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가 심은 전나무와 우리가 항일 사적지에 심은 전나무에 관한 고찰

박찬우1*⋅정미애2⋅이연희2

1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2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The Study on Abies holophylla Planted by Japan and Korea in Temple, 
Public Sites and the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Chan-Woo Park1*, Mi-Ae Jeong2 and Yeon-Hee Lee2

1Forest Research Institu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2Division of Forest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요  약: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일제가 수호신으로 전나무를 심었다는 가설의 증명에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항일

인사 사적지에 심은 전나무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다. 일제는 신공왕후의 삼한출병을 보살펴 주었다는 스와신사의 신을 현

신시키기 위해 전나무를 심었다. 통영 충렬사, 양주 권율장군 묘소, 경주문화원에서 일제가 심은 전나무의 실체를 확인하였

다. 일제강점기 사찰과 공공장소의 전나무 사진, 전나무 양묘회사, 총독의 식수목, 판결문에 있는 전나무 훼손 사건 등의 

사실을 근거로 전나무가 일제의 수호신으로 심어졌다는 가설을 입증코자 하였다. 금후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에 의해 일제

의 전나무 식재 의도를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항일인사 사적지의 전나무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노거수가 되면 칭송되

고 경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verification of hypothesis on Abies holophylla planted as a guardian 
for Japanese.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bies holophylla planted in the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Japan planted Abies holophylla to honor the god of Suwataisha that took care of the Jingu-Kogo’s Conquest 
of Samhan(Three Kingdoms). The fact that Abies holophylla was planted in the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such as General Gwon Yul, Yi Sun-Shin was investigated. The hypothesis that Abies holophylla was planted as a 
guardian for Japanese was verified through survey on the pictures of Abies holophylla in Japanese temple, public sites, 
company of nursing the saplings, commemorative tree of governor and the judgment of Abies holophylla damage 
incident. Further studies should focus on the intention of planting Abies holophylla by Japan. Researcher should 
discuss Abies holophylla planted in the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because old big trees will be respected.

Key words: Abies holophylla, Historic sites for anti-Japan fighter, Japanese Colonial Period, Jingu-Kogo, Suwataisha, 
Scared tree, Guardian

서   론1)

우리나라 주요 사찰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가 심

었다. 일본 고대 설화인 신공왕후(神功王后)의 삼한출병(三
韓出兵)을 보살펴 주었다는 스와(諏訪)신사의 신을 현신(顯
神) 시키기 위해 심었다. 일본군과 일본인의 수호신으로 일

제가 심었다는 주장(Park et al. 2015)이 제기된 바 있다.

Park et al.(2015)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제는 조선의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장군의 사적지 같은 곳에 일제를 

보살피는 수호신의 의미도 되며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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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군의 혼(魂)을 누르기 위해 전나무를 심고 싶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일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전나무 수호신을 심었을 것이라는 가

설의 확장이 성립될 수 있다.

임진왜란 주요 항일인사 사적지 등에 일제가 심은 것으

로 추정되는 전나무를 조사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이

나 당시 발행된 사진엽서에 일제가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나무가 촬영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제

의 전나무 심기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

였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

제문서 중 전나무 식재지침 관련 문서를 검색하였다. 

임진왜란 주요 항일인사 사적지의 전나무 조사는 인터

넷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우선 당해 사적지에 전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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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a b c d e f g h i

Number 3,182 959 470 349 256 241 202 99 74 532

% 100 30.1 14.8 11.0 8.0 7.6 6.3 3.1 2.3 16.7

a: Zelkova serrata,  b: Celtis sinensis,  c: Ginkgo biloba,  d: Pinus densiflora, e: Cinnamomum camphora,  f: Sophora japonica,
g: Salix koreensis, h: Abies holophylla,  i: the other 56 species

Table 1. Number of trees by tree species in the books of the old big trees in Chosun (朝鮮巨樹老樹名木誌) writt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는지를 확인하고 전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광복 이후에 정비 또는 

조성된 중요 항일인사 사적지에도 상당량의 전나무가 심

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 식재실태를 개략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일제가 일본군과 일본인의 

수호신으로 전나무를 심었다는 가설의 증명에 있다. 두 

번째 목적은 항일인사 사적지에 심어져 있는 전나무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있다. 

