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49호

지정(등록)일 1988. 04. 30.

소재지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단종의 슬픔을 함께한 소나무,  
영월 청령포 관음송

관음송은 영월의 청령포 안의 우거진 숲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나이는 600년 정도

로 추정된다. 높이 30m로 국내 소나무 중에서 가장 키가 크며, 가슴 높이 줄기둘레

는 5.19m로 1.6m되는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위로 하나는 서쪽으

로 약간 기울어져 자라고 있다. 이 나무는 단종과 관련된 전설을 가지고 있는 등 역사

적·학술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

식물 12 	영월	청령포	관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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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	젖은	하소연	청령포에	울리다

관음송이라는 이름은 청령포(淸冷浦)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청령

포는 1456년(조선 세조 2)에 숙부인 세조로부터 왕위를 빼앗긴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으로 격하되어 처음 유배되었던 곳

이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어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한쪽은 험한 절벽으로 되어 있어 천연 요새 같은 외부

와 격리된 곳으로 단종은 내쳐졌던 것이다. 

더욱이 이곳에 들어올 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다. 재위 2

년째인 1454년 1월, 14살의 소년 단종은 한 살 연상인 정순왕후를 맞

▲			영월	청령포

·명승 제50호

·  소재지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등

·사진 출처 : 문화재청

◀	영월	청령포	관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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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혼례를 치렀기에 당시에는 이미 금슬 좋은 왕비도 있었던 때다.

단종은 눈물과 비애, 그리움, 외로움 속에서 처소 바로 옆에 있는 

둘로 갈라진 이 소나무의 줄기에 걸터앉아 한양과 왕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었다. 이후 청령포의 소나무는 단종의 애절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觀], 그 슬픈 소리를 들었다고[音] 하여 관음송이라 불리

게 되었다.

◀	영월	청령포	관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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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종이 관음송 굵은 줄기에 기대어 왕비를 그리워하는 시간

도 그렇게 길지 못했다. 그해 여름 물난리를 만나 청령포가 휩쓸리자 

2개월 남짓의 청령포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영월 현청이 있던 관

풍헌(觀風軒)으로 옮기게 된다. 그 근처의 ‘자규루(子規樓)’라는 누각

에 올라 지은 시 한 수가 애절하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을 나온 후

외로이 푸른 산 속에 갇혀버렸네.

밤이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와도 한(恨)은 끝이 없어라.

두견새 울음도 그치고 조각달은 밝은데

피눈물 흘러서 지는 꽃은 붉게 물들었구나.

하늘마저도 애절한 저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시름 젖은 내 귀에만 들리는가.

▲	영월	청령포	관음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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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의 껍질이 검은색으로 

변하여 나라의 변고를 알려 주었다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귀

하게 여기고 있고, 애처로운 단종의 넋을 기리는 제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90-4 - 1962. 12. 07.

제219호 영월고씨굴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262 - 1969. 06. 04.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 등 - 2000. 03. 16.

제543호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강원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1423-0 - 2013. 04. 11.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612호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강원 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1352 

(법흥리) 
고려시대 1977. 08. 22.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90 

(영흥리) 
조선시대 1970. 05. 26.

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 외 

8필 
삼국시대 2003. 06. 02.

명승 제14호 영월 어라연 일원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40 등 - 2004. 12. 07.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등 - 2008. 12. 26.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80, 

일원 
- 2011. 06. 10.

명승 제76호 영월 선돌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하송리) 
- 2011. 0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