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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일제( )에 의해 제정된 「조선 보물 고적 명

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보

존령의 요목( )들은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을 담

고 있는데, 구분 및 내용은 1919년 제정된 일본의 「사

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 보

존령의 전체적인 틀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 주요 근거가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이 보존령과 

유사한 것이다(이선 2009).

그동안 ‘천연기념물’의 지정명칭은 통일된 표기원

칙이 없이 관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작명되면서, 

당해 문화재의 특성,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점이 있

었다. 일반적으로 지정명칭은 당해 문화재가 소재하

는 시·도, 시·군·구, 마을단위를 조합하여 정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재지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등 

천연기념물·명승을 찾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

었다.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도 동일 의미를 가진 여

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의미전달에 혼선을 가져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따라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명칭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정비가 이루어진 바 있다(문화재청 2008).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당산숲·비보숲은 수백 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

성된 후,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

는 전통경관으로서 국가적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당

산숲·비보숲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새마을운동 

등의 시기에 크게 훼손되고, 그 후에도 방치되어 왔

으나, 최근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청

에서는 2003년부터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산숲, 비보숲, 정자숲 등 6종류로 분류

하고 보전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당산숲·비보숲이 천연기

념물 등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정작 명칭지정에서 당

산숲, 당숲의 명칭을 부여받은 천연기념물은 천연기

념물 제309호인 부산 구포동 당숲(   당숲) 

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은 근래에 개최된 마을숲 

관련 학술대회(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의 주요 테

마가 「마을숲의 개념」 정립일 정도로 당산숲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숲이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등이 밝혀진 바 있으며

(최재웅·김동엽, 2009), 따라서 당산숲·비보숲에 대

한 ‘천연기념물’의 지정명칭은 조사 ‘의’를 삭제하는 

등의 지엽적인 처방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1) 당산숲·비보숲을 ‘천연기념

물’ 등으로 지정할 때 원래의 이름이며 전통문화경관

으로서의 한 양식( , style)인 “당산숲·비보숲”이

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2) 그럼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당산숲·

비보숲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제도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1,800년 독일의 자연과

학자 Alexander von Humboldt(1769 1859)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베네수엘라를 여

행하던 중 토르메로(Tormero)라는 마을 근처에서 수

고 20m, 흉고직경 3m, 나무 윗부분의 둘레가 187m

나 되는 거대한 노거수(Albizia saman)를 발견했는데, 

이 거대한 노거수 주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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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으며 이 “자연의(천연의) 

기념물(Denkmäler der Natur)”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중형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로 이 

표현이 ‘천연기념물’의 어원이 된 셈이다(이선 2008에

서 재인용). Humboldt가 발견한 나무는 우리나라 당

산나무와 그 성격이 같은 나무로서, Humboldt가 그 

당시 우리나라를 여행했다면, 우리나라 당산나무가 

천연기념물의 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Humboldt가 사용한 독일어 단어 Naturdenkmäler 

(자연의 기념물)는 1906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미요

시 마나부( , 1861 1939)가 ‘천연기념물(

) 이라고 번역하여 소개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일제는 「조선보물고

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공포된 다음해인 1934년

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을 발행하

여 식물의 경우, 1) 학술상 가치있는 사총( ), 저

명한 줄나무( ), 명목, 거수, 노수, 진기한 나무

( ), 기형수( ) 등, ... 18) 어떤 목적에 의해 

보호된 수목 군락으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예: 방

수림, 방풍림, 풍치림 등), 19) 화석삼림( ) 

의 소재지 등 19개를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에 이 보존령에 의해 

처음으로 보물·고적·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다. 이때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제1호 경북 달성 측백수림, 제2

호 경남 합천 백조 도래지, 제3호 평남 맹산 만주흑송

수림 등 3건이었으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총 146

건이 지정되었다(이선 2008에서 재인용).

그런데, 일제는 이미 1919년에 「

」를 발간하면서 「마을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우

리나라 당산나무( )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당산나무의 문화적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일제가 조사한 이 자료는 정확성, 신뢰도 등에 문제

가 있으나 참고자료로서 가치는 있다(최재웅 2009). 

일제가 지정한 천연기념물 1호는 개인 소유이며, 2호

는 자연식생지, 3호는 맹산군 향교재산으로서, 마을

공동재산인 당산나무, 당산숲은 없다. 1919년에 당산

나무의 실체를 알던 일제가 1934년 천연기념물을 지

정하면서 당산나무, 당산숲을 제외한 것은 물론이고 

해방 전까지의 146건에 당산나무, 당산숲이라는 명칭

을 붙여 지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

라를 강점하며 최우선적으로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펴

던 일제가 그 가치를 알면서도 한민족의 기층문화 및 

마을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하는 당산숲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한편, 일제는 1938년에 「 」를 발간하면

서 “ ” 즉, 우리나라 전역을 조사한 것으로 표방하

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즉, 이 책

의 395쪽을 보면 우리나라 지도 그림 위에 ‘위치도’ 

라 하여 조사하였다는 108지역(시·군)을 표시해 놓

고 있는데, 태반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북 지역

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서울·평양 부근의 일

부분과 완도 등 전남·북의 열 개 지역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지역은 거의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은 평안남도를 제외하면 실질

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 위치도를 보면 이북지방은 평양( )이 있는 

평안남도 및 중국( )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의주

( ) 등 4개 도시, 동해안의 함흥( ) 등 3개 군

사 요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당시 일제의 행정력

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

역 외에서는 그러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

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도 등 여러 도에 한두 곳씩 구색을 맞추

어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최재웅(2009)은 일제

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총 5,300여 점을 조사한 결과

라고 발행한 「 」(1919)가 내용상

의 오류가 많고, 5,300여 곳 모두를 현지답사하여 조

사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하부기관을 종용하여 자료를 

모으고, 그중 순천, 경주 등 몇 곳만을 골라 현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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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것으로 고찰한 바 있다. 

