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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와 함께해 온 존재로서 단순한 나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

재청에서는 노거수 중에서도 크기뿐만 아니라 진귀성, 상징성, 고유성 등 문화적·자연적 요소가 뚜렷한 것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 강원도내 분포하는 14건의 생육현황과 제원 및 토양환경,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하 다. 연구결과, 강원도의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78.57% 이상이 보통이거나 보통 이상의 생육현황을

나타내었다. 수고는 평균 18.80m, 근원둘레는 평균 7.34m인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 분석결과 대부분 전국 산림토양 대비

평균치를 나타내었으나 유효인산은 과 양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시설은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나 지주대와 쇠당김

시설 일부는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환경과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관리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두며, 생육에 향을 주는 환경인자와의 관련성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식물 입지환경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과제(NRICH-1105-A27F-1)와 관련하여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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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거수는 노수(老樹)와 거수(巨樹)를 일컬어 부르는

것으로, 국내 분포하는 노거수는 약 20,000여 주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노거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43년까지 천연기념물(식물, 동물 등)이 146건

지정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

1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252건으로 이

가운데노거수는162건에이르고있다. 

노거수는 기능에 따라 그늘을 만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목(亭子木)으로서 이용되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신앙의 대상으로 당산목(堂山木)·신목(神木)

으로불리기도하며, 훌륭한사람이태어난역사적사실을

기념하기위해 심은 나무로 명목(名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노거수 중에서도 크기뿐만 아니라 진귀성, 상징성,

고유성 등 문화적·자연적 요소가 뚜렷한 것들을 천연

기념물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다. 천연기념물노거수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와 함께해 온 존재로서

단순한 나무 이상의 의미가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그러나,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지정건수 대비 해제

건수가 많은 실정(문화재청, 2010)인데 이는 노거수의

노화와함께, 각종개발에의한환경의급격한변화등에

따른것으로생육환경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이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거수에 관한 연구 주제는 생육현황과

입지환경에대한것과관리방안제시에관한것이대부분을

이루었고, 그 외 조경적인 가치, 활용적 측면에 관한 것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는 노거수의 생육공간이

법적 보호를 받는 다른 식물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고,

이에따른주변입지환경에 향을많이받는특성때문인

것으로 윤용한과 주진희(2010), 정근 등(2009), 김태헌

(2007), 임혁성과 심우경(2005), 강현경과 이승제(2004)

등연구가수행된바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천연기념물 노거수를 대상으로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0년 2~10월까지 예비

조사와본조사로구분하여실시하 다. 조사대상은강원

도내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14개소이다<표 1,

그림1>.

노거수의생육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수형과수피의

상태 및 엽 도(엽량)를 리커트척도의 5등급으로 구분

하여 종합적으로 생육 건강상태를 판정하 다<표 2>.

제원의 측정은 수고, 관리현황은 보호시설인 지주대,

쇠조임, 석축, 피뢰침, 안내판 설치와 이상 유무 등을

조사, 분석하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당시부터 2010년

조사당시까지의보호시설변화상및설계상세내용등을

문화재관리대장 등 관련문서를 참고하여 파악하 으며,

관리방안을제시하 다.

입지환경은 토양의 유기물, 전질소, 유효인산, 치환성

이온(K, Ca, Na, Mg), pH, 토성 등의 이화학적 특성을

그림 1 조사대상지(Non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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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토양시료는 천연기념물 노거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에서 유기물층을 제외하고, A층

에서 20㎝ 정도까지 채취한 것을 한곳에 섞고, 음건

하여, 2㎜ 체를 이용하여 걸러낸 후 화학적 특성을 분석

하 다(농촌진흥청, 2000). 토양 중 유기물함량은

Wakely-Black wet oxidation법으로 분석하 고 토성은

hydrometer법을 이용하여 sand, silt, clay의 비율을 구한

후 미농무성법에 의해 분류하 다. 토양 pH는 1:5로

분석하 다. 전질소함량은 micro-Kjeldahl법으로,

치환성 K, Ca, Na, Mg은 1M ammonium acetate로 침출

후 ICP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으로분석하 다.

결과및고찰

1. 생육현황과 제원

강원도 내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현황과

제원을분석한결과는<표3>과같다. 

