한 양양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편린
을 읽어내고자 했다.
원효와 의상에 관하여 양양군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설화는 원
효와 의상에 관한 설화인데,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洛
山
관음 정취 조신(이하 ‘낙산이대성’으로 축약)〉의 설화가 구전되
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편의 설화는 원효가 세웠다는 영혈사에
관한 설화이다. 영혈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원효가 설립했는지는
사실 의문이지만, 양양지방에서는 원효가 설립하였다고 전승되어오므로 일
단 이를 근거로 논의하기로 한다. 양양지방에서는 낙산사와 관련한 원효와
의상의 설화만큼이나 영혈사 설화도 비중 있게 전승되고 있다. 본고는 이
두 편의 설화를 대상으로 양양군민들이 원효와 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
는 정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효와 의상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정서가 차이가 있을진대, 이 차이가
표현되는 어감에 따라 양양군민, 원효, 의상 등 3자간에 상관관계가 형성된
다. 이 관계에서 [양양군민 : 원효] :: [양양군민 : 의상]의 대립항이 자연
스레 형성된다. 이 대립항을 기초로 하여 정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밀고
당기기가 진행되고 또 표현된다면 결국은 [원효:의상] 간의 대립항도 상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립항 속에서 그 의미망을 찾는 작업은 원효와 의상
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그 힘으로부터 표현된 차
二大聖

8)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원효를 師, 의상을 法師로 표현하고 있다.
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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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역학관계라 규정짓는다.
2.〈낙산이대성〉설화

낙산사는 워낙에 동해안의 이름난 刹이다 보니 여러 고승대덕들의 발
자취가 끊이지 않았다. 상기 언급한 두 설화의 주인공, 원효와 의상 외에도
12산문의 하나인 강릉 굴산사를 열은 범일국사도 낙산사 설화의 한 귀퉁이
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삼국유사〈낙산이대성〉에 보이는 조신도 낙산
사의 말사인 세달사에 있으면서 역시 낙산사 설화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9) 그러나 범일국사는 강릉의 국사성황신으로 모셔지고 있으니 본고
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본고에서는 원효와 의상의 설화에 대하여 한 번 살
펴보고자 한다.
大

1) 설화의 내용 : 〈낙산이대성〉설화

昔義湘法師. 始自唐 還. 聞 悲眞身住此 邊窟內. 故因 洛山. 盖西域寶
陁洛伽山. 此云小白華. 乃白衣 士眞身住處. 故借此 . 齋戒七 . 浮座具晨
水上. 龍 八 侍從. 引 崛內. 叅禮空 . 水 念珠 貫給 . 湘領受而退.
龍亦 寶珠 顆. 師捧 . 更齋七 . 乃見眞 . 謂曰. 於座上山頂雙竹
湧生. 當其 作殿宜 . 師聞 崛. 果有竹從 湧 . 乃作金 . 塑 而安 .
圓 麗質. 儼若 生. 其竹還沒. 方知 是眞身住也. 因 其寺曰 山. 師以所受
珠. 鎭安于 殿而 . 後有元曉法師. 繼踵而 . 欲 瞻禮. 初至於 郊水田
. 有 白衣女 刈稻. 師 請其禾. 女以稻荒 答 . 又 至 下. 女洗 水
帛. 師乞水. 女酌其穢水 . 師覆棄 . 更酌川水而 . 時野 松上有 靑
鳥. 呼曰休醍□和尙. 忽 不 . 其松下有 隻脫鞋. 師旣到寺. 觀音座下又有
所見脫鞋 隻. 方知 所遇 女乃眞身也. 故時 謂 觀音松. 師欲 崛. 更
覩眞 . 風浪 作. 不得 而 .10)
來