‘ ’도 실제 조사방식은 

를 발행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모두 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우리

나라 고서적의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

는 수준 정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책 뒤에 

108지역의 숲에 대한 사진까지 수록되어 있으나, 책

의 내용은 해당 지역에 대해 언급한 사항이 있는 우

리나라 고서적을 ‘ ’가 고찰하는 것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작 숲에 대한 내용은 극히 개

략적이며 분량도 2 3줄 정도의 표기 밖에 없기 때문

이다. 

예로써, 조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완

도 지역이다. 완도읍이 있는 본도( )는 해안도로

를 따라 한 바퀴를 도는 데 차로 20 30분 정도 걸린

다. 완도 지역을 조사하였다고 하지만, 완도 정도리

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엄

청나게 큰 규모의 당산숲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p.43 참조). 다만, 와 마찬

가지로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 

이 조사가 주로 경주, 서울, 평양 등 우리나라 세 

개 고도( )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는 것과, 책의 

제일 처음에 경주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고도에 대한 문화재 조사·약탈사업(특히, 경주 지역 

고분 도굴 등)의 일환으로서, ‘ ’라는 조사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이 패

망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우리나라 마을단위의 

당숲, 당산숲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그 

전에 일제가 멸망하여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는 일제의 행정기

관인 조선총독부임업시험장  ‘ ’가 

(촉탁) ‘ ’라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촉탁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명성이 있으면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쓰는 말로서, ‘ ’는 ‘ ’

와 친분이 있는 임학 분야 퇴직 대학교수 정도로 생

각된다. ‘ ’가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책

은 삼국유사( ), 삼국사기( ), 경상도

읍지( ), 동국여지승람( ), 고

려사( ), 목민심서( ), 문헌비고(

), 세종실록( ) 등 방대한 우리나라 고서

적을 고찰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 ’는 언

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것이라는 조사 기간의 표시

나, 어느 연구 조직을 대표하여 이 책을 썼다는 표시

도 없이 단지, 자신의 개인 이름만으로 이 책의 서언

( )에서, 책의 제목을 “ ( )”

로 표기하였다. 서언을 우리말로 풀이해 보면 대략 

“내가 과거 사실을 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단

순히 그것만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현재를 깊게 

이해하여 미래를 구성하기 위한 힘을 찾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과거 여 년간 의 와 

을 위하여 로 한 것이나,  속에 

가 있다. 의 뜻을 해석하는 것은 

에 한 을 다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은  당 에 근거한 를 하여 

하는 을 하고 를 구명하

고자 하는 것이다. 은 전부  의 

가르침에 근거하였고, 의 도움뿐

만 아니라, , 

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가 이루어진 것

으로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조사사업을 하도록 지시한 ‘

’는 에서, “ 은   ‘ ’의 

에 관한 것으로 에 걸쳐 에 관한 

 및  뿐만 아니라 

을 하여   

가 있는 것을 한 것에 가치가 높다 하겠다”라고 

하여 ‘ ’에게 맡긴 일이 세부조사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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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문헌 고찰 및 현지답사임을 서술하고 있

다. 즉, 일제의 우리 산림 수탈 야욕과 자신의 나라에

서는 보지 못한 우리나라 숲문화에 대한 ‘ ’의 

학술적 호기심이 더해져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108지역의 숲과 본 논문의 조사대상

지 18개소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해군 물건리와 완도

군 예송리의 당산숲이 각각 ‘ ’(82쪽), ‘

’(271쪽)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책에는 남해군 지역에서는  등 4

개소, 완도군 지역에서는 주도( ), 갈문리임수(

), 예송리상록수림( ) 등 3개

소를 표기하였다. 물건리에서 숲에 대한 내용은 임황

( )이라는 소제목에 수종, 흉고직경, 수고, 그루 

수 등을 3줄에 걸쳐 간략히 표기하고 있다. 그루 수

는 ‘   2,000 ,   84,000 ’이라고 표기

하고 있다. 예송리의 숲에 대한 내용은 같은 소제목

에 수종, 흉고직경, 수고, 그루 수 등을 2줄에 간략히 

표기하였다. 특히, 라는 소제목에서는 “

들이 을 위해 으로 한 것이

며,  11년 5월 의 으로 

에 의해 

로 되었다”고 표기해 놓고 있다. 한편, (사)생명

의숲국민운동(2007)에서는, 「 」에 대해 네 

명의 번역자가 2년여 동안의 번역작업 끝에 발간한다

는 취지의 「역주조선의임수」 출판기념워크숍 자료집

을 통해 ‘조선의 임수를 통해 본 마을숲의 가치와 현

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천연기념물’ 

의 지정명칭이 통일된 표기원칙이 없이 작명되는 문

제가 있어 왔고, 또한 일제강점기 때 지정된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사 ‘의’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한 문제점이 있어, 문화재청(2008)은 ‘천연기념

물과 명승’의 지정명칭을 정비한 바 있다. 이때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정보를 명확하게 하였고, 조사 ‘의’

는 천연기념물 381건 중 236건, 명승 30건 중 2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삭제하였다. ‘군락’, ‘군락지’, ‘군생

지’의 용어는 ‘군락’ 한 단어로 통일하였다. 이 이외에 

「천연기념물·명승 명칭변경 세부 내용」에서 설명한 

변경사항을 보면, 천연기념물 제82호인 기존의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줄나무」, 제108호인 

「함평 대동면의 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의 줄

나무」는 줄나무가 수종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어

서, 각각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서어나무 숲」, 「함

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으로 명

칭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줄나무’라는 단어는 앞의 일제강점기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가 1934년에 발행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에서 ‘천연기

념물’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한 19개 대상 중 첫 번

째에 나오는 ‘ ’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생겨난 

단어로서, 일본인들이 표기한 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띠형 당산숲·비보숲이 이에 해당된다. 해방 

