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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신목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는 64개 수종 3,170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노거수에 신적 요소 고사·전설이 있으면 신목, 고사적 요소 고사·전설이 있으면 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수가 가장 많은 

느티나무로부터 8번째로 많은 전나무까지 8수종 2,632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8개 수종별 신목과 명목의 평균 직경, 

평균 수고, 평균 수령을 산출하였다. 8개 수종 중 7개 수종에서 명목의 직경과 수령이 신목보다 크고, 6개 수종에서 명목의 

수고가 신목보다 컸다. 신목이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라는 이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고의 가설은 위의 사실 확인으로 증명되었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신목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동제를 미신으로 타파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신목이 작고 볼품없어야 미신이라고 주장하기 좋았을 것이다. 조선 신목의 

신성성을 폄하하기 위한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작성한 것이다. 셋째 조선의 신목이 명목보다 

작고 왜소하다는 날조된 내용을 사실인양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흉고직경순으로 편찬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proof for the hypothesis that the God tree of Chosun has been 
misrepresented in Chosun-Gersu-Nosu-Myungmokji (CGNM).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t was 
established that 64 species and 3170 trees were recorded in CGNM. An old, big tree is classified as a God tree if 
linked to it there are testimonies and legends about divine elements, and it is classified as a Noble tree if linked 
to it there are testimonies and legends of historical elements. In total, 2632 trees of eight species were analyzed, from 
the Zelkova serrata, which has the greatest number of trees, to the eighth most frequent, Abies holophylla. The means 
of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 height, and age of the God and the Noble trees were calculated for each of the 
eight species. In seven out of eight species, the DBH and age of the Noble tree were more than those of the God 
tree. In addition, the height of the Noble tree was more than that of the God tree in six out of eight species. The 
fact that the God tree is smaller than the Noble tree, contrary to the common expectation that the Noble tree is a 
small size tree, was confirmed. This hypothesis was proved by the data gathered.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s pursued a policy to defeat the village ritual based on the God tree being linked with superstition. 
For such a policy, the God tree should be small and unattractive, and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e tree to be 
superstitious. The CGNM was created as explanatory material or evidence for distorting the sacredness of the God 
tree of Chosun. Third, CGNM compiled a chronological order of DBH data to make it easy to explain the fabricated 
facts that the God tree of Chosun is smaller and dwarfed compared to the Nobl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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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부가 1919년에 발행한 

조선의 노거수 자료이다. Lee(1981)는 우리나라에 있어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노거수에 대한 공적 관심의 시작

이라고 하였다. Park et al.(2000)은 조선거수노수명목지

가 1919년에 조선의 동목 (洞木) 종류(이하 유형이라고 

한다)를 신목, 당산목, 명목, 정자목, 피서목, 호안목, 풍

치목으로 구분하였다고 하였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 표지 사진을 Figure 1에, 거수노수

명목 목록 느티나무 첫 페이지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세로 26 cm×가로 18 cm 크기로 

총 197쪽이며 양면인쇄 되어있는 책자이다. 조선거수노

수명목지는 서언, 목차, 제1편, 제2편으로 편철되어 있다. 

제1편은 1쪽부터 181쪽까지이고 제2편은 182쪽부터 197

쪽까지이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제1편은 조선의 노거수 64수종, 

총 3,170 본의 목록이다. 목록은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종별로 ① 노거수 번호 ② 소재지_도 ③ 소재지_

부·군·면·동·리 ④ 소재지_소유자 ⑤ 지상 1.5 m 주위의 

둘레 길이(이하 흉고직경이라 한다) ⑥ 수고 ⑦ 수령 ⑧ 
유형 ⑨ 고사(故事)·전설로 작성되어 있다. 제2편은 거수

노수명목의 참고사항이다. 그 내용은 ① 거수노수명목의 

수종, 수령, 생장 및 분포 ② 거수노수명목을 벌채하지 

못하는 사유와 고사·전설 ③ 조선에서 사용되는 수목한

자명표 ④ 기념식수와 수종의 선택으로 작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별 비판 없이 인용되어 왔던 조선거수노수명

목지를 면밀히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된

다. 첫째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종별 노거수 목록이라면 

소재지별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선거수

노수명목의 목록은 Figure 2의 위로부터 다섯째 줄(지상 

1.5 m 주위의 둘레 길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흉고직

경 크기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수종별로 1번은 흉고직경

이 가장 큰 노거수이고 마지막번은 흉고직경이 가장 작

은 노거수이다.