大

海

名

大

天

東海

入

中 出

獻如意

一

出

地

矣

之出

容

天

二
中

部

聖

一

出

堂

名

戱

前

戱

之

像

求

之

南

行

橋

飮之

一

中

月

一

前

人

之

去

9) 일연, 삼국유사, 이병도 역주, 광조출판사, 1981, 354-3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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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화는 다음처럼 번역되어 양양지방에서 많이 전승되었다. 일부 의역
한 부분도 엿보이지만, 설화로써 구전되어 오다가 한글 문헌에 채록되기는
다음의 자료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생각되므로 이에 전재했다.
낙산사가 있는 산 이름을 낙산이라 한 것은 천축의 보타낙가산에서 딴 것
이라 한다. 이 낙산 동쪽 바닷가에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굴이 하나 있는데 이
굴은 대비진신인 백의대사가 거처하던 성지라고 한다. 이곳은 항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심하여 일찍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는 곳이기에 불교
의 성지로 널리 알려졌다. 강원도 양양 낙산에 성지가 있다는 말이 널리 퍼지
자 의상대사가 이 성지에서 대비진신에게 예불하려고 찾아왔다. 대사는 이곳
에 와서 사람을 시켜 바닷물에 돗자리를 깔게 하고 목욕재계를 한 다음 그 돗
자리에 올라 앉았다. 그랬더니 바다 속에서 여덟 마리의 용이 나와 대사를 모
시고 굴속으로 들어갔다. 대사가 굴속에 들어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부처
님께 예불을 하니 공중에서 수정염주가 내려온다. 대사는 염주를 받아 가지고
굴을 나오자 용이 다시 나타나 여의주를 바치며
“용왕께서 말하기를 이 낙산 위에 올라가면 대나무 두 그루가 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 곳이 바로 명당자리니 그 곳에 절을 지으면 불법이 크게 일
것이다.”
고 말을 하더라고 일러 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대사는 그 길로 낙산
에 올라가 일러준 자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대 같은 것이 없었다. 실망하여
한참 두리번거리고 있는 참에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에서
“대사는 너무 성급하게 찾지 마시오. 때가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라는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련히 들려왔다. 대사는 느낀 바 있어 그 자리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있노라니 바로 눈앞에서 두 자루의 붓끝 같은 죽순이 솟
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보고 있는 동안에 큰 대나무가 되었다. 대사는 그제야
바로 이곳이 명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법당을 짓고 그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의상대사와 같은 시대에 원효대사가 낙산사가 명찰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
온 일이 있었다. 원효대사가 양주(오늘날의 양양) 땅에 들어서 멀리 낙산이
10) 상게서,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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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논두렁길을 걷고 있노라니 논에서 흰옷을 입고 혼자 벼를 베고 있는
부인 한 사람을 만나
“남편은 무엇하기에 부인 혼자 이 호젓한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소. 나 같
은 중이 업어 가면 어쩌려고?”
라고 말을 던졌다. 벼 베던 여자는 대사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나 같은 못생긴 여자를 어떤 남자가 업어가겠소. 요석공주처럼 곱게나 생
겼으면 원효대사 같은 훌륭한 스님이 반하여 업어 가겠지만은 .”
한다. 한때 요석공주와 연정을 불태워 아이까지 낳았던 원효대사는 이 말을
듣고 속이 뜨끔하였다. 초면에 중에게 서슴지 않고 받아넘기는 그 여자의 모
습에는 범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 보였다. 대사는 농을 받고도 그 기품 때문에
짐짓
“소승은 그따위 파계승 원효와는 다른 비구승이니 업혀갈 염려는 없습니
다.”
고 자신을 욕해 보였더니 그 여자는
“원효대사는 자비심이 많고 너그러운 승입니다. 자비심과 관용이 있었기에
요석공주의 애처로운 애정을 구해주셨지 목석 같은 외고집 중들은 어림도 없
는 일입니다.”
라고 뜻밖의 말을 하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럼 부인도 원효대사가 구애한다면 요석공주처럼 그 청을 들어주시겠소.”
라고 은근히 떠보았다. 그는 자기는 다른 여자와 사정이 좀 다르다고 대답한
다. 대사는 이 여자가 다른 여자와는 사정이 좀 다르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
어 혹 이 여자가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농을 거두
고
“부인께 실례되는 말을 하여 죄송합니다. 뜨내기 나그네 중의 말을 허물치
마십시오. 하도 관음보살 같이 아름답고 다정하신 분이라 신심에서 한 말입니
다.”
하고는
“이렇게 오가는 길에서 만나 이야기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 벼이삭
하나를 주면 낙산사 부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뜻에서 바치겠다.”
고 하였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지 아니하여도 금년에는 부처님 은덕으로 대풍년이 들었기에 보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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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에서 낙산사 부처님께 바치려고 사실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벼이삭을 건네주고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것이라 하고 헤어졌다.
원효대사가 그 여자와 헤어져서 한참 가니 맑은 시냇가 다리 밑에서 소복
한 여자 한 사람이 여자의 생리빨래를 하고 있었다. 대사는 목이 말라 그 여자
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다. 여자는 빨래가 잠겨 있는 윗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
라 아랫물을 떠주었다. 화가 난 대사가 그 물그릇을 엎질러 물을 버리고
“같은 값이면 빨래 위쪽의 맑은 물을 떠줄 것이지 무엇이요?”
라고 하고 손수 내려가 윗물을 퍼마셨다. 빨래하던 여인은 이 광경을 물끄러
미 바라볼 뿐 겸연쩍어 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것을 보
고
‘기이한 일도 다 보겠다.’
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언덕을 올라 길을 재촉했다.
‘오늘은 어찌된 연고인지 이상한 여자만 만난다.’
고 중얼거리고 나니 길옆 언덕바지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
으며 “휴제호화상” 크게 한 마디 울고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 새소리를 들은 대사는
‘이상한 말을 하는 새로구나.’
물 얻어먹은 것을 조롱하는 말인 듯하니 영조가 아니면 흉조이려니 여기고
지나갔다. 대사는 그 새가 울던 소나무 밑에 여자의 고무신 한 짝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원효대사가 낙산사에 이르러 관음보살에게 예불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보니
관음보살의 불상 밑에 여자의 신이 한 짝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 파랑
새가 울던 소나무 밑에 있던 그 신짝과 꼭 같았다. 이것을 보고 아까 벼 베던
여자나 빨래하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관음보살의 화신이었으며 벼이삭을
주면서 수작한 것이나 생리 빨래를 하면서 빨래가 잠긴 아래쪽 물을 떠준 것
이 다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은 뒤부터 이곳에서는 이 파랑새가 앉았던 소나무를 觀音松
이라 하여 신목으로 모시게 되었다 한다.11)
11) 최승순, 속초 양양 ,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4, 219-223쪽. 일부 맞춤법은 필자가
수정하여 전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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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화제목에서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이 설화는 양양지방에서 발간되는 여러 문헌, 향토지12), 양주지13)
등에 내용의 개변 없이 거의 그대로 전재되어 전한다. 그런데 낙산사를 매개
로 하여 양양에서 전하는 이 설화를 보면 원효와 의상에 대한 상이한 편차를
느낄 수 있다. 원래 삼국유사에 전하기로는 〈洛山 〉이라 하여 의
상과 원효를 아울러 소개하고 있지만, 후대에 이 내용은 두 개의 설화로 분
리되면서 원효보다는 의상을 더 도통한 스님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설화제
목을 보면 나타난다. 1976년 발간된 향토지에는〈산사에 얽힌 전설〉,
〈생불 못 본 원효대사〉라 하여 낙산사 연기설화와 원효의 설화를 게재하였
다. 의상에 대한 상향적 시각은 설화제목 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원효에 대한 하향적 시각은 설화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 1990년 양주지
에 와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화제목이 등장한다.〈낙산사의
의상대사〉란 설화제목으로 낙산사와 의상의 일체감을 강조하나 원효는 앞
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설화제목은 양양군에서 발간하는 책자에만 통용되는 시선은 아
니다. 2003년에 발간한 우리 불교설화14)란 책에서 보면,〈의상이 관세
음을 친견하다〉란 설화제목과〈원효가 관세음을 몰라보다〉란 설화제목이
눈에 띈다. 제목만을 두고 보았을 때 역시 의상보다는 원효가 한 수 아래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설화의 제목은 2004년 발간된 양양지역
의 설화15)에서도 그 정서가 차용되어〈낙산사의 유래〉및〈시험 당한 원
효 스님〉이란 설화제목을 붙여 나왔다.
二大聖