생육현황을분석한결과, 매우건강하게나타난노거수는

원주 반계리의 은행나무(천기 제167호)로 14개소 중

1개소에 불과하 고(7.14%), 보통이상이 월 청령포

관음송(천기 제349호) 등 4개소(28.57%), 보통은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천기 제166호) 등 6개소(42.86%)로

나타났다. 반면,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천기 제272호)는

지정당시와비교하여수형등전반적인생육현황은쇠약

평가
Ⅰ(4점) Ⅱ(3점) Ⅲ(2점) Ⅳ(1점) Ⅴ(0점)

항목

수형 온전성 온전 1~2개 가지 부러짐(90%) 보통(70~90%) 일그러짐(50~70%) 완전히 일그러짐(50%이하)

수피 훼손 유무 온전 미약한 훼손 상처 1~2군데 상처 3~4군데 심각히 훼손

엽 도(엽량) 매우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불량

종합적 생육상태 매우건강 보통이상 보통 불량 수목 쇠약현상 뚜렷함

표 2 수목 생육현황 판정 결과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1 천기76호 월 하송리 은행나무 1962.12.03

2 천기349호 월 청령포 관음송 1988.04.30

3 천기348호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 1986.04.17

4 천기433호 정선 두위봉 주목 2002.06.29

5 천기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평창군 2008.12.11

6 천기166호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1964.01.31

7 천기461호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2005.07.19

8 천기484호 강릉 오죽헌 율곡매 2007.10.08

9 천기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속초시 1988.04.30

10 천기95호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1962.12.03

11 천기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1982.11.04

12 천기363호 삼척 궁촌리 음나무 1989.09.16

13 천기167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1964.01.31

14 천기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1982.11.04

표 1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노거수 분포현황

강원

월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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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천연기념물로서의 지정지

속에대한제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다. 속초설악동

소나무(천기제351)등2개소는생육현황이불량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형도 원형에서 많이 훼손되었고, 수피의

상처도 2군데 이상 나타나며, 엽량도 거의 없는 등 향후

수세가더욱쇠약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지속적인

관찰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생육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에서‘수형’은 보통이거나

그 이상이 79%로(11개)으로 2.14점이었고, ‘수피의 훼손

유무’는 1.86점, ‘엽 도’는 1.93으로 나타나 수형에

비하여 엽 도와 수피의 훼손유무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상태인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 내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현황은 보통 혹은 보통이상이 전체의 11개소

(78.57%)로 2.14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천연기념물 노거수(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생육현황의 2.32와 비교시 유사한 값으로 생육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강원도의 접근성이

비교적 낮고, 분포 입지가 산림이 대다수로 도시 지역의

노거수가 농촌지역에 비해 생육이 불량하다는 기존의

연구(김용수 등, 1996)와 비교할 때 분포 입지가 많은

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14개소 노거수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수고는 평균

18.80m(3.30~29.49m)로 노거수의 성상별로 관목성과

교목성에따라차이가많이나타났으나대체적으로보호수

(윤용한·주진희, 2010) 등과 비교하여 높은값을 나타내

었다. 수관폭은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각각 평균

21.75m(5.30~33.90)와 21.84m(5.36~38.80), 근원둘레는

평균7.34m(1.95~14.74)로분석되었다. 

수종별로 은행나무와 소나무를 천연기념물 및 시도

기념물로지정된같은수종(정근등, 2009)과비교시<표4>

소나무는시도기념물로지정된것에비해서수고의경우

생육 현황 제원(m)
지정

지정명칭 수형 수피 엽 도 종합적
수고

수관폭 근원 흉고
번호

온전성 훼손유무 (엽량) 생육상태 동서 남북 둘레 둘레

76 월 하송리 은행나무 보통 상처가 3~4군데 좋음 보통 23.82 21.50 28.30 14.47 13.85

349 월 청령포 관음송 온전 상처가 3~4군데 좋음 보통이상 27.36 25.90 19.90 6.20 5.28

348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일그러짐 상처가 3~4군데 불량 불량 3.30 5.30 5.36 1.16 0.89
분취류 자생지

433 정선 두위봉 주목 1~2개가지부러짐 미약한 훼손 좋음 보통이상 16.40 12.30 12.20 4.09 3.88

498 평창 운교리 밤나무 1~2개가지부러짐 미약한 훼손 보통 보통이상 15.44 26.40 17.20 6.79 2.35+1.70

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보통 상처가 1~2군데 보통 보통 21.74 28.10 26.20 10.21 9.61

461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1~2개가지부러짐 상처가 1~2군데 보통 보통이상 29.49 27.50 33.10 5.72 6.55

