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352호

지정(등록)일 1988. 04. 30.

소재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1필

정이품송의 아내 정부인송,  
보은 서원리 소나무

속리 서원리 소나무는 속리산 남쪽의 서원리와 삼가천을 옆에 끼고 뻗은 도로 옆에 

있으며, 나이는 약 600년으로 추정된다. 높이 15.2m, 밑동 둘레 5.0m, 줄기는 84cm 높

이에서 2개로 갈라졌으며, 갈라진 줄기의 가슴 높이 줄기둘레가 각각 3.04m와 3.76m, 

수관 폭 동서 방향 24.9m, 남북 방향 23.9m에 이른다. 전체적으로는 우산모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속리 서원리 소나무는 민속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5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물 21 	보은	서원리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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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주사와	소나무

법주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 인도에서 불법을 배워온 승려 의

신(義信)이 처음 지은 절이다.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 왕조에 들어서

서는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렸으나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30여 

동의 건물과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지니고 있다. 

법주는 이 땅에 퍼진 미륵신앙의 요람을 뜻하며, 우리나라 가람의 

대표가 될 만한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주사에서 3km쯤 떨어

진 사내천 가에 자라는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을 비롯해 이 소

나무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제352호 정부인송, 그리고 제207호 탈골암 

앞의 망개나무가 그 절 안에 있다.

▼	보은	서원리	소나무

▲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제207호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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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품송의	아내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과 7km쯤 떨어진 서원리란 곳에는 

정이품 소나무의 부인으로 손색이 없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생긴 소나

무 한 그루가 있다. 법주사 입구의 정이품송과는 부부사이라 하여 ‘정

부인송’이라고도 불린다.

유명한 정이품송이 세조로부터 높은 벼슬을 하사받았다는 전설은 

그 진위를 떠나 대한민국 최고의 품계를 가진 나무로 각인되어 있다. 

왕조시대에 정승의 반열에 이르는 높은 벼슬을 한 나무이니 남자나무

로 인식됐다. 또한 정이품송의 외줄기로 곧게 자란 모습이 남성적으

로 여겨진 것이다. 그와 반면 정부인송은 쌍줄기로 자란 모습과 함께 

우산모양으로 퍼진 아름다운 모습이 여성적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덕분에 마을이 화평하다며 서낭나무로 

기리고 있다. 해마다 정월 초이튿날에는 이틀 동안 술과 여자를 가까

이 하지 않고 얼음 깬 물로 목욕재계한 제주(祭主)가 이 소나무에 마

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	보은	서원리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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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품송과의	합궁

1995년경부터 오랫동안 별거해온 정이품송과 ‘합궁’을 시키자는 이

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후계목을 길러내자는 것이었다. 소나무

는 암꽃과 수꽃이 같은 나무에 피는 암수 한 그루지만, 합궁은 사람

들의 바람이었으므로, 정이품송의 노란 수꽃 가루를 가져다 정부인송

의 솔방울 암꽃에다 교배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정부

인송이 비록 겉으로는 정정했지만, 가지고 있는 유전형질은 아무래도 

젊은 소나무를 따라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궁은 합궁으로 끝내고, 건강한 자손을 생산해야 한다는 

양반집의 전통에 따라 정이품송을 다른 소나무와 연결해 주기로 했

다. 수소문하기를 얼마쯤 했을까. 드디어 2001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태조 이성계 5대조 준경묘의 100년 나이의 미인 소나무와 맺어주게 

되었다. ▼	보은	서원리	소나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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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 1962.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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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8호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등 - 201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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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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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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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9호 법주사 괘불탱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법주사 (사내리) 
조선시대 1997. 08. 08.

사적 제235호 보은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어암리) 
삼국시대 1973. 05. 25.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 2009.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