따라서 노거수 목록은 Figure 2의 위에서 둘째, 셋째 줄 

(도와 부·군·면·동·리) 즉, 소재지가 마구 섞여 있어, 흉고

직경 크기를 정확히 모르는 어떤 특정의 노거수를 찾으

려면 목록 전체를 모두 보는 수 밖에 없다. 느티나무 목

록은 959본이다. 왜 흉고직경 크기순으로 정리하였을까. 

흉고직경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와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는 의미상 어떤 차

이가 있는 것일까.

흉고직경 크기가 의미하는 바는 조선거수노수명목지 내

부에 반드시 있다는 판단에, Figure 2에 제시한 수종별 거

수노수명목의 목록, 9개 항목 전체를 빠짐없이 엑셀시트

에 입력하였다. 느티나무 959본, 팽나무 451본, 은행나무 

349본, 소나무 256본까지 입력하면서 수종별로 목록의 앞

부분, 즉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노거수 유형 중 명목

이 많고, 목록의 뒷부분, 즉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노거수 유형 중 신목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상식에 어긋나는 경향이었다. 왜 신목이 명목보다 작은 나

Figure 1. Chosun-Gersu-Nosu-Myungmok-Ji. Figure 2. List of Chosun-Gersu-Nosu-Myungmo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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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본 고는 위에서 제시한 이상한 두 가지 현상, 첫째, 보다 

큰 노거수는 명목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고 보다 작은 노

거수는 신목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 현상, 즉, 신목이 명

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라는 이 상식에 반

하는 현상, 둘째, 노거수를 소재지별로 정리하지 않고 흉

고직경 크기순으로 정리한 이해할 수 없는 편찬 체계를 

근거로,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신목

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

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그것은 조선거수노수명목지 작성

과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숨은 의도를 찾는 일이고 일제에 

의해 왜곡된 조선의 신목에 대한 사실을 밝히는 일이다.

재료 및 방법

1.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내용 요약

서론에서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

으나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결과 및 

고찰에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 분석 대상 수종의 선정

서론에서 흉고직경 크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기 위해 

거수노수명목의 목록을 엑셀시트에 입력하였다고 하였

다. 본수가 가장 많은 느티나무로부터 본수가 4번째로 많

은 소나무까지 입력하면서 수종별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

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

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거수노수명목의 목록은 64개 수종이 실려 있으

나, 51개 수종이 20본 미만이다. 한 수종 내에서 흉고직

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

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록이 

100본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Table 1에서

와 같이 목록에 99본이 있는 버드나무류 바로 밑의 전나

무까지 8 수종을 분석 대상목으로 하였다.

Table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조선거수노수명목지 2편 

거수노수명목수 집계표에 있는 조사된 전체 본수에서나 

조선거수노수명목지 1편에 있는 수종별 목록의 전체 본

수에서나 분석 대상이 된 8 수종의 본수 합계가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분석결과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표본으로서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수종별 유형별 관련 고사·전설의 비교

조선거수노수명목지 서언에 노거수의 유형은 고사·전

설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

론에서 수종별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

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이 있

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명목과 신목으로 분류하게 

된 고사·전설의 분류 기준을 밝히기 위해, 8개 수종 고사·

전설이 있는 노거수 1,275본의 고사·전설을 신적인 요소, 

신비적 요소, 고사적 요소로 구분 정리하였다. 한 본의 

노거수에 여러 종류의 고사·전설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

는 제일 앞에 기록된 고사·전설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ommunity
Total number by analyzed Total number by in list

Total number
Number in 
legendary

Total number
Number in 
legendary

Target-
Species

Zelkovaz 1,937 668 959 563
Celtisy 817 216 451 156

Ginkgox 471 159 349 156
Pinusw 450 136 256 130

Fraxinusv 443 176 241 118
Sophorau 309 104 208 104

Salicaceaet 154 42 99 27
Abiess 110 26 74 21

Subtotal 4,691 1,527 2,637 1,275
% 88.0 89.6 83.2 89.5

Excepted- Species
Analysis sheet in 45 species
List in 56 species

637 178 533 150

Total 5,328 1,705 3,170 1,425
zZelkova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 yCeltis (Celtis sinensis Pers.), xGinkgo (Ginkgo biloba L.), wPinus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vFraxinus (Fraxinus mandshurica Rupr.), uSophora (Sophora japonica L.), tSalicaceae (Salix koreensis 
Andersson), sAbies (Abies holophylla Maxim.)

