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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대에서 수승대로

수승대는 거창읍에서 서북쪽으로 약 13㎞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위천의 맑은 계곡에 섬같

이 우뚝 솟은 수승대는 퇴계 이황이 명명한 거북형의 넓은 암반으로 주위에 노송이 울창하

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수승대는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였고 조선 때는 안의현에 속해 있다가 일

제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창군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승대는 백제가 힘이 

쇠약해져 갈 무렵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을 전별하던 곳으로, 처음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해서 근심 ‘수(愁)’, 보낼 ‘송(送)’자를 써서 수송대(愁送臺)라 불렸다고 전한

다. 또 다른 뜻으로, 속세의 근심 걱정을 잊을 만큼 승경이 빼어난 곳이라는  불교의 이름

에 비유되기도 한다.

처음 수송대라고 불리던 이곳이 수승대로 바뀐 것은, 1543년 퇴계 선생(退溪 李滉)이 마리

면 영승리에 왔다가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다며 음이 같은 수승대(搜勝臺)라 고칠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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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번지 일원

시 대 -

덕유산 흰 구름이고 탈속의 경지에 자리한 

거창 수승대



하는 시를 남긴데서 비롯되었다. 

이황 선생은 안의현 삼동을 유람 

차 왔다가 영승촌을 방문했다. 당

시 영승촌에는 퇴계의 장인인 권질

이 살고 있었다. 권질은 갑자사화

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풀려나 

영승에 칩거하고 있었다. 

다음은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

集)』에 실린 내용이다. 안음고현에 

암석이 시냇가에 있는데, 속명이 수송대로서 수석의 경관이 가장 빼어났다. 내가 이번 걸

음에 틈을 낼 수가 없어서 가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나 또한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여 수

승대로 고치자고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찬성했다. [安陰古縣 有石臨溪 俗名愁送臺 

泉石最勝 余於是行以不暇往見爲恨 亦其名之不雅 欲改爲搜勝諸公皆肯之]

거북바위 전설

수승대 중앙에는 거북처럼 생긴 거대한 암석이 있다. 구연암(龜淵岩) 즉, 거북바위이다. 조

선 중종 때 요수 신권(樂水 愼權)이 은거하면서 구연서당(龜淵書堂)을 이곳에 지었다. 서당

을 지어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대의 모양이 거북과 같다하여 ‘암구대(岩龜臺)’라 하고, 경

내를 구연동(龜淵洞)이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구연암에는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글씨의 대부분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수승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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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새겨놓은 것들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퇴계명명지대(退溪命名之臺: 퇴계선생이 

이름을 지은 대)’ 와 ‘갈천장구지소(葛川杖 之所: 갈천 선생이 거닐며 노니던 곳)’이라는 

글씨이다. 이는 한부연(韓復衍)이라는 선비가 두 선생의 시와 이 글귀를 새겼다고 한다. 

구연암을 이곳 주민들은 ‘댓바위’ 또는 ‘거북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옛날 옛적에 

한 할머니가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북이 한마리가 북상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빨래 방망이로 그 거북이의 머리를 내리쳤더니 그 자리에서 거북이가 화석이 되었

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어느 해 심한 장마가 있어 북상면에 사는 거북이가 이곳으로 떠내

려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던 거북이가 북상면의 거북이와 서로 만나 싸

움을 벌였는데, 위천면의 거북이가 북상면의 거북이를 퇴치하자 그 후 이곳의 거북이가 죽

어 바위로 변했다고하여 이 거북이는 이곳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수승대 이야기 

경 내에는 구연서원, 사우, 내삼문, 관수루, 전사청, 요수정, 함양제, 정려, 산고수장비오 

유적비, 암구대 등이 있다. 

거북바위



구연서원(龜淵書院)은 요수 신권, 석곡 성팽년, 황고 신수이 세 분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다. 뜰에는 이 분들의 학덕을 기리는 유적비(遺蹟碑)가 서 있다. 구연서원 남쪽으로는 영조 

때(1740) 세워진 문루인 관수루(觀水樓)가 있다. 자연 암반을 이용하고, 틀어진 나무를 기

둥으로 사용하는 등 자연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다. 당시 안의현감 조영우가 명명하고 

기문을 지었다. 

관수루 동편에는 조선 중종 때의 선비로서 효자인 신복행(愼復行)의 기적비(紀蹟碑)와 야

천(夜川) 신복진(愼復振)의 효행을 기리는 

비가 서 있다. 그 외에도 신성렬의 효행과 

그의 아내 진양 강씨의 열(烈)을 기린 효열

정각과, 신성진의 효행을 기린 정각, 신재주

의 아내인 안동 권씨의 열을 기린 열녀 안동 

권씨 정려가 있다.

경 내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나 곳으로 꼽히

는 요수정(樂水亭)은 요수 신권이 제자들과 

강학하던 곳이다. 요수 신권이 1542년 구연

재와 남쪽 척수대 사이 물가에 처음 지었으

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그 뒤 다시 수

파를 만나 1805년 후손들이 수승대 건너편 

현재 위치에 세운 것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수승대에

는 옛날부터 찾는 이가 많았다. 

『화림지(花林誌)』에 “중고(中古)에 병마사 성

윤동(成允仝)이 돌을 포개어 사다리 계단을 

삼고 또한 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병

마절도사를 지낸 성윤동이 만년에 낙향하여 

산수 좋은 수승대에서 온갖 시름을 잊고 여

생을 보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갈천(葛川) 임훈(林薰), 석곡(石谷) 

성팽년(成彭年) 등이 이곳을 찾았다. 요수

요수정

구연서원

관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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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소스  수승대 전설

(樂水) 신권(愼權)과 황고(黃皐) 신수이(愼守彛)도 수승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선비이다. 구

연암 앞으로 삼각주로 형성된 송림이 있는데, 이곳을 ‘섬솔’이라고 한다. 이곳은 원래 자갈

밭이었는데 요수 선생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곳에다 흙을 부어 소나무를 심어 가꾸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황고 신수이가 소나무를 더 심어 지금처럼 울창한 섬 숲이 되었다고 전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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