12) 양양문화원에서 편찬한 향토지(1976)에〈산사에 얽힌 전설〉(226-227쪽),〈생불 못 본 원
효대사〉(227-228쪽),〈영혈사 영천의 전설〉(232쪽) 등의 제목으로 전한다.
13) 양양군에서 발간한 양주지(1990)에 보면,〈낙산사의 의상대사〉(806쪽),〈생불 못 본 원효
대사〉(806-809쪽),〈영혈사의 영천〉(813-814쪽)이란 제목으로 전한다.
14) 김의숙, 우리 불교설화, 북스힐, 2003, 51-53쪽.
15) 두창구, 양양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4, 50쪽, 54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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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와 의상, 두 고승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각은 현실에 기초한 민중
의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효가 창건했다는 영혈사는 한때 폐사
직전까지 갔었다. 이에 반해 의상이 창건한 낙산사는 한국의 대찰, 관음의
성지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하루 이틀에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천 년 세월 속에 민중의 가치판단이 개입하면서 그와 같은 설화
를 형성했고, 그 판단의 기준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설화제목인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설화의 제목만으로 판단해본다면 원효가 의상보
다는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당연할 것이다.
3) 내용상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이 설화를 기존의 학자들은 관음신앙으로 파악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그러나 본고는 관음신앙의 표현의 그 의미망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다. 본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
양 지방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효와 의상 양자에 대한 친밀도가 초점이 된다.
설화의 문면을 읽어보면 내용상으로 보아도 원효보다는 의상이 숭상된
다. 그래서 김지연은 원효가 관음의 진신을 알아보지 못한 한계를 원효가
드러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아직도 원효가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한
탓16)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이런 연유에서 앞서 논의한 설화
제목 상에서도 원효보다는 의상이 더 추앙 받는 설화제목을 달았을 지도 모
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 분석은 표피적인 분석이고 실제 민중의 입장
에선 원효의 행위가 더 민중 친화적일 것이다.
원효에게는 원효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관음보살이 스스로 나타났
다.17) 그러나 의상에게는 관음보살조차도 쉽게 몸을 보이지 못한다. 그래
16) 김지연, 삼국유사에 나타난 원효의 이인적 성격 , 한국문학회 편, 한국문학논총 24호, 세종
문화사, 1999, 13쪽.
17)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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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쌍죽, 수정염주 등의 상징적 대상으로 나타난다.18) 종교적 위엄이 극에
달했지만 관음보살의 진신이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19) 그러나 원효
에게는 관음보살마저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
다. 벼를 베는 여자, 빨래하는 여인 등 어디서나 쉽게 수작할 수 있는 장면
속에 여인, 아니 관음보살은 등장했다.
관음보살은 인세에 현세할 적에 33가지 혹은 19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 한다. 이를 33응신이니 19응신이니 하는 말로 표현한다. 원효는 그 중
현신한 몇 가지 모습을 만났다. 그러나 의상은 관음보살이 현신한 모습을
만난 적이 없었다. 적어도 의상이 보고 싶어하는 관음보살은 여인의 몸으로
든 무엇이든 간에 의상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원효는 비록 때늦
게 깨닫기는 했지만 관음보살을 두 번이나 만날 수 있었다.20) 그 신비로운
18) 김헌선은〈낙산이대성〉에서 관음이 자신의 진신을 의상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원효에게는
자신의 진신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김헌선, 불교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연구 , 한국
구비문학회 편, 구비문학연구 9집, 박이정, 1999, 24쪽.
19) 상게논문, 30쪽.
20) 사실 원효가 관음보살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는 학자들마다 시각이 달랐다. 이에 관해 신
연우는 다음처럼 정리했다.
김열규는 ‘의상은 관음불을 친견코자 발원하여 마침내 그 원을 이루고 있음에 비해, 원효는 관음
불상을 보았을 뿐 受肉한 관음불을 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았다.[김열규, ‘낙산이성’과 신
비체험의 서술구조 , 재판 삼국유사와 한국문학, 학연사, 1985년] 이에 대해 조동일은 정반대
되는 견해를 보여, 의상은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보살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眞 을
보았다 하지만 모습에 관해서는 말이 없고 들린 소리만 적어놓았다고 했으며 원효는 정성을 들
이지 않았는데도 보살이 스스로 나타났다고 했다[조동일, 불교설화에서 본 숭고와 비속 , 삼
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고운기는 의상을 ‘치밀하고 정성스런 만남’이라고 했고,
김헌선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의상에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고운기, 일연의 세계
인식과 시문학 연구 , 연세대 박사논문, 1993). 고운기는 원효를 ‘우연히 스치듯한 만남’이라고
했고 김헌선은 원효가 색상에 사로잡혀 여인이 관음보살임을 몰랐지만 파랑새 신발 등 매개물을
통해 ‘속된 의미를 넘어서 고도의 비약을 가질 수 있는 불교의 깨달음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헌선, 전게논문). 유광수는 의상 원효 범일 조신 모두가 첫 번의 절대자와의 만남에서는 깨달
음을 얻지 못하지만 특정 계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유광수, 만
남과 깨달음으로 본 ‘洛山
觀音 趣, 調信’의 의미 , 연세어문학 32호, 2000]. - 신
연우,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조의 분석적 이해 , 한국민속학회 편, 한국민속학 33호, 2001,
178쪽.
容

二大聖

․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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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비록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음보살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
고를 가지고 양자간 우열을 가린다면 엄연히 의상보다는 우위에 서야할 원
효의 정체였다. 벼를 베는 여인은 이런 원효의 장점을 “원효대사는 자비심이
많고 너그러운 승입니다. 자비심과 관용이 있었기에 요석공주의 애처로운 애정을
구해주셨지 목석 같은 외고집 중들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 대목에 원효를 바라보는 민중의 시각이 놓여 있었다. 목석이 아닌 감정
있는 원효에 대한 묘사는 빨래하는 여인에 이르러 더욱 극대화된다. 이제는
아예 화를 내기조차 한다. 불가에서 금하는 3독 가운데 진에(화를 냄)21)를
원효는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원효의 깨달음의 경지는
누구에게도 쉽게 농을 걸고, 누구에게도 쉽게 화를 내는 경지에 이르러 있
는 것이다. 농을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사실 민중의 일반적 특성이다. 그렇기
에 민중 입장에서 보면 의상보다는 원효가 더욱 민중 친화적이다. 희로애락
에 겨워하는 민중의 본모습이 원효의 얼굴에는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태준은 이런 원효를 평하여 세속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자는 계율에
서마저도 자유롭다고 했다. 원효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미혹 속에 있음을
스스로 깨달은 자는 벌써 큰 미혹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있음을 스스
로 아는 자는 벌써 극심한 어둠에 있지 않은 것(覺自迷者 非 迷 知自闇
者 非極闇 )이라 하였다.22) 박쌍주는 원효는 이미 有無 眞 의 경계를 초
월한 무애행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높은 위치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
다.23) 원효의 이와 같은 경지는 사실 極必反의 경지라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물이 차면 넘치듯이, 경지를 넘어선 원효의 깨달음은 이와 같은 농지거
리도 스스럼없이 하게 하였을 것이다.
大

