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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과 문화’의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숲 관리는 ‘문화적 지속가능성’ 개

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문화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세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함의들을 추

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태조와 관련하여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조선의 왕목이었

고 왕도정치의 이념을 지지하는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 체제 속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사직제례와 관련 있는 사

직수(社稷樹)였다. 사직 제례의 숭배대상은 토지신(社)과 곡식신(稷)인데 고대 사회의 수목신앙을 이으면서 유교적 신

앙 및 예제에 편입된 것이 토지신이며 토지신의 구체적 모습이 사직수이다. 왕목과 사직수로서의 소나무는 조선 왕

실 통치의 종교-정치적 정통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소나무의 종교-정치적 상징성은 여러 측면으

로 표현되었다. 소나무는 조선 조정이 주관하는 예제가 봉행되는 신전과 사당을 위해서도 물적 기반으로도 쓰였다.

소나무의 이런 역할은 왕실 능원림, 왕실 관곽재를 위한 황장봉산의 소나무 숲, 왕의 거처 도성 내외사산 소나무 숲

의 조성, 방제, 보전, 관료적 관리로 확대 표현되었다. 문화사회적 임업의 역사적 사례인 이러한 소나무 숲의 종교-

정치적 관리 체계는 조선의 경제적인 숲 관리 체계인 송정이나 조선 전기의 의송처와 금산의 소나무 숲 및 조선 후

기의 봉산 체계의 소나무 숲의 경영과도 비교가 가능하고 공통성과 고유성을 함께 보여준다. 왕실의 소나무 문화는

대중적 의식에도 영향을 끼쳐 백성들이 금표가 있는 능원림, 금산, 봉산에서 시행된 금양(禁養)된 토지 또는 숲과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말림갓’이라는 순한국어 단어를 형성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근세조선은 사직단, 능원림,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도성내외 사산의 소나무숲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회적 임업을 실행하였다. 조선 시대 소나

무 숲의 보전과 경영에는 풍수지리, 민속신앙, 불교적 요소가 통합된 조선의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가 경제적 목적

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여러 세대를 걸쳐 장기적인 문화-자연적 평형이

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문화적 지속가능성인데, 숲과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현대인이 문화-자연 유산을 발굴하

고 여러 세대에 걸친 보전으로 변환하며,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하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초학제적 지식인 지속가능성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근세조선의 사례 연구의 함의로 추출되었다. 

Abstract: From a new perspective of “humans and the culture of forming and conserving the environment”, th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an be reformulated under the concept of “cultural sustainability”. Cultural

sustainability is based on the emphasis of the high contribution to sustainability of the culture of forming and

conserving the environment. This study extracts the implications to cultural sustainability for the modern world

by investigating a historical case of the culturo-social pine forestry in the Joseon period of Korea. In the

legendary and recorded acts by the first king Taejo, Seonggye Yi,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was the

“Royal tree” of Joseon and also the “Sajik tree” related intimately with the Great Sajik Ritual valued as the

top rank within the national ritual regime that sustained the Royal Virtue Politics in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Into the Neo-Confucian faith and royal rituals of Joseon, elements of geomancy (Feng shui), folk religion, and

Buddhism had been amalgamated. The deities worshipped or revered at the Sajik shrine were Earth-god (Sa)

and crop-god (Jik). And it is the Earth god and the concrete entity, Sajik tree, that contains the legacy of syl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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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descended from the ancient times and had been incorporated into the Confucian faith and ritual regime.

Korean red pine as the Royal-Sajik tree played a critical role of sustaining the religio-political justification for

the rule of the Joseon's Royalty. The religio-political symbolism of Korean red pine was represented in diverse

ways. The same pine was used as the timber material of shrine buildings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rituals

under Neo-Confucian faith by the royal court of Joseon kingdom before the modern Korea. The symbolic role

of pine had also been expressed in the forms of royal tomb forests, the Imposition Forest (Bongsan) for royal

coffin timber (Whangjangmok), and the cre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and bureaucratic management of the

pine forests in the Inner-four and Outer-four mountains for the capital fortress at Seoul, where the king and his

family inhabit. The religio-political management system of pine forests parallels well with the kingdom's

economic forest management system, called “Pine Policy”, with an array of pine cultivation forests and

Prohibition Forests (Geumsan) in the earlier period, and that of Imposition Forests in the later period. The royal

pine culture with the economic forest management system had influenced on the public consciousness and the

common people seem to have coined Malrimgat, a pure Korean word that is interchangeable with the Chinese-

character words of prohibition-cultivation land or forest (禁養地, 禁養林) practiced in the royal tomb forests,
and Prohibition and Imposition Forests, which contained prohibition landmarks (Geumpyo) made of stone and

rock on the boundaries. A culturo-social forestry, in which Sajik altar, royal tomb forests, Whangjang pine

Prohibition and Imposition forests and the capital Inner-four and Outer-four mountain forests consist, was being

put into practice in Joseon. In Joseon dynastry, the Neo-Confucian faith and royal rituals with geomancy, folk

religion, and Buddhism incorporated has also played a critical humanistic role for the culturo-social pine

forestry, the one higher in values than that of the economic pine forestry. The implications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historical case study on the Royal-Sajik tree and culturo-social forestry of Joseon : Cultural sustainability, in

which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environment maintains a long-term culturo-natural equilibrium or

balance for many generations, emphasizes the importance that the modern humans who form and conserve

environment need to rediscover and transform their culturo-natural legacy into conservation for many generations

and produce knowledge of sustainability science, the transdisciplinary knowledge for the intera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humans, which fulfills the cultural, social and spiritual needs. 

 Key words : Royal tree, Sajik tree, culturo-social forestry, Pinus densiflora, culturo-natural legacy, Joseon dynasty, reli-

gio-political symbolism, cultural sustainability

서 론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사

례는 인간과 숲의 상호작용 역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

을 수 있다. 인간과 숲의 상호작용은 문명을 일구는 인간

의 숲 파괴라는 측면과 인간의 숲 조성이라는 양면을 가

지고 있다. 인간과 숲의 상호작용이 균형이나 평형을 이

루었을 때 보다는 파괴 쪽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강한 것

은 사실이다. 숲과 나무의 벌채와 이용이 전 세계의 여러

문명들의 발달과 함께 지역 환경의 파괴와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펄린, 2002[1989],1)

Harrison, 1992). 인간과 숲의 상호작용 역사는 역사적 기

록이 생겨나기 이전인 선사(先史) 시대(웬키, 2003[1999]),

곧 아주 오래된 상고(上古)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신

석기 시대부터 인간은 숲을 개간하고 농경을 시작하였으

며, 이에 따라 고대 사회가 형성되었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철제 기

구를 사용하던 시기에도 역시 나무와 숲은 문명을 일구는

중요한 물적 기반이었다. 엔진 이전 시대의 인간과 숲의

상호작용은 동력원이 화석연료를 쓰는 기관(엔진)으로 바

뀐 현대의 모습과는 엄청나게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의 환경학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Nachhaltigkeit)에 맞추어져 있다 (Clark and Dickson,

2003; du Pasani, 2005). 환경학, 또는 환경과학은 지속가

능성에 기존의 정립된 여러 학문분야와 학제들의 간학제

적(interdiscipliary), 또는 다학제적(multidiscipliary)으로 접

근해 왔으나 최근에는 초학제적(transdisplinary) 지식의 생

산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목재생산이라는 산림

의 경제적 이용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수확, 혹은 보속수

확(sustained yield)에 대한 패러다임이 성립하였던 것에서

부터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우균, 1995; Agnoletti,

2006).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무한한 경제적 성장이란 없

는 것이며 성장의 한계가 있음이 자각되었고 환경의 시대

에 걸맞는 경제 사회 발전 개념으로 확장되어 온 것이고

(du Pasani, 2005), 이러한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전 지구적 이념이자 가치

로 정립되었다(세계환경발전위원회, 2005[1987]). 그러한

1)번역서의 한글판 간행연도의 뒤에 사각괄호[ ]를 이용하여 원저의 간행연도를 표시하였다. 번역서의 원저자는 한글로 표기

하고 성(surname)을 기준으로 인용문헌의 가나다 순서에 맞게 한글문헌 속에 편입시켰다. 번역서의 원저자는 성을 기준으로

본문에도 한글문헌과 같이 기입하였다. 영문원서는 본문에서나 인용문헌에서 영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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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맞추어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개념(Maser,

1994; Oliver, 2003; Sample and Cheng, 2004)도 생겨났

다고 할 수 있다(Agnoletti, 2006). 