후 일제가 만들어 놓은 천연기념물 구성체계를 그대

로 베껴서 사용하다 보니, 문화재청에서 정비하기 전

인 2008년까지 ‘줄나무’라는 국적불명의 단어가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은 ‘줄나무’라는 용어

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무안 청천리 팽나무와 개

서어나무숲’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줄나무는 함평 대동면의 줄나무와 

무안 청천리의 팽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줄나무밖에 없

다”라고 잘못된 해설을 하고 있다. 전통문화교육 차

원에서 이 같은 내용은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많은 수림지 중에서 당숲, 

당산숲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곳은 ‘부산 구포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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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한 곳뿐이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많은 단

목( )의 노거수 중에서 당목, 당산나무라는 명칭

을 비슷하게 부여받은 곳 역시 ‘거창 당산리 당송’ 한 

곳뿐이다. ‘부산 구포동 당숲’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

념물분과위원회 심의(’08.10.7)에서 이전의 ‘부산 구

포동 팽나무’를 명칭 변경하기로 가결하여 생겨난 이

름이다. 명칭 변경의 신청인은 문화재청장이고, 건명

은 ‘부산 구포동 팽나무 명칭 및 유형 변경’으로, 유형

은 ‘노거수’를 ‘마을숲’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정명칭과 함께 지정 물량이 중요한 사항

이다. 천연기념물 지정 물량에 대한 사항을 보면, 문

화재청(2007)은 영양 주남리의 당산숲과 비보숲을 천

연기념물 제476호 「영양 주사골의 시무나무와 비술나

무 숲」으로 지정하면서 “이 숲이 시무나무와 비술나

무의 흔하지 않은 구성과 위 숲과 아래 숲으로 구분

하여 중첩시켜 놓았다는 점에서도 다른 곳의 여느 비

보숲보다 이색적이며, 오래된 수해방지 숲으로서 역

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소개한 바 있다(<그림 

5a> 참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숲의 이러한 모습

이 이색적인 것이 아니며,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이

다. 즉, 우리나라 농어촌의 마을숲이라는 것은 크게 

당산숲 홀로 존재하거나,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

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당산숲·비보숲의 경우, 어느 한쪽이 

누락된 채, 한 편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가 많

은데(<표 1> 참조), 주남리에서 각 숲의 기능에 대해 

구별하여 언급한 설명은 없으나 한 마을 내에 두 개

의 숲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2003)은 천연기념물의 가치, 천연기념

물·명승의 보존관리 정책, 시·도별 천연기념물·명승 

지정현황은 물론 외국 및 북한의 천연기념물 현황, 

세계유산 지정현황 등을 담은 「천연기념물 백서」를 발

간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명승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

연구소(2009)는 ‘명승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한·중·

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중국과 일본의 사

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명승 제도의 발전

방안을 토론한 바 있다. 윤무부 등(1998)은 식물 외에 

동물 등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책자를 발간한 바 있

다. 이선(2008)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연원과 제

도에 관한 소고’에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 고유

성의 정체를 파악하고 적절히 말살하고자 일제가 당

산목 등에 대한 수목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을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독일 등 유럽과 일본 등의 천

연기념물 제도를 소개하고,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우

리나라 천연기념물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2009). 

그동안 당산숲·비보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류제헌 1980; 김

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김

학범 1995; 윤영활 등 1998; 박재철 1998; 최재웅·김

동엽 2000; 남연화·윤영활 2002; 최원석 2004; 강현

경 2004; 이상훈 2005).

김학범(1991)은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

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문화가 오

랜 세월에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로서 마

을숲 내에는 마을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물들

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지의 한국

적 원형이라고 하였다. 최재웅과 김동엽(2009)은 우

리나라 농어촌의 마을숲이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산숲은 “마을주

민들이 「당산제( )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서,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

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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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 마을숲 연구는 그동안 비보숲의 관점에서 많

이 다루어져 왔는데,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비보수

( )이다. 숲은 조산( )이 지니는 상징성 및 

신앙성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

하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홍수 방지, 휴양

소 역할을 겸하는 다기능적인 비보 수단이다(최원석 

2004). 김학범(2007), 이규석(2007) 등은 비보숲으로

서의 마을숲의 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비보숲의 관

점에서 박재철(2006)은 내륙과 해안가 각 1개 마을숲

의 바람과 온습도 조절기능에 대하여 논하였고, 우석

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2008)에서는 「호남의 아

름다운 마을숲」이라는 연구집을 발간한 바 있다. 

김효정 등(2008)은 은행나무, 소나무, 반송, 곰솔

을 대상으로 하여 천연기념물과 시·도 기념물 노거수 

97개소의 지정사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지정

기준은 민속성, 종교문화성, 생활문화성, 역사성, 기

념성 등 5개의 분류에 의해 지정되고 있으며 그중 마

을에 제사를 지내는 나무 등의 민속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이 시·도 기념물보

다 더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근 등(2009)은 천연

기념물 및 시·도 기념물을 중심으로 당산나무를 포함

한 노거수인 은행나무와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분석

하였다. 원주시 성남리의 당산숲인 성황림은, 1933년 

일제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된 후로, 1962

년 당국에 의해 ‘전형적인 온대낙엽수림’이라는 이유

로 재차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숲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신성시되어 보호를 받았던 자연

림으로서 당시 312,993m2이던 숲의 면적이 1960년대

에 114,645m2, 2000년대에는 54,314m2로 급격히 감

소하여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

으면서도 여전히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남

연화·윤영활 2002). 당산숲·비보숲의 패치 형태가 띠

형인가, 장방형인가에 대한 연구는 천연기념물이 포

함된 ‘농어촌마을 당산숲·비보숲의 형태지수 특성’ 

(최재웅 등 2009)에 잘 나타나 있다. 안계복(2005)은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자연을 더 깊이 있게 즐기기 위

해 여가공간은 · · 가 자연 가운데 적당한 위치

에 자리하며, 자연과 주거공간 사이의 신앙공간에는 

장승, 솟대, 성황당 등이 놓여지고, 그곳이 마을의 안

녕과 풍요를 비는 성역화된 공동체 신앙공간임을 밝

힌 바 있다. 숲 띠와 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상징수목) 등의 물리적 조건과 당산제 등의 공동체문

화가 환경에 지속성에 기여하고 있다(신상섭 2004). 