Table 1. The total number of each species surveyed and number and the number of in the list, and number of 8 target species
to b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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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종별 유형별 노거수의 크기 비교

서론에서 수종별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수종별로 명목과 신목의 

크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8개 수

종별 명목과 신목의 평균 흉고직경, 평균 수고, 평균 수

령을 산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내용 요약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언

① 본 자료는 임학상 자료이자 거수노수명목 보존자료

로서 편찬하였다.

② 1916년에 실측 수집한 자료 5300여점에서 수간이 

큰 것, 저명한 것, 고사·전설이 있는 것 등을 선발하

여 수종별로 분류하고 흉고직경순으로 배열하였다.

③ 수고, 수령 측정방법과 수종명 구분을 위한 조사 방

법 등을 서술하였다.

④ 거수노수명목을 벌채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유형을 신목, 당산목, 명목, 정자목, 피서목, 

호안목, 풍치목 등 7개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2) 제1편 거수노수명목 목록

3,170본의 거수노수명목의 목록을 64개 수종별로 번호, 

소재지, 소유자, 흉고직경, 수고, 수령, 유형(신목, 당산목, 

호안목, 정자목, 피서목, 풍치목, 명목), 고사·전설(없는 

경우도 있음) 을 기재하고 있다.

3) 제2편 거수노수명목 참고사항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① 거수노수명목의 수종, 수령, 생장 및 분포를 기술하

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거수노수명목수 집계표” 

이다. 53개 수종별(목차와 목록에는 64개 수종을 표

시하고 있지만 본 집계표 에서는 유사한 수종을 묶

고 있다) 13개 도별(남한 8도, 이북 5도) 본수와 고사·

전설이 있는 거수노수명목의 수 집계표이다. 총 5,328

본(집계표에는 5,330본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 오류이

다) 중 1,705본, 32%의 노거수에 고사·전설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어 있다.

② 거수노수명목을 벌채하지 못하는 사유와 관련된 고

사·전설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였고 신비적 전설을 갖는 

것은 신목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부언

하고 있다.

㉮ 신목 : 일명 부군목 또는 장군목이라고 칭함. 대개 

부락근처에 있음. ⓐ 나무에 신령이 들어 있음. ⓑ 
나무 자체를 신체로 인식, 제단을 마련하고 행복을 

기도. ⓒ 제사를 태만히 하면 신벌이 있으므로 매년 

제사를 지냄.

㉯ 당산목 : 일명 성황목, 당사목(堂社木) 이라고 칭하

며 산제당(산신당, 산왕당), 성황당, 신당 등의 당우

(堂宇) 배후에 존재. 당우는 산록, 산정, 고개마루, 

부락 입구에 위치. 출산, 병환쾌유, 행복 등을 기도

하면 효험이 있다고 함.

㉰ 명목 : 성현, 왕족, 귀인 등이 식재한 것이 많고 드물

지만 왕실로부터 서품을 받은 것이 있음. 역사적 전

설, 고사 또는 신비적 전설을 갖는 경우가 많음.

㉱ 정자목 : 향교, 활터, 서당, 별장, 정자 등의 옆에 음

영수(陰影樹) 또는 풍치수로서 심어진 것. 향교, 서

당에는 공자의 행단을 모방하여 은행나무를 심은 

경우가 많음.

㉲ 피서목 : 일명 영자목(影子木)이라 함. 길옆, 마을 주

변에 피서를 목적으로 식재한 것.

㉳ 호안목 : 일명 방축목(防築木)이라 함. 강변에 방수 

(防水) 호안(湖岸)을 목적으로 식재한 것.

㉴ 풍치수 : 마을의 풍치, 방풍, 방조(防潮) 또는 외부로

부터의 직접적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식재한 것.

③ 수목한자명표

일본에서 사용되는 나무이름 113종에 대해 조선에서 

사용되는 한자명 대비표이다.