지속가능한 숲 관리, 혹은 지속가능성 임업은 사회경제

적 효용, 생물다양성, 목재와 비목재산물의 생산용량, 산

림건강, 토양과 물의 질, 탄소보유의 여섯 가지 범주로 묘

사될 수 있다(Oliver, 2003). 하지만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에서 채택된 산림원칙의 조항들 중에 숲의 최대다중가치

(full multiple values)는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필요들과 함께 문화적 및 정신적(spiritual) 필요들을 충족

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조항2)이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에 인간의 문화적 및 정

신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요소들의 기여도는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Parrotta and Agnoletti, 2007). 유럽이외

의 여러 지역의 환경과 인간의 전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

는 개념적 틀로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과는 대비

되는 ‘숲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이라는

인간관을 전제하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

하고 보전하는 문화의 기여도가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3)

한국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 개념이 나름대로 구체적

형성의 실마리가 생겨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실마리는 세 갈래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우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인문 문화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와

숲에 대한 지식들이 연구, 정리되었고(전영우, 1995, 1997,

1999), 학문적 정립을 염두에 두면서도 먼저 대중에 직접

다가가는 환경 및 문화론적인 사회 운동의 형태로 전파되

기 시작하였다(이정호, 2005). 두 번째로 전통적인 공간 이

용과 연결된 조경학적이거나 경관생태학적인 전통 생태

학의 연구도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를 축적하였다(김학범

과 장동수, 1994; 이도원, 2004). 세 번째로 유럽식 경제성

임업 모델을 먼저 도입한 후에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

의의 조선 산림정책 전무론의 여러 왜곡된 주장들을 뒤집

는 산림정책사 계열의 연구도 상당부분 진행되어 조선 후

기의 산림정책에 대한 체계적 윤곽이 상당히 정립되었다

(배재수, 1995, 2000, 2002; 박봉우, 1996b; 최덕수 등,

1997; 이기봉, 2002). 

전통 시대 환경의 역사, 그리고 그 환경과 문화의 상호

작용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노력에는 현대 사회의 시각으

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통 시대의 자연 자원 이용

과 보전의 원리를 그 시대의 논리의 맥락(context)에서 규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같은 동북아

시아의 전통 시대는 서구적 과학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았

던 시대이고 당대의 지식과 논리 체계에 의해서 사회가

운영되던 시대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4) 또한 전통 시대

는 현대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사회를 움직이는

논리로 자리 잡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발굴 및

확인되는 ‘문화사회적 임업’5)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현

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적용가능한 함의들을 추출하

2)산림원칙(Forest Principles)의 원래 명칭은 ‘모든 유형의 숲의 관리,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지구적 컨센서스를 위한

원칙들(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

est)’이다(United Nations, 1992). 산림원칙의 2조 b항에는 “산림자원과 산림토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필요들을 충족시키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경영)되어야 한다..... 숲(산림)의 최대다중적 가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

기 오염을 포함한 공해, 화재, 병충해와 같은 위해적 효과들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3)동북아시아나 한국과 같은 18세기 이전의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는

독일 혹은 유럽식의 경제성 위주의 임업이라는 시각에서 일정 정도 벗어나는 시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보

속수확을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 위주로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진 측면에서 벗어난 이후에 경제성을 일면적으로는

포함하면서도 범위와 내용의 확장을 시도해야한다. 서구적 문명이 일반화되어 버린 현대 이전의 유럽이외 지역의 문명을 지

탱하고 지속시킨 고유의 문화의 역할이 작동하였던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전통 사회의 지식과 논리체계는 우선적으로 현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회규범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 동양의 사회규

범은 크게 예(禮)와 법(法)으로 분류된다. ‘예’는 크게는 나라의 국체(國體)와 통치형태, 신분질서와 신분상의 특권, 재산 상속, 그

리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제도를 규정하는 관습법적 성격을 지니며, 나아가서는 도덕과 예절 그리고 매너와 에티켓까지도

규정하는 행위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비해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준칙(準則)’들

로서, 주로 ‘형법’의 성격을 지닌 강제규범들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자체의 안정을

방위하는 기능을 지닌다.”(이승환, 2001, p.14). 근세조선과 같은 유교적 질서를 중시하던 사회의 “동양의 유가화된 법 전통에

서 ‘법’은 ‘예’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예’은 다시 정의(正義)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즉 동양사회에서 법은

예의 하위개념이었으며, 예는 다시 정의의 하위개념이었던 것이다.”(이승환, 2001, p.15). 따라서 근세조선과 같은 사회는 예

(禮)가 사회규범 및 문화 원리로 연결되는 ‘예치(禮治) 사회’였다. 
5)본 논문에서 ‘문화사회적 임업(culturo-social forestry)’을 숲 관리의 주목적이나 실행(practice) 자체가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의의 문화와 사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임업으로 정의한다. 숲관리의 목적과 실행이 경제적 목적에

맞추어져 있는 근대 경제적 임업(eoconomic forestry)에 대조되는 의미의 문화와 사회 활동으로서의 임업을 지칭한다. 반면에

문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문화적 숲 관리(cultural forest management)’는 경제성 숲 관리와 문화사회적 숲관리를 포함

할 뿐만이 아니라 강이나 하천의 범람을 막는 숲의 조성과 같은 환경보호성 숲 관리 등의 여러 범주의 인간의 숲 관리 모두

를 포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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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세계

의 여러 지역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근대 이전의 여러 세

계 문화권역에서 나무와 숲의 문화사회적 이용과 경제적

이용은 서로 분화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문화에 밀

접히 결부되어 내려 온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근세조선(1392-1910) 이전 시기부

터 존재하였다가 전승된 문화사회적 임업의 존재에 대해

서는 일부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기적 경제

성 및 과학성이 앞서는 서구 임업이 한국과 같은 동북아

시아 사회에서 실행되고 강조되어 전통 사회가 가진 문화

사회적 임업의 자세한 모습은 연구되지 못했다. 나무와 숲

이 가진 동북아시아 전통 사회에서의 중요성은 ‘지속가능

성 과학’6)의 입장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의 전통 시대, 곧 1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 근

대화 과정 이전의 사회, 곧 근세조선과 같은 중세 사회에서

목재는 건축재나 선박재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고, 왕실에

서부터 보통의 백성들, 심지어 천민에 이르기까지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제공한 중심 자연 자원이었다.

목재는 또한 금속의 제련과 도자기, 염전을 경영하는 조선

문명을 지지하는 연료 및 에너지 자원이기도 했다. 동북아

시아에서 금속재료 및 다른 산업 재료, 석유와 같은 화석연

료 및 다른 에너지원이 현대 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지지하

는 중요 요소들로 자리 잡은 것은 길게 잡아야 1 세기, 짧

게 잡으면 70-80년 도 채 안 되는 최근의 과정이다.7)

조선 문명을 일구게 한 물질적 기반에서 나무와 숲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큰 것에 비례해서 나무와 숲을 바라보는

인문적 기반도 상당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동북아시

아의 중세 사회에서 조선은 성리학적, 신유학적 이념을 가

장 충실하게 적용하여 국가 및 사회를 운영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신유학(新儒學), 또는 성리학(性理學)은 전근대적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는 문

화 원리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세조선 시

대를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사회적 임업이 경제

적 임업 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근세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을 이끌

어간 논리는 성리학적 예제에서 나왔다. 조선 사회는 성리

학적 이념을 충실히 적용하였지만, 조선은 이전의 고려로

부터 물려받은 토착 신앙의 요소나 불교적 요소들을 성리

학적 신앙 및 예제 체계로 취사선택적으로 통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시기는 태

조 이성계의 창업시기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태조 이성계의 조선 창업시기부터

조선 초기를 중심으로 고대 문화로부터 전승된 수목신앙

계열의 왕목 및 사직(社稷)나무가 조선에서 차지한 종교-

정치적 역할을 역사학적으로 확인하였다.8) 또한 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 속에서 왕목-사직나무의 상징성이 가지

는 위치를 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

능성에 필요한 함의들을 추출하였다. 

종교-정치적 상징성의 구체적 표현 

전근대 왕국인 조선의 정치적 정통성은 성리학적, 또는

신유학적 문화권력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성리학적 문화

권력의 중심은 조선왕실에 있었고, 사대부가의 문화도 왕

실의 전범을 따라서 이루어 진 것이 많다.9) 왕실의 예제는,

곧 조선이라는 국가의 예제와 동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

에 6조 중의 하나인 예조(禮曺)에 왕실의 예제의 준비와

봉행과 경영을 책임지는 부서가 따로 있었다. 

6)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대상으로 이분되어 왔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접근은 따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접근법이나

제도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 왔는데, 최근에 환경이나 기후변화연구에서는 ‘연계 인간-자연시스템(coupled human and natural

system)’ 혹은 ‘사회적-생태적 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 SES)’처럼 연계된 체계(system)에 대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의 통합 연구가 출현하여 나름대로의 체계와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초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Clark and Dickson

(2003); Young et al., (2006)). 연계 인간-자연시스템을 전지구적 규모에서 지역규모에 이르기까지 연구하는 초학제적 지식 생

산 연구프로그램을 ‘지속가능성 과학(sustainability science)’으로 부르고 있다(Clark and Dickson, 2003). 
7)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760년 무렵으로 약 250년 전 부터 석탄과 석유를 포함하는 화석연료 동력에 의

한 기계와 공장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군과 해양무역업을 자랑하던 영국이 목재 범선(sailing ship)에서

철재 증기선(steamship)으로 기술체계를 전환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른다. 따라서  철재 증기선의 도입도 거의

10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다. 그 이전은 서구에서도 바람과 돛을 이용한 목재 선박이 대부분이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선박도 목재로 건조된 배였다.   
8)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헌 발굴, 정리 및 분석과 실행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간적인 순서로는 1)기존 개념 정리 → 2)

사례 발굴 → 3)역사학적 접근 → 4)함의(implications) 추출의 단계를 가진다. 1)지속가능성 관련 저서와 국제연합 및 비영리

단체 문헌을 분석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형성한 세 갈래의 연구 및 실행들에서 나타난 사례들과 비교, 종합하는 기초 선행 연구조사를 통하여 현대의 문화사

회적 임업(culturo-social forestry)에 해당하는 실행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근세조선의 역사적 사례, 곧 왕목-사직수와 문

화사회적 임업의 존재 사례를 발굴하였다. 3)근세조선의 예제와 왕목-사직수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연

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측면들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http://silok.history.go.kr)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한글번

역문과 원문을 다운로드하고(기간 2008.10.19~12.01), 주제와 시각들에 맞게 교차적으로 배열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화가

의 미술 작품 중에 생태적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진경산수화)도 발굴, 분석하였다. 4)역사적 사례에서 나타난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함의들을 분석적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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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을 포함하는 조선의 지도층은 대부분 행정적인 권

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제사의 종교-정치적 체제 속

에서 자신에게 분담된 일정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조선의 신유학적인 사회체계, 성리학적

인 국가 체계의 전반에서 국가 제사는 가장 중요한 문화

적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안

돈을 기원하는 국가 제사들에서 가장 크고 높은 종교-정

치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종묘(宗廟)

와 사직단(社稷壇)의 제사였다(김태영, 1973; 한형주 2002).