연구 방법

1. 우리나라 노거수와 사적지에 전나무 식재실태 조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전나무(Abies holophylla)는 오대

산 중턱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고산성 수종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생활 주변에 많이 심어지던 수종이 아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① 조선총독부의 조선거수노수명

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 ② 산림청의 2015년 보호수 

현황 ③ 문화재청의 2015년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 현황 

④ 왕릉 · 향교 · 서원 · 종묘 등 사적지의 수목 관련 문헌

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전나무가 우리 생활 주변에 많

이 심어지지 않은 수종임을 입증코자 하였다.

2. 일제의 신공왕후 신앙과 전나무 신주(神柱)

일제가 갖고 있던 신공왕후에 대한 신앙적 믿음은 관

련 문헌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였다. 신공왕후가 삼한출

병시 스와(諏訪) 신사의 신이 보살피었다는 설화와 스와

신사의 신주는 전나무만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스와신사

의 홈페이지의 홍보 · 안내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일제가 임진왜란 사적지, 공공장소 등에 전나무를 수호

신으로 심은 사례조사

1) 이순신 · 권율 장군 사적지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

주분원에 심은 전나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영 충렬사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원(현재 경주문화원)에 일제가 심은 전나무를 확

인하였다. 상기 세 장소를 모두 답사하였고 관계관과 대

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2) 일제강점기 그림엽서에 남아 있는 공공장소의 전나무

일제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 전나무를 심

었을 것이라는 가설의 입증을  위해 일제강점기 때 사진

이 담긴 문헌이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였다. 부산박물

관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조선고적도보 사찰 사진에 있는 전나무

Park et al.(2015)의 문헌의 사진과 설명을 요약 인용하

였다.

4. 일제의 전나무 식재 관련 사실 조사

일제가 전나무를 심었다는 가설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5.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문서 중 전나무 식재지침 

문서 검색

일제가 전나무 식재지침을 시달하였을 것이고 혹시 기

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문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6. 광복 이후에 정비·조성된 항일인사 사적지의 전나무 

식재실태 개략조사

문화재청의 관련 자료로 조사대상지를 선정하고 인터

넷의 이미지 검색을 통해 전나무 식재여부를 확인한 후 

현지조사 하였다. 구례 칠의사, 화순 쌍산의소는 군청 관

계관과 전화인터뷰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의 노거수(老巨樹)와 사적지의 전나무 식재

실태 조사

1) 조선총독부의 조선거수노수명목지(朝鮮巨樹老樹名木誌)

조선총독부는 1913년에 실측 수집한 노거수 자료 5,300

여점으로부터 3,182본을 선정하여 1919년에 ‘조선거수노

수명목지’를 발행하였다(Governor-General of Korea, 1919). 

수종별 노거수 본수표를 Table 1에 나타내었고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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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a b c d e f g h

Number 74 16 22 8 7 10 5 3 3

% 100 22 30 11 9 14 7 4 4

a: Hamkyungdo, b: Pyungando, c: Hwanghaedo, d: Kyunggido, e: Kangwondo, f: Chungcheongdo, g: Cheonrado, h: Kyungsangdo

Table 2. Number of trees by provinces in the books of the old big trees in Chosun (朝鮮巨樹老樹名木誌) writt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lassification Total a b c d e f g h i 

Number 13,672 7,282 1,540 1,346 778 493 372 228 8 1,623

% 100.00 53.26 11.26 9.84 5.69 3.61 2.72 1.67 0.06 11.89 

a: Zelkova serrata, b: Pinus densiflora, c: Celtis sinensis, d: Ginkgo biloba, e: Salix koreensis, f: Sophora japonica, 
g: Juniperus chnensis, h: Abies holophylla, i: the other species

Table 3. Number of trees in old big trees as nurse-tree by tree species.

Classification Total a b c d e f g h i

Number 169 22 18 15 10 6 6 6 2 84

% 100.0 13.0 10.7 8.9 5.9 3.6 3.6 3.6 1.2 49.7

a: Ginkgo biloba, b: Zelkova serrata, c: Pinus densiflora, d: Juniperus chnensis, e;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f: Pinus thunbergii, g: Chionanthus retusa, h: Abies holophylla, i: the other 47 species

Table 4. Number of trees in old big trees as natural monument by tree species.