④ 기념수 적종 생육지역 일람표

38개 수종에 대해 13개도별 안전생육지역을 표시한 표이다.

제2편 내용의 요체는 조선에 있는 거수노수명목 5,328

본 중 고사·전설이 있는 노거수가 32%에 달하고, 노거수

를 벌채하지 못하는 7가지 사유에 어떤 종류의 고사전설

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본 책자 전체를 요약하면 조선에 있는 노거수 

3,170본을 수종별, 흉고직경 크기별로 배열 한 뒤, 각 노

거수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중 1,705본에 깃들어 있는 

고사·전설을 표시한 자료이다. 

2. 수종별 유형별 관련 고사·전설 비교

조선거수노수명목지 서언에 노거수의 유형은 고사·전

설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Table 2에 수종별 유형별 고사·전설의 개수(노거수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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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istory & Legend

Zez Cey Gix Piw Frv Sou Sat Abs Total
%

Group Unit Type Total

신목
God-Tree

신적
God

신체로 숭배
Same to god

23 5 4 3 5 2 2 1 45 6.3 3.5

구복 기도 효험
Pray for wish

50 10 5 10 4 9 2 90 12.6 7.1

신벌 예방 제사
Protection ancestral rite by god punish

203 50 21 26 46 39 14 3 402 56.5 31.5

침해하면 화를 당함
Punish attacker by destroyed tree

86 19 16 4 10 6 2 3 146 20.5 11.5

Subtotal 362 84 46 43 65 56 20 7 683 95.9 53.6

신비적
Foreknowl

edge

예지 경사 흉사
Fortune or misfortune

5 2 1 8 1.1 0.6

예지 풍흉 발아 등
Bumper year or Bad year etc.

5 1 6 0.8 0.5

Subtotal 10 2 2 14 2.0 1.1

고사적
History

나무이름, 기념식수
Name of tree, commemorative tree

3 1 4 0.6 0.3

식재자,식재이유, 식재시기
Person on planted,
Reason of planting,
Moment of planting

4 1 2 1 8 1.1 0.6

효자 등
Devoted son etc.

2 1 3 0.4 0.2

Subtotal 7 2 4 1 1 15 2.1 1.2

Total 379 86 52 44 66 58 20 7 712 100 55.8

당산목
Sacred-

Tree

신적
God

신체로 숭배
Same to god

10 2 1 13 17.6 1.0

구복 기도 효험
Pray for wish

2 1 1 5 9 12.2 0.7

신벌 예방 제사
Protection ancestral rite by god punish

23 14 6 1 2 46 62.6 3.6

침해하면 화를 당함
Punish attacker by destroyed tree

2 2 4 5.4 0.3

Subtotal 37 17 1 13 2 2 72 97.3 5.6

고사적
History

식재이유
Reason of planting

1 1 2 2.7 0.2

Total 37 18 1 14 2 2 74 100 5.8

명목
Noble-
Tree

신적
God

신체로 숭배
Same to god

8 3 1 1 1 14 3.5 1.1

구복 기도 효험
Pray for wish

2 1 1 3 2 9 2.3 0.7

신벌 예방 제사
Protection ancestral rite by god punish

3 2 2 1 2 5 1 16 4.0 1.3

침해하면 화를 당함
Punish attacker by destroyed tree

5 12 14 5 6 8 1 51 12.8 4.0

Subtotal 18 15 19 8 11 16 3 90 22.6 7.1

신비적
Foreknowl

edge

예지 경사 흉사
Fortune or misfortune

4 9 1 1 15 3.8 1.2

예지 풍흉 발아 등
Bumper year or Bad year etc.

49 7 4 6 66 16.6 5.2

Subtotal 53 7 13 1 7 81 20.4 6.4

고사적
History

나무이름,마을이름,기념식수
Name of tree,
Name of village,
commemorative tree

11 4 11 14 5 6 2 53 13.3 4.2

식재자,식재이유,식재시기
Person on planted,
Reason of planting,
Moment of planting

35 15 33 15 14 13 2 6 133 33.4 10.4

왕실, 위인, 공자 등
Royal family, Great man, Confucius etc.