한편, 당산숲·비보숲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어

장·숲·호수·우물 등 사회의 공공재산은 사용자집

단이 관리할 때 다른 방법들보다 더 잘 운영된다”는 

Ostrom(2009)의 연구결과는 마을주민들이 보호, 관리

하고 있는 우리나라 당산숲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6년 3,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보면 당산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자나무, 서낭당, 금줄, 굿, 풍

물굿, 강릉단오제, 솟대와 장승, 소나무, 갯벌, 풍수 

등 1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한겨레신문(2006)은 「민

족문화상징 100 : 당숲」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산숲을 

전통문화의 보고( )로 소개한 바 있다. 문화재청

에서는 2003년부터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산숲, 비보숲, 정자숲 등 6종류로 분류

하고 보전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2008)에서는 주요 수

종별 우수 노거수를 발굴하여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

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간행물을 발간한 바 있

는데, 내용 중 나무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간간이 당

산나무, 당산숲 등의 용어가 서술되고 있으나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도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행물은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서술에서, 

를 쓴 의 방법을 그대로 좇아 삼국사

기, 삼국유사 등의 정사( ) 기록과 동국이상국집 

등의 시문집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문헌조사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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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종을 제외하고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사대상 수종을 선정했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문헌을 얼마나 고찰하였는가를 알 수 있

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당산제 등 문화에 대한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

(2007)에서 펴낸 「한국의 마을신앙」에 잘 나타나 있

다. 주강현은 민속학의 입장에서 내륙에서의 당산

제 관련 문화(1993)와 해안에서의 당산제 관련 문화

(2006)를 고찰한 바 있다. 최재웅(2009)은 농어촌마

을의 당산숲 구성요소와 문화에 관해 고찰하였다. 한

편, 강원도민일보(2007)에서는 “동해( )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 민속,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태수 및 장정룡)는 등 연구자 견해

를 소개한 바 있다. 긴 해안선과 갯벌을 보유하고 있

【 표 1 】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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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의 지자체와 지역언론에서

는 훼손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해안환경을 살리기 위

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안가 마을의 당산숲·비

보숲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 선정기준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는 수림지, 노거수 중에

서, 예부터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숲·비보숲과 관련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조사대상지는 17개 마을, 

18개소이다. 천연기념물 제302호, 제493호는 의령군 

세간리에 있다. 위치상으로는 내륙이 11개소, 해안이 

7개소이다. 17개 마을은 전남 4곳, 경남 3곳, 경북 5

곳, 충남 2곳, 강원 1곳, 부산 1곳, 제주 1곳에 있다 

<표 1>. 17개 마을 중 천연기념물 제339호가 있는 완

도군 미라리, 제468호가 있는 포항시 북송리는 몇 년 

전부터 당산제가 폐지되었으나, 대안 명칭 문제 등 

다른 마을과의 비교 고찰을 위해 예외적으로 포함시

켰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림지, 노거

수 중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숲이 있는 18개소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명칭과 지정 물량을 조

사·분석한 것이다. 18개소 중 성남리(1999), 맹선리

(2004), 신금리(2006), 예송리·하회리·주남리·도천

리(2007), 세간리 2곳(2008), 구포동(2009) 등 10개소

는 숲의 크기, 수종, 그루 수, 흉고직경 등 물리적 실

태에 대한 실측조사(괄호 안은 조사연도)를 실시하였

다. 가장 최근에 실측조사한 곳은 부산 구포동 당숲

으로서, 2009년 12월 19 20일에 실시하였다. 실측한 

10개소는 이장 등 마을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숲의 유

래, 숲의 과거·현재 모습의 상태 등에 대한 고증을 구

하였다. 문헌고찰은 본 논문 관련 선행연구와 문화재

청·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외연도리 등 나머지 8곳은 2004 2005년경 모두 

현장답사와 주민면담 등을 실시하여 당산제 거행 여

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실측은 하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숲의 규모 등은 문화재청 자료를 참조하

였다. 당산숲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매년 한두 마을 정

도의 당산제에 참가하여 왔는데, 본 논문 대상지에서

는 원주 성남리, 의성 사촌리, 고흥 신금리, 의령 세

간리, 부산 구포동 등 5개 마을 당산제는 직접 참관

하였고, 나머지 마을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금줄 등 

흔적 확인, 주민 면담 등을 통해 당산제를 지내고 있

음(완도 미라리, 포항 북송리 제외)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산 구포동 당숲’과 ‘거창 당산리 당송’을 

따로 떼어 내륙 및 해안가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는 <표 2>와 같다.

 

연구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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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많은 수림지 중에서 당숲, 당산숲이라는 명칭

을 올바르게 부여받은 곳은 ‘부산 구포동 당숲’ 한 곳

뿐이고, 노거수 한 그루 중에서는 ‘거창 당산리 당송’ 

만이 당산나무라는 뜻의 명칭을 갖고 있다. ‘부산 구

포동 당숲’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2008.10.7) 중 

하나인 ‘부산 구포동 팽나무 명칭 및 유형 변경’을 거

쳐 이전의 ‘부산 구포동 팽나무’가 「명칭 변경」된 것

이다. 동시에 ‘노거수’에서 ‘마을숲’으로 「유형 변경」

되었다. 당숲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숲의 크기

는 33×38m이고, 수목은 당산목인 팽나무(흉고직

【 그림 2 】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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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90cm) 한 그루와 소나무 네 그루(평균흉고직경 

69cm)가 전부로, 숲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작다 

(<그림 2> 참조). 작지만 당숲 주변은 온통 회색 콘크

리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 차 있고, 근처에 녹지는 

여기 밖에 없어서 그만큼 더 소중한 곳이다(<그림 3> 

참조). 이 당숲은 많은 천연기념물 중 유일하게 ‘당숲’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고 있으며 이곳을 답사하는 사람들의 여행 후기가 인

터넷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다. 