노거수의 도별 본수표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나무 

노거수는 전체 노거수의 2.3%를 점유하였다. 전나무 노

거수의 도별 분포를 보면 함경 · 평안 · 황해도에 63%가 

있고 충청 · 전라 · 경상도에는 15%(총 11본)가 분포하였

다. 또한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기념수 적종 생육지역 일

람(記念樹 適種 生育地域 一覽)에서는 충청 · 전라 · 경상도

는 전나무의 안전생육구역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2) 산림청의 보호수현황

2015년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의 수종별 본수표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나무는 8본으로 0.06%를 차

지한다. 전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종이므로 보호

수가 될 만한 노거수가 있기는 하지만 넓게 심어진 수종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 현황

2015년 6월말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의 수

종별 본수표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전나무는 2본으로 

1.2%를 차지한다. 전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수종이

므로 천연기념물이 될 만한 노거수가 있기는 하지만 넓

게 심어진 수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왕릉⋅향교⋅서원⋅종묘 등 사적지의 수목 관련 문

헌조사

왕릉・향교・서원・종묘의 수목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를 요약하면 ①자생수종은 

보전하고 귀화・외래수종은 제거한다 ②소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등을 중시한다. 등으

로 정리할 수 있다. 관련 어느 문헌에서도 전나무에 관한 

고찰은 없었다. 왕릉・향교・서원・종묘 등의 사적지에는 

전나무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일제의 신공왕후 신앙과 전나무 신주

1) 일제의 신공왕후 신앙

다음에 인용하는 문헌 두 편의 서술만 보아도 일제가 갖

고 있던 신공왕후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쉽게 알 수 있다.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기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

구의 내용 즉 설화임에도 불구하고 몽고내침, 대마도정

벌, 임진왜란, 메이지 초기 ‘정한론’ 등 조선과의 무력적 

충돌과 긴장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괴물과 같이 재생되었

다. 근대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위한 사상무장의 일환으로 ‘신공왕후설화’를 사실(史實)

로 둔갑시키고 초등학교에서 이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였

다. 특히 역사교과서에는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상상도’

까지 실어서 침략적 역사인식을 주입시켰다(Lee, 2007)

고대에 형성된 전설적 이야기가 단절 없이 역사적으로 

계승되면서 일본인의 대외사상, 대외관념으로 정착된 대

표적 사례가 ‘신공왕후의 신라(삼한)정벌담’이다. 신라후

기 혼란기에 일본열도에 출현한 신라해적을 격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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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urvey area (Total) Main contents

Kim et al., 2015 Taereung
‑ Alnus japonica was planted in entry space and Pinus densiflora was planted

in transition, sacrificial, Neungchim space.

Jeon and Heo, 2009 Shilla Royal tomb (35) ‑ Tree layer were consisted of Korean red pine in 35th royal tomb.

Nho et al., 2006

Haynggyo (40)

‑ Zelkova serrata was planted in entry space and Ginko biloba was planted
in education space. ‑ Juniperus chinensis was planted in sacrificial space and the trees in outside
were Pinus densiflora.

Seowon (25)
‑ Ginko biloba was planted in education space and the trees in sacrificial

space were Lagerstroemia indica and Juniperus chinensis.‑ Pinus densiflora was planted in entry space and outsid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Seowon (63)

‑ The trees were more than 200 years age
 ⋅ Pinus densiflora, Thuja orientalis, Juniperus chinensis, Ginko biloba,

Zelkova serrata, Prunus armeniaca, Lagerstroemia indica, Cornus 
officinalis, Bambuseae, Styphnolobium japonicum 

Lee et al., 1988
Jongmyo shrine

‑ Part of the trees were will be removed such as Robinia pseudoacacia, 
Pinus koraiensis and Styrax japonicus while the trees such as Quercus
aliena and Acer palmatum should be planted.

Cult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 Pinus densiflora forest and oak forest will be conserved while foreign 
trees should be eliminated.

Table 6. Religion of suwataisha and Onbashira of suwataisha.

Sources Theme Contents

Webpage of 
suwataisha

Religion of 
suwataisha

‑ Suwataisha was the war god in Japanese kanto area as guardian of Samurai.
It was said that Suwataisha took care of Jingu-Kogo's Conquest of Silla. 

Hirabayashi et al., 
2005

Onbashira of 
 suwataisha

‑ The material of Onbashira was Chamaecyparis obtusa, Chamaecyparis pisifera,
Cryptomeria japonica, Larix leptolepis in the past, while Onbashira was made
of Abies holophylla lately.

Table 5. Results of tree survey in Royal tomb, Haynggyo, Seowon, Jongmyo shrine.

해 신공왕후의 능(陵), 묘(廟)를 찾아 신위(神威)의 발현을 

구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몽고의 침략기에도 신공왕후는 

신앙화 되어 그녀의 사적에 대한 참배와 외적의 격퇴를 

비는 의식이 행해졌고, 실제로 몽고군의 패배를 신공왕후

의 신덕(神德)에 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임진왜란시도 

풍신수길을 비롯한 조선에 출병한 무사들은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설화를 상기하며 성공을 기원하였다. 근대에 이

르러 일본의 한국강점기에는 현실교육에 주입시켜 일본

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 활용하였다(Yeon, 2006).

