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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 중 사찰에 분포하는 것의 종교적 상징성과 일반 사찰의 식물과 비교해 본 결과 불교와 관련된 상징성은 

크지 않으며, 일반 사찰의 식물과도 상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 서론

  식물은 인간에게 여러모로 유익하게 이용된다. 약초나 

식재료, 관상 등으로써 이용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

화와 공익적 가치 창출까지 그 이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의 

효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식물은 많이 식재되어 왔으며, 적게는 집

안의 화분에 심어 감상하기도 하며, 크게는 해안가에 방풍

림으로 대면적 조림하여 바람과 모래를 막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인위적으로 식재되거나, 자연적으로 조

성된 단목의 수목이나 군락가운데 학술적·역사적·경관

적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30일 기준 총 259건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 가운데 사찰에 분포하

거나 사찰의 터였던곳에 분포하는 것은 