3 13 16 6 2 1 41 10.3 3.2

Subtotal 49 19 57 45 25 21 2 9 227 57.0 17.8

Total 120 41 89 54 36 44 5 9 398 100 31.2

Table 2. Count sheet on different types and species including history and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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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표시하였다. 고사·전설은 1,275개나 되었지만 내용

은 비교적 단순하여 10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고

사·전설을 신적 요소, 신비적 요소, 고사적 요소로 구분

하여 정리하였다.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에 563개, 44%로 가장 많은 고

사·전설이 있었다. 유형 내에서 고사·전설 요소별로 비중

을 보면 신목과 당산목에서는 신적요소가 95.9%, 97.3%

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목에서는 고사적 요소가 57%로 

월등히 많았다. 유형 내에서 항목별 비중을 보면 신목에

서는 신벌 예방 제사가 56.5%로 월등하였고, 명목에서는 

식재자, 식재이유, 식재시기가 33.4%로 가장 컸다.

종합하면 신목은 신적 요소의 고사·전설이 많고 특히 

신벌을 예방하기 위한 제사에 관련된 고사·전설이 많았

다. 명목은 고사적 요소의 고사·전설이 많고 특히 식재자, 

식재이유, 식재시기에 관련된 고사·전설이 많았다. 그 구

분 기준은 비교적 단순, 명료하였다.

3. 수종별 유형별 노거수 크기 비교

서론에서 수종별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명목과 신목의 크기에 어

느 정도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8개 수종별 명목

Type
History & Legend

Zez Cey Gix Piw Frv Sou Sat Abs Total
%

Group Unit Type Total

정자목
Gazebo 

Tree

신적
God

구복 기도 효험
Pray for wish

1 1 1.9 0.1

신벌 예방 제사, 침해하면 화를 당함
Protection ancestral rite by god punish, 
Punish attacker by destroyed tree

1 1 2 3.7 0.2

Subtotal 1 1 1 3 5.6 0.2

고사적
History

식재자, 식재이유,정자이름
Person on planted,
Reason of planting,
Name of gazebo

20 1 12 9 7 2 51 94.4 4.0

Total 21 1 12 10 7 1 2 54 100 4.2

피서목
Summer 

Tree

신적
God

신체로 숭배
Same to god

2 2 15.4 0.2

침해하면 화를 당함
Punish attacker by destroyed tree

2 2 15.4 0.2

Subtotal 2 2 4 30.8 0.3

신비적
Foreknowl

edge

예지 풍흉 발아 등
Bumper year or Bad year etc.

1 1 7.7 0.1

고사적
History

나무이름, 식재자,식재시기
Name of tree,
Person on planted,
Moment of planting

2 3 2 1 8 61.5 0.6

Total 4 4 2 2 1 13 100 1.0

호안목
Shore 

protection 
Tree

고사적
History

식재자, 식재이유
Person on planted,
Reason of planting

2 2 1 5 100 0.4

풍치목
Scenery 

Tree

신적
God

신체로 숭배
Same to god, 
신벌 예방 제사
Protection ancestral rite by god punish

1 1 1 3 15.8 0.2

신비적
Foreknowl

edge

예지 풍흉 발아 등
Bumper year or Bad year

3 3 15.8 0.2

고사적
History

마을이름,식재자, 식재이유
Name of village
Person on planted
Reason of planting

1 5 6 1 13 68.4 1.0

Total - 4 6 6 1 1 1 19 100 1.5

고사전설이 있는 나무의 수
The number of  historical tree or legendary tree

563  156 156 130 118 104 27 21 1,275 100

% 44 12 12 10 9 8 2 2 100
zZe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yCe (Celtis sinensis Pers.), 
xGi (Ginkgo biloba L.), 

wPi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vFr (Fraxinus mandshurica 

Rupr.), 
uSo (Sophora japonica L.), 

tSa (Salix koreensis Andersson), 
sAb (Abies holophylla Maxim.)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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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목의 평균 흉고직경, 평균 수고, 평균 수령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목록에 있는 본수 중 은행나무의 전체 본수

는 349본인데 Table 3은행나무 계는 344본이다. 목록에 

5 본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목록에는 

지상 1.5 m 부위 둘레의 길이가 척 (尺: 30.3 cm)으로 표

시되어 있는 것을 직경 (cm)으로 환산하였다. 목록에는 

수고가 간 (間: 181.8 cm)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미터 

(m)로 환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8 수종 2,632본의 48.5%인 1,276본이 