2) 스와(諏訪) 신사의 전나무 신주

스와신사는 일본 나가노현 스와호수 주변에 있는 신사이

다. 전국에 약 25,000개가 있는 스와신사의 총 본사이다. 스

와신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Table 6에 정리한 바와 같이 신

공왕후가 신라를 정벌 하였을 때 스와신사의 신(神)이 보살

펴 주었다고 안내・홍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스와신사의 

신은 일본 관동지방 제1의 군신(軍神)으로서 일본 무사 집

안의 수호신으로 숭앙되고 있다고 안내・홍보하고 있다.

스와신사의 신은 신주(神柱)에 깃들어 있는데 그 신주

는 흉고직경 1 m, 높이 17 m의 전나무 기둥이 사용되고 

있다1). 스와신사에서는 6년마다 호랑이해와 원숭이해에 

그 신주를 교체하는 신주제(神柱祭)를 Figure 1과 같이 

행하고 있다2). Figure 1-②, ③, ④의 사진을 Park et 

al.(2015)의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3. 일제가 임진왜란 사적지, 공공장소 등에 전나무를 수호

신으로 심은 사례조사

1) 이순신 · 권율 장군 사적지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

주분원의 전나무

일제가 이순신장군 통영 충렬사, 양주 권율장군 묘소 

앞산,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원(현재 경주문화원)에 

심은 전나무 조사결과를 Table 7,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현지조사는 2016년 3월~8월에 하였다.

 

(1) 1938년에 심어진 이순신 장군 통영 충렬사의 전나무

이순신 장군 사적지인 통영 충렬사에는 정당 앞 왼쪽

1) http://www.shasou.org/news/chinju_17.pdf
2) http://suwataish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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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ster of Onbashira-sai in 2004 ② Cutting on Onbashira (Abies holophylla) of Suwataisha

③ Carrying Onbashira of Suwataisha by hand ④ Setting up Onbashira of Suwataisha

Figure 1. Scenery of Onbashira-sai in Suwataisha.

Classification
No. 
of 

picture 
Planting point

Tree 
diameter 

(cm)

Tree 
height

(m)
Tree age

No. 
of trees

Establishment 
year

Cultural 
properties

Anti-Japan 
fighter

Tongyeong 
Chungnyeolsa 

historic site of Yi 
Sun-Sin

① Left side 
of shrine

85
(cutover 
the root)

-

-
3

(cutover
the root)

1606
Historical 

site No.236 
② Right side 

of middle gate

80
(cutover 
the root)

85
(cutover 
the root)

Yangju General 
Gwon Yul 

③ Front mountain 
of tomb

50~70 20 84 >22 1599

Monument 
No.2 in 

Gyeonggi
-do

Public 
space

Branch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Korea in Gyeongju 

④ Front of 
the building

63, 58
8

(cut off top 
of the tree)

100 2 1964 -

Table 7. Tree survey focused on Abies holophylla in the historical site of Yi Sun-Sin, Gwon Yul and Branch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Korea in Gyeongju.

과 중문 앞 좌우에 각 1본씩 3본의 전나무 벌근이 남아있

다. Figure 2-①은 정당 앞의 벌근이다. 2013년에 벌채되

었고 현재는 부식되어 나이테를 알아볼 수 없다. Figure 

2-②는 인터넷에서 ‘통영충렬사 일본전나무 그루터기’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사진이다3). 중문 앞 오른쪽 벌근의 

모습이다. 블로그 사진은 2014년 2월에 게재되었고 나무

나이를 85년, 10년생 대묘를 심었다고 추정하면 1938년

에 심어진 나무라고 한다. 통영 충렬사의 전나무는 식재

년도에서 일제가 심은 나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http://blog.daum.net/backsekim/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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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utover the root in Left side of shrine of Tongyeong 
Chungnyeolsa

② Cutover the root in right side of gate of Tongyeong 
Chungnyeolsa (2014)

③ Abies holophylla in the tomb of General Gwon Yul ④ Abies holophylla planted by Japan crown princes in 1926

Figure 2. Abies holophylla in the historical site of Yi Sun-Sin, Gwon Yul and Branch museum of Governor-General of Korea
in Gyeongju.