종묘와 사직을 합쳐서 종사(宗社)로 부른 것에서 그 좋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직은 곧 나라와 동격을 의

미하는 말로 쓰일 정도로 중요했다. 따라서 조선의 조정

에 출사한 성리학적 관료들은 서적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성리학적 예제(禮制)와 그 의미들을 국가 제사의 형태로

표현된 행사들에 직접 참여하고 수행하면서 체득하였다. 

동북아시아의 고대 사회에서는 천(天), 지(地), 인(人)에

대한 제사를 중원지역10) 이나 만주-한반도 지역에서 모두

중요한 종교-정치적 행사로 거행하였는데, 하늘과 일월성

신(日月星辰), 대지 및 산천(山川)에 대한 제사와 사람의

조상들에 대한 숭배로 압축할 수 있다. 중원의 경우 대지

신의 개념으로 후토, 총토, 지기 등의 이름들이 거명할 수

있으나 가장 현저하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최상위를 차지

한 사례는 ‘사(社)’이다(금장태, 2004). 중원의 주(周)나라

(BC1046~722)에 와서 주족(周族)의 곡식신인 직(稷)과 결

합되어 사직으로 융합되었다. 중원에서도 기원전 10, 11

세기 이전에는 사단(社壇)이 있었고, 사수(社樹)가 대지신

의 표상으로 숭배되어 온 것이다. 사수 혹은 사나무의 수목

신앙 전통이 국가 제도로 정착되었다. 만주-한반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기의 단군 신화에 신단수(神檀樹)의 전통이

수목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

이다(박봉우, 1993; Yi, 2006; 최광식, 2007). 단군의 실존이

기원전 23, 24세기 정도로 비정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통

으로 내려오던 수목신앙의 유산은 충분하게 확인된다. 

사직단을 세우고 토지신(社)과 곡식신(稷)에게 제사를 드

리는 중원식 제도가 만주-한반도에 수입된 것은 통일신라

와 발해의 시대인 것으로 보인다.11) 실제로 중원식의 사직

단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은 통일 신

라의 784년 선덕왕대(선덕왕 4년) - 발해의 문왕 시대, 당나

라 덕종 시대와 동시대 - 에 확실하게 등장 한다 (채미하,

2003). 당(唐)의 제사제도를 수입하여 통일 신라 고유의 체

계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최광식, 1996; 채미하, 2003). 고

려에도 사직단이 있었고, 왕가의 사당으로 태묘가 있었는

데,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종묘로 이름이 바뀌었다. 

1. 조선의 사직제사와 사직단 

조선은 고려의 유제를 상당부분 보전하면서도 성리학

적 이념과 유학 경전에 더욱 충실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의 국가 제사 제도는 중원 지역의 역대

여러 왕조의 예제들을 고증하고 살펴보면서도 명나라 초

기의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많이 본받았다. 

사직단은 수도 한양 도성 내에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축소된 형식으로 지방관을 파견한 조선 전역에 대부분 모

두 건립되었다. 태종대에 전국 각 지역의 읍치(府, 牧, 郡,

縣)에 사직단을 설치할 것을 왕명으로 내렸다.12) 도읍(都

9)예를 들어 성씨 족보도 성종대 이후로 조선왕실의 선원보(璿源譜)가 출간되면서 양반사대부가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선원보

는 왕실과 종친의 가계도를 정리한 것으로 양반층의 종가에서 이전에 내려오던 가내 문헌들을 정리하여 선원보와 비슷한 형

식의 기록유산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10) ‘중원(中原)’은 현대 중국의 산서성, 섬서성, 하북성의 황화유역과 관련된 지역으로 동쪽의 뤄양(洛陽)과 서쪽의 시안(西安) -

옛 장안(長安)-을 잇는 지역을 주로 지칭하고, 중원의 상고시대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거쳐서 당나라에 이르기 까지 대

부분의 고대 국가 들의 도읍들이 위치했었던 곳이다. 동쪽으로 확대하면 북송대의 수도 카이펑(開封) 등지까지를 잇는 지역

을 중원으로 부를 수 있다.
11)삼국사기(김부식, 1145)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247년)조에는 조조가 세운 위(魏)나라의 관구검-동호족으로 분류되는 선비

족과 같은 계열의 오환족 출신의 위나라의 무장 - 의 고구려 침입 때에 국내성(환도성)이 함락되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국

내성 보다 남쪽에 있는 평양에 일시적으로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는 기사가 나온다 (王以丸都城經亂不可復都 築平壤城 移民

及廟社). 이는 이미 국내성에 종묘와 사직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묘(廟)로 표현된 고구려의 종묘의 양식이나 사(社)로 표

현된 사직단의 양식이 중원식이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상고시대의 수목신앙이 토지신으로 정착되는 과정은 비

슷한 양상이지만 실제로 그 신앙은 중원보다는 만주-한반도에서 더욱 오랫동안 존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숭배양식

이나 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50년 후 광개토대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이 392년에 국사(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했다는 기사(命有司 立國社 修宗廟)도 있다. 앞의 동천왕조의 사(社)와 고국양왕의 국사(國社)는 다른 형

식과 목적으로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저자 김부식이 같은 것으로 보아 단지 국가의 사단(社壇)으로 국사를 쓴 것인지는 앞

으로 규명되어야 할 주제이다.
12)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상고하건대,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행하고, 서

민(庶民)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이사(里社)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개성 유후사(留後司) 이

하 각도 각 고을에 모두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按 “洪武禮制, 府州郡縣, 皆立社稷壇, 以春秋行

祭 至于庶民, 亦祭社, 乞依此制, 令 開城 留後司以下各道各官, 皆立社稷壇行祭”, 允之) (조선왕조실록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http://silok.history.go.kr)의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였고, 일부는 맥락과 내용에 맞게

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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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에만 종묘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최초

로 한양의 도성 내부에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13)에 따

라 정궁인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가 서쪽에는 사직단이

건립되었다.14) 고려의 사직단이 도성의 바깥에 있었던 것

과는 대조적이다. 전국 읍치의 진산(鎭山)을 중심으로 보

통 동쪽 읍성 바깥에 유학의 성현인 공자를 제사하는 문

묘(文廟), 곧 향교를 설치하였고, 진산의 서쪽에 읍성 바

깥이나 안쪽에 사직단을 설치하는 종교-정치적 공간 배열

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충청도 전반에 대한 사례로 김기

덕과 이재현(2003)을 참조). 문묘는 공자의 사당으로 조선

이 신유학적(성리학적) 국가 이념을 실천하는 의미를 가

지면서 재지사족(在地士族)의 정신적 중심으로 삼은 것이

다. 반면에 조선의 부목군현의 사직단은 사족뿐만이 아니

라 기층민들의 토속신앙적 요소들을 토지신과 곡식신으

로 모으는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중앙집

권에 의한 정치-행정적 통제와 더불어 백성들의 신앙과 이

념을 왕토신앙과 성리학적 이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조

선 전국의 모든 읍치(邑治)에 존재한 사직단은 신라 후대

로부터 ‘국토의 수호신의 역할’(채미하, 2003)도 하였던

전통을 그대로 잇는 것이었다. 국토 수호신의 역할은 중

원보다는 한반도 국가인 신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는 원구단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기도 했는

데, 후기로 갈수록 사직제사와 산천제사로 대표되는 지제

(地祭)만을 지냈다. 원구단의 제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사

직제사는 천지제(天地祭)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정경희, 2005). 사직제례는 종묘제례와 함께 국가의 안녕

과 백성의 안정 및 농경의 성공을 기원하는 정시제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경에 중요한 강우의 다소

에 따라서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15) 뿐만이 아

니라 국왕의 질병 치유16)를 비는 임시제례의 특징도 있었다.