矣

矣

俗

物

21) 3毒 : 탐욕(貪慾) 진에(瞋恚) 우치(愚癡)를 일컫는 말. 이중 ‘진에’의 뜻은 화를 내는 것이
고, ‘우치’는 어리석음이다.
22) 김태준, 원효전의 전승에 대하여 ,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불교문학연구(下), 동국대출판
부, 1988, 74쪽.
23) 박쌍주, 원효설화의 상징적 의미 , 교육철학 제15집, 한국교육철학회, 1997, 15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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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와 의상의 설화의 차이점은 아마도 두 사람의 그간 행적 때문에 만들
어진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원효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을 했다. 민중 입장에서는 유학파보다는 국내에서 스스로 공
부한 원효에게 정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더구나 원효의 행적을 살
펴보면 민중 입장에서 심지어 돌팔이중이라는 말도 나올 법하다. 한때 소성
거사라 스스로 칭하면서 요석공주와 사랑도 했고, 아무 거리낌없다는 듯이
무애의 춤마저 출 수 있는 자가 바로 원효였다. 길거리에서 남이 보든 말든
거리낌 없이 춤추는 무애의 춤은, 스님이라는 특성만 제외한다면, 한편으로
는 술주정뱅이의 모습처럼 누구나 한 번은 겪어보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상
적인 일일 것이다. 원효를 바라보는 양양군민들의 인식이〈영혈사의 영천
전설〉설화를 낳게 하였다.
3.〈靈穴寺 靈泉전설〉설화
1) 설화의 내용 :〈靈穴寺 靈泉전설〉

양양읍 화일리 설악산 동남방 관모봉 기슭에 영혈사라는 절이 있다. 이 절
은 신라 신문왕 때 원효대사가 강원도 땅에 와서 포교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터 좋은 곳을 골라 절을 지을 때 지어진 것이라 한다. 대사가 이곳에 와서 산
세를 둘러보니 절터로서는 안성맞춤이어서 절을 짓기는 했으나 막상 짓고 보
니 물이 없었다. 절 근처에 물이 날 만한 곳을 여러 곳 찾아 파보았으나 물이
나지 아니하여 식수 때문에 廢寺를 해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대사는 간
절하게 부처님에게 샘을 가리켜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절 근처 한 곳을 일러주며
“그 곳을 파면 물맛이 좋은 샘이 나올 것이니 거기를 파라. 이 샘은 그대의
정성에 응감하여 솟은 샘이니 보통 샘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물
거나 장마가 져도 이 샘은 그 수량에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샘물이
다른 곳으로 갈리어 가면 이 샘의 물도 줄거니와 이 절도 크게 번성치는 못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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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는 꿈속에 백발노인이 일러주던 장소에 가서 팠더니 맑
은 물이 솟아났다. 그러나 그 샘은 일정한 양 이상은 나오지도 아니하거니와
아무리 많이 써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장마나 가뭄에도 수량에 변동이 없어
영천이라 이름짓게 되었고 이 절을 영혈사라 부르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절을 이룩한 뒤 낙산사에 가서 한때 홍련암에 거처하
고 있었다. 이 암자에도 식수가 없어 낙산본사의 샘물을 길러다 먹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사는 이곳을 찾아드는 신도와 승려의 불편을 덜기 위하
여 샘을 하나 찾아야겠다고 며칠을 두고 근처를 파보았으나 샘은 나오지 아니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전에 영혈사에서 샘 때문에 고생할 때 찾아왔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서
“바로 홍련암 옆에 샘터가 있다.”
고 일러주고는
“그러나 그 물줄은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물이 반으로 줄 것이
다.”
고 일러주었다. 다음날 대사는 일러준 곳을 팠더니 맑은 샘이 나온다. 반가와
샘물을 떠서 마셔보니 영천샘과 물맛이 꼭 같았다. 이 샘이 지금도 바로 낙산
사 홍련암 옆에 있는 그 샘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사는 처음 홍련암 샘물 맛을
보고 영천 샘과 맛이 같기에 옛날 영천 샘을 팔 때 꿈에 나타났던
“이 샘물이 다른데 갈리어 가면 이 절은 번창할 수 없다.”
던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낙산사는 대찰이니 더 번창하지 아니하여도 좋고
이 홍련암도 식수가 불편하기는 하나 견디면 견딜만하다. 그렇지만 모처럼 세
워놓은 영혈사가 번창치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홍련암 샘물을 막
아버리기로 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 막아도 한번 터진 샘은 여전히 흘러
나와 할 수 없이 다시 파놓았다. 다음날 대사는 영천의 물이 정말로 줄었는가
를 알기 위하여 영혈사에 가보았다. 영혈사에 이르니 그 곳 중이 울상이 되어
“어제 갑자기 영천샘물이 반으로 줄어들어 겨우 이 절 중들의 식수를 이어
줄 정도밖에 안 된다. 밖에서 오는 신도나 외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절이 번창한 대사찰이 되기는 다 틀렸다.”
고 말을 한다. 대사가 이 말을 듣고 영천에 가보니 과연 반으로 줄어 있어 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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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쳐지는 바 없지 아니하나 별도리가 없다고 홀로 탄식하였다. 그 뒤 영혈사
는 크게 번창하지 못한 채 명맥만을 이어왔다고 한다.24)
2)〈영혈사의 영천전설〉에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이 설화는 원효가 창건한 영혈사의 샘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
면서도 낙산사의 부속암자인 홍련암의 물줄기를 영혈사에서 원조를 해주었
다는 방식으로 설화를 전개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적어도 원효로서 상징되는
영혈사25)가 의상으로 상징되는 홍련암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중의 소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 사실 궁벽
한 촌구석 어느 산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영혈사보다는 바닷가 교통의 요
지에 자리잡고 있는 낙산사는 누가 보아도 명문대찰인 것은 명약관화한 노
릇으로 애시당초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시
선은 고상한 의상보다는 서민적인 원효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원효가 영혈사를 창건했다는 영혈사 연기설화는 믿기가 힘들다. 기
록에 의하면 원효가 穴寺에서 입적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혈사가 영혈사
인지 아닌지는 현재도 논란 중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혈사가 지어졌다는
연대는, 전하는 문헌의 신빙성은 차치하고서 살펴보면, 원효가 입적한 2-3
년 후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혈사에서 원효가 입적을 하였다는 설
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다. 혈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신라고찰
은 영혈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24) 최승순, 전게서, 232-234쪽. 일부 맞춤법은 필자가 수정하여 전재했다.
25)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양양읍 화일리에 있다. 오늘날 교통망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궁벽진 곳은
아니나 낙산사보다는 훨씬 불편한 곳이었다. 그런데 영혈사가 위치한 이곳은 풍수적으로는 양
양에서도 알아주는 명당이었다. 양양의 속언으로 死 禾 生 川이란 말이 있다. 죽어서는
화일리에 모셔지는 것이 소원일 만큼 화일리의 풍수는 좋은 곳이었다. 〈死 禾 生 川〉
설화는 김선풍 김기설, 정문연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5, 1983, 366-7쪽.
去