(2) 1937년에 심어진 권율 장군 묘소 앞산의 전나무  

Figure 2-③은 권율장군 묘소 앞산에 심어진 전나무의 

모습이다. 마치 권율 장군의 묘소를 내려다보며 지켜보

고 있는 듯 한 곳에 심어져 있다. 직경 50~70 cm, 수고 

20 m의 큰 전나무가 20본 이상 심겨져 있다. 전나무 식

재자는 1914년생(2016년 103세)으로 생존해 계시고 그 

후손을 인터뷰 할 수 있었다. 후손의 전언(傳言)에 의하

면 전나무는 1937년 이전에 심어졌다고 한다. 산지이니 

5년생이 심어졌다면 최소 84년생이 된다. 아울러 당시 

일제는 전나무 심기를 강요, 권유하였고 많은 전나무가 

심어졌다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권율장군 묘소 앞

산의 전나무는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요에 의해 그 의미

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심어진 것이다. 일제가 심은 것이라

고 보아야 마땅하다. 

(3) 1926년 일본 왕세자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

원에 심은 전나무

Figure 2-④는 1926년 10월 10일 스웨덴 왕세자 구스타

프와 일본 왕세자(1926년 12월 25일 일왕이 된 쇼와로 추

정)가 심은 전나무이다4). 전나무가 심어진 장소가 현재는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앞이나 1926년 당시 전나무 앞의 

건물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원 건물로서 공공기관

에 전나무를 기념식수 한 사례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다. 1926년에 10년생 대묘를 심었다면 전나무는 꼭 100년

생이 된다. 흉고직경은 왼쪽 63 cm, 오른쪽 58 cm이다. 수

고는 2004년에 초두부가 잘려 현재는 8 m 정도이다.

2) 일제강점기 그림엽서에 남아 있는 공공장소의 전나무

Figure 3의 ②와 ⑤는 한국의 지식콘텐츠 사이트5)에서, 

Figure 3의 나머지 10장의 사진은 부산박물관과 민속원

이 2009년에 발행한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1, 2, 4, 

8’에서 발췌한 일제강점기 사진(Busan Museum, 2009a, 

2009b, 2009c, 2009d)이다. 일본군 주둔지, 신사, 조선총

독부, 학교, 공원 등 여러 종류의 공공건물 또는 공공시

설에 전나무가 심어져 있다. 심지어 Figure 3-⑫는 임시

4) 2012년 8월 15일자 매일신문

5) 한국의 지식콘텐츠 Kr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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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Yongsan Japanese Divisional Headquarters ② Yongsan infantry 78th regiment 

③ Gyeongseong shrine ④ Governor-General of Korea (former)

⑤ Villa of Governor-General of Korea ⑥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of Gyeongsangnam-do

 ⑦ Gyeongseong girls' high school ⑧ Gyeongju Station

⑨ Pagoda Park ⑩ Yongdusan Park

⑪ Myeongwol Restaurant ⑫ Chosun Exposition Exhibition Building

Figure 3. Scenery of Abies holophylla in postcard of Japanese colonial periods.

건물인 조선박람회 참고관 앞에도 전나무가 심어져 있

다. Figure 3-⑥ 경상남도청 사진을 보면 지지목이 필요

한 10년생 정도의 대묘를 심고 있다. 전나무의 식재형태

가 ⓐ정문 옆 ⓑ건물 현관 옆 등 거의 통일되어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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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ohyeonsa Temple (Pyongbuk Yeongbyun) 
Myotapkkun

② Pyohunsa Temple 
(Gangwon-do Geumgang) The 
Memorial stone of Suhsan Daisa

③ Yeongoksa Temple 
(Jeollanam-do Gurye) The 

Myotap of Soyo Daisa

④ Bohyeonsa Temple (Pyongbuk Yeongbyun) Jogyemun ⑤ Beomosa Daeungjeon Hall

⑥ The Panoramas of Tongdosa Temple ⑦ The Panoramas of Haeinsa Temple 

Figure 4. Abies holophylla in the books on illustrations on the historical sites of Chosun.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었는데 우연히 수종과 식재형태

가 통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제의 식재 지시 또는 식

재 지침에 의해 심어진 것이 분명하다.

