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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금산

남해 금산은 남해군 상주면 삼동면 이동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고도 681m 정도이다. 

남해 금산을 소금강(小金剛) 또는 남해금강(南海錦江)이라고 하고, 금강산을 개골산(皆骨

山)이라 하는데 비유하여 금산을 개암산(皆岩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산은 한려해상국립

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지질은 중생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암괴석을 형성

하여 금산 삼십팔경(錦山三十八景)이라 불릴 정도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정상에 오

르면 남해에 있는 크고 작은 섬과 넓은 바다를 한눈에 굽어 볼 수 있어 삼남지방의 경승 명

산지로 손꼽힌다.

금산의 정상에는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홍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의 하나인 

보리암이 있다. 또한 이곳에는 쌍홍문(雙虹門), 사선대(四仙臺), 음성굴(音聲窟), 상사암(相

思巖) 등이 있어 해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찾는다.

종목 명승 제 호

명칭 남해 금산(南海 錦山)

분류 자연유산·명승·자연경관·지형지질경관

수량·면적 ㎡

지정(등록)일 

소재지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  외

시 대 -

태조 이성계, 남해 금산에서  

백일기도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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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38경

금산 38경1)이라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은 저마다 아름다운 풍광과 전설을 담고 있다. 그 중 

망대는 금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이곳에 오르면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에 광활한 경

치가 한 눈에 들어온다. 삼사기단은 좌선대 아래쪽에 위치하는데 유명한 세 분의 큰 스님

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기단을 쌓고 기도를 올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장암은 망대를 오르는 계단을 마주하고 있는 정상 기록을 지키는 바위로 명필바위라고

도 한다. 조선 중종 때 대사성을 지낸 한림학사 주세붕 선생이 전국을 다니며 풍류를 즐기

다가 남해에 있는 금산이 명산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금산의 쌍홍문을 통하여 이곳 정

상까지 올라와 보니 과연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신비로운 전설이 가득함으로 감탄

하여 자연암에다 ‘유홍문 상금산(由虹門 上錦山)’ 이라는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상사암에는 구정암이 있다. 상사암에 이어진 바위에 아홉 개의 확(홈)이 있어 빗물이 고이

1)  망대, 문장암, 대장봉, 형리암, 탑대, 천구암, 이태조기단(李太祖祈壇), 가사굴, 삼불암, 천계암, 

천마암, 만장대, 음성굴, 용굴, 쌍홍문, 사선대, 백명굴, 천구암, 제석봉, 좌선대, 삼사기단(三師

祈壇), 저두암, 상사바위, 향로봉, 사자암, 팔선대, 촉대봉, 구정암, 감로수, 농주암, 화엄봉, 일월

봉, 흔들바위, 부소암, 양아리 석각, 세존도, 노인성, 일출경이 해당된다.

남해 금산 전경



면 마치 아홉 개의 샘처럼 보인다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구정암의 물은 바로 상사풀이할 

때 썼던 물이라고 하며, 이 물로 세수를 하면 그 날 재수가 좋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천계암은 조선 태조기단 뒤편에 있으며 이성계가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뜻밖에 맑고 고운 

닭 울음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그 자리에 닭 모양의 이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 대

학자 미수 허목도 남해 금산에 올라 정경을 『미수기언』에 남겼다. 

“바다의 9월 서리는 초목(草木)을 죽이지 못하고 나뭇잎도 시들게 하지 않았다. 위에는 연

대(煙臺)가 있는데 그 아래에 ‘홍문을 지나 금산에 올랐다.[由虹門上錦山]’는 여섯 자를 돌

에 새겼고, 또 ‘가정(嘉靖) 임진년에 전 한림학사 주세붕 경유(周世鵬 景遊), 이응 한지(李鷹 

翰之), 상주포 권관 김구성(金九成)이 같이 오르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외의 돌은 깎이

고 떨어져 읽어 볼 수가 없었다. 연대 북쪽 층계 돌 위가 평평해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

는데, 맨 위에는 항상 안개와 놀이 끼어 있어 하석대(霞石臺)라 했다. 꼭대기의 서쪽에 옛 

사당이 있는데, 남해 사람들이 무축(巫祝: 신(神)의 일을 맡은 무당)을 두어 성조신사(聖祖

神師)를 섬기는 일을 맡게 했다.”라고 하였다.

남해 금산과 태조 이성계

남해 금산의 본래 이름은 보광산(普光山)이었다. 신라시대(683) 원효대사가 이 곳에서 초

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로 산 이름을 보광산, 초당 이름을 보광사라

고 부른데서 연유하였다. 그렇다면 금산으로 이름이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태

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 관련한 짧은 이야기

가 전한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 전국의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다

니며 왕이 되기 위해 제

를 올리고 기도를 하였

다. 그러던 어느 날 남해 

보광산에서 백일기도를 

올릴 때, 설핏 잠이 든 이보리암전삼층석탑은 보리암과 가까운 남해 금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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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왕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보광산 전체를 비단으로 둘러 달라고 

하였다. 이를 이성계는 수락하였고, 신령의 말대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후 보광산 

전체를 어떻게 비단으로 두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왕에게, 신하 중에 한 사람

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좋은 방안이 있사옵니다. 보광산의 이름을 금산

(錦山: 비단 산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부른다면 보광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

니까?"  

이 말은 들은 태조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루 속히 보광산의 이름을 바꾸어 금산으로 부르도

록 각 지방에 하명하였다. 

부소암과 양아리 석각

부소암은 중국 진시황의 아들 부소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갔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

로 ‘법왕대’라고도 한다. 진시황에게는 똑똑하고 착한 부소와 흐리멍덩한 호해,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소인은 자신보다 똑똑하고 착한 사람을 싫어하는 법인지라, 

간신배 이사와 환관 조고는 장차 부소가 임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시황에게 참소를 

하였다. 

“부소가 폐하를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소를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보내라.”

진시황은 호해를 가까이하고, 부소를 멀리 변방으로 내쳤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이사와 조고는,

“부소가 폐하를 원망합니다.”

진시황은 부소에게 칼을 내리며 스스로 목

숨을 끊으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부소는 

그것이 간신배들의 묘략인 줄 눈치 채고, 불

로초를 찾아 삼신산으로 떠나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다. 서불이 동으로 배를 몰아 남해 

금산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부소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신령스런 바위 아래에 움막을 

짓고 살다가 명을 다하고 죽게 되었다. 후세 남해 상주리 석각



관련문화재  남해 금산/ 남해 금산 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87호)

관련이야기 소스  이성계 개국 이야기, 보리암 설화

사람들은 이 바위를 부소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때 서불이 금산에 도착하여 새겨 놓았다는 오랜 문자가 남겨져 있는 곳이 양아리 석각이

다. 양아리 두모에서 부소암으로 오르는 골짜기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판독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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