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81호

지정(등록)일 1996. 12. 30.

소재지 경기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1

승천하는 용의 꿈틀거림을 포착한  
이천 도립리 반룡송

이천 도립리 반룡송은 이천 백사면 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도립

리 어산마을에서 자라고 있으며 하늘로 오르기 전에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이라 하여 

반룡송이라 부른다. 또는 일만 년 이상 살아갈 용송이라 하여 만년송이라고도 부른

다.

이 반룡송의 높이는 4.25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1.83m이다. 높이 2m 정도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갈라져 넓게 퍼져 있으며, 하늘을 향한 가지는 마치 용트림하듯 기

묘한 모습으로 비틀리면서 180°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소나무의 표피도 용비늘의 

붉은 색이다. 이러한 조화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물고 생물학적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

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5 	이천	도립리	반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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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대사의	영험한	기운이	깃든	소나무

이 나무는 신라 말 풍수지리의 비조라 일컬어지는 도선대사가 심었

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도선대사가 팔도의 명당을 두루 찾아다니다

가 이곳 백사면 도립리를 비롯하여 함흥, 서울, 강원도 통천, 충청도 

계룡산 등 각처에 한 그루씩 모두 다섯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 도선의 

『옥룡자비결』에는 이 나무 이름을 ‘만룡송’이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 나무를 심은 함흥에서는 이성계가, 서울에서는 영조대왕이, 계

룡산에서는 정감록의 주인인 정감이 태어났다고 전한다. 반룡송이 

있는 이곳에서도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이 일

대에 과거급제와 고시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이중환(李重煥)이 자신의 저서 『택리지

(擇里志)』에서 복거지(卜居地)로 칭할 정도로 지세가 좋은 곳이기도 

하다.

또 영험이 깃든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를 꺾거나 껍질을 벗기는 따

위로 나무에 해를 입히는 사람은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된다는 속설도 

전해오고 있다.

▶	이천	도립리	반룡송	세부

▼	이천	도립리	반룡송	전경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39



40

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경기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외 7필 
- 1976. 06. 28.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64-1 고려시대 1985. 01. 08.

보물 제982호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7-5 고려시대 1989. 04. 10.

보물 제1573호 청자 양각연판문 접시 경기 이천시 신둔면 해강도자미술관 고려시대 2008. 08. 28.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경기 이천시 사음동 산24 외 삼국시대 2000. 09. 16.

중요민속문화재

제127호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 
조선시대 1984. 01. 14.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6호
이천중리삼층석탑 경기 이천시 중리동 187 고려시대 1981. 07. 16.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7호
이천어석리석불입상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564-4 고려시대 1981. 07. 16.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19호
소고리마애여래좌상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1-9 고려시대 1984. 09. 12.

경기도기념물

제76호
이천설성산성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31 삼국시대 1984. 09. 12.

경기도기념물

제207호
풍고김조순묘역 경기 이천시 부발읍 기좌리 56-1 - 2005. 10. 17.

경기도민속문화재

제12호
김좌근고택 경기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22-14 - 2003. 04. 21.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2호
이천향교 경기 이천시 창전동 336 조선시대 1983. 09. 19.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1호 
이천자석리석불입상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51 고려시대 1983. 09. 19.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0호 
이평리석불입상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267-22 고려시대 1985. 0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