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8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서울 종로구 재동 35

600년 노거수의 삶,  
서울 재동 백송

헌법재판소 구내의 뒤편 언덕 위에 우람하게 우뚝 솟아 있는 천연기념물 제8호의 

재동 백송은 나이가 약 600년 되는 역사기념수이다. 1990년 7월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에 있던 한국에서 가장 큰 백송(천연기념물 제4호, 키 16m, 가슴 높이 줄기둘레 5m)이 

돌풍으로 쓰러져 죽은 이후에, 재동의 백송이 가장 큰 백송으로 군림하고 있다. 백송

은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한 소나무이고,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

데 살아온 나무이며,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

고 있다.

식물 1 	서울	재동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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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껍질에	나타난	상서로운	징조

백송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으로 나무의 껍질이 커다란 조

각으로 벗겨지면서 흰빛이 나기 때문에 백송 또는 백골송(白骨松)이

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흰소나무’일수록 더 흰색을 띤다.

본디 중국이 원산지로 애초부터 중국에서는 백송을 망자의 추모를 

위해 묘지 부근에 많이 심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백송들은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이 가져다 심은 것으로 여겨지며, 서울에 백송

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수원(柳壽垣)이 부국안민(富國安民)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기록한 『우서』에서도 그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 지방에도 하남성에서 새로 옮겨다 심은 향수리(香水梨; 배

나무 일종)가 열매를 맺은 것이 있고, 요동 지방의 백송도 종자를 가져

다가 심었는데 자라고 있다.

『우서(迂書)』제10권

•백송의 잎은 침엽수이며 소나무나 

잣나무는 2개씩 잎이 모여 나는데 백

송은 3개씩 모여난다. 이로써 다른 소

나무와 쉽게 구별되며 단면을 잘라보

면 삼각형을 이룬다. 꽃은 5월말에 피

고 열매는 다음해의 10월에 익으며 

발아율은 50∼80％이다.

▼	서울	재동	백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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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 백송은 다른 소나무보다 생장이 느리며 잔뿌리가 없기 때

문에 옮겨심기도 어려운 나무였다. 그런 만큼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 

왔으며, 큰 나무는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동 백송은 조선왕조 창업 즈음에 누군가가 중국에서 

가져와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복궁이 머지않은 북촌 사대부가의 뜰

에서 귀공자로 자랐다.

이 터는 영조대왕 전후 7회에 걸쳐서 이조판서를 지낸 학당 조상경

의 집터이며, 조선 후기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를 주도했던 곳이기도 

하다. 신정왕후(조대비)는 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다가 

철종이 즉위하면서 대왕대비가 되었다.

 이 백송이 자라는 조대비의 친정에 이하응이 자주 드나들면서 조

대비와 친분을 유지했다. 이를 계기로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조대

비가 이하응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즉위케 함으로써, 이하응(흥선

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그가 아직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기 전, 안동 김씨의 세도를 종식시

키고 왕정복고의 은밀한 계획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백송이 바라다 

▲	서울	재동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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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조대비의 사가 사랑채였다. 모두가 불안해 할 때 대원군은 이 

백송의 둥치가 전보다 더 새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상서롭게 여겼다

고 한다. 그에게는 무정한 자연물에서 어떤 기미를 보고 인사를 점치

는 특유의 직관력이 있었던 듯하다.

개화파 홍영식도 이 백송을 뜰에 두고 즐겼다. 홍영식은 갑신정변

이 ‘3일천하’로 막을 내리자 대역죄로 처형되고 그의 집은 광혜원으로 

거듭난다. 그 후 백송이 있는 터와 건물은 대한제국이 매입하여 관용

으로 쓰다가 경기여고가 들어서게 된다.

1924년 자, 동아일보에는 당시의 광경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우리 재동에는 장안에서도 유명한 “백송”이 있습니다. “백송”이라는 것

은 글자대로 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흰 소나무라니까 솔잎까지 흰줄

로는 알지 마십시오. 솔잎은 다른 소나무나 마찬가지로 사시당춘 푸르

고 나무줄기가 보통 소나무와 달라서 하얗답니다.

이 백송은 지금 경성여고보교재동제이기숙사 안에 있는데 몇 백 년 전

부터 그곳에 그렇게 흰 몸을 버티고 섰답니다. 그리고 이 백송의 고향

▲	서울	재동	백송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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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입니다. 그때가 아마 이조시대이겠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은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청국에 조공 받치러 사신이 늘 드나들었습

니다.

이 백송이 즉 그때 청국에 들어갔던 어느 사신이 나무가 하도 기이함

으로 조그마한 백송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심고 기른 것이 지금 재동 

그 백송이지요. 세월은 가고 세상은 바뀌어서 사모풍잠한 정승판서가 

거닐던 그 소나무 밑에는 지금은 검은 옷 입은 일본사람여학생들이 요

새 같이 더운 날에 그늘을 찾아 그 백송 밑으로 와서 책을 읽는 답니

다. 참 세상 변하는 것이란 모를 것입니다.

‘동아일보 1924년 7월 1일 기사’

경기여고 이후 창덕여고가 거쳐 갔고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1993년

에 들어섰다.

현재 백송은 헌법재판소 본관 건물과 거의 붙어서 왼편 뒤쪽 언덕

배기에 뽀얀 나무줄기를 자랑하며 자라고 있다. 마치 깨끗하게 양심

적으로 살자는 듯 지면에서부터 커다란 줄기가 갈라져 나와 승리의 V

자를 그리듯 우뚝 서 있다.

키 17m, 밑동 둘레 3.8m으로 거의 밑동부터 둘로 갈라져 있는데, 

한 줄기는 5도 가량 기울고, 다른 줄기는 반대 방향으로 40도 가량 기

울어져 있다. 두 갈래로 갈라진 부분의 둘레는 각각 2.7m와 1.78m이

며 동서로 13m, 남북으로 14m 정도 퍼졌다. 운동장 쪽으로 자라는 것

은 가지가 사방으로 퍼졌고 반대쪽 줄기는 위에서 두개로 갈라진 다

음 다시 갈라졌으나 일부는 죽었다.

늙고 쇠약해져서 1979년 외과수술을 하였고, 이후 생기가 다시 살

아났다. 줄기를 지탱하기 위한 받침대가 세워져 있으며 나무의 모습

은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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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9호 서울 조계사 백송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수송동) - 1962. 12. 07.

제59호 서울 문묘 은행나무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 - 1962. 12. 07.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 1968. 03. 09.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비원내) (와룡동) 
- 1975. 09. 05.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종로구 삼청로 95

(삼청동, 106-11) 
- 1976. 08. 10.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 
통일신라시대 1967. 09. 16.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경복궁

(세종로)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4호 경복궁 경회루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경복궁 

(세종로)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5호 창덕궁 인정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와룡동)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6호 창경궁 명정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와룡동, 창경궁)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7호 종묘 정전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 (훈정동) 조선시대 1985. 01. 08.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시대 1985. 08.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