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160호

지정(등록)일 1964. 01. 31.

소재지 제주 제주시 516로 3041-24  

(아라일동)

산천단과 곰솔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가는 

길이 험하고 날씨가 나쁠 때에는 곰솔이 있는 산천단(山川壇)에서 제사를 올렸다 한

다. 예전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천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는 큰 나무에서 잠

시 쉬어 내려온다고 믿어 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곰솔도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

에 있는 나무라고 믿어 신성시 여겼다.

제주시 곰솔은 매우 오래되고 큰 소나무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크고, 우리 조상들이 

자연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므로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65  제주 산천단 곰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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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자라는�검은�소나무

곰솔은 높게 자라는 소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으로 지방에 따라 해

송(海松), 또는 흑송(黑松)으로 부른다. 잎이 소나무[赤松]의 잎보다 

억센 까닭에 곰솔이라고 부르며, 검은 나무껍질이 곰의 색깔과 비슷

하여서 곰솔이라 불렸다는 설이 있다. 또한 흑송 → 검솔 → 곰솔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소나무의 동아(冬芽: 겨울눈)의 색은 붉은 색이나 곰솔은 회백색인 

것이 특징이다. 수피는 흑갈색이고 깊고 거칠게 갈라진다. 해마다 한 

층의 가지를 내는 단절성(單節性)이고, 잎은 소나무 잎보다 억세고, 

짙은 녹색을 띠는데 약간 비틀리고 끝이 뾰족하다. 5월에 꽃이 피는데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서 나오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다. 자갈색의 

수꽃은 원통형으로 길이는 1.5cm이며 각 비늘조각에 2개의 꽃밥이 달

린다. 자주색의 암꽃은 난형으로 새 가지의 위쪽에 1~3개씩 달린다. 

비늘조각이 연한 적색에서 적자색으로 변한다.

과실은 구과(毬果: 방울열매)로서 이듬해 9월에 흑갈색으로 익는

다. 낭형 또는 타원형의 종자는 길이 7~8mm로 거칠고 자흑색이다. 

성숙하는데 2년이 걸린다.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며 생장 속도가 빠르고 바닷바람과 염분에 강

하여 바닷가의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防風林)이나 방조림(防潮林)

으로 많이 심는다. 맹아력이 강하여 번식이 빠르며 이식도 쉽다. 다만 

산불에 약하고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지방이나 깊은 산속

에서는 자라지 못한다.

주 분포지역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해발 700m 이하이다. 제주도

에서는 한라산 고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소

나무보다 더 따뜻한 생육환경이 요구되므로, 동쪽은 울진이나 강원도 

명주군까지 바닷가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서쪽은 경기도 남양까지 

자란다.

면적이 좁은 섬에 분포하여 있는 곰솔은 지리적 격리와 소집단이라

는 이유로 유전적 분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소나무와 곰솔이 

접촉하는 경계에는 두 수종간의 잡종인 중곰솔[間黑松]이 자주 나타

난다. 이 잡종은 빠른 성장을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곰솔이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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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분포영역을 침범하여 들어갈 수 없고, 소나무는 곰솔의 생육영

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뚜렷한 분서현상(分棲現象)이 있다.

곰솔은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나무껍질 및 꽃가루는 식용으로 쓰이고, 송진은 약용 및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곰솔 숲은 바닷가 사구(砂丘)의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

가 있어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

노거수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곰솔에는 제주시의 곰솔 외에도 

익산 신작리의 곰솔, 부산 수영동의 곰솔, 무안 망운면의 곰솔 등이 

있다.

그중 1964년 1월 31일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시의 곰솔

은 산천단(山川壇)이라는 곳에 군락을 이룬다. 원래 이곳에는 9그루의 

곰솔이 있었는데, 1965년 벼락을 맞아 1그루가 고사하여 현재는 8그

루만 남아 있다.

높이는 21∼30m로 4그루가 30m, 3그루가 25m이며 가슴 높이 줄기

•오늘날에는 솔잎혹파리 및 재선충

등의 해충 피해로 인하여 많은 면적의 

곰솔림이 훼손되고 있다.