명목이었고, 31.3% 825본이 신목이었다. 나머지 다섯 유

형은 모두 합해도 531본 20.2%에 불과하였다. 노거수를 

Species Community
God
Tree

(신목)

Sacred
Tree

(당산목)

Noble
Tree

(명목)

Gazebo
Tree

(정자목)

Summer 
Tree

(피서목)

Shore 
protection 

Tree
(호안목)

Scenery 
Tree

(풍치목)
Total

Zelkovaz

No. of tree 420 61 356 36 48 15 23 959
% 43.8 6.4 37.1 3.8 5.0 1.6 2.4 100

D.B.H. 143 138 183 132 181 174 195 160
Height 21 19 22 21 21 23 29 21 

Age 292 291 349 286 318 285 264 313

Celtisy

No. of tree 104 32 245 2 42 2 24 451
% 23.1 7.1 54.3 0.4 9.3 0.4 5.3 100

D.B.H. 113 124 138 164 142 77 129 131 
Height 18 18 20 25 20 12 21 19 

Age 250 333 278 190 259 200 253 271

Ginkgox

No. of tree 66 2 224 12 7 4 29 344
% 19.2 0.6 65.1 3.5 2.0 1.2 8.4 100

D.B.H. 157 179 184 160 185 179 185 179 
Height 24 24 27 23 29 25 29 26 

Age 399 428 436 296 440 388 440 427

Pinusw

No. of tree 49 22 147 16 3 - 19 256
% 19.1 8.6 57.4 6.3 1.2 - 7.4 100

D.B.H. 88 89 104 93 111 - 104 99 
Height 13 14 15 17 17 - 15 15 

Age 266 228 295 276 261 - 258 279

Fraxinusv

No. of tree 82 4 97 15 11 5 27 241
% 34.0 1.7 40.2 6.2 4.6 2.1 11.2 100

D.B.H. 140 162 135 111 158 162 138 138 
Height 22 21 20 20 21 24 21 21 

Age 287 238 243 160 294 105 260 254

Sophorau

No. of tree 63 5 129 1 1 - 9 208
% 30.3 2.4 62.0 0.5 0.5 - 4.3 100

D.B.H. 114 164 142 289 96 - 137 134 
Height 17 17 18 - 18 - 18 17 

Age 238 281 318 250 100 - 304 291

Salicaceaet

No. of tree 29 2 38 15 3 2 10 99
% 29.3 2.0 38.4 15.2 3.0 2.0 10.1 100

D.B.H. 119 92 137 71 103 145 126 119 
Height 19 15 17 16 16 24 16 17 

Age 193 285 194 114 183 260 190 184

Abiess

No. of tree 12 2 40 6 2 - 12 74
% 16.2 2.7 54.1 8.1 2.7 - 16.2 100

D.B.H. 98 92 126 89 135 - 85 112 
Height 20 26 26 28 20 - 23 24 

Age 246 250 342 202 353 - 200 289

Total
No. of tree 825 130 1,276 103 117 28 153 2,632

% 31.3 4.9 48.5 3.9 4.4 1.1 5.8 100
zZelkova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yCeltis (Celtis sinensis Pers.), xGinkgo (Ginkgo biloba L.), wPinus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vFraxinus (Fraxinus mandshurica Rupr.), uSophora (Sophora japonica L.), tSalicaceae (Salix koreensis Andersson), sAbies (Abies 
holophylla Maxim.)

Table 3. The mean numbers of D.B.H., height, and age in eac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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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하지 못하는 7가지 사유에 의한 유형 구분은 해당 

노거수를 신목으로 볼 것인지 또는 명목으로 볼 것인지

를 판단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Table 3에서 신목과 명목의 나무 크기를 보자. 직경, 수

고, 수령을 보면 8 개 수종 중 7개 수종에서 명목의 직경

과 수령이 신목보다 크고, 6개 수종에서 명목의 수고가 

신목보다 컸다. 거수노수명목의 목록을 엑셀시트에 입력

하면서 발견하게 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기록

되어 있는 조선의 신목은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라는 이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

된 것이다.