‘거창 당산리 당송’<그림 4f>은 한자로 ‘  

 ’으로 표기되어 있는데<표 1>, 현지답사에서 

본 마을 경로당의 간판도 ‘ ’으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 ’은 ‘팥배나무 당’자로서, 원래 당

산, 당산목이라는 말의 ‘당’은 한자로 ‘집 당’자의 ‘ ’ 

자를 쓴다. 따라서, 한자로는 ‘   ’이거

나, 마을 이름을 ‘ ’로 한 ‘   ’이 

맞는 표기일 것이다.

조사대상지 18개소 중 부산 구포동과 거창 당산리

를 포함하여 내륙은 모두 11개소이다. ‘원성 성남리 

성황림(   )’에서 ‘성황림’이라는 용

어는 1962년도에 당국에서 윗당숲을 천연기념물 제

93호로 지정하면서 당산숲이라는 이름 대신에 성황

당이 있는 숲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최

재웅 등, 2007). ‘구포동 당숲’ 이외의 이름 중에서는 

그나마 당산숲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원주, 강릉 등의 강원도 지역에서는 

‘당산제’를 ‘성황제’, 또는 ‘서낭제’라고 부르는 곳이 많

다(<그림 4a> 참조). 지역명에서 지금은 ‘원성( )’

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원주(

)’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는 나무 이름을 그대로 사용

한 것이며,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는 임진왜란 

이후로 불리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그림 4d >참조). 

‘제주 납읍리 난대림’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완도 예송

리 당산숲에 대해서, 1938년에 ‘ ’이

라는 명칭을 붙인 이래로, 광복 후에도 해안가 당산

숲에 대해서, ‘ 상록수림’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

고 있는데, 이 경우는 내륙이라서 상록수림이라는 용

어 대신 난대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d>. ‘의성 사촌리 가로숲(   숲)’

이라는 명칭은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이다. 가로변에 

있는 것이 숲일 것이다. 서림( )이라고도 불

리는 사촌리 당산숲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건개천인 

하천의 양쪽 제방변에 있는 것으로서, 하천변 수변림

( )이다(<그림 4e> 참조). ‘포항 북송리 북천수’

라는 이름은 일제가 남해 물건리 당산숲에 대해서, 

1938년에 ‘ ’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착안하여, 

이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6e> 참조).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은 마을의 비보숲<그림 

4h>을 보고 붙인 이름이다.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은 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재

청에서 한 마을 내에 두 개의 숲이 있다는 것을 인식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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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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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붙인 명칭이다. 하지만 이 명칭만으로는 숲

이 한 개인지 또는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그림 4i>, <그림 4j> 참조). ‘영덕 도천리 도

천숲’에서 도천숲이라는 명칭은 도천리에 있는 숲이

라는 뜻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지 18개소 중 해안가는 모두 7개소이다.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은 일제가 1938년에 붙인 ‘

’이라는 이름 앞에 완도라는 지명만 추

가한 것이다(<그림 6a> 및 <그림 6b>, <그림 6c> 참

조). 상록수림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예송리의 

해안가 옛당산숲인 이 숲은 상록침엽수인 곰솔이 해

안선 전면에 띠형으로 있고, 그 뒤에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의 

띠형을 이루고 있다(<그림 7c> 참조).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이라는 이름은 같은 해 일제가 붙인 ‘

’라는 이름에 지역명을 추가하고, 물건리 당산숲

이 상록활엽수가 아니고 팽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이

루어진 낙엽활엽수림이기 때문에 ‘방조어부림’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6e> 참조). 

나머지 5개소의 명칭을 보면, ‘서천 마량리 동백나

무숲’<그림 6g> 이외에는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그

림 6d> 참조),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그림 10c> 참

조),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그림 6h> 및 <그림 6i> 

참조),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그림 6k> 및 <그림 

6l> 참조)과 같이 모두 일제가 한 방식대로 ‘ 상록수

림’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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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어촌의 

마을숲이라는 것은 크게 당산숲 홀로 존재하거나, 당

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숲의 경우, 이들은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한 쌍(set)으로서 존재

하는 것이며 서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 어느 

한쪽이 누락된 채, 한편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

가 많다. 

본 논문에서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마을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는 ‘완도 예송

리 상록수림’ 등 모두 9개소인데, 「영양 주사골의 시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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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한 곳만 당산숲<그림 4i>과 비