3) 조선고적도보 사찰 사진에 있는 전나무6)

Park et al.(2015)의 문헌에서 Figure 4의 사진과 아래의 

서술을 인용하였다. 조선고적도보는 조선총독부가 1915

년부터 1935년까지 20년간 15권으로 발행한 조선의 문

화재 자료이다. 총 6633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불사

6) http://portal.nricp.go.kr/japancolony/web/photobook.jsp

건축은 12, 13권에 수록되어 있다. 사찰 관련 사진에서 

전나무의 수령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발췌하여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조선고적도보의 일부 사진에는 1902년에 촬영하였다

는 기록도 있고, 관련 조사를 1909년부터 1913년에 하였

다는 기록도 있어 사진촬영년도를 가장 빠르게는 1902

년, 가장 늦게는 1913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1902년에 

촬영되었다고 가정하고 식재년도를 추정해보면 Figure 4

의 ①, ③, ⑤번은 10년생 정도로 보이고, 10년생 정도의 

대묘를 심은 것으로 추정하면 1902년, ②, ④번은 15년생

(1897년), ⑥, ⑦번은 20년생 정도로 판단되니 189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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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의 지역별 분포를 보

면 Figure 4의 ①, ④번은 평북 영변의 보현사, ②번은 강

원 금강산의 표훈사, ⑤번은 부산의 범어사, ⑥번은 양산 

통도사, ⑦번은 합천 해인사이다.

사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식재년도가 다소 유

동적이지만 1892년에서 1902년 즈음에 전국의 주요 사

찰에 전나무가 대대적으로 심어졌다는 사실이다. 각 사

찰이 개별적으로 전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전국적인 전나

무 식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일제의 식재 지

시 또는 식재 지침에 의해 심어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Park et al. 2015).

4. 일제의 전나무 식재 관련 사실 조사

1) 1909년 총리 이완용이 창립한 전나무 양묘 회사

한국역사정보시스템7)에서 ‘종목위원회’로 검색을 하면 

일제 통감부 문서 6권에 수록된 헌병대기 보고로 1909

년 3월 18일에 보고된 정보문서(문서번호: 헌병제590호, 

제목: 종목위원회의 창립)를 볼 수 있다. 1909년 3월 15

일 흥사단에서 총리 이완용이 종목위원회를 창립했다는 

상황보고이다. 이 종목위원회는 직업이 없는 양반구제법

으로 기업형식은 주식회사이며, 버드나무와 전나무 중 

가장 성장이 좋은 것을 골라 심고, 10년 후 이익을 나누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전나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

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사회적 사정에서 민초에 의한  나

무심기 수요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전나무 수

요는 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 1911년 조선총독부 제1회 기념식수 행사, 총독의 식

수목은 전나무

인터넷에서 ‘애뉴얼 리포트에 수록된 기념식수일 홍보

사진’으로 검색8)을 하면 조선총독부 제1회 기념식수 행

사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행사는 총독부 주관으로 

1911년 4월 3일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관저 뒤뜰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자기 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

를 비운 데라우치 총독을 대신하여 야마가타 정무총감이 

전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329본

의 나무가 참석자들에 의해 식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제1회 기념식수 행사에 조선 총독이 선택한 나무가 

전나무인 것이다. 일제가 전나무를 특별한 나무로 여기

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사실이다.

7) http://db.history.go.kr
8) http://ibuild.tistory.com/251

3) 1930년 신축된 신사를 부수고 전나무를 뽑아버린 사건

이 사건은 Kim (1996)이 조선총독부 각급 법원이 소장

하였던 판결문 가운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민초들의 

항일과 수난의 기록으로 소개한 사건 중 하나이다. 조신

환(22세,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과 김상만(19세, 전

남 강진군 강진면 평동리)은 1930년 4월 30일 전남 화순

읍 남산공원에 신축된 신사에 들어가 신전을 무너트리고 

일본전나무 한 그루를 뽑아버렸다. 그 죄로 각각 1년 6개

월의 징역을 살았다. 두 분께서는 전나무가 일제의 수호

신인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다. 뽑아버렸다는 표현에

서 Figure 3의 공공장소에 심어진 전나무 크기로 추정된

다. 일제가 수호신으로 전나무를 심었다는 본 연구의 가

설을 명확히 입증하는 사건이다.

4) 1966년 일본 참의원 의원 일본전나무 종자 다섯 드

럼 기증

1966년 4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9)를 보면 일본 사이타

마(琦玉)현 주민들이 한국의 산림녹화를 위해 전나무 씨

앗 다섯 드럼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기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1966년 2월에 한국에 왔던 일본 참의원 ‘쑤치

야’ 씨가 운동을 전개, 이날 사이타마현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메시지와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 安○○ 공사에게 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전나무는 재질이 단단치 못

해 일본에서도 잘 안 심는 나무이고 우리나라는 기후가 

추워 경남, 전남 이외에는 심을 수 없는 나무이다. 한국

의 산림녹화에 적당하지 않은 전나무를 기증한 숨은 의

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문서 중 전나무 식재지침 문

서 검색

Kim(1993)에 의하면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일제 

문서는 조선총독부가 소각해야만 할 정도로 비 스러운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되고 남은 것이라 한다. 정부기록