日

居林

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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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시선에 이런 이름의 유사성이 포착되었다. 민중들은 즉시 영혈
사와 원효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의상과 더불어 원효라는 대립
항에 낙산사와 영혈사라는 또 다른 대립항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
어진 대립항을 한 줄로 꿰어냄과 아울러 의상에 대한 원효의 우위를 선보이
는 것이 바로 영혈사의 영천 샘물인 것이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경제학적으로 교환가치가 작아서이지 사용가치로 따진다면 물만큼
귀중한 것도 없다.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물이다. 그 물을 영혈사에서 홍련
암으로 주었다라는 것은 생명력을 나누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쯤 되면
홍련암은 영혈사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상력은 자연히 의
상이 창건한 홍련암이 원효가 창건한 영혈사 때문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
되게 한다. 그것이 민중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원효에 대한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민중의 시선은 영혈사의
몰락까지도 설화 속에서 예견하고 있었다. 영혈사의 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좋으나 결국은 영혈사가 쇠퇴하리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미
몸을 먹고 자라는 살모사처럼 홍련암의 성세는 결국은 영혈사의 몰락을 부
채질했다. 영혈사의 물줄기가 말라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혈사의 몰락과 홍련암의 성세는 한없이 나누어주어 하나도
가진 게 없는 진정한 보시행의 원효와 욱일승천의 기세로 전국에 10개의
대찰과 3천여 명의 제자를 거느린 의상을 민중적 시각에서 대비함으로써
더욱 극명해진다. 이런 대비 속에〈영혈사 설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
다. 원효에 대한 민중들의(양양군민들의) 안타까운 시선은 오늘날 양양 지
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영혈사 설화를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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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혈사의 영천 전설〉의 오늘날 전승현황

* 설화1)
靈穴은 영혈사 서쪽에 있는 굴인데 僧이 방아공이를 돌구멍에 넣었는데
얼마 후 낙산 관음굴에서 나왔다 하며 또한 바닷물이 모두 짜지만 관음굴의
물맛은 영혈사의 물맛과 같다는 전설이 있다.26)
神

* 설화2)〈홍련암과 약수〉
(생략) 의상대사는 자기보다 꽤 나이가 높은 원효대사를 존경했는데, 어느
날 원효대사를 초청했더니 이곳 홍련암에 찾아왔더래. 마침 점심 무렵이 되었
는데 미처 원효대사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거던. 음식은커녕 우선
차를 끓여낼 물 한 사발이 없는 게야. 이러한 입장을 훤히 꿰뚫어본 원효대사
는 넌지시
“공부중인 수행자로써 어찌 감히 천공을 받아먹소? 앞으로는 그걸 받아먹
지 마시구려.”
하며 지팡이로 땅을 쿡 찌르니 그 자국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오더래. 그 곳이
홍련암 약수인 게야.27)
* 설화3)
첨(처음)에는 영혈사는 그 물이 얼마나 명한지(영험한지), 지금 말하면 나
병 걸린 스님들이 거(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그 물로, 흘러간 물로 씻고 하면
나병을 고쳤다고 해서 영천수라 했어. 그 스님들이 가셔 가지고 큰스님이 돼
서
“그(그 물은) 영천수다.” “영혈사의 물은 영천수라”
그렇게 그거 했는데, 낙산사의 불28)이 나고 하니 수맥이 끊어졌는데, 원효
대사가 참 관음도량, 말하자면 용신도량이 너무 좋은데, 물이 없다.
“그래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수맥을 땡길지는 몰라도 기도를 한 번 해보자.”
26) 고경재 편,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71쪽.
27) 두창구, 양양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4, 60-61쪽.
28) 2005년 4월 양양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거의 소실되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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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일주일 하시고 내려오셔 가지고 지팡이를 딱 지르니
까 물이 나오더래요.
“됐다. 이젠 수맥이 뚫렸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갔다가 사
흘만에 또 내려오마.”
그래 오셔 가지고 행자 보고
“내가 내려가거들랑 쌀을 씻어서 뜬물(쌀뜨물)을 내려 보내봐라.”
그래 쌀을 씻쳐서 뜬물을 내려보냈는데, 원효대사가 여기 도착 딱 하니까
뜬물이 수맥 뚫어놓은 데서 뜬물이 내려오더래요. 아 내가 제대로 뚫었으니까
의상대사 보고
“저다가(저기다가) 용머리에다가 누각을 짓고 홍련암이라 해라. 그러하고
용꼬리가 들리면은 기가 빠지니까 거다가(거기다가) 누각을 하나 짓고 너의
호를 넣어 의상대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 홍련암 하고 의상대하고 말하자면 원효대사가 모든 지시를 해
서 창건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29)