사직제례도 종묘제례와 같이 헌관(초헌관, 아헌관 및 종

헌관) 및 집사들과 같은 제관들의 위계체계가 있었고, 제

사 드리는 네 신위(태사, 후토, 태직, 후직)17)중에 태사

(太社)의 초헌관이 가장 높은 직위의 사람, 곧 국왕이 친

히 드리는 제례에서는 국왕이 맡게 되어 있다. 종묘제례

에 일무(佾舞)와 제례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직

제례에도 일무와 제례악이 동반되었다. 사직단은 이러한

국가 제례를 거행하는 성스로운 장소의 기능을 담당하였

다. 종묘서와 마찬가지로 도성 한양의 사직단을 담당하는

사직서(社稷署)18)가 있어서 소속 관리들이 사직단을 관리

했다.

2. 조선의 왕목 및 사직수

조선의 사직단에서도 동북아시아 고대사회로부터 기원

한 수목신앙의 유산을 찾을 수 있다. 수목신앙으로부터 기

원한 종교-정치성이 조선의 사직단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사(社)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국사(國社)도 있고,

왕이나 황제 개인적인 왕사(王社)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豊沛)에는 분유사(楡社)라고

하는 사당이 있었다고 하는데,19) 일차적으로 유방의 고향

13)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삼봉 정도전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직접적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에 대한 언급이 있

다.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

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

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 堂寢之

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조선왕조실록, 태조 1권 1년(1392 임신)). 
14)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실록에는 이성계가 직접 경복궁의 서쪽에 있는 산 아래에 사직단을 세우는 것을 시찰한 적도 있

음을 기록하고 있다. “임금이 서봉 밑에 거둥하여 사직단 쌓는 것을 보았다(上幸西峰下 觀築社稷壇)”(조선왕조실록, 태조 7

권 4년(1395 을해)). 
15)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질 때에 드리던 제사로 비가 멈출 것을 기원하는 제사를 기청제라고 한다. 사직단은 기우와 기

청 모두를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기청제의 사례로 세종 6권, 1년(1419 기해) 12월 27일 첫 번째 기사에 “비 개기[晴]를 사

직에 빌었다(祈晴于社稷)”가 있다. 
16)세종과 문종의 경우에 왕이 병에 걸려서 위독할 때에 사직단, 종묘, 산천에 질병의 치유를 비는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

다(세종 29권, 7년 1425년 을사/문종 13권, 2년 1452년 임신). 
17)사직단에 배향하는 지신계 신앙의 숭배대상의 이름은 고려가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불렀던 것을 조선 초기에 명나라의

제후국 양식으로 국사(國社), 국직(國稷)으로 바꾸었다. 성리학적 대의 명분에 입각한 맥락에서 였다. 조선 중기 및 후기를

지나서 1897년 고종의 대한제국에 와서 이를 다시 태사와 태직으로 다시 바꾸었고 (1897년 10월 8일), 현재의 사직대제에서

는 태사, 태직으로 쓰고 있다. 지신계 신위들의 관계는 태사는 후토와 짝을 이루고, 태직은 후직과 짝을 이룬다. 사직단의 쌍

단체계에서 태사와 후토는 동단(東壇), 태직과 후직은 서단(西壇)에 배향한다. 지신계 숭배대상의 이름에서 태사(太社)와 후

토(后土)가 위계적 계열을 이루는 것에도 사(社)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상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태직과 후직의 용례로는

태토와 후토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태사이며 사신이 가장 오래되고 상위라서 그대로 사(社)자가 유지된 것이다. 신

위도 태사지신(太社之神)으로 쓴다.
18) 1462년 6월 9일 이조(吏曺)에서 종묘서와 연관된 사직단 관리 관직에 대한 계가 세종에게 올려지고, 약 두 달 후에 예조(禮

曺) 산하의 7품 아문으로 사직서가 만들어 진다(조선왕조실록 세종 32권, 8년(1462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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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는 곳의 왕목 및 사수(社樹)는 느릅나무(楡)의

일종인 것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탄생지가 영흥이고,

장성한 이후의 주요 활동지가 함흥이었는데, 이 지역을 조

선이 창업된 이후에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사를 빌어 풍

패 지역이라고 일컬었다. 이성계의 함흥 잠저는 이후에 함

흥본궁(咸興本宮)으로 개편되는데, 함흥본궁에는 조선창

업이후에 자신의 선조 4대의 추증왕(목조, 익조, 도조, 환

조)과 추증왕비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누각은 한고조의

전례를 따라 풍패루로 명명하였다.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조선의 왕목(王木)은 소나무(Pinus

densiflora)로 파악된다. 우선 이성계의 호가 송헌(松軒)이

라서 소나무 건물 또는 소나무로 만든 수레를 의미한다.

이성계의 함흥본궁에는 이성계가 이 함흥본궁에 손수 심

었다고 하는 수식송(手植松)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나무들

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건

국 약 300년 후인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가 겸재 정선

(1676~1759) (변영섭, 1997)의 그림 ‘함흥본궁송(咸興本宮

松)’에도 태조 이성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

나무 세 그루가 묘사되어 있다. “정선은 산수 속에 등장하

는 소재 또한 실제 현장을 답사하여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소나무, 낙엽수, 대나무 숲과 매화, 복사꽃을 선명하게 구

분하였으며, 침엽수라고 해도 ‘부자노묘회(夫子老廟檜)’에

서는 늙은 전나무 고사목과 함께 울창한 잣나무 숲을 그

렸고, 함흥본궁송에서는 노송 세 그루를 사실적으로 표현

했다(오병훈, 2001).” 현재에도 소나무들이 함흥본궁 경내

에 존재한다. 함흥본궁에는 또한 명궁인 태조 이성계가 그

의 활을 걸어 놓았다는 쾌궁송(掛弓松)도 있다. 함흥본궁

의 수식송, 괘궁송 같은 조선 왕실의 성역(聖域) 소나무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의 느릅나무에 비견되는 종

교-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준다. 

소나무는 조선의 왕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직수(社

稷樹)라는 증거도 진경산수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진경산

수화와 같은 과거의 시각적 기록이 미학이나 미술 사학등

의 분야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경관생

태학이나 산림생태학 또는 조경학의 분야에서도 큰 의미

가 있다(이 선, 2001).” 함흥본궁송을 그린 정선의 다른

그림에 ‘사직노송(社稷老松)’이 있다(그림 1). 하나의 예술

적 작품으로 사직노송도를 보는 것은 미술사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만, 진경(眞景)을 대상으로 그린 시각적 기

록으로서 사직노송도를 보는 것은 역사학적 가치를 가진

다. 정선은 현재의 서울 필운동, 청운동, 자하문 일대인 당

시의 장동(壯洞)에 오래 살았다. 그의 그림에는 장동팔경

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그림묶음이 있다. 그중에 청송

당이라는 그림은 현재의 북악산-인왕산 계곡을 그린 것이

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시찰한 사직단은 인왕산 산 아래

인달방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는 변화되지 않았다. 현

장 답사를 하고서 그림을 그리는 정선의 습성상 이곳에

있는 노송을 주제로 삼은 것에는 단순히 사직단 주변에

19)사마천의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나온다.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례(周禮) 제 3권 지관사도(地官司徒)의

대사도(大司徒)는 국가 강역지도와 인구수 및 전지역의 거리측정과 토산물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경대부(卿大夫)이다. 그의

책무 중에 “도읍지역인 경기와 지방을 구분하고 고랑을 파고 흙을 북돋아올리고 사직의 낮은 담( )을 설치하여 큰키나무

로 그 경내의 주인(神)으로 삼는다. 주변 평원지역의 마땅한 나무로 그 사직과 지역의 이름을 붙이(制其畿彊 而溝封之設  其

社稷之  而樹之田主 各以其野之所宣木 遂以名其社與其野)”는 것이 있다. 큰키나무(樹)로 사직단 경내의 주신(田主)으로 삼

는다는 것으로 보아 중원에도 사직단 경내의 중심적 상징은 큰키나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정선(1676~17590)의 ‘사직노송(社稷老松)’.



근세조선의 왕목-사직수, 문화사회적 임업, 그리고 문화적 지속가능성 73

사직단의 두 제단 체계에서도 토지신의 제단인 동쪽 사단

(社壇)의 본체로 신앙되던 수목을 그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노송이 실제로 있던 위치가 현재의 사직단 낮은 담

( )안쪽에 있었던지 아니면 지금은 없어진 사직서의 옛

터 주변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직노송도의 용

(龍)형상의 영물(靈物) 소나무가 사직단 경내에 있었던 시

각적 기록으로 볼 이유는 충분하다.20) 정선의 사직노송은

사직은, 곧 나라이고, 나라는, 곧 왕을 의미하던 문화적 상

징 체계 속에 있는 소나무를 그린 것이다. 당대의 실제의

사직단이 있던 성스러운 공간에 존재한 용틀임 모양의 오

래된 소나무를 그린 진경(眞景), 곧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3. 성리학적 신앙 및 예제의 물적 기반

조선 왕실은 궁궐과 왕실 저택의 건물을 건립하는 건축

재로서 소나무를 주로 이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리학적

예제 및 신앙의 물적 기반으로도 소나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왕실은 왕가 조상의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묘의 제실과 재궁(齋宮)을 짓는 데에도 소나무를 주요

건축재로 사용하였다. 왕과 왕비의 능원(陵園)의 재실(齋

室)의 건축재도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였다. 또한 왕실은

소나무 중에서도 엄선된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으로 지

칭하고 왕실의 관곽재로 사용하였는데, 황장목을 공급할

목적의 숲을 따로 장양(長養)하기 위해서 접근 및 벌채를

금지한 황장금산(黃腸禁山), 황장봉산(黃腸封山)을 조선

왕조 내내 관리하고 있었다(박봉우, 1992; 1996a). 