보존소에는 일제문서가 24,377권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일제문서 사이트10)의 기록물 원문 따로 보기 

메뉴는 65,759건 문서의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

물건명이 ‘색인’으로 되어 있는 1,334건 문서의 기록물철

명과 생산부서를 검토하며, 전나무 식재지침 관련 문서

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관련 문서를 비

로 관리하였을 것이고 파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

속적 조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9) http://newslibrary.naver.com
10) http://theme.archives.go.kr/next/gove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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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an Anti-Japan 

fighter
no.

picture
planting point

tree
diameter

(cm)

tree 
height

(m)

estimated 
tree age

no. 
of trees

establishment 
year

cultural properties

Japanese 
invasions 
of Korea

Asan 
Hyeonchungsa

① all spaces 16~50
10~
20

25~55
>35

1968
historical site 
No.155

- front of the tomb 40~46 15 30~35 11 1968
historical site 
No.112

Yangju General 
Gwon Yul

-
next to 
Haengjusanseon
g statue

24~34 6~10 15~30 10 1968
historical site 
No.56

Uiryeong 
Chungikssa 
General 
Gwak Jae-u

② all spaces 32~38 14 30~35 13 1978

monument No.83 
in 
Gyeongsangnam
-do 

Miryang 
Samyeongdang 
memorial hall

③ front of the 
statue in 
memorial hall

12~18 5 15 13 2007

monument 
No.116 in 
Gyeongsangnam
-do 

Jangsu Uiamsa 
Nongae

- all spaces 32~38 12 30~35 >20 1974
monument No.46 
in Jeollabuk-do 

Gurye Chiruisa ④ front of the tomb 50 15 70 1 1946
historical site 
No.106

Andong 
Byeolsanseowon 
Ryu Seong-Ryong

-
left side of 
main gate

52
(cutover 

root)
-

40
(cutover 

root)

1
(cutover 

root)

17세기
17th century
(cutting tree 

in 2015)

historical site 
No.260

Japanese 
colonial 
periods

Yesan Chunguisa 
Yun Bong-gil

⑤ all spaces 40~52 10~15 30~40 10 1968
historical site 
No.229

Cheonan Yoo 
Gwan-Sun

⑥ all spaces 30~34 12 30~35
dozens 
of trees

1990
historical site 
No.230

Hongseong tomb 
of righteous army 
in Hongju

⑦ left side of the 
tomb 53~72 16 70 3 1949

historical site 
No.431

Hwasun tomb 
of righteous army 
in Ssangsan

⑧ lefa side of 
main building 
in Changuiso

40 12 50 1 1953
historical site 
No.485

Table 8. Tree survey of Abies holophylla in historical site for anti-japan fighter after independence of Korea.

6. 광복 이후에 정비·조성된 항일인사 사적지의 전나무 

식재실태 개략조사

1) 조사대상지 선정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적지 493개 중 임진왜란, 항일 관련 사적지와 시・도 

기념물 중 저명한 인사의 사적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

다. 선정된 인사들의 사적지 모습을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 한 뒤, 사진 상에 전나무가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11개의 사적지를 현지조사 하였다. 사적지에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 하였다.

2) 현지조사 결과

현지조사는 2016년 3월~8월에 하였다. 조사는 사적지 

경역 내 주요 통행로 주변의 전나무만을 개략조사 하였

기 때문에 경역이 대면적인 현충사 등과 같은 경우는 조

사결과 본수와 실제 본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흉고직

경은 표본목을 직경테이프로 측정하였다. 식재시기를 정

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령을 생장추로 조사 하여야 

하나 사적지여서 생장추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수령과 

수고는 표본목을 목측 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8에 나타

내었다.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진왜란 관련 중요 인물

인 이순신 장군, 곽재우 장군, 사명대사, 의기 논개, 구례 

칠의사 묘 사적지 등에 한 본에서 수십 본의 전나무가 식

재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중요 인물인 윤봉길 의사, 유

관순 열사, 홍주의사총, 화순 쌍산의소 사적지 등에도 한 

본에서 수십 본의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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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san Hyeonchungsa ② Uiryeong Chungikssa General Gwak Jae-u

③ Miryang Samyeongdang memorial hall ④ Gurye Chiruisa tomb

⑤ Yesan Chunguisa Yun Bong-gil ⑥ Cheonan Yoo Gwan-Sun

⑦ Hongseong tomb of righteous army in Hongju   ⑧ Hwasun tomb of righteous army in Ssangsan   

Figure 5. Scenery of Abies holophylla in the historical sites for anti-japan fighter after independence of Korea.