위 설화들은 〈영혈사의 영천 전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천에 방아공이를 넣거나, 쌀뜨물을 넣는 것30)으로 홍련암과 영
혈사의 수맥이 일치한다는 것을 검증했다. 보통 쌀뜨물이 소재로 등장하는
설화들은 대부분 그 사찰이 사람도 많아서 성세를 자랑했다는 의미와 아울
러 이어지는 줄거리가 동해용왕이 바닷물이 더러워지자 안질에 걸려 화를
내고 결국은 사찰이 망하게 된다는 일련의 시퀀스를 보여주는데, 위 설화는
이와는 달리 쌀뜨물이 영혈사의 영천과 홍련암의 샘물이 통하는 것을 증명
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영혈사의 쌀뜨물이 홍련암까지 도
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쌀뜨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설화의 이
면에서 예전에는 영혈사가 그처럼 성세를 자랑했다는 감추어져 있는 진실
29) 이 설화는 필자가 2006년 7월 10일 양양읍 조산리 동해신묘에서 황일선(여 79, 양양읍 서문
리 거주)을 만나 직접 채록한 설화다.
30) 영혈사의 쌀뜨물이 홍련암으로 이어졌다는 설화는 이 설화 이전에도 채록이 되었다. 1976년에
나온 향토지에 쌀뜨물 설화가 전해지고 있었다. 양양문화원, 증보판 향토지, 1976, 15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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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혈사와 홍련암 수맥이 일치함은 곧 원효
가 신성성을 드러낸 것이다.
의상이 낙산사를 지을 때 보았다던 동해의 8룡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따라서 의상의 겪었던 일화는 의상 개인만의 신이한 체험일 따름이다. 의상
이 홍련암을 지을 때 본 관음보살의 진신도 의상만이 보았다.
홍련암의 유래와 전설은 신라 문무왕 12년에 도승 의상조사께서 입산하는
도중 돌다리 위에서 이상한 靑鳥를 만났으므로 쫓아 들어가 본즉 청조는 석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 않았다.
대사는 이것을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그의 굴 앞에 있는 해중반석 위에 나
체로 정좌하여 칠일칠야를 지성으로 기도 드렸더니 하루는 벽파 속에 홍련이
솟아오르고 그 홍련 속에서 관음보살이 출현하였으므로 대사는 그 앞에 친히
가 뵈옵고 심중소원을 말하였더니 만사가 뜻대로 성취되고 무상대도를 얻었
으므로 紅蓮庵이라 이름지었다 한다. 이 암자는 특히 깨끗하고 엄숙함으로써
이름높다.31)

이처럼 의상은 자신이 관음보살을 보았고 또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았으
나 그것은 그 누구도 증명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생물학적으로 靑鳥는 지금
도 바닷가에서는 쉬이 발견할 수 있는 새이다.32) 청조로써 증거물을 삼기
에는 미흡했다. 그러나 원효가 행했던 신이함은 증거물이 있었다. 영혈사의
영천과 홍련암의 약수가 물맛이 같다는 것이고, 그 물줄기를 원효가 연결시
켰다는 것이다. 원효설화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신성성은 아마도 서민들의
원효에 대한 사랑이 의상보다도 더 지극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결국은
원효가 의상보다도 더 서민적이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서 이 설화의 의
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33)
31) 상게서, 126쪽.
32) 물론 문학적으로는 관음의 사자(김열규, 불교과 서사문학 , 한국불교문학연구 (하), 동국대
출판부, 1988, 63쪽) 혹은 관음의 응신(김헌선, 전게논문, 31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

410 구비문학연구 제23집 (2006.12.31)

4.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원효는 신라 26대 진평왕39년(617년)에 삽량부 불지촌(오늘날의 경북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고 신문왕6년(686년)에 입적하였다. 의상은 金
信34)의 아들로 진평왕47년(625년)에 출생하여 성덕왕1년(702년)에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간단히 두 사람의 생몰 연대를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원효와 의상은 8년
여의 차이밖에 불과한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회적으
로 받는 처우는 분명 상이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런 차이는 당나라 유
학길을 고비로 하여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원효는 34세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唯識 을 배우려 길을 떠났지만 요
동지방에서 첩자로 몰려 고생만 하다고 되돌아왔다. 그러다가 45세에 의상
과 같이 다시 한 번 당나라로 가는데, 이번에는 해로를 선택했다. 이때 비
오는 밤길 어느 땅막(토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귀신을 만나면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면서 당나라 행을 포기하게 되었다.35) 그러나 의상은 기어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중국 종남산 至相寺 智儼(중국 화엄종의 시조) 문
하에서 38세부터 44세까지 8년 간 화엄종을 배웠다. 그 후 문무왕10년
(670년)에 귀국한 의상은 낙산사의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드
리면서 희대의 명문인 白 場發願 을 지었다. 그 뒤 전국의 산천을
韓

學

花道

文

33) 송효섭은 삼국유사의 불교설화들을 분석하면서 초월적 존재의 조종에 의해 역사적 가치를 추
구하는 설화와 인간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설화가 대립적 체계를 이루
고 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 분석한 원효와 의상의 설화를 이에 대비해보면 원효의 설화는
후자, 의상의 설화는 전자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79쪽.
34) 삼국유사 의상전교 에는 김한신으로 나오나[일연, 삼국유사, 이병도 역주, 광조출판사,
1981, 404쪽], 송고승전에 있는 부석사 연기설화인 선묘 설화에는 박씨로 나온다[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1990, 184쪽 참조]. 아울러 의상을 한자로 쓰면 義湘, 義相, 義想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본고에서는 한글로 표기하기로 했다.
35) 은정희, 원효 ,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1991,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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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면서, 화엄10대찰36)을 창건할 수 있었다.37)
중국에 유학을 갔다온 의상은 신라 화엄종의 교조가 되었다. 당시 집권
한 문무왕은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했다. 이런 그에게 의상이 가져온 화엄
학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문무왕은 의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
로 보인다. 의상이 처음 세웠으며 화엄학의 본산이 된 영주 부석사의 웅장
한 석축 및 관련설화(선묘설화를 지칭)의 내용을 분석해보았을 때 중앙정
부(왕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란 정병삼의 설38)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한편 원효는 신라 왕실이나 불교계로부터 폄하되었거나 질
시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왕이 백좌인왕경대회를 설치고자
100명의 釋 을 물색할 때에도 선발되지 못했다는 송고승전의 기록39)
이 그것을 말해준다. 금강삼매경론 조차 앞서 다섯 권의 소를 지었는데,
누군가 훔쳐 가는 바람에 다시 3권으로 고쳐지었고, 또 왕에게 갈 때에는
장딴지에 감추고 가야 했다.
황인덕은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의상의 화엄학과 원효의 화
쟁사상의 차이점에서 찾는다. 원효의 이론은 범종파적일 뿐만 아니라 범종
교적이고 범시대적인 사상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의상의 화엄학은
당시대적으로 국민교화에 직접 앞장섬으로써 왕정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
기에 유용했다. 따라서 의상은 왕실의 지원 하에 10여 명의 제자와 3천여
문도에게 설법을 하고 10대 사찰을 설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도권 내의
불교로서 의상의 화엄학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원효의 불교
는 교단이란 제도권에 의존하지 못하고 자유분방하게 포교활동을 수행할
德