484 강릉 오죽헌 율곡매 보통 미약한 훼손 불량 보통 7.44 8.20 8.32 1.95 1.47+0.9

351 속초 설악동 소나무 완전히 일그러짐 상처가 1~2군데 불량 불량 16.74 16.20 18.90 5.15 3.99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보통 상처가 3~4군데 보통 보통 21.09 27.90 29.60 11.47 8.96

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완전히 일그러짐 수피상처심각한수준 불량 쇠약현상 뚜렷함 18.27 17.83 15.80 4.82 3.81

363 삼척 궁촌리 음나무 보통 상처가 1~2군데 보통 보통 17.11 25.80 26.20 6.35 5.51+2.03

3.4+2.59

167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온전 상처가 1~2군데 매우좋음 매우건강 25.93 33.90 38.80 14.74 +3.88+6.11

+5.15+6.02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보통 미약한 훼손 보통 보통 19.04 27.60 25.90 9.71 8.07

평균 @ @ @ @ @ 18.80 21.75 21.84 7.34 @

표 3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현황과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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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이상 높은 등 월등히 제원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체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제원과 비교시 수고의

경우7m 이상의차이를보이나수관은비슷한값을나타

내었으며, 흉고둘레는 1m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은행나무의 경우는 시도기념물과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전체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의 제원와

비교시에는5m 이상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강릉

장덕리 은행나무의 경우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수고가

4m 정도축소되고, 월하송리은행나무의경우도인위적

수형 조절로 가지가 절단되는 등(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수세가약화된것으로보인다. 

2. 토양환경

토양환경은수목에 향을주는중요한인자중하나로

토양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토양산도는

정상범위를벗어날경우식물필수 양성분의유효도를

감소시키는 등 생육환경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바 합리적 관리가 필요한데(한국환경과학학회,

2009), 본 조사에서는 평균 6.40(7.74~4.67)로 나타나

전국 산림토양의 평균인 5.48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값이나 생육하기에 알맞은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선 두위봉 주목(천기 제433호)은 2003년의

pH.5.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에 비하여 pH 4.67로

매우강한산성토양을나타내었는데, 산악지이며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자연적 요인에 의해

산성화된것으로판단된다. 

질소전량은 평균 0.190%(0.061~0.696)로 대부분 적정

치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유기물함량은 평균 5.83%

(1.65~17.16)로 나타나 전국 산림토양 평균 4.49%에

(이경준, 2006) 비해약간높은경향을나타내었다. 

인산의 결핍은 아래쪽 잎의 인산이 생장점으로 이동

하여조기낙엽의결과를초래하고뿌리나줄기의생장을

저해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 전국 산림토양

평균 25.60mg/kg과 비교시 삼척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천기 제95호)만 4.38mg/kg로 평균치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12개소 이상이 과 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시비로 유효인산이 투여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사료된다.

치환성양이온K, Ca, Na, Mg은각각0.09~0.79cmol+/kg,

1.60~29.12cmol+/kg, 0.06~0.30cmol+/kg, 0.25~1.97cmol+/kg로

나타나 전국 산림토양 평균 값인 0.23cmol+/kg,

2.44cmol+/kg, 0.22cmol+/kg, 1.01cmol+/kg과(이경준,

2006) 비교시대체적으로평균값의범주내포함되었다. 

토성은통기성과배수성, 생산성등을결정하는중요한

인자인데, 분석한 결과 사양토가 9개소(64.29%), 식양

토가 3개소(21.43%), 미사질식토와 사질식양토가 각각

1개소로나타났다. 이는모래와미사, 점토의비율이적정

하여수목이생육하기에무리없는환경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토양환경은 평균치 내의

적정한 값이나 유효인산은 과 양 상태인 것으로 분석

조사항목 제원(m)

수고
수관폭

흉고둘레분류 동서 남북

천연기념물 (강원도) 22.05 21.05 19.40 4.92

소나무 천연기념물 (전국) 15.00 20.00 21.00 4.00

시도기념물 10.00 14.00 17.00 3.00

천연기념물 (강원도) 23.83 27.83 31.10 6.63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전국) 28.00 26.00 25.00 11.0

시도기념물 21.00 21.00 21.00 7.0

표 4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소나무,  은행나무의 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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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는 과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양환경

변화에높은손상빈도를나타내는노거수의특성을감안

할때(정근등, 2009) 인위적과잉시비등은지양해야할

것으로판단된다. 