보숲<그림 4j>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을 뿐이

고(<그림 5a> 참조), 나머지 8개소는 당산숲과 비보

숲 중 어느 한 쪽이 누락되었다. 즉, ‘남해 물건리 방

조어부림’은 해안 당산숲 위의 국도변에 있는 당산목 

(<그림 6f> 참조)이 누락되었고, ‘완도 맹선리 상록수

림’ 등 6개소는 당산숲이 누락되었으며, ‘고흥 외나로

도 상록수림’은 비보숲이 누락되었다(<표 2> 참조). 이

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당산숲·비보숲의 개념과 실체

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고

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으로 되어 있는 고흥 신금리 당

산숲·비보숲이다(<그림 7a> 참조). 현재는 천연기념

물로 당산숲<그림 6k>만 지정되어 있고, 비보숲<그

림 6l> 부분은 지정 물량에서 누락되어 있다. ‘완도 맹

선리 상록수림’으로 되어 있는 완도 맹선리 당산숲·

비보숲은 비보숲<그림 6h>만 지정되어 있고, 당산숲 

<그림 6i>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완도 예송리 상록

수림’으로 되어 있는 완도 예송리 당산숲과 옛당산숲

은 옛당산숲<그림 6b>만 지정되어 있고, 당산숲(<그

림 6c> 참조)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은 비보숲<그림 4h>만 

지정되어 있고, 당산숲 2개(<그림 4g> 참조)와 당산

목(하당, 삼신당) 하나가 누락되어 있다. ‘의령 세간

리 은행나무’<그림 4c>와 ‘의령 세간리 현고수’<그

림 4k>는 각각 당산숲이 누락되어 있다(<그림 5c> 참

조). ‘원성 성남리 성황림’으로 되어 있는 원주 성남

리 당산숲은 윗당숲<그림 4a>만 지정되어 있고, 아랫

당숲(<그림 4b> 참조)이 누락되어 있다. 아랫당숲은 

윗당숲인 성황림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1972년 수해 때 하천변 식생이 많이 유실되었다는 이

유로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었는데, 아랫당숲에는 아

직도 성황당과 함께 소나무 15그루가 남아 있으므로, 

윗당숲과 연계하여 계속 천연기념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포동 당숲은 주변이 온통 콘크리트 건물

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연(<그림 3>의 산)과 주거

공간 사이의 성역화된 공동체 신앙공간으로서 위치하

고 있다(안계복, 2005). 당숲의 위와 아래에 작은 면

적의 밭이 있는데(<그림 3> 참조), 이 밭은 문화재청 

등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너무나 작은 규모로 남아 

있는 당숲의 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지정 명칭의 문제점은 ‘완도 예송리 당산숲’에 

대해 일제가 1938년에 ‘ ’이라고 이름

을 붙인 후, 현재까지 해안가 당산숲에 대해 ‘완도 예

송리 상록수림’,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완도 미라리 

상록수림’, ‘완도 맹선리 상록수림’, ‘고흥 외나로도 상

록수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모두 일제 때 정

한 방식대로 ‘ 상록수림’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따르

고 있다. 이는 예부터 있어 온 우리의 전통문화자산의 

이름을 우리 식대로 붙이지 못하고, 일본인의 편의에 

의해 붙여진 이름을 비판 없이 사용해 온 것이다.

‘구포동 당숲’의 경우 일반 시민들은 그 숲이 당

산숲이라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보기 위해 비

용과 시간을 들여 당숲을 찾아가고 있다(「노거수 찾

아 부산가다」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

jvj24601/87571715, 2009).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을 

가보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당산숲은 

가보고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천연기념물

로 지정된 당산숲·비보숲의 명칭으로는 그 숲이 전

통의 향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당산숲인지, 비보숲인

지, 당산제가 폐지되어 주민들이 방치하고 있는 숲인

지, 자연식생인지를 알 수 없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바른 명칭 부여

가 중요하다.

따라서, ‘부산 구포동 당숲’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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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많은 수림지, 노거수 

중에서 그것이 당산숲, 당산나무라면 「∼당산숲」, 「∼

당산숲과 비보숲」, 「∼당산나무」라는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의성 사촌리 가로숲’은 ‘의

성 사촌리 당산숲’,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

무숲’은 ‘영양 주사골 당산숲과 비보숲’,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은 ‘완도 예송리 해안 당산숲’, ‘고흥 외나로

도 상록수림’은 ‘고흥 외나로도 해안 당산숲과 비보

숲’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표 3>. 숲이 해안가에 

위치할 경우에는, 앞에 ‘해안’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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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한 표현이 될 것이다.

지정 물량은 지정 명칭과 연계되어 있다. 당산숲

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천연기념물의 경우, 

현재는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숲’만 누락 

부분 없이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의 ‘고흥 외

나로도 상록수림’ 등은 어느 한편의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고흥 외나로도 해안 당산숲과 비보숲’과 같

이 지정 명칭이 잘 부여된다면 지정 물량도 누락 부

분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표 3>. 

참고로, 세계문화유산의 최근 추이는 개별문화재 

중심이 아닌 문화경관 전체에 대한 관리를 중시하므

로 문화유산 주변지역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채미옥 2009). 이러한 견지에서도 당산숲과 비

보숲은 함께 관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천

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문화

재청 2009) 목록을 보면, ‘적정’과 ‘조정’의 두 가지 판

정 중, 본 논문 대상지 중에서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와 ‘거창 당산리 당송’은 ‘적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

머지 16곳은 142건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당산숲·비보숲은 1,800년 독일의 Humboldt가 베네

수엘라 여행 중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천연기념물’ 

어원의 대상은 원주민들이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대

한 노거수로서, 그가 사용한 “자연의(천연의) 기념물

(Denkmäler der Natur)”이라는 표현이 ‘천연기념물’의 

어원이다. 베네수엘라에서 훔볼트가 발견한 나무는, 

제사를 모시는 우리나라 당산나무와 그 성격이 같은 

나무로서, 그가 사용한 ‘천연기념물’의 개념은 우리나

라 당산나무의 성격과 똑같은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천연기념물 제

도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과거의 천연기념물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새롭게 검토

하고 보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용어의 정

의, 새로운 대상물 발굴, 지정 후 사후 관리 등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이 일제강점기 때의 기준보다 더욱 우리 

문화에 맞게 개정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애매하고 주관적이며, 또한 각 분야별 지정 대상에 

대한 세부 분류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준에 대한 체계적

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항들을 마련하고 검토해

야 할 것이다(이선 2008). 