36) 팔공산 美里寺, 지리산 華嚴寺, 가야산 印寺, 웅주 가야현 普願寺, 계룡산 甲寺, 태백산 부
석사, 금정산 범어사, 보광사, 창녕의 옥천사, 청담사.
37) 의상의 일대기는 이홍식 편, 새국사사전, 글동산, 1980, 964쪽 참조. 사실 이 부분은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의상전교〉를 풀이한 부분이다. 일연, 전게서, 404-407쪽 참조.
38) 정병삼, 의상 화엄사상 연구 ,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1, 175-6쪽. - 황인덕, 전설로
본 원효와 의상 , 어문연구 24호, 어문연구학회, 1993, 371쪽에서 재인용.
39) 상게논문, 373쪽에서 재인용.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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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4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상을 여래의 화신으로, 원효를 보
살의 화신으로 파악하여 원효보다는 의상을 우위에 둔 금강산장안사사적
의 기록41)은 유효성을 지닌다. 적어도 제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유
용한 발상일 것이다.
한편 이처럼 대중교화에 직접 나섰기에 원효는 의외의 결과를 획득한 것
으로 보인다. 의상의 불교가 제도권을 위한 불교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
했다면 원효의 불교는 민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원효를 지칭하여 師, 의상은 法師로 호칭했는
데, 일연이 이와 같이 칭하였던 데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판단 기준이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호칭의 이면에는 분명 당대 민중들의 정서도 반영되
었을 것이다.
일연은 원효와 의상으로부터 약 400여 년 뒤의 인물로 고려 희종2년
(1206)에 출생하여 충렬왕15년(1289)에 입적했다. 그는 14살에 가지산
문의 발원지인 진전사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진전사는 조선 중기
이후 廢寺址가 되어 그 자취를 알지 못하다가 1965년 문화재관리국의 발
굴작업으로 인해 그 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터는 양양군 강현면 관내에
있었다. 이곳에서 낙산사까지는 겨우 이십 리 길에 불과했고 육안으로도 보
일 만한 거리였다. 그래서 고운기는 〈낙산이대성〉에 나오는 원효, 의상,
범일, 조신 등의 설화는 일연이 이곳에서 수학하던 시절 일연이 주워들은
이야기로 판단했다.42) 따라서 일연이 기술한 〈낙산이대성〉에 양양군민
들의 정서가 다분히 녹아있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일연이 기술한 〈낙산이대성〉의 설화 문면에는, 유광수의 표현43)을 빌
聖

40) 상게논문, 373-375쪽.
41) 김영태, 설화를 통해 본 신라 의상 , 불교학보 제18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1, 93쪽.
42) 고운기, 〈낙산이대성〉조와 일연의 세계인식 , 고전문학연구 제8호, 한국고전문학회, 1993,
32-33쪽.
43)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의미 , 연세어문학 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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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하자면, 관음의 眞身을 친견한 의상과 된 身만을 만난 원효만
이 나타난다. 속화된 화신을 만난 것이 더 우월한 것이냐 진신을 만난 것이
더 우월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즉 철학적으로 진리의 구분을 따진다면, 당
연히 진신을 만난 것이 더 우월할 것은 자명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시
선에서 보았을 적에는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이 문제는 우월/열등의 문제
가 아니라 민중에게 누가 더 친화적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할 문제인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유광수가 언급한 것44)처럼 속화된 관음을 무려 세 번이나
만난 원효는 그만큼 더 민중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상은 속화된 관
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민중들과 친화력을 획득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그들과 같
이 호흡하는 것이었다. 원효가 민중들과 같이 한 여러 설화들은 위에서 언급
한 설화 외에도 삼국유사에 전하는〈蛇福 言〉이 있다. 사복은 12살이
되어도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런 사복이 원효를 만나 말로
서 우위에 선다. 원효가 “태어나지 말지어다. 그 죽음이 괴롭도다. 죽지 말
지어다. 그 태어남이 괴롭도다“라고 말하자, 사복은 “말이 煩하다”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모두 괴롭도다”라고 간단히 말했다.45) 원효가 한 수 배운
것이다. 이 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원효는 일반서민들로부터도 깨달음을 얻
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민중들로서는 이런 원효가 싫을 리가 없었다.
원효의 민중지향적인 모습은 혜공에게서 배웠다는 구절에서도 드러나고
요석공주와 혼인했다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천한 혜공에게서 귀족 출신
인 원효46)가 배움을 청하고, 여자와 결혼을 하여 파계승이 되는 모습에서
俗化

化

不

호, 연세대 국문과, 2000, 131쪽.
44) 앞서 필자는 두 번으로 기술한 바 있다. 유광수는 벼를 베는 여자, 水帛을 빠는 여자로, 그리
고 소나무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 설화에서 관음이 나타난 것이 두 번이냐 세 번이냐를 살피는
것은 본고의 방향과는 다르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상게논문, 131-132쪽.
45) 일연, 전게서, 145쪽.
46) 원효는 설씨 성을 지녔고, 설씨 성은 신라6촌의 직계가 갖는 성씨 중의 하나였다. 신라의 정치
구조는 왕실의 힘보다는 신라6촌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진지왕이 재위 4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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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은 더욱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민중들이 얼마만큼 원효를 친숙하게 생각했는지
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서의 파급과 전승을 통하여 원효는
일연으로부터 성사로서 호칭될 만큼 모름지기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점
차 친화력을 획득해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제도권에 무사히 안착한 의상의
불교는 원효와 비교해보았을 적에 상대적으로 민중들로부터는 점차 멀어져
갔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양양군에서 배태된 삼국시대의 초기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원효
와 의상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낙산사 연기설화와 영혈사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의 사실성을 두
고 논의하자면 영혈사를 창건했다는 원효설은 근거가 약하다. 다만 원효가
혈사에서 입적하였다는 설에 입각하여 영혈사로 추측할 따름이다. 삼국유
사 元曉 羈 를 보면, ‘원효가 거처하던 혈사 옆에 설총의 집터가 있었다
(曉嘗所 穴寺旁. 有聰家 墟云)’47)고 했다. 따라서 원효가 거처하던 혈
사가 강원도 양양의 두메산골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사
찰에 전해오는 원효 관련설은 거의 후대에 가탁된 설들일 것이다.48) 사실
은 그러하지만 설화 속에서 영혈사는 원효가 창건한 절임은 분명하다.
원효와 의상은 본시 동문수학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행로에 있어
661년의 어느 날 급격히 갈라지게 된다. 그 갈림길에 선 것은 당나라로 가
不