4. 풍수학적 경관 보전 

조선의 왕과 왕비의 능원(陵園)은 보통 풍수지리적 논

리에 의해서 명당(明堂), 길지(吉地)에 입지를 선택하여 왕

릉과 능원림을 조성하였고, 금표(禁標)를 설치하였으며,

능원을 담당하는 관리를 임명하여 왕릉과 능원림을 보전

하고 관리하였다(전영우, 2005; Chun and Tak, 2006). 명

당이나 길지를 택해서 능원을 조성하는 것은 왕실의 안녕

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었고, 성리학적 이념에 철저하였

던 조선이었지만 토속신앙적 요소를 강하게 간직한 풍수

학을 통합한 것은 조선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가 통

합을 이루려는 왕업의 흥기를 바라는 조치였다. 능원림의

조성에는 전나무와 같은 다른 나무들도 심었지만 소나무

를 주종으로 심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이

성계의 왕릉인 건원릉에 태조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소

나무를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22) 건원릉의 능원림을 조

성한 이듬해에 다시 태종은 창덕궁과 건원릉에 소나무 식

재를 명했다.23) 세종도 아버지인 태종의 왕릉인 헌릉에 소

나무를 식재하게 했다.24) 또한 능원의 소나무숲에 벌레가

창궐하면 사람들을 시켜 그 해충을 구제하여 능원림을 보

전했다.25) 또한 태조의 4대조 목조(穆祖) 이안사(李安社)

와 그의 부인의 추증왕릉과 추층왕비릉이 현재의 함경남

도 신흥군에 있는 덕릉과 안릉인데, 세종은 그 두 릉에도

소나무를 심게 했다.26) 이안사의 아버지와 어머니, 곧 고

려시대의 양무(陽茂)장군과 상장군의 딸이었던 부인의 능

20)정조대(7년, 1783년) 사직서의궤의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에는 소나무 한그루가 사직서 중문과 안향청(安香廳) 사이에 그려

져 있다.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표시하는 도설에서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 이유로는 그것이 사직단의 경내의 주인인 사수(社

樹), 혹은 사직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직단의 낮은 담인 유( )안쪽에도

수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한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설에는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의 정기를 끊고자

전국 각지의 풍수적 길지에 정을 박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사직서도 헐리고 사직노송이 사라

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21)왕릉의 길지와 같은 지리(地理) 해석의 전통적 지식체계를 조선 초기에는 ‘풍수학(風水學)’으로 불렀다. 태종대 하륜의 건의

로 설치된 10학-유학(儒學), 무학(武學), 이학(吏學), 역학(譯學), 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의학(醫學), 자학(字學), 율학(律學), 산

학(算學), 악학(樂學)-의 체계에 있었다(조선왕조실록 태종 12권, 6년(1406 병술) 11월 15일). 풍수학 수석자가 서운관(書雲觀)

에 임용되기도 하였다(세종 22권, 5년(1423 계묘) 11월 15일). 유학을 숭상하던 위계적 체계의 지식관은 풍수학을 풍수술(風

水術)로 낮추어 부르기도 하였다.  
22)조선왕조실록 태종 17권, 9년(1409 기축) 1월 18일 기사는 건원릉의 소나무 능원림 조성에 관한 것이다. 건원릉에 소나무를

심도록 명하고 여러 관리들과 부역을 담당할 일군들을 모아서 공조판서 박자청과 영양군 이응에게 감독하게 하였다고 한다. 
23)조선왕조실록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 1월 3일 기사는 창덕궁과 건원릉에 소나무를 심도록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4)조선왕조실록 세종 18권, 4년(1422 임인) 윤 12월 21일 “총제(摠制) 허권(許權)과 사직(司直) 이양달(李陽達)을 보내어 헌릉

(獻陵)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25)조선왕조실록 세종 15권, 4년 (1422 임인) 1월 28일에 개성에 있는 이성계의 정실 한씨의 능인 제릉(齊陵)의 소나무에 벌레

가 먹자 신하를 보내 “개성 유후사(留後司)의 인정(人丁)을 동원하여 이를 잡고, 또 소나무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 
26)조선왕조실록 세종 80권, 20년 (1438 무오) 1월 24일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뽕나무와 가래 나무를 반드시 공경한다고 하

였는데, 경흥(慶興)의 덕릉(德陵)과 안릉(安陵) 두 능은 옮겨 모신 지가 비록 오래 되었으나 그 터는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선

왕의 혼령이 오래 계시던 곳인 까닭으로 그 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에 가끔 선왕의 혼령이 나타난다 합니다. 비록 옮겨

간 옛터라 하더라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으니, 소와 말이 허물고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또 소나무를 심어 기

르도록 하며, 부근 마을 정장(正長)에게 봄·가을에는 산불을 금하게 하고 일반 사람은 거기에 매장(埋葬)하지 못하게 하소

서’하니 그대로 따랐다(禮曹啓: ‘維桑與梓, 必恭敬止, 慶興 德,安 兩陵, 遷移雖久, 然遺趾尙存, 且先王之神久安之處, 故傍人夢

寐之間, 或有聖神著存, 雖遷徙之, 舊基, 不可不敬重, 勿令牛馬毁汚, 亦令栽松培養, 令旁近里正長春秋禁火, 毋使常人埋葬’, 從.

之)”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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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준경묘와 영경묘인데,27) 이 두

능원의 소나무숲은 아직도 한국에서 최고급에 해당하는

장대통직성 소나무숲 경관이 유지되고 있다. 

세종대의 종묘에는 소나무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종묘의 소나무를 솎아베어 내라고 명했다는 기록

에 근거한다.28) 왕과 왕실이 제사 드리는 선농단과 같은

농경과 자연물에 대한 제향을 수행하는 제단 주위에도 소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기사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

다.29) 도성 한양의 내사산(內四山)인 북악산, 낙타산, 인왕

산, 남산, 그리고 외사산(外四山)인 북한산, 용마산, 관악

산, 덕양산에는 소나무를 많이 식재했으며, 벌레가 창궐하

면 방제하였고, 벌채를 금지하였으며, 금표를 설치하고 산

을 순시하는 관리들(사산감관(참군)과 산직)을 두어서 경

관을 보전하였다(한동환, 1992).30) 도성(京城) 밖 10 여리

안에는 장묘도 쓸 수 없었다. 지방의 금산이 봉산으로 그

이름과 체계가 변화된 것과는 달리 도성내외사산 금산 체

제는 조선 후기까지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종교-정치적 상징성과 문화사회적 임업

1. 문화사회적 임업과 경제적 임업 

소나무가 태조 이성계를 상징하는 왕목일 뿐만이 아니

라 사직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

의 기반이 되었던 소나무의 종교-정치적 상징성이 더욱 강

하게 부각되고, 조선의 숲 관리의 근저에서 작동한 성리학

적 신앙과 예제의 역할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왕도정치의

구현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의 철저한 적용을 위해 경주했던

조선에 있어서 국용 목재의 이용이라는 경제적 임업과 쌍

벽을 이룰만한 종교-정치적 숲 관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

기 한다. 근세조선(1392-1910)의 사회는 성리학이 문화원리

로 작동한 사회였기 때문에 조선 시대의 왕실과 지도층에

게는 사회적 가치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사회적 임업이

경제적 임업보다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근세조선의 소나무 문화는 일차적으로는 목재의 생산

과 관계된 측면이 존재한다. 경제적 목재 이용의 측면에서

궁궐, 관아, 사대부가옥의 건축재31)로나 선박재로 쓰인 목

재를 거론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

르기 까지 소나무(Pinus densiflora)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

다. 따라서 소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며, 소나무 숲에서

의 벌목, 전정, 묘지 조성, 연료재 채취를 금지하는 법적, 행

정적 체계가 일제강점기 이전 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조선의 목재 생산에 관련된 법적, 행정적 체계는 소나

무 정책을 뜻하는 ‘송정(松政)’으로 집약된다(전영우, 1993,

1997; 배재수, 2002). 조선의 소나무 위주의 경제성 임업

(林業)은 ‘송업(松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대체로 세 가지 시기적 구분이 이루어 지는데, 최초에는

1)의송지(宜松地), 또는 의송처(宜松處), 의송산(宜松山) 이

라는 것으로 소나무가 경제적 이용에 알맞게 잘 자라나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이다(박봉우, 1996).32) 이후에는 조

선 전기에 2)금산(禁山)이 지정되어 운영되었는데, 도성의

27)고종대에 준경묘와 영경묘의 묘호가 정해지고 그동안 삼척지역의 전주 이씨 종친들이 관리해오던 것에서 왕실과 조정의 관

리가 가미되는 형식이 취해졌다. 
28)조선왕조실록 세종 52권, 13년(1431 신해) 4월 15일에 “찬성 허조 등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소나무를 솎아 베도록 하였