문화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연기

념물 관리주체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

흡하고, 문화재 지정 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

은 물론 의도적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천연기념물의 고유가치를 유지, 증진시키는 데 필요

한 법체계 및 제도정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 천연기념물의 지정이나 보호를 할 때 그 가치

나 중요도의 경중을 가리는 고유한 판단체계의 정립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기념

물에 대한 정의에서처럼 단순한 학술상 가치뿐만 아

니라, 진귀성, 고유성, 심미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가

치도 규정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속에 문화가 

함유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국민의 보존의식을 

일깨워야 하고, 무엇보다 천연기념물의 법률상 기준

을 만들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를 세워

야 할 것이다(문화재청 2003a).

천연기념물 관련 용어의 정의 문제와 각 분야별 지

정 대상에 대한 분류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선(2008)

의 지적 및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재

청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같이, 현재의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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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명칭 등은 일제강점기의 것을 비판없이 그대로 이

어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일제가 1934년에 ‘천연기념물 제도를 처음으

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서 식물의 경우, 「19개 대

상」을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19개 대상 중 첫 번째 대상으로서 또 그중에서도 가

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른바, 학술상 가치있는 

이다. 이라는 것은 일본의 신사나 사찰이 소유

한 숲으로서, 우리나라의 당산숲이나 사찰숲과 성격

이 비슷한 숲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여덟 번째 

대상인 ‘어떤 목적에 의해 보호된 수목 군락으로 학

술상 가치가 있는 것(예: 방수림, 방풍림, 풍치림 등)’

이라는 것도 다름아닌 당산숲·비보숲을 말하는 것이

다. 연구사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대상 

중 두 번째로 언급한 이라는 것 또한 우리나라로 

치면 띠형의 당산숲·비보숲이며, 완도 예송리에 있

는 당산숲을 ‘완도 예송리 당산숲’이라 하지 않고 ‘

’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문화적인 부분

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당산나무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 당시 우리나

라에서 당산나무, 당산숲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시 

당산나무, 당산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같은 일제의 의도가 고쳐지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

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천연기념

물 백서」(2003) 17 19쪽에 서술되어 있는 ‘식물 천연

기념물의 분류’라는 내용이다. 어디에서 인용한 자료

라는 안내 설명도 없이, 일제가 1919년에 「

」를 발간하면서 서술했던 대로, 노거수를 

명목( ), 신목( ), 당산목( ), 정자목(

)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해설도 똑같은 내

용으로 써 놓았다(최재웅 2009 참조). 수림지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무려 91년 전에 일본인들이 만

들어 놓은 우리 문화재 이름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

껏 사용해 온 것이다.

자연림이 아닌 인공림으로서의,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숲은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마을숲과 같이 당

산제와 상관없는 즉, 당산숲이 없고 풍수지리만을 따

져 비보숲만 조성된 예도 있으나, 대부분은 당산숲·

비보숲으로 이루어져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9). 

단지, 원래 당산숲이었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또, 근래에 당산제가 폐지되면서 당산숲으로서의 성

격을 상실하고 잡목숲으로 변한 것이 더 많기 때문

에, 당산숲의 성격 파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산숲이라는 이름을 사용

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말살코자 했던 일제의 의도를 

극복하고, 문화재청이 현행 천연기념물 제도에서 인

식하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그것은 Humboldt가 제안했던 “자연의(천연

의) 기념물(Denkmäler der Natur)”이라는 명칭을 우리 

식으로 내실있게 반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양식( , style)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시대·

민족 등의 예술작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독특

한 형태”를 말한다. 또는 역사에 나타난 각 시대·각 

민족·각 지방의 계통적인 표현형식과 수법을 가리키

기도 한다(박학재, 1998; 김영모·진상철, 2002에서 

재인용). 이때 예술사의 특징을 양식사적으로 접근한

다는 것은 한 국가나 민족의 예술문화의 특징을 명확

하게 분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김영모·

진상철 2002).

중국의 풍수림( , feng-shui forest, Forman 

R.T.T. 1995), 일본의 신사림( ),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 등은 세계적

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나라의 숲문화를 대변

하는 정원·공원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창석과 

유영한(2001)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생활환경보전림 

즉, 당산숲·비보숲의 대부분이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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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

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은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우리 앞에 재등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우리 고

유의 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화적 정서가 깃든 

자연유산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천연기념물

을 포함한 우리 고유의 자연유산과 자연유산을 대하

는 전통 그 자체를 외국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선 2009). 

따라서, 당산제 전통이 남아 있는 당산숲·비보숲

을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할 때 그 명칭을 우리 식

대로 명확하게 붙이고, 영어로는 「∼Dangsan forest」, 

「∼Dangsan forest·Bibo forest」, 「∼Dangsan tree」라는 

명칭을 붙이면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숲을 더 

잘 인식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풍수림, 일본의 신사

림,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 등과 같이 당산숲이 우

리나라 숲문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세계에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선(2009)이 언급한 “자연유산을 대하는 

전통”의 중심에 당산제가 있다. 당산숲의 실체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당산숲의 관리 

현황 파악 및 지속가능한 관리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짜는 전국

적으로 볼 때 음력 정월대보름이 가장 많은데, 17개 

마을의 당산제 현황은 <표 4>와 같다. 당산제 관련 

문화를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마을숲이 훼손되

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 약화가 근

본 원인이므로 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마을숲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

위를 되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김학범 2005). 

당산숲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당산제를 통해 

당산숲을 지키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최재웅 2005). 