3. 보호시설

보호시설현황을분석한결과<표6>, 지주대는14개소

중 8개(57.14%)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된 8개중 3개는

양호하고 5개는 지주대가 수목을 파고들어가 수목에

상처를 주거나, 틈이 벌어져 이물질이 삽입되었거나

노후되어 녹물이 흐르는 등 위치의 이동이나 보수, 혹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청령포 관음

송은지주받침이목질부를파고들어위치이동이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지주대는태풍이나폭설에의해줄기의

진동 폭이 굴절강도의 한계를 넘어서 부러지는 것과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강전유, 2005) 과거에는 철로 제작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경관 및 기능적 측면에서 목재로 제작

하기도 한다. 설치 위치에 따라 대상지가 높은 곳에는

A자형으로 낮은 곳에는 I자형으로 하며, 세력이 왕성한

가지에 설치할 경우 가지는 더욱 신장되고, 엽량이 증가

하여 밸런스를 상실하므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한다

(문화재청, 2009).

피뢰침은 낙뢰에 따른 노거수의 고압과 고열로 인한

수세악화및 고사를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 기능

성을 우선으로 경관적 측면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이

방침이다(문화재청, 2009). 14개소 중 피뢰침의 설치가

필요한곳은8개소(57.14%)로나타났으며, 기존에낙뢰로

인한 수목의 고사를 감안할 때 설치가 필요한곳은 신속

하게후처리가실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석축은수목의근계발달에저해요소가되고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한 바(정근 등, 2009) 본 연구에서의

석축 설치 비율은 14개소 중 3개소(21.43%)로 기존의

제천시 보호수 연구 결과와(윤용한·주진희, 2010) 비교

시 다소 높은 편이나 일반적으로 전라남·북도 지역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석축 설치 비율(50%)과

지정
지정명칭

토양 질소전량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cmol+/kg)
토성

번호 산도 (%) (%) (mg/kg) K Ca Na Mg

76 월 하송리 은행나무 7.70 0.092 3.27 77.60 0.20 22.75 0.08 1.68 사양토

349 월 청령포 관음송 6.23 0.039 1.65 66.79 0.08 1.60 0.06 0.54 사양토

348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5.18 0.224 7.92 21.62 0.09 1.92 0.09 0.25 식양토
분취류 자생지

433 정선 두위봉 주목 4.67 0.696 17.16 49.61 0.64 2.83 0.14 0.56 미사질식토

498 평창 운교리 밤나무 5.39 0.281 8.53 185.10 0.40 5.20 0.16 0.43 식양토

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5.87 0.095 3.42 69.33 0.27 3.90 0.12 0.58 사양토

461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5.44 0.286 8.11 23.53 0.21 6.15 0.18 0.99 식양토

484 강릉 오죽헌 율곡매 7.74 0.061 2.01 126.58 0.79 29.12 0.16 0.71 사양토

351 속초 설악동 소나무 6.93 0.208 9.94 150.75 0.29 15.90 0.24 1.23 사양토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7.60 0.137 4.38 13.78 0.28 13.37 0.08 0.72 사질식양토

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6.61 0.140 4.25 1,293.31 0.34 9.16 0.09 0.91 사양토

363 삼척 궁촌리 음나무 7.46 0.163 5.14 211.30 0.41 16.02 0.14 0.78 사양토

167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6.62 0.087 3.06 99.27 0.24 6.95 0.30 1.97 사양토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6.13 0.089 2.80 122.08 0.25 2.70 0.08 1.25 사양토

평 균@ 6.40 0.190 5.83 179.33 0.32 9.83 0.14 0.90 @

표 5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토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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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 을때는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하송리 은행나무(천기 제76호)의 경우 지정당시

(1962년)에는 석축이 부재하 으나, 1966년 복토와 함께

콘크리트 및 석축을 조성한 기록이 있다. 또한, 원성

대안리느티나무(천기 제279호)의 경우도 1982년 지정

당시에는 없었으나, 1985년 복토와 함께 석축을 40.5㎡

신설하는 등 지정이후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

으로 복토와 함께 수목의 생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은실정이다.

쇠당김시설은 가지가 여러개인 수목이 갈라지거나

부러지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줄기나가지사이를서로

쇠줄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14개소 중 9개소(64.29%)

에서 설치되었다.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천연

기념물 제95호)의 경우 쇠당김은 관통형으로 설치되었

는데불량하여교체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었다. 

