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03호

지정(등록)일 1962. 12. 07.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벼슬을 얻은 소나무,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속리의 정이품송은 나무의 모양이 매우 아름다우며, 크고 오래된 나무이어서 생물

학 및 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임금을 섬기는 그 시대상을 잘 전해

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등 문화적인 가치 또한 크므로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20 	보은	속리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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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들다

“거가(車駕)가 보은현(報恩縣) 동평(東平)을 지나서 저녁에 병풍송(屛

風松)에 머물렀다....”

『세조실록』, 세조10년, 2월 27일 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을 받는다. 아마도 이 병풍송을 현재 속리에 남은 정이품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가 정이품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1464년(세조 10)에 피부병을 앓던 세조가 약수로 유명한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었는데, 가지

가 아래로 처져 있어 가마가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세조가 “가

마가 걸린다”고 말하니 소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위로 들어 왕이 무사

히 지나가도록 하였다 한다.

•이 소나무가 서 있는 앞마을의 이름

을 진허(陣墟)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당시 세조를 수행하던 군사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데 연유한다고 한다.

▼	보은	속리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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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는 이야

기도 있다. 이리하여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이

품(현재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고, 그래서 이 소나무를 정이품 소나무

라 부르게 되었다.

이 같은 설화는 1464년(세조 10)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조가 충

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대와 속리산을 행차한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전승해 온 이야기이다. 정이품송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지역민의 상상력과 역사관이 응집되어 전승된 것으로, 소나

무라는 상징을 통해 중앙 권력에 대한 충절과 절개를 보여 준다. 세조

가 피접할 때 세조의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므로, 역사 변혁기에 

소나무의 절개와 충절의 상징성을 빌어 충성을 표명한 것이다.

이 밖에 이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으며, 노인이 이 나무를 

안고 돌면 죽을 때 편히 세상을 뜰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벼슬을	얻어도	병마는	피해갈	수	없으니

속리의 정이품송은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목의 평지에서 혼자 자

란다. 키 14.5m, 밑동 둘레 4.33m, 가슴 높이 줄기둘레 4.33m, 수관 

폭 동서 방향 13.70m, 남북 방향 17.28m에 이른다. 지정 당시보다 키

가 0.5m, 수관 폭이 동서 방향으로 6.2m, 남북 방향으로 1.72m만큼 

줄어들었다.

나이는 600년으로 추정된다. 원줄기는 곧추 자라서 지상 4.7m 높이

에서 첫 번째 가지를 뻗으면서 사방으로 고르게 가지가 퍼져 있다. 가

지의 각도가 30~40도 가량 되어 마치 우산을 펴 놓은 것 같은 아름다

운 수관 모양을 하고 있다. 서관의 수관 아래쪽 가지들은 태풍으로 부

러진 뒤 없어져서, 남쪽과 북쪽에서 바라보면 수관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반면, 동쪽에서 보면 균형 잡힌 우산형으로 보인다.

원줄기에 수직 방향으로 죽은 부위가 여러 곳에 있어 밑동의 원들

레 중에서 3/4 가량의 수피가 죽어 있는 셈이다. 밑동이 잘록하게 되

어 있어서 밑동 둘레가 가슴 높이 줄기둘레보다 약간 작다. 1981년 솔

잎흑파리의 피해가 극심해서 1982년부터 수년간 나무 전체를 방충망

▲			보은	법주사	

·사적 제503호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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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덮었던 일이 있다. 솔잎흑파리는 모기보다 작기 때문에 모기장

보다 더 가는 한냉사(한복의 속치마 감)로 덮기 위해서 버팀 기둥과 

그물망을 사용했었다.

잎의 양은 예전보다 상당히 적어져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시

사하고 있다. 이 나무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1973년 경 법주사로 들어

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복토 때문이다. 이 나무 밑

으로 지나가던 비포장도로를 없애고 우회하는 포장도로를 신설하면

서 주변의 도로가 높아지고 이 나무 밑에 약 60cm 깊이로 흙을 부어 

복토가 되었다. 나무의 잔뿌리는 숨을 쉬기 위해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겉흙 가까이 모여 있는데, 복토로 인해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잔뿌리

가 대부분 죽은 것이다.

20년 가까이 지난 1992년에 이르러 비로소 일부 흙을 걷어냈으나, 

▲	보은	속리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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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이미 많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서 가지들이 죽고 잎의 양이 

지금처럼 적어졌다. 밑동이 잘록해진 것도 땅 속에 묻혔던 줄기가 자

라지 못하고 수피가 썩어서 생긴 현상이다. 이처럼 한 번 손상된 천연

기념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07호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1968. 06. 27.

제352호 보은 서원리 소나무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1필 - 1988. 04. 30.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5호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62. 12. 20.

국보 제64호 보은 법주사 석련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9, 법주사 
통일신라시대 1962. 12. 20.

보물 제15호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216호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사내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848호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85. 08. 09.

보물 제915호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87. 03. 09.

보물 제916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87. 03. 09.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어암리)
삼국시대 1973. 0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