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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왕과 신하, 서로 마주보다

논산 갈산리에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곳이 있다. 두 그루의 노송

은 그윽한 그늘을 드리우며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이 노송은 조선

시대 효종이 총애하던 신하 권육의 죽음을 애도하여 하사한 것이다. 

“신이 나이가 많고 세상의 일은 할 만큼 하였으니 이제는 초야에 묻혀 조용히 지내다가 돌

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효종이 즉위하고 몇 년 지났을 무렵 권육이라는 신하가 고령을 이유로 관직을 사

퇴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권육은 효종의 아버지 인조 때부터 조정

의 일을 많이 보던 신하였기에 효종은 서운한 마음이 컸다. 

“그대가 내 곁에서 많은 일을 해주었는데 낙향을 한다 하니 서운하기 이를 데 없다. 병자

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대는 청의 볼모로 끌려가는 소현세자와 나를 끝까지 보살피며 함께

해 주었고, 8년 만에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귀국할 때도 함께 해준 충신이 아니었는가. 짐



054

이 갑작스럽게 왕위를 이어받게 된 이후에도

나랏일을 이끌어 왔는데 이렇게 보낼 때가

되니 아쉽기가 그지없구나.”

권육은 안동 권씨 문중 출신으로 어려서부

터 총명하고 학업에 열중하여 인조(효종의

아버지) 때 문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이 된

인물이었다. 그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승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조선이 청에 굴복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후의 효종)이 볼

모로 청나라에 끌려갈 때 함께 청으로 들어갔다. 두 왕자를 호위하여 청나라 땅 선양에 들

어가 정성껏 시중하였고 8년이 지난 후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도 세자를 모시고 귀국했다.

귀국 시에는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과 과학 서적 그리고 많은 교재를 들여왔다. 권육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병기와 생활품을 연구·개발·제조하여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가 매우 컸다. 소현세자가 귀국 후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맞은 후 봉림대군이 살얼음

판 같은 정국에 휩싸인 조선으로 돌아와 형 대신 왕위를 이어 받은 후에도 권육은 조정을

떠나지 않았다. 권육은 예조판서가 되어 국민 생활 안정에 힘써 온 것이다. 

효종은 힘이 되어 주던 권육의 낙향을 아쉽게 여겨 특명으로 이산현감으로 그를 봉하였

다. 그런데 권육이 낙향한 후 2년이 지난 무렵인 1655년(효종 6)에 이르러 67세를 일기로

눈을 감자 효종은 다시 왕명을 내렸다.  

“권육을 영의정에 증직하고 갈미동(현 갈산리)에 묘소를 정하도록 하라. 또한 권육의 충

성심과 나라 발전에 공헌함을 기리기 위해 묘전표송(墓前標松) 2그루를 심도록 하라.”

이때 소나무 묘목은 경기도 수원에서 채취하여 옮겨 심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이

내린 한 쌍의 소나무가 황송하고 임금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임금 군(君)자를 내세

워 쌍군송이라 불렀다. 신하를 생각하는 효종이 손수 고른 묘목이 권육의 무덤가에서 자

라 지금까지 푸르게 살아 있는 것이다. 

바닷바람 묻어나는 흑송

갈산리 곰솔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권육 선생의 묘 앞에 서로 마주보며 서 있다. 나무의

나이는 3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동쪽 곰솔은 높이 16m, 둘레 2.63m이고, 남쪽 곰솔은

높이 12.5m, 둘레 2.20m이다. 소나무와 함께 있던 권육의 묘소는 권씨 문중에서 공주 서

갈산리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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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이장하였고 현재는 해송만 남아 있다.

곰솔은 소나무과로 잎이 소나무 잎보다 억세기

때문에 곰솔이라고 부르며,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색인 데 반해 곰솔은 회백색인 것이 특징이

다.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도

부르며, 줄기 껍질의 색이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

서 흑송이라고도 한다. 바닷바람과 염분에 강하

여 바닷가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나, 해일

의 피해를 막아주는 방조림으로 많이 심는다. 

갈산리 곰솔은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큰 곰솔이

며,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송이 내륙에 있다는 점

이 특이하다. 또한 해송이 자랄 수 있는 북쪽 한

계지역인 수원에서 옮겨 심었다는 점이 희귀하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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