노거수 유형의 위계나 품격을 생각하면 신목이 더 크

고 웅장해야 신성함이 느껴지는 신목이 될 수 있다. 신목

보다 더 크고 웅장한 명목이 옆에 있으면 그 신목은 이미 

신목이 아니다. 신목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조

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신목을 왜곡

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본 고의 가설은 위의 사실 확인

으로 증명되었다.

4. 천연기념물 느티나무와 조선거수노수명목지 기록의 비교

현존하는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중 저명한 것을 인터넷

에서 찾았다. 그 중 소재지가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목

록과 일치하는 것 3본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단, 조선

거수노수명목지에는 소재지가 동·리 까지만 표시되어 있

고 지번이 없다. 따라서 조선거수노수명목지가 작성된 

1919년 경 한 동·리에 느티나무 노거수가 한 본 이상 있

었으면 Table 4의 비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00년 전 

일이므로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하면 확인 할 수 있는 일이

나 본 고에서는 뒷일로 미루었다.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에 대해 100년 전 조선거수노수명목지가 어떻게 기록하

였는지 살펴보자. Figure 3의 천연기념물 283호,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느티나무는 조선거수노수명목지 느티나

무 목록 959본 중 21번째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이다. 

1919년 당시에도 아주 저명한 노거수여서 왜곡하지 못하

였을 것이다. 정월보름에 제사를 지낸다는 고사·전설을 

기록하고 신목이라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Figure 4는 조선거수명목지에 기록된 959본의 느

티나무 중 160번째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이고, Figure 5

는 278번째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이지만, 두 노거수 모

두 전해오는 고사·전설이 없다고 하며 명목으로 분류하

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고사·전설이 없다거나 또는 한 

노거수에 여러 개 있는 고사·전설을 선택적으로 기록하며, 

조선의 신목이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왜곡

하였다. 그 왜곡방법이 확인된 사례이다.

5. 종합 고찰

Table 3에서 확인되었듯이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신목

을 왜곡하였다. 표본목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다. 명목 

1,276본과 신목 825본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 왜곡 이유

를 찾기 위해 일제강점기 관련 분야 기록이나 연구결과

를 보자.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 正毅)는 병합 

후 관제 개정에 따른 본부 및 소속관서 과장 이상에 대한 

훈시1)에서 자신의 임무가 ‘암흑’ 즉 야만상태의 조선을 

1) 조선총독부. 1913. 조선통치 3년간 성과. 부록 총독 유고 및 

훈시.

No. 
of 

Fig.
Community Number Location Type History and legend

3

Chosun-Gersu-Nosu-M
yungmok-Ji

21/959
月出山店 Gunseo-myeon, Yeongam-gun, 
Jeollanam-do, Korea 

God 
tree

Ancestral rites of the 
15th of January 

Natural Monument No. 283
747-2,Wolgok-ri, Gunseo-myeon, 
Yeongam-gun, Jeollanam-do, Korea 

- -

4

Chosun-Gersu-Nosu-M
yungmok-Ji

160/959
Daechi-ri, Daejeon-myeon, 
Damyang-gun, Jeollanam-do, Korea

Noble 
Tree

absence

Natural Monument No. 284
787-1,Daechi-ri, Daejeon-myeon, 
Damyang-gun, Jeollanam-do, Korea

- -

5

Chosun-Gersu-Nosu-M
yungmok-Ji

278/959
 Danchondong, Anjeo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Noble 
Tree

absence

Natural Monument No. 273
185-2,Danchon-ri, Anjeo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 -

Table 4. Comparing of Zelkova serrata in natural monument and record in Chosun-Gersu-Nosu-Myungmo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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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으로 개도하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Kwon, 2014). 

제국주의시대의 일본은 그들의 신도와 괘를 같이 하는 

우리의 동제를 미신으로 규정하고 타파함으로써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했다(Choi, 1997). 일제의 민속신

앙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은 우리 민족 전통의 근원적인 

2) https://blog.naver.com/0112313924/221236078879
3) https://blog.naver.com/153food7/40209046660
4) https://blog.naver.com/visiongm/50183041983

모습을 없애고 자주의식을 없애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Huh, 2006). 샤머니즘을 통한 피지배자들의 결속을 

두려워 한 나머지 혹세무민의 미신으로 몰아가 말살시키

려 하였다(Park, 2015).