居

之

년 만에 화백회의의 결과에 의해 쫓겨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이란 것은 귀족들의 전
유물이었던 것으로 보아 원효는 귀족출신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47) 일연, 전게서, 143쪽.
48) 김영태, 전기와 설화를 통한 원효연구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편, 불교학보 17집, 동대출
판부, 198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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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학 행이었다. 어느 토굴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여 원
효는 민중과 같이 하는 불교의 개척자가 되었다. 이에 반해 당나라로 떠난
의상은 한국 화엄종의 개조가 되었다.
어느 날 급격히 갈린 두 사람의 인생행로는 낙산사 설화 속에서 조우하면
서 대결하기 시작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낙산이대성 설화에 나오는
의상과 원효는 모든 점에서 대비된다. 학자들은 이를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의상과 보지 못한 원효라는 양분법적 구도로 잡아내기 시작하였다. 언뜻 설
화제목으로만 보면 원효보다는 의상이 우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더구나 설화의 내용으로 보면 원효에게서는 타락한 파락호의 모습마저도
엿보였다. 벼를 베는 여자와 농을 주고받고, 빨래를 하는 여인에게 불교에
서 금하는 진에(성냄)를 보인다. 이 모두가 도를 통한 스님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원효는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했다. 조동일은 이
를 숭고한 것과 비속한 것은 둘이 아닌 것으로서 숭고하다고 받들어 온 보
살이 그렇게까지 비속하다고 해야 숭고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속한 사람이 자기각성에 이른다고 보았다.49) 조춘호는 진 속의
대립을 벗어난 진속원융의 이론과 실천을 강조했다고 보았다.50)
사물의 본연적 정서는 극에 이르면 반드시 본원으로 회귀한다고 했다.
이런 물극필반의 정서가 원효에게서 엿보이는 것이다. 의상은 물극필반에
이르지 못했다. 설화의 문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의상의 도통과 원효
의 부족한 수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경지를 뛰어넘은 진정한 초월의
정신을 소유한 원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초월적 세상에 대한 염원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과 삶의 잔잔한 무늬들을 민중들은 진정 바랐다. 고상한 세
․

49) 조동일, 전게서, 54쪽.
50) 조춘호, 원효전승의 종합적 고찰 , 어문학 제64집, 한국어문학회, 1998,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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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는 타락했지만 재미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어야 무엇인가 살 만한 가
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설화의 역사 속에서 승리자는 원
효일 것이다. 조동일은 이에 대해 의상이 추구한 것은 귀족불교의 노선이며
이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 원효의 방식을 택하게 하였다고 했다.51)
의상보다는 원효의 손을 들어주는 설화가 뒤이어 나타난다. 〈영혈사 영
천전설〉이란 제목으로 전하는 설화이다. 낙산사는 刹이고 영혈사는 낙
산사에 비한다면 분명 小刹이다. 그런 낙산사에서도 유명한 곳이 홍련암인
데, 홍련암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
것은 바로 식수였다. 이 식수는 동해의 8룡을 친견한 의상이라 해도 해결하
지 못한 난제였다. 원효의 신성성은 이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창건한 영혈사가 쇠퇴할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영혈
사의 영천과 홍련암의 샘물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은 영
혈사는 쇠퇴했다. 영혈사가 쇠퇴한 것은 위 설화에 따르면 영혈사 영천의
물줄기를 홍련암의 샘물에 이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원효의 자기 희생
의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양양의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원효와 의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승대덕임
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중의 시선은 고상한 의상보다는 타락한 원효, 자기
희생 정신이 강한 원효에게 더 기울어져 있었다. 오늘날 시골노인들이 고승
에 관한 어떤 전설을 말할 때 그 고승의 이름을 모르면 원효대사라고 둘러
댄다고 한다.52) 이처럼 원효대사는 오늘날 가장 많이 민중의 입에 회자되
는 고승인 것은 분명하다.
大

51) 조동일, 전게서, 54쪽.
52) 정상박, 전설의 사회사, 민속원, 2000,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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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ynamic relationship of Wonhyo and Eusang
in Buddhism folktale of Yang-yang country

Lee, Han Kil(Kangnung National University)

I investigated Buddhist priest, Wonhyo and Eusang who were
had lived in Silla Dynasty to study historical persons of Yang-yang
country. Wonhyo established the Younghyul temple, and Eusang
did the Raksan temple. I thought that these temple has done a
great role to develop the culture of Yang-yang.
The important point looking for the local culture, I think, maybe
is on the study of folktale. Because local folktale has been built
up on the lives of local persons. So I investigated the local folktale
on Wonhyo and Eusang in relation to Raksan temple. Having red
the headline of the folktale of Wonhyo and Eusang. I found out
that Wonhyo had become not aware Kwaneum-Bosal(Kwaneum
Buddhist saint), on the other hand Eusang had become aware
her. But Wonhyo had not become aware Kwaneum, but had met
her really. on the hand Eusang had become aware Kwaneum, but
had not met her. In spite of this difference, Eusang has been
the superior position to Wonhyo. It seems to base on the superior
of the Raksan temple than the Younghyul temp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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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he context of Wonhyo's folktale, It has been the fallen
iamges overlapping Wonhyo. He made fun of the woman cutted
the rice plants. got angry the woman washed the garments. There
were only a bad image of Wonhyo. Paradoxically speaking, the
common people liked this fallen Wonhyo‘s faces more than the
sublime Eusang’s faces. On base of Yang-yang people'love to
Wonhyo, the folktale〈영혈사 영천, the mystic spring in the
Younghyul temple〉was made up. This story was that the mystic
spring in the Younghyul temple had under-streamed down the
Hongryeon hermitage in Raksan temple. Wonhyo‘s sanctity is
showed in this folktale. Yang-yang people had hoped Wonhyo
locating more the superior position than Eusang.
key words : Wonhyo, Eusang, Yang-yang-Gun(country), Younghyul
temple, Raksan temple, Hongryeon hermitage,
Buddhism folk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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