다(命贊成 許稠 等疎剔宗廟松木)”고 한다. 
29)조선왕조실록 세종 23권, 6년(1424 갑진) 1월 20일 “예조에서....계하기를 ‘선농단(先農壇)과 우사(雩祀)와 산천(山川)에 기우

제 지내던 제단(祭壇)은 방(方)으로 1백 보(步)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단(壇)에 가는 거리가 10보쯤 되는 주위에다 소나무를

심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禮曹...啓: “先農, 雩祀, 山川等祭壇, 請方百步內, 去壇十步, 周回栽松”, 從之)”고 한다.
30)조선왕조실록 세종 24권, 6년(1424 갑진) 6월 22일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도성(都城) 내외 금산(禁山)에 무식(無識)한 승니

(僧尼)들이 새로 초암(草庵)을 짓고, 재석(齋席)을 베풀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송목(松木)과 잡목(雜木)을 다 베어버려서 금산

을 붉게 만드니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을한 재암(沙乙閑齋庵)·정업원(淨業院) 외에는 초암을 다 철거하기를 청합니

다’하니 그대로 따랐다(漢城府啓: “於都城內外禁山, 無識僧尼新造草庵, 因設齋席, 男女聚會, 松木及雜木, 盡行斫伐, 使禁山童

禿, 甚爲未便, 請 沙乙閑 齋庵, 淨業院外草庵, 竝皆撤去”, 從之)”
31)세종 원년에 상왕인 태종이 “새로 도읍한 서울에 집을 짓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와 강원 두 도의 각 관원에게

명하여, 사람들이 소나무를 베어 가는 것을 허락하는(上王以新都多有未造家者, 命 京畿 江原道 各官, 許人斫取松木)” 조치를

내렸다(조선왕조실록 세종 5권, 1년(1419년 기해)). 이것은 일시적인 소나무벌채 금지 완화로 보이고, 도성내외사산을 제외

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소나무의 벌채를 허락하여 강원도의 경우는 주로 한강을 통해서 목재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2)조선왕조실록 세종 121권, 30년(1448 무진) 8월 27일 기사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

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

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벌(斫伐)하여 혹은 사사로이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

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곶(串)의 의송지(宜松地)를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

데, 경기도 남양부.....등 상항(上項) 주현(州縣)의 도(島)와 곶(串)에 전부터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나무가 없는 곳에는 그 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관원을 보내어 심게 하고서 옆 근처에 있는 수령(守令) 만호(萬戶)로 하여금

감독 관리하고 배양하여 용도가 있을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議政府據兵曹呈申: “兵船, 國家禦寇之器, 造

船松木, 使不得私自斫伐, 已曾立法, 無識之徒, 潛相斫伐, 或造私船, 或爲屋材, 松木殆盡, 實爲可慮, 今以沿海州縣諸島各串宜松

之地, 訪問置簿. 京畿 南陽府,.. 上項州縣島串, 前此有松木之處, 則嚴禁樵採, 無木之處, 令其道監司差官栽植, 使旁近守令萬戶監

掌培養, 以待有用”, 從之)”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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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사산들에는 풍수학적 경관 보전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방의 금산에는 주로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나 육지에 가

까운 섬에 병선과 조운선 같은 선박재나 혹은 궁실 건축

재를 위하여 소나무림 지정이 이루어 졌다. 대체로 숙종

이후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의송산과 금산의 지역들을 골라

서 왕령(王令)으로 봉한 3)봉산(封山)의 체계로 정착되어

운영되었다(배재수, 1995, 2000, 2002; 박봉우, 1996b; 최

덕수 등, 1997; 이기봉, 2002). 금산과 봉산에는 금지를 뜻

하는 바위로된 금표(禁標)를 세웠다. 산을 순시하는 관리

들을 두었는데, 도성에서는 한성부와 병조 소속, 전국 각도

에서는 지방의 여러 관아들 소속으로 관리들을 임명하고

운영하였다. 양대 전란 이후의 사회 변동에 따라서 봉산

에는 소나무를 보호, 육성하는 봉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

종 예를 들어 밤나무을 기르는 율목봉산 같은 것도 지정

되었다. 

연료재의 경우에는 조선 백자의 가마에서 사용되는 연

료재는 주로 소나무를 이용하였고, 염전과 제련업에도 소

나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전영우, 1993, 2004).

대조적으로 궁궐이나 사대부집 및 일반 백성들이 사용한

연료재는 소나무 이외의 수종을 쓰도록 하였고 궁궐이나

관청에서 사용한 연료재를 채취한 연료림은 ‘시초장(柴草

場)’, 또는 ‘시장(柴場)’이라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조선

시대 사람들은 시초장으로부터 소나무 이외의 주로 활엽

수종의 나무들을 채취하여 난방하고 취사하는 에너지원

으로 사용하였다.33) 한국의 소나무림이 자연적인 생태적

천이의 극상림이 아니라 ‘문화적 극상림(cultural climax)’34)

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는 이러한 조선 시

대의 연료채취 문화 및 에너지 이용양식이라는 문화가 자

리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경제적 산림 관리 정책인 송정 체계는 왕

도정치의 구현이라는 정책 이념에 입각하여 국용목재의

지속적인 공급, 곧 국가재정의 확보라는 목적으로 조선 전

기로부터 내려오는 금산을 봉산이라는 ‘국가직속용도림’

(배재수, 2002)으로 개편하면서 소나무숲을 금지하여 배

양하는 금양(禁養)을 실시한 체계로 본다. 이러한 경제적

산림관리에는 산림천택 여민공지(山林川澤 與民共地)라

는 왕도정치와 관련된 공유지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창업기에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는 조선의 소

나무 숲에는 이러한 경제적 목재이용의 적정화를 목적으

로 한 체계와는 별도로 관리된 숲도 있었다. 기존의 연구

에서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종교-정치적 숲

관리(religio-political forest management)인데, 보편적인 용

어로는 ‘문화사회적 임업(culturo-social forestry)’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왕도정치 구현이라는 정책 이념에 입각

하지만 소나무 숲 관리의 목적이 조선 왕실의 정통성 강

화, 국가 통합 및 왕업의 흥기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 또한 그 일차적 목적에 맞는 문화적 경관의 보전과

나무와 숲의 장양(長養)이 강조되었다(그림 2). 왕실의 안

녕과 왕업의 흥기라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실행되는 공간

은 능원림과 내외사산이 가장 대표적이고 성리학적 신앙

과 예제와 관련하여 황장봉산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

으로 규명된다. 이념적, 신앙적 성격의 숲 관리가 경제적

이용보다도 상위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었다. 조선이라

는 ‘예치(禮治) 사회’의 이념적, 신앙적 성격의 숲 관리의

정점에 종교-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왕목-사직수가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정책실행의 구체적 모습, 곧 숲 관리 실행

33)소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왕실의 사업만이 아니었고, 사족과 기층민들이 조직적으로나 사사로이 장양(長養)하는 사례들도 많

이 있었다. 사적으로 소나무를 장양하는 산을 사양산(私養山)으로 불렀다. 소나무를 사양하는 조직은 금송계(禁松契) 혹은 송

계(松契)였다. 금송계는 관(官), 사족, 기층민들이 소나무보호를 위해서 만든 계조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사 때까지

도 남아 있었던 자율적 조직이었다(박종채, 2000). 소나무숲의 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묘산의 금양, 마을 공동재산의 확

보, 연료림의 확보가 주목적이었다. 사족들의 송계는 종산(宗山) 혹은 선산의 묘지확보와 그 경관의 유지가 일차적 목적이었

다. 기층민의 송계는 주로 연료재토지 혹은 산림인 시초장의 확보가 주목적이었다. 사족의 송계도 실생활과 연관하여 연료

림의 확보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34)생태학적으로는 ‘인위발생적 아극상(anthropogenic subclimax)’으로 부르기도 한다. 소나무숲에 참나무류와 같은 활엽수를 지

속적으로 제거해주는 인위적인 개입 혹은 간섭이 없으면 신갈나무숲으로 천이(succession)한다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참나무같은 활엽수나 하층식생들이 제거되는 것은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연료재(firewood)를 채취하던 생활문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화적 극상림’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 같다.

그림 2. 조선의 사직단, 능원림,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도성
내외사산의 문화사회적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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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management practice)에 있어서는 식재, 병충해 방

지, 금표설치, 관료 배치 등의 적극적 관리와 금표내의 경

작, 장묘, 도벌 등을 방지하는 제재적 관리를 실시한 것으

로 선박재와 건축재를 생산하던 의송지, 금산, 봉산의 소

나무 숲 관리와 비슷하였다(그림 2). 

2. 종교-정치적 상징의 역할 

소나무를 태조의 왕목으로 생각했다는 것과 사직단의

토지신(社)의 신체를 소나무로 여겼다는 것은 소나무라는

상징이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종교-정치적 역할

을 수행한 사실을 반영한다. 이는 중국 고대의 왕조 하(夏)

나라는 소나무를, 상(商)나라(혹은 은(殷)나라)는 측백나

무를, 주(周)나라는 밤나무를 토지신(社), 곧 사수(社樹)로

여겼다는 논어의 팔일장 구절(공자, 기원전 7세기)과도 맥

락을 같이 한다. 사직단은 도성 한양에만 있었던 것이 아

니고 전국의 거의 모든 읍치에 존재하였다. 도성의 서쪽

의 사직단과 동쪽의 종묘라는 공간 배치 형식과 비슷하게

조선 전국의 330여개 읍치의 제사 시설 배치도 서쪽의 사

직단과 동쪽의 문묘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왕목과 사직수로서의 소나무의 종교-정치적 상징

성은 조선 왕실의 능원림의 주요 수종이 소나무였다는 사

실과도 정합성을 이룬다. 왕실의 관곽재로 황장목 소나무

를 엄선하여 썼다는 면과 함께 문화적 체계를 형성한다.