무라야마 지준(村山 智順)은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조선의 귀신(1929), 조선의 풍수 

(1931), 조선의 巫覡(1932), 조선의 점복과 예언(1933)을 

저술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은 그의 저술 조선의 귀신에

서 1919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조선 전역에 거수

노수명목이라 불리우는 것 중 부락제가 행해지는 관례가 

있는 것은 460본 정도였다. 전설·귀신을 동반한 수목은 

대부분 느티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물푸레나무로서 보

통 신목이나 당산목이라 부른다고 하였다(본 고 Table 2

는 8 수종의 합계이지만 신목과 당산목 중 신벌 예방 제

사가 지내지는 노거수를 합하면 448본이다).

일제의 미신타파정책은 세 가지 이다. 첫째는 학무국의 

신사·신도정책이고 둘째는 경찰국의 취조행정이고 셋째

는 사회과의 사회교화운동이다. 이런 정책의 뒷받침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조사·발행하는 막대한 자료에 의

했으며 강력한 경찰행정으로 완전히 관에 의한 것이었다

(Choi, 1974).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목이 명목보다 작고 볼

품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 일제는 조선에서 신

목이나 당산목으로 불리우는 노거수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해당 노거수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동제 또는 

부락제를 미신으로 타파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신목이 

작고 볼품없어야 미신이라고 주장하기가 좋았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작성하며 신목을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게 하기 위하여 Table 1의 조

사된 전체 노거수 5,328본에서 목록에 넣은 노거수 3,170

본을 고를 때 작은 크기의 신목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한 노거수에 고사·전설이 여러 개 조사되어 있는 경우에

는 작고 볼품없는 노거수는 신목에 어울리는 고사·전설

을 선택하고 크고 웅장한 노거수는 명목에 적합한 고사·

전설을 남기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신목을 작고 볼품없는 크기로 왜곡하고 그 신

성성을 폄하하기 위한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조선거

수노수명목지를 작성한 것이다. 조선의 신목이 명목보다 

더 작고 왜소하다는 날조된 내용을 사실인양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흉고직경순으로 편찬한 것이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 목록에 있는 노거수 중 현존하는 

노거수를 찾은 뒤,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분류되어 있는 

유형과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노거수의 의미를 비교

하면 조선총독부의 왜곡은 더욱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Figure 3. Zelkova serrata of Natural Monument No. 283.2)

Figure 4. Zelkova serrata of Natural Monument No. 284.3)

Figure 5. Zelkova serrata of Natural Monument No.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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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고는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서 발견된 이상한 현상, 

첫째, 신목이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

라는 상식에 반하는 현상, 둘째, 노거수를 소재지별로 정

리하지 않고 흉고직경 크기순으로 정리한 이해할 수 없

는 편찬 체계를 근거로,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

부가 조선의 신목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가설

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되었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선거수노수명목지의 노거수 목록은 64개 수종이 

실려 있으나, 51개 수종이 20본 미만이다. 한 수종 내에

서 흉고직경이 큰 노거수에는 명목이 많고, 흉고직경이 

작은 노거수에는 신목이 많은 경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록이 100본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목록

에 99본이 있는 버드나무류 바로 밑의 전나무까지 8 수

종을 분석 대상목으로 하였다. 8수종의 신목과 명목의 평

균직경, 평균수고, 평균수령을 비교하여 보면 8 개 수종 

중 7 개 수종에서 명목의 직경과 수령이 신목보다 크고, 

6 개 수종에서 명목의 수고가 신목보다 컸다. 조선거수노

수명목지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의 신목은 명목보다 왜소

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라는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

부가 조선의 신목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본 고

의 가설은 위의 사실 확인으로 증명되었다.

2. 조선총독부는 신목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부락제를 

미신으로 타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신목이 작

고 볼품없어야 미신이라고 주장하기 좋았을 것이다. 조

선의 신목을 작고 볼품없는 크기로 왜곡하고 그 신성성

을 폄하하기 위한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조선거수노

수명목지를 작성한 것이다.

3. 조선의 신목이 명목보다 더 작고 왜소하다는 날조된 

내용을 사실인양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선거수노수명

목지를 흉고직경순으로 편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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