▲�제주�산천단�곰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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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는 3.4∼6m, 수관 너비는 12∼24m이다. 수령은 500∼600년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주도의 수목 중에서는 가장 크며, 생육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몇 그루는 풍해로 가지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생장하고 있다. 이들 곰솔 틈에서는 예덕나무, 머귀나무, 팽나

무, 쥐똥나무, 뽕나무 등이 자란다.

� 한라산�신선이�오가는�곰솔

한라산을 기록한 오래된 문헌 중 하나인 김상헌의 『남항일지』에는 

1601년(선조 34) 9월 한라산에 올라 산신에게 치제(致祭)를 올린 기록

이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병이 없고, 곡식이 잘 자라며 축산이 번창하고 읍이 

편안한 것은 한라산의 덕이다. …… 금강산과 묘향산은 이름만 높을 

뿐, 한라산의 기이하고 수려함에는 따라오지 못하리라.

김상헌(金尙憲)의 『남항일지(南航日誌)』

이렇듯 예부터 한라산은 남쪽 끝에 있는 신령한 산으로 알려져 있

었다. 모든 산악의 으뜸이라 여겨졌으니 이 산의 산신인 한라산신은 

천신의 권능을 빌려 탐라 백성들을 지켜 주는 산신이자, 천기(天氣)를 

관장하고 하늘의 기운과 풍운뇌우를 조절하는 천신이었으며, 전염병

의 재앙을 막아주는 신, 탐라 백성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 곡식의 풍

요와 가축의 번성을 지켜 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이런 산신이 머무는 한라산에 제사하는 산천제(山川祭)인 ‘한라산

신제(漢拏山神祭)’는 산의 백령을 위하는 산신제이자 하늘을 여는 천

신제의 의미를 지닌다.

원래 탐라국에서 비롯된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이 해체되는 1105년

(고려 숙종 10)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라산신제 장소는 제사를 지내

는 데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라산 정상 북벽이었다.

1253년(고려 고종 40) 10월에 국내 명산과 탐라의 신에게 각각 제민

(濟民)의 호를 내리고 춘추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산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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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리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라산신제는 일 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때는 1418년(태종 18) 4월 11일에 예조에서 제주의 문선왕 석

전제 의식과 함께 한라산제를 지냈다. 한라산제는 전라도 나주 금성

산의 예에 따라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봄이라고는 하나 그 시기가 2월이어서 기상이 악화되면 도

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심할 때는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에 1470년(성종 1) 제주목사가 된 이약동(李約東, 1416~1493)

이 도민들의 노고를 덜기 위하여 한라산신제 장소를 한라산 정상에서 

산천단으로 옮겨와서 거행하였다. 이때부터 매해 2월 첫정일[上丁日]

에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산천단은 한라산신제 외에도 산천제, 포신제, 기우제 등 오랜 시대

에 걸친 제사 터로, 이제 이 부근의 지명이 되어 불리고 있으며 ‘천연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곰솔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원래 이곳에는 소림천, 소림과원, 소림사 고송(古松)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명소였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곰솔만 일부 남아 있다. 

더불어 이곳에는 이약동 목사가 세운 묘단(廟壇)과 함께 한라산신선비

(漢拏山神墠碑)가 있었으나 당시의 비들은 모두 소멸되고 없다.

『증보탐라지』 사묘조에는 “산천단은 남문 밖 15리쯤 아라리(我羅里) 

지경에 있으니 담당관원은 4인이다. 한라산 산신제를 봉행하는 장소

이다. 1470년 목사 이약동이 재임 시 이곳에 창건하였는데 지금은 없

어졌다”라는1) 기록이 남아 있다.

한라산신제 봉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원조의 『탐라록』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다.