의령은 매년 4월 21일 군민( ) 전체가 참가하

는 의병제전이 열리는데,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곽재

우 장군이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북을 매달았

던 현고수 앞에서 의령 군수( )가 제를 올림으로

써 제전이 시작된다. <그림 8d>는 4 5년 전쯤의 사

진으로서, 읍내에 내걸린 현수막 내용은 “임란창의 

413주년 불멸의 애국혼을 추모합니다”이다(<그림 8> 

【 그림 8 】

【 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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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산제가 폐지된 숲은 관리를 하지 않아 당산숲

으로서의 위상이 상실됨과 동시에 그 매력을 잃게 되

며,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잡목림으로 방치되게 된

다. 예로서, 정월대보름 장도( )의 작은 당숲에서 

거행되는 완도군 장좌리의 당산제는 그것을 보기 위

해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하루 전 완도에 도

착해 숙박을 한 후, 추위를 무릅쓰고 새벽 5시경 당산

제가 시작되는 마을회관에 모여 풍물패를 따라 장도

에 간다(<그림 9a> 참조). 그러나 포항 북송리숲 등과 

같이 아무리 규모가 큰 숲일지라도 당산제가 폐지된 

숲은 을씨년스러울 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힘이 없다(<그림 10> 참조). 

<그림 9b>는 사촌리 당산제로서, 마을 이장님으로

부터 받은 ‘ ’를 보면 “1895년 에 

 로 1896년의  이 에 의해 

일어날 때 의 17  이 의 

으로 하다가 들의 를 당하지 못

【 그림 9 】

【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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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고 1896년 3월 30일 그들의 마수에 의해 

잿더미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패했으나 이러한 역

사로 인해 사촌리 당산숲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c>는 성남리 당산제이고, <그림 9d>

는 성남리 위쪽 마을인 절골의 산신제 모습이다. 제주

도는 당제 외에 포제라는 것을 지내는데, <그림 9e>

는 포제를 지내는 포제단이다. 몇 년 전 답사 시 숲 입

구의 팽나무에 금줄이 걸린 것을 보고 당제를 지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맹선리는 2004년 설날 다음날

인 1월 23일에 답사하였는데 전날에 당숲에서 당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었고(<그림 9g> 참조), 해변의 비보

숲에서는 특별한 당제를 지내지 않으나, 해변에 제물

이 차려져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9f> 참조). 마량리 

당산제는 현수막에 마을 주최가 아닌, 서천군청 주최

로 적혀 있어 성남리의 성황제(최재웅 등, 2007 참조)

와 마찬가지로 관( )의 관여에 의해 당산제가 변질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9h> 참조). <그림 9i>

는 신금리 당산숲을 둘러싸고 있는 철책에 걸린 금줄

이고, <그림 9j>는 예송리 당산숲 옆에서 외지인의 출

입을 지키고 있는 마을 할머니들이다.

<그림 9k>는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문수마을에

서 75m2의 작은 면적에 곰솔 네 그루(평균흉고직경 

73cm)로 이루어진 작은 당산숲에서 당산제를 지내

고 있는 모습이다. 이 당산숲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10>의 숲 사이에는 여러 모로 분명한 차이가 있

다. 즉, 문수마을 당산숲과 달리, <그림 10>의 숲들은 

한 번 본 다음에는 더 이상 찾아갈 일이 없는데, 그것

은 주민들이 애정을 갖지 않고 방치한 숲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9l>는 해남 

땅끝마을의 장방형 작은 당산 터에 마을주민들이 세

워놓은 당( ) 안내판으로서, “이곳은 신성한 마을 당

( )이므로 관계자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고찰 및 여러 전문가들의 견

해와 문화재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연기

념물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을 포함한 현재의 천

연기념물 관련 체계는 77년 전 일제에 의해 도입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과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1934)이라는 골격

을 지금까지 비판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골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숲을 조사해 발행한 것이 일제의 「 」(1938)

이다. 이 책자는 일제의 임업시험장장 ‘ ’의 

지시에 이른바 촉탁 ‘ ’가 우리 숲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물로서, 한국 산림 수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을 찾기 위해, 일제

의 시각·논리에 따라 한국의 숲문화를 조사·분석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등에서 천연기

념물을 포함한 당산숲·비보숲 등을 논할 때, 이들에 

대한 「명칭」, 「분류 체계」 등을 에 실린 내

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2008년에 천연기념물 제309호로서 

당산나무인 ‘부산 구포동 팽나무’를 ‘부산 구포동 당

숲’이라고 명칭 변경하여 지정한 것과 같이,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많은 수림지, 노거수 중에서 그것이 

당산숲, 당산나무라면 「∼당산숲」, 「∼당산숲과 비보

숲」, 「∼당산나무」라는 명칭을 일관성 있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일제강점

기에 도입된 천연기념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출

발점이 시작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조경 양식 

및 문화경관으로서의 당산숲에 대한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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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오

류 지적을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정광용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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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natural monument system of Korea for naming and designation of natural monuments is based on 

“Chosun Natural Monument Conservation Acts for Treasure, Ancient Landmark, and Natural Beauty” enacted in 1934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The framework of natural monument system is still in effect, which is pointed out 

as a problem. The Dangsan forests and Bibo forests are Korean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representing countryside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llows and relies on the ‘Limsu of Chosun’ (1938), a report written by a 

Japanese, for naming and classification of natural monuments. A Dangsan forest at Yesong-ri was named “Yesong-ri 

evergreen forest” in 1938. They followed the naming system of  “evergeen forest” until toda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ssues and problems of ‘Limsu of Chosun’ and natural monument 

naming system begun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aming natural monument accordingly without discretion. Eighteen dangsan forests·bibo forests were select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The names of the dangsan forests·bibo forests were evaluated to find out whether various 

aspects of the forests are reflected in the name.   

The study suggests that many forests and old tree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should be named as 「~ 

Dangsan forest」, 「~ Dangsan forest·Bibo forest」, or 「~ Dangsan tree」 with consistency accordingly. The new names 

will bring a momentu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natural monument naming system continued sinc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also enhance the value of Dangsan forests and Bibo forests as Korean traditional and cultural 

landscapes.

Key Words :  Dangsan Forests, Bibo Forests, Dangsan Ritual, Natural Monument, 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