3) 전나무 식재 특성

조사대상지의 대표적 사진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전나무 식재 특성을 약술한다. 

(1) 사적지 정비사업과 상관없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gure 5-④ 구례 석주관 칠의사 묘소와 Figure 5-⑧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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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쌍산의소 사적지에는 전나무가 1본씩 식재되어 있

다. 구례 칠의사 묘소는 임진왜란 유적이고 화순 쌍산의

소 유적은 일제강점기 항일의병 유적이다. 칠의사 묘소 

앞의 전나무는 수령 70년생 정도로 보이고 화순 쌍산의

소 전나무는 수령 50년 정도로 추정되었다. 단 한 본씩만 

식재되어 있어 사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심어진 것 

같지는 않다. 해당 지자체 담당과에 식재 관련 기록을 문

의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2) 사적지 정비사업을 통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Figure 5-⑦ 홍주의사총에는 직경 53~72 cm, 수고 17 

m 크기의 전나무 3본이 의사총 왼쪽 뒤편에 심어져 있

다. 사적지 정비사업이 1949년경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10년생 정도의 대묘가 심어졌다고 추정하면 현재 크기인 

70년생 정도의 전나무가 된다. 해당 지자체 담당과에 식

재 관련 기록을 문의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Figure 5-① 아산 이순신장군 현충사, ② 의령 곽재우장

군 충익사, ③ 양 사명당 기념관, ⑤ 예산 윤봉길 의사, 

⑥ 천안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는 전나무가 줄을 맞춰서 

수본에서 수십본이 심어져 있다. 사적지 정비사업을 통

해 식재된 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결   론

1. 조선총독부 노거수 자료, 산림청의 보호수 현황, 문

화재청의 노거수 현황, 왕릉・향교・서원・종묘 등 

사적지 수목 관련 문헌의 검토를 통해 전나무가 자

생수종이어서 노거수가 있기는 하나 사적지에 심어

진 수종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통영 이순신 장군 사적지 충렬사 정당과 중문 앞에 

1938년에 심어져 2013년에 벌채되었고 지금은 그루

터기(3본)로 남아있는 전나무, 양주 권율장군 묘소 

앞산에 1937년에 심어져 지금도 노거수로 자라고 

있는 22본의 전나무, 조선총독부 박물관 경주분원

(현재는 경주문화원)에 1926년에 심어져 지금도 자

라고 있는 일본 왕세자와 스웨덴 왕세자가 심은 2본

의 전나무, 일제가 전나무를 심었다는 실체적 사실

이 확인된 것이다. 

3. 1909년 총리 이완용의 전나무 양묘회사 설립, 1911

년 데라우치 총독의 전나무 식수, 1930년 판결문에 

있는 신사 전나무 훼손 사건, 1966년 일본 참의원 

의원의 일본전나무 종자 기증 등의 사실에서 일제와 

전나무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4. 일제강점기 주요 사찰과 공공기관의 사진에서 전국

적인 전나무 식재 현상과 통일된 식재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각 사찰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전나

무를 심었는데 우연히 나타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일제가 전나무 심기를 주도한 것이다.

5. 일제가 전나무를 심은 것은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을 

도운 스와 신사의 신, 전나무 신주에 깃들어 있는 스

와 신사의 신을 현신 시키고 그 신덕(神德)을 구하기 

위한 신목으로 심었다는 가설은 일제가 심어서 현재

까지도 남아있는 전나무 신목의 사례, 일제와 전나

무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일제가 전나무 심기를 주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으로 증명되었다. 

6. 일제강점기 일제가 전나무를 일본군과 일본인의 수

호신으로 심었다는 명제의 보다 많은 증거자료를 확

보하고 보다 분명한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 학회, 관

련 기관의 공동 연구가 절실하다. 

7. 금후 관련 분야의 통합적 연구에 의해 일제가 전나무

를 수호신으로 심었다는 명제의 진실이 더 명확히 밝

혀지면 거의 대부분의 항일인사 사적지에 심어져 있

는 전나무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항일인사 사적지

에 일제의 수호신 나무를 심고 보전할 수는 없는 일

이다. 아울러 사찰의 전나무 노거수처럼 사적지의 전

나무도 노거수가 되면 칭송되고 경외의 대상이 될 것

이 자명하다. 이를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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