“신축년(1841) 7월 초 4일에 한라산신제를 봉행하였다. 축책(祝冊)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므로 먼저 좌수와 유생들로 하여금 모셔서 따라가

게 하고 나는 나중에 길을 떠났다. 신단은 주(州)에서 20리 되는 거리

에 있었다. 돌담으로 두른 묘(廟)가 있고 여기에 신패(神牌)를 봉안하였

다. 곁에는 포신사(酺神祠)가 있고 좌우에는 오래된 소나무 30~40그

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우거져 있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오랫동안 내

리던 비가 갑자기 개어 날씨는 맑고 상쾌했다. 제사를 지내고 관아로 

•예조(禮曹)

조선시대에 육조 가운데 예악, 제사, 

학교, 과거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

던 관아

•이곳 산천단 한라산신묘(漢拏山神

廟)에서 한라산제를 지냈다는 사실은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초본(耽

羅誌草本)』, 『탐라록』, 『제주대정정의

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탐라기년

(耽羅紀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사묘조(祠廟

條), “山川壇 我羅里境 直四人 漢拏山神

祭 舊時 山頂致祭 人多凍死 成宗元年 牧

師 李約東 創建 今廢”

▶�제주�산천단�곰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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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데 멀리서 첫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그러나 1908년에 이르러 한라산신제는 일제에 의해 폐지되었다.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산천단 마을 주민에 의해 부활돼 유지돼 오다 

2009년부터 아라동 차원에서 한라산신제를 계승해 봉행하고 있다.

지금 묘단 옆에 세워진 한라산신고선비와 동강난 기적비들은 조선 

말기 이후 지역 유지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지만 이 비들도 중간에 없

어진 것을 다시 찾아 세운 것이다. 그 뒤 1989년에는 지역의 유지들과 

이약동 목사의 후손들인 벽진 이씨(碧珍 李氏) 문중회가 공동으로 

◀�제주�산천단�곰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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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단�내�비석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7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추진하여 목사 이약동 선생 한라산신단 기적비와 묘단이 새로 건립

되었다.

� 이약동�선생�한라산신단�기적비�

(李約東�先生�漢拏山神壇�紀蹟碑)

이약동 목사는 1470년(성종 1) 10월 김호인(金好仁)의 후임으로 제

주목사에 부임하였다. 제주목사 재임 중 그는 이속(吏屬)의 부정과 민

폐를 단속하여 근절시켰고, 공물의 수량을 감하고 세공을 감면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연려실기술』에서 이약동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약동은 자는 춘보(春甫)이며, 호는 노촌(老村)이요, 본관은 벽진(碧

珍)이고, 현령 덕손(德孫)의 아들이다. 문종 신미년에 문과에 올라 이조 

참판을 지내고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다. 시호는 평정공(平靖公)이다. 

청백리(淸白吏)에 수록되었다. 계축년에 죽었는데 나이가 78세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너그럽고 후하며 마음가짐이 견고하여 꾸미고 화

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살림살이는 돌보지 아니하였다. 성품이 

강하고 정직하여 구구히 남에게 청탁하지 않았다. 평생토록 청렴하고 

몸을 삼가는 것으로 신념을 삼아 자손들을 훈계할 적에는 반드시 “금

을 돌처럼 여기라.”고 하였다. 김종직(金宗直)과 고향이 같으므로 잘 

지내었다. 만년에는 금산(金山) 하로촌(賀老村)에 물러와 살았는데, 이

것(노촌)으로서 자기의 호를 삼았다. 금산에 사당을 세워 점필재와 함

께 제향하였다.

공이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사냥할 때에 채찍 하나를 가졌었는데, 임기

가 차서 돌아올 때 그 채찍을 벽 위에 걸어 두었었다. 후에 섬사람들이 

보배처럼 간수하여 매양 목사가 도임하면 채찍을 내어 놓았다. 세월이 

오래 되자 좀이 먹어 부서지니 화공을 시켜 그 채찍의 형상을 그려 걸

어 놓았다.

제주에서 돌아올 때 배가 바다 가운데 이르러 갑자기 빙빙 돌면서 가

지 않았다. 사공들은 모두 겁을 내어 얼굴빛이 변했으나 공은 움직이지 

•제주 목사는 형옥·소송의 처리, 부

세의 징수, 군마(軍馬)의 고찰, 왜구의 

방비 등 제주 지방에 대한 모든 행정

을 집행하였던 정3품 당상관에 해당

한 관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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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바로 앉아 있었다. 비장(裨將) 한 사람이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섬 

백성이 공의 맑은 덕에 감사하여 금으로 만든 갑옷 한 벌을 가지고는 

훗날 공께서 갑옷 입으실 날에 드리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이 즉시 

금으로 만든 갑옷을 바다 속에 던지게 하였더니 무사히 건너왔다. 후세

의 사람들이 그곳을 가리켜 ‘투갑연(投甲淵)’이라 하였다.

