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별 및 지정번호 천연기념물 제430호

지정(등록)일 2001. 09. 11.

소재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성내리)

해남성을 지킨 소나무,  
해남 성내리 수성송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전라남도 해남은 기후가 온난하고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어 

해산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척지로 조성한 넓은 평야가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

은 곳이다.

수성송(守城松)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해송(海松)으로, 해송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남쪽 도서지방에 흔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중 이 수성송은 왜구를 

물리친 국난 극복의 의미를 지녀 해남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상징목이다. 이 

나무는 해남성의 전설을 간직한 아름답고 생육 상태도 양호한 나무로 문화 및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 제430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식물 30 	해남	성내리	수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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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솔이자	해송인	수성송

해남 성내리 수성송은 수피(樹皮)가 귀갑문(龜甲紋)인 점이 특징인 

곰솔로,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7m이고, 밑동 둘레는 

3.95m, 가슴 높이 줄기둘레는 3.38m, 수관 폭 동서 방향 17.4m, 남북 

방향 19.3m에 이른다. 해남군의 중심인 해남군청 앞마당에 서 있는 

이 나무는 굵은 외줄기에 가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모습이 매우 아름

답다.

‘곰솔’은 소나무과로 잎이 보통 소나무 잎보다 억세기 때문에 붙여

진 이름으로,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하고, 또 나

무껍질의 색은 흑회색으로 소나무보다 검다고 해서 ‘흑송’이라고도 한

다. 보통 소나무의 겨울눈은 붉은 색인데 반해 곰솔은 회백색인 것이 

특징이다.

곰솔의 자연 분포지는 따뜻한 바닷가이다. 남해안의 바닷가에서 내

륙으로 4~8km까지 들어와 자라며, 서해안의 경우 이리, 익산, 전주까

지 내륙으로 들어와서 자라지만, 이 지역들은 예전에 뱃길이 열렸던 

곳이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경북 울진까지 분포하는데,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폭이 좁아진다. 강원도 강릉에도 곰솔

이 있지만, 방풍림으로 심겨진 것이다.

곰솔과 보통의 소나무는 가끔 둘 사이에 자연 잡종이 만들어질 정

도로 서로 비슷하게 생겼으나, 자라는 지역이 서로 구별되어 있어 한 

장소에서 함께 경쟁하지는 않는다. 곰솔은 소금기가 있는 바닷바람에 

강하여 따뜻한 바닷가를 선호하는 반면, 소나무는 건조에 강하며 추

위에도 잘 견뎌 내륙 지방에서 자란다.

	 변협,	왜구로부터	해남성을	지켜내다

임진왜란 37년 전인 1555년(명종10) 5월, 왜선 60여 척이 현재 해남

군 북평면 남창리에 속하는 달량진(達梁鎭)과 그 건너편에 있는 완도

군의 달도를 침략한 일이 있었다. 이는 을묘왜변(乙卯倭變)으로, 왜구

가 영암성, 장흥성, 강진성 등을 함락하고 노략질과 약탈을 감행하여 

•이와 같이 두 식물 간에 분포지가 

서로 다르게 적응하는 것을 분서현상

(分棲現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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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심각했다.

국조 이래로 태평한 지 수백 년이 되어도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다가 

갑자기 달량(達梁, 해남군 북평면) 왜변이 생겼으므로 각 고을을 지키

는 장수들이 풍문만 듣고 도망하여 무너지니 적들의 기세가 날로 치열

해지므로 중외가 크게 진동하였다. …중략… 이때 해남성 하나는 현감 

변협(邊協)을 힘입어 극력 수비하고 때때로 나가 분산(分散)하여 도적

질하는 적들을 잡았으므로 이로 인해 함락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	해남	성내리	수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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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

어야 할 장수들이 모두 적과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피해 다니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당시 해남현감인 변협(邊協, 1528~1590)이 이끄는 관군이 

악전고투 끝에 어렵게 왜구를 물리쳐 해남성을 지켜냈고, 그 공으로 

변협은 장흥부사(長興府使)로 승진하였다.

혈기왕성한 나이인 27세에 해남성을 지킨 그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

해 당시 해남 동헌(東軒) 앞뜰에 이 나무를 심고 ‘수성송(守城松)’이라

부른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 해송이 당시 심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역사적 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협은 을묘왜변 이후에 왜적의 포로가 되었던 명나라 사람들을 본

국으로 돌려보내 명나라로부터 은과 비단을 상으로 받았다. 1563년

(명종 18) 만포첨사를 지낸 뒤, 이듬해 제주목사가 되었는데, 1565년

(명종 20) 문정왕후가 죽고 보우가 제주도에 귀양 오자 조정의 명에 

따라 그를 참살하였다. 1587년(선조 20)에는 전라우방어사가 되어 녹

도 `가리포의 왜구를 격퇴했으며, 그 뒤 공조판서 겸 도총관과 포도대

장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파주목사로 재직할 때 율곡 이이로부터 ‘주역계몽(周易啓

蒙)’을 강론 받았으며, 천문·지리·산수에도 정통했다. 이에 변방 

10여 군현을 순시해 산천 도로의 형세를 조사하고 도표로 만들어 적

침에 대비하였다. 또 천문을 관측해 변란을 예측하기도 했는데, 그가 

죽은 지 2년 뒤에 과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당시에 신립(申砬, 1546~1592)이 군사를 이끌고 문

경새재로 떠날 때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본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가 변협을 양장(良將)이라 칭찬하며, 그가 없음을 아쉬워

하였다.

•변협의 본관은 원주(原州), 호는 남

호(南湖)이며 아버지는 중추부경력 계

윤(季胤)이며, 어머니는 참판 최자반

(崔子泮)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용맹이 뛰어났다. 1548년 무과에 급제

하고 선전관을 거쳐, 1555년(명종 10

년)에 해남현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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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24-4 - 1966. 01. 13.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 

(연동리) 
- 1972. 08. 02.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 산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 - 1998. 10. 17.

주변	지역	문화재	/	유적

문화재	종별	및

지정번호
명칭 주소 시대 지정일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화상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조선시대 1987. 12. 26.

국보 제308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 

북미륵암 
고려시대 2005. 09. 28.

보물 제88호 탑산사명 동종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구림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01호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357, 

대흥사 (구림리) 
고려시대 1963. 01. 21.

보물 제320호 해남 대흥사 삼층석탑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구림리) 
통일신라시대 1963. 01. 21.

보물 제481호 해남 윤씨 가전 고화첩 일괄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조선시대 1968. 12. 19.

보물 제482호 윤선도 종가 문적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조선시대 1968. 12. 19.

보물 제483호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고려시대 1968. 12. 19.

보물 제503호 해남 명량대첩비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34 

(동외리) 
조선시대 1969. 06. 16.

보물 제947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미황사 (서정리) 
조선시대 1988. 04.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