사직은, 곧 나라이고, 나라는, 곧 왕과 왕실을 의미하던 문

화적 상징체계 속에 소나무가 종교-정치적 으뜸 상징으로

존재하고 능원림의 대부분이 소나무 숲으로 조성 및 보전

되며, 엄선된 소나무재를 왕실의 관곽재로 쓰는 관습이 자

리하고 있다. 예제가 가지는 관습법적 성격도 드러난다.

이러한 소나무를 으뜸상징으로 하는 체계에 근거하여 조

선 시대 전반에 걸쳐 왕과 왕가가 거주하는 성곽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 내외사산의 소나무숲을 조성하

고 경영한 역사와 전통에도 풍수학적으로 소나무가 왕목

및 사직수라는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리학적 신

앙과 예제의 정신적, 문화적 의미과 관련된 문화사회적 임

업은 동일한 유학적 왕도정치 구현의 일환으로서 조선 전

기의 의송지와 금산, 조선 후기의 봉산 체계의 틀안에서

소나무 숲을 경영한 경제적 산림 경영과 병치, 비교할 수

있다(그림 3). 

보통 능묘 주위에 소나무나 측백나무를 심는 관습은 중

원에서 기원하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Menzies, 1994), 소

나무를 왕릉주변에 식재했다는 기사는 고구려 시대에서

도 보이는 관습이고(Yi, 2006), 수목신앙은 현재의 산서성,

섬서성, 하남성의 황하지역을 지칭하는 중원지역에만 존

재했던 것이 아니고, 만주-한반도, 몽골 및 시베리아 지역

에도 선사 시대부터 존재하였다. 또한 동일한 한자로 송

(松)으로 표현된 소나무류에서도 만주-한반도와 중원은 차

별성을 보인다. 만주 한반도에서는 주로 소나무(Pinus

densiflora)를 지칭하고, 중원에서는 주로 유송(Pinus

tabulaeformis)이나 마미송(Pinus massoniana)을 지칭한다.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크지 않았지만 현

대의 분류학은 수종의 차이를 통해서 중원과 만주-한반도

의 문화적 구별을 더욱 확연하게 만든다. 

왕목-사직수인 소나무와 소나무숲은 조선의 기층민(백

성)들에게도 지엄한 국법이 관철되는 공간, 종교-정치적 정

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도 기능하였고, 따라서 소나무

숲은 보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조선 시

대 백성들의 인식은 순우리말 ‘말림갓’으로 남아있다. 말림

갓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어내지 못하도

록 말리어 가꾸는 땅이나 산”이다. 말림갓에는 다시 일상

적으로 분화되어 ‘나무갓’과 ‘풀갓’로 나뉘어진다. 말림갓

의 ‘말림’ 은 조선 지도층의 문자, 관료들의 문자였던 한자

(漢字)로 된 단어 ‘금양(禁養)’(배재수, 2002)과 같은 말이다.

황장봉산을 황장갓이라고 했다는 것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갓’은 숲이나 다른 식생이 자라는 토지나 산을 의미했다.

따라서 말림갓은 한자어로는 금양림(禁養林), 금양산(禁養

山), 금양지(禁養地)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이다. 금산이나 봉

산에서 함부로 소나무를 베어내지 못하던 조선 시대의 사

회적 규율이 영향을 끼쳐서 조어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능원림, 도성내외사산, 의송지, 금산, 봉산 체계에서 소나무

숲의 벌채나 다른 활용을 일체 금지하여 기르던 것과 대응

을 이룬다. 일제강점기에 근대적인 임지의 사유 및 권리 개

념이 도입될 때 영년금양(永年禁養)한 증거를 제출하면 산

림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는데(배재수, 1998),

이 말림, 또는 금양의 개념도 조선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문화적 지속가능성

산림원칙을 채택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회의를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숲 관리(경영)’에 대한그림 3. 조선의 숲관리와 왕도정치 구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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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었다.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거나 증대시키는 사회의 추구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까지도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과(서구적)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만 집중한 측면이 있

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과 그 문명 활동의 영향이

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과 문명 활동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상호대립적인 주장이 우세하였다. 세계 각 처의 산

림 및 임지의 역사와 전통 생태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환경 대 자연의 이분법, 곧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과 인간

의 간섭이 전무(全無)한 자연을 철저하게 대립시키는 이

분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인간과 문명 활동이 환경에 적응하여 균형을 이룬 사례

들이 세계 각 지역의 원주민 및 지역적 전통 지식과 그 실

천 형태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적, 문화적인

면 모두에서 큰 가치를 지닌 숲(환경)과 경관(풍경)을 인

간이 창출한 역사적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전통 산림 및

환경 지식과 전통 숲 경관으로부터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현대적 전략과 삶의 방식들에 대한 함의가 나올 수 있다

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 까지 한 번도 서구적 과학의 논리나 해석

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세계 각 지역의 원주민 및 전

통 산림지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wamy

et al., 2003; Parrotta and Agnoletti, 2007). 전통 시대의

문화와 문명 및 그 운영 원리에서 미래의 과학과 사회 발

전에 대한 비전을 열 수 있을 만한 측면들이 발견될 수 있

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목표로 하

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논리의 경제적 평형 혹은 균형

이라는 전제가 수정 또는 확장된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장기적인 문화-자연적 평

형, 또는 균형(long-term culturo-natural equilibrium or

balance)’이라는 목표를 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

한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한 사회가 현재만이 아니라 미

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문화

의 역할을 가리킨다.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인간의 정

신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매개체나 도구로

이용하면서 인간 사회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균형을 지속

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선의 왕목이며 사직수로서의 소나무와 성리학적 신

앙 및 예제가 이끌어간 문화사회적 임업을 분석하여 현대

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함의들을 추출할 수 있

다.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관계된 함의점들을 추출할 수 있

게 해주는 요소들을 종교-정치적 상징성(religio-political

symbolism) 아래 배열할 수 있다. 근세조선의 소나무의 종

교-정치적 상징성은 숲의 보전과 관리라는 사회적 실행,

곧 문화사회적 임업으로 까지 이어진 사례이다. 

첫째 환경과 경관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인간형을 제

시해 준다. ‘숲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이

라는 인간관이 조선의 왕목이며 사직수라는 종교-정치적

상징성과 사직단 조성과 같은 문화사회적 임업에서 도출

된다. 조선 왕실의 소나무 문화에서 태조 이성계는 국가

의 최고 지도자, 곧 제왕으로서 소나무를 심은 사람으로

부각된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위시한 사회 지도층이 숲

을 조성하는 사람으로 가져야 할 책임을 예시해 준다. 환

경조성자가 형성하는 자연과 그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은 인간과 숲, 인간과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

용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며, 환경조성의 문화를 보여주

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문화사회적 임업에서도 조

선 시대 종교-정치적 이유의 숲관리에 해당하는 숲의 조

성, 관리, 및 보전이 실행될 필요가 있고 이에는 국가 지

도층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둘째 조선의 사직단, 능원림,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도

성내외사산의 소나무숲은 문화사회적 임업의 실행을 보

여주고 이것은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채

우는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조선의

소나무 숲이 조성되고 보전된 것은 경제적 자원의 보전과

함께 별개의 독립적인 문화사회적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에도 의송지, 금산, 봉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보전이라는 서구적, 근대적 배경과 공통된 숲 관

리 이유도 있었다. 조선의 600년 역사에서 경제적 이유로

숲의 나무를 벌채하여 환경을 파괴한 것이 숲을 보전한

것 보다 더욱 많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를 초월하는 성리

학적 신앙과 예제라는 이유로도 숲의 조성과 보전이 이루

어 진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자연스러운 귀결은

두 문장으로 압축된다. 1) 조선 시대에 문화사회적 임업이

실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것으로 한정한다면 조

선 시대에 종교-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숲 환경 조성 및 보

전이 실행되고 있었다. 2) 조선 시대의 사직단, 능원림, 황

장금산 및 황장봉산, 도성 내외사산의 문화사회적 임업을

이끌어간 논리는 성리학적 문화원리였다. 다른 말로 하면

조선 시대 숲 환경 조성 및 보전에는 전통적인 믿음, 곧

풍수지리, 민속신앙, 불교적 요소를 통합한 성리학적 신앙

와 예제, 곧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능원림의

장소 선택에는 풍수학의 논리가 사용되었다. 명당과 길지

에 능원을 조성하는 바탕에는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

교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성 및 보전

된 소나무숲은 인문적, 자연적 문화의 통합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다. 이를 ‘문화-자연유산(culturo-natural legacy)’이

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능원림이나 도성 한양의 내

외사산의 소나무숲은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숲

관리의 사례이다. 