『연려실기술』제6권, 「성종조 고사본말(成宗朝故事本末)」

이와 비슷한 기록은 『목민심서』, 『임하필기』에서도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약동 선생의 성정과 뜻을 기려 제주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

과 이약동 선생의 후손들은 공동으로 뜻을 모아 ‘이약동 선생 한라산

신단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신(碑身)의 너비는 70.8cm이고 두께는 

41cm이며 전체 높이는 180cm이다.

비 앞쪽에는 “목사 이약동 선생 한라산신단 기적비”라 새겨져 있

고,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산천단은 한라산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으로 조선 성종 때 목사 

이약동 선생이 단소를 배설하였던 유서 깊은 자리다. 명산대천에 제

(祭)를 지냄은 예로부터 국태민안을 비는 중요한 나라 일의 하나로 한

라산신제는 백록담에서 봉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적설과 한풍으로 얼

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새로 부임한 목사 이공은 인명의 희생까지 내면서 산 정상에서 지

내던 산신제를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여 받들게 하고 비를 세웠다고 

한다. 세월이 오래되매 신단과 비는 마멸되고 내력만이 구전으로 전

해올 따름이다.

이에 신단을 복원하여 그 경위를 밝히는 한편. 목사 이공이 백성을 

사랑하고 잘 다스린 자취와 내력을 기록하여 새기고자 한다. 이공의 

본관은 벽진(碧珍)이고, 휘는 약동(約東), 자는 춘보(春甫), 호는 노촌

(老村)이다.

1401년(태종 16) 남해현감(南海縣監) 덕손공(德孫公)의 아들로 태어

나 1450년(문종원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제주목사로 부임하기는 1469

년(성종 원년)이었다. 좌임(左任)하는 삼 년 동안 선정을 베풀어 도민

의 복리증진에 크게 힘썼으니 이 산신단의 설립도 그 한 예로 꼽힌다.

관리로서의 청렴은 조선조를 통하여 공으로 표상되는 바니 제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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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의 ‘문루에 채찍을 걸고 바다에 갑주를 던진’ 일화가 전해져 마

침내 도민의 경앙(景仰)으로 생사당을 세워 기렸다고 한다.

더구나 대사간(大司諫)에 올라서도 제주를 사랑한 나머지 고마조달

(故馬調達)의 적정과 수령의 민폐근절책(民弊根絶策)을 상주하여 백

성의 괴로움을 덜어주었고 현명한 계책을 아뢰어 도민 교화에 이바지

하였다.

공의 학문은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 선생을 스승으로 모셨고 점

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매계(梅溪) 조위(曹偉)와 더불어 도의

(道義)의 사귐을 맺었으니 덕업은 포은(圃隱), 야은(冶隱)의 유맥(遺

脈)를 잇고 행실과 문장은 유림의 영수로 나아가고 물러섬이 도리에 

벗어남이 없었다. 나이 78세에 별세하자 임금은 예조의 관리를 보내 

제사하고 평정(平靖)의 시호를 내렸으며 이름이 청백리에 올랐다.

해동추로(海東鄒魯)라 일컫는 공의 고향 금산에서는 그 학덕을 기

려 청백서원(淸白書院)과 경렴서원(景濂書院)에 향사하였고 제주에서

도 영혜사(永惠祠)에 배향되었다. 공이 간 지 496년이 지난 오늘 공의 

남긴 덕을 길이 되새겨 삼가 이 비를 세운다.”

오른쪽에는 “단기 사삼이삼년 시월 일 제주대학교 총장 문학박사 

연주 현평효 근찬 후학 안동 김응현 근서 한라산신제단복원 및 기적

비건립추진위원회 근수”라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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