안내판은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역사와 생물학적

특성 등 제반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문화재로

서의 정보를 전달하므로 중요한 보호시설이다. 1962년

지정된것부터최근에지정된것에이르기까지안내판은

14개소 전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형식과 크기에 다소

차이가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14개의 생육환경과 제원 및 토양환경, 보호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재로서 보전하기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하 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생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강원도

내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는 3개의 지표를 5등급

으로 구분하여 종합적 생육현황을 판정한 결과 보통

혹은 보통이상이 14개소 중 전체의 11개소(78.57%)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의 접근성이

낮고 입지환경의 대다수가 산림인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원을 분석한 결과 수고는 평균 18.80m(3.30~

29.49m), 수관폭은 동서와 남북의 길이가 평균 21.75m

(5.30~33.90)와 21.84m(5.36~38.80), 근원둘레는 평균

7.34m(1.95~14.74)로 분석되어 대체적으로 시도기념물

노거수에비해제원이큰것을알수있었다. 

셋째, 토양환경분석결과토성, pH, 유기물함량, 양이온

치환용량등대부분은평균치내의적정한값이나유효인

산은 과 양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위적 과잉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주 파손 유무 피뢰침 설치 필요성 석축@ 쇠당김 안내판

76 월 하송리 은행나무 - ○ ○ - ○

349 월 청령포 관음송 이동 필요 ○ × 관통형 1개소 ○

348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 제거 및 보수 필요 × × 밴드형 2개소 ○

433 정선 두위봉 주목 - ○ × 관통형 1개소 ○

498 평창 운교리 밤나무 양호 × × - ○

16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양호 - × 관통형 1개소 ○

461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 × × - ○

484 강릉 오죽헌 율곡매 - × × - ○

351 속초 설악동 소나무 - ○ × 관통형 1개소 ○

95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양호 ○ × 관통형 1개소 불량 ○

272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 ○ × - ○

363 삼척 궁촌리 음나무 제거 및 이동 필요 - ○ 관통형 1개소 ○

167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이동 및 보수 필요 ○ × 관통형 5개소 ○

279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교체 필요 ○ ○ 관통형 1개소 ○

표 6 강원도 내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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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등 생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호시설로 지주대, 피뢰침, 석축, 쇠당김시설,

안내판등시설물의상태는양호하나수목에직접적으로

피해를주고있는지주대와쇠당김시설은@ 신속히교체가

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생육과 토양특성, 보호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

하 으며, 생육과입지환경인자와의상관관계분석등은

추후과제로남겨둔다.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 월 하송리 은행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세부 전경 c.안내판

사진 2 월 청령포 관음송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3 정선 반론산 철쭉나무와 분취류 자생지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4 정선 두위봉 주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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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6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7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8 강릉 오죽헌 율곡매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9 속초 설악동 소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5 평창 운교리 밤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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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1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2 삼척 궁촌리 음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3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4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전경

a.동절기 전경 b.하절기 전경 c.안내판

사진 10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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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d big tree transcends the simple meaning of trees as they are the natural monuments that embody the people’s
history and culture of this l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CHA) defines and protects old big tree
based not only on the size of the tree but also on its definitive cultural and natural factors such as value, implications,
and originality.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habitation and measurements, the soil conditions, as well as the
protective facilities of 14 old big tree spread throughout the Gangwondo.

The research examined the soundness of the arboreal form, the degree of damage on the bark, as well as the
quantity of leafs levels to evaluate the overall condition of growth and development. Then, the tree height, the east-
west and south-north width of the crown, the sternum circumference, and the root circumference were recorded to
identify the measurements of the selected old big tree. Also, the research analyzed 9 elements such as soil texture, pH
levels, and organic cont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soil upon which the trees draw
nutrition. Finally, the research evaluated supporting pillars, lightning rods, iron pulling-facilities, as well as notice
boards to study the protective facilities of old big tree. The research procedures revealed that 78.57% of the old big tree
identified as natural monuments in the Gangwondo have average to above average habitation conditions. Also, the
average tree height reaches 18.80m above ground while the average root circumference measures 7.34m. Moreover, the
results of the scientific analyses conducted on the soil elements determined that most chemical values were within the
defined levels, with the exception of phosphoric acid levels falling within the hyper-nutritious range. Finally, although
most of the protective facilities did support the habitation of the Old big tree, there were some supporting pillars and
iron pulling-facilities that actually damaged the trees. This research means to provide foundational reference data for the
analysis of the habitation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natural monument old big tree within the Gangwondo. A
follow-up topic led b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correlating environmental elements
that affect the habitation of the old big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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