능원과 도성내외사산의 소나무숲들은 조선적인, 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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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리학적 의미에서 ‘성스러운 숲(sacred forest)’이다.

조선왕실이 능원림이나 도성내외 사산의 소나무숲을 조

성하고, 병충해방제하고, 경관을 보전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근세조선이 왕목-사직수라는 종교-정치적 상징성을 필

두로 하여 성리학적 제례와 예제에 관련하여 보전하고 관

리한 소나무와 그 성스러운 숲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하

지만 근세조선의 문화사회적 숲 관리에는 조선 이전의 국

가들-특히 신라나 고려-로부터 역사적으로 계승된 상당수

의 성스러운 숲들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역시 실

행되고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시대

이전의 한반도와 만주에는 분명히 소나무 숲이 아닌 다양

한 성스러운 숲들이 존재 했고, 조선 조정은 지방행정단

위에서 상당부를 보전하고 관리했다. 당대의 종교-정치적

이념과는 차별이 있을 수 있는 역사성(historicity)을 담보

하는 문화사회적 임업의 성격이 더욱 짙다. 본 논문에서

는 조선 시대의 문화사회적 임업 체계 중에 가장 큰 부분

인 종교-정치적 측면만을 다루었는데, 현대의 문화사회적

임업에서는 종교-정치적 부분 이외에도 만주-한반도 고대

사회들의 성스러운 숲에 대한 역사적 부분들도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선의 왕목과 사직수로서의 소나무와 소나무숲

은 종교-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문화적 상

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왕목-사직수의 종교-

정치적 상징성은 조선왕실의 정통성 강화와 국가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믿음, 곧 풍수지리, 민속신앙, 불

교적 요소를 통합한 성리학적 신앙과 예제와 연관된 도성

과 각처의 사직단, 능원림, 도성내외사산 및 황장봉산 등

에도 표현되어 있다. 이를 확대하면 백성에게 시혜를 베

푸는 임금을 상징하는 왕목-사직수인 소나무는 조선의 경

제적 숲 관리의 체계인 의송지, 금산, 봉산의 관리에서도

왕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으로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박재 및 건축재를 필두로 하는 경제적 이용의

배경에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국가 경영의 의지가 들어

가 있고, 조선의 왕실, 사족, 기층민의 생활에 중요한 문화

원리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사회적 임업과 경제

적 임업이 조선의 왕목-사직수 소나무를 정점으로 연결되

는 것이 동북아시아 고대 및 중세 사회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우러나오는 숲을 관

리하려는 목적의 문화사회적 입업은 산림과학의 자연과

학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측면도 강

조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실행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 왕목-사직수의 상징성의 함의일 것이다. 근세

조선의 사직단의 소나무 및 능원림, 황장봉산, 도성내외사

산의 소나무 숲은 문화와 생태계가 연계된(coupled) ‘연계

인간-자연시스템’(Clark and Dickson, 2003), 혹은 ‘사회적

-생태적 시스템(Young et al., 2006)’이므로 환경학의 ‘초

(超)학제적’ 지식 생산의 대상이다.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

로 한 조선의 의송지, 금산, 봉산의 소나무숲도 마찬가지

이다. 근세조선의 인간시스템(사회시스템)이 조성하고 유

지한 자연시스템(생태시스템)이면서 역으로 소나무숲 자

연시스템의 자연발생적 혹은 인위발생적 변화도 이에 연

계된 인간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변동을 만들어 주거나 구

조적 조정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양방향의 영향과 변화 및

조정은 연계 인간-자연 시스템에서는 흔히 보이는 특성이

기도 하다. 근세조선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간단위를 설정

하고 살펴보면 소나무숲이 주종이였던 조선의 숲생태계

를 관리하는 인간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로는 대한제국기

와 일제강점기의 산림정책과 서구적 경제성 임학이라는

지식의 도입도 있지만 이후에 함께 들어온 석탄, 석유, 천

연가스등과 같은 에너지 사용 및 자연 자원 이용의 변화

와 관련되어 있다. 연료재 산림인 시초장에서 소나무가 아

닌 활엽수 및 하층식생을 주요 난방재 및 연료재로 사용

하던 생활양식에서 현대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활양식으로 변화된 것과 함께 과거에 중요한 에너지원

공급처의 기능은 거의 와해되었고, 목재건축물은 거의 문

화재나 한옥에만 남아 있어서 소나무재를 공급해야 할 수

요가 건축재, 조선재, 특수 연료재를 공급해야 했던 조선

시대와 비교하여 굉장히 감소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자

연시스템인 한국의 숲생태계를 바라보고 이용하는 연접

측면(interface)이 조선시대의 에너지원, 자연자원으로 보

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대상으로, 곧 휴양림과

같은 문화적 가치, 수원함양 및 홍수시 수량조절, 기후변

화저감의 환경적 가치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속가

능성 과학의 맥락에서 소나무 숲을 생태효율적으로 보전

하고 유지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이나 역사적 상징성에 기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된다. 

결 론

에너지 이용이 연료원, 난방원 및 동력원인 화석연료로

바뀌기 이전의 사회에서 나무와 숲의 이용은 경제적 이용

성 뿐만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이용성 까지를 모두 포함하

고 있었다. 인간이 숲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사회적 이용과 경제적 이용은

미분화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사

(environmental history)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숲의 상호작

용은 미분화의 선사시대에서 시작하여 근대 이전의 중세

사회까지의 분화과정을 보여준다. 현대에는 산림과학이

나무와 숲의 경제적 이용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

나 최근에는 문화사회적 숲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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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적 임업(cultural forestry)이나 사회

적 임업(social forestry)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새로운 사

회운동, 환경 운동들이 등장하였다. 아주 간략하게 문화적

임업은 숲과 나무의 종교적, 정신적, 역사적 가치를 위해

서 숲을 조성하고 보전하며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용하자는 것이고, 사회적 임업은 숲과 나무가 인간 공동

체와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들을 위해서 조성하고 보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임업과 사회적 임업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미분

화된 개념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문화

사회적 임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한국에서 2005년에 산

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공표된 것이나 숭례문 복원에

조달되는 준경묘의 소나무 벌채와 관련된 사회적 이용과

같은 것을 현대 문화사회적 임업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러한 문화사회적 임업 대두와 함께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제시된다. 

본 논문은 소나무가 근세조선에서 담당한 종교-정치적

상징의 역할이 문화사회적 임업의 중심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근세조선 사회의 ‘문화사회적 임업’의 존재를 최초

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근세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에는 토착신앙의 요

소와 불교적 요소들이 포괄된 성리학적 예제가 당대의 논

리적 근거를 이룬다. 그리고 그 정점에 조선의 왕목이면

서 사직수인 소나무(Pinus densiflora)가 위치하고 있다. 왕

목-사직수가 가진 종교-정치적 역할이 사직단과 사직제사

를 통해서 자연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사회의 지속성이 일

정 정도 보장되었다. 

둘째로 조선의 문화사회적 임업은 사직단의 조성과 사

직제사, 능원림의 조성과 보전,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경

영, 도성내외 사산의 조성과 보전으로 실행되었음을 제시

하였다. 왕실과 지도층을 중심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고대 사회의 수목신앙을 계승한 사직단과 능원림, 황장금

산 및 황장봉산, 도성내외 사산의 조성과 보전은 나무와

숲의 보전을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들이

지속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고, 보전된 소나무 숲은 귀중한 ‘문화-자연 유산’인

것이다. 녹색경제를 표방하는 최근의 동향에 맞추어 이러

한 문화-자연유산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

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조선의 왕목-사직수는 문화사회적 임업과 경제

적 임업 모두에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규명

할 수 있었다. 왕목-사직수가 사직단, 능원림, 황장금산 및

황장봉산, 내외 사산으로 모두 연결된 사례는 아주 가치

있는 사례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로서는 근세조선의 이

러한 사례가 동북아시아 고대사회와 중세사회들에서 수

행한 왕목-사직수의 일반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것인지 아

닌지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 왕목-사직수를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 전통 사회의 문화사회적 임업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임업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자

료와 지식의 축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와 환경의 상호

작용의 균형을 지향한다. 조선의 왕목-사직수와 문화사회

적 임업이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시키는 문화적 지속가능

성에는 1) ‘숲과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관’의 중

요성, 2) ‘문화-자연 유산’의 발굴과 보전의 중요성, 3)지

속가능성 과학의 초학제적 지식의 중요성이 포함된다. 

소나무가 조선의 왕목이면서 사직수였다는 사실은 현

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게 만든다. 소나무는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해

주는 큰 기둥이다. 왕실이나 사대부의 문화에서 뿐만이 아

니라 평민들의 문화에서도 소나무는 귀중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영우, 1997, 1999, 2004).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소나무 숲 관리의 전통은 환경의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선양해도 될 만한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숲 관리의 사례로 남아있다. 

현대 한국은 성리학적인 성(聖)과 속(俗)의 구분이라는

전통적 지식을 거의 잃어버렸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

치면서 그리고 서구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전통을 재해

석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나무와 소

나무 숲의 보전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기회

를 되찾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국의

소나무와 소나무 숲의 보전과 경영은 문화적 지속가능성

의 보루이다. 환경과 경관을 파괴하는 인간이라는 시각에

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인간과 문화’을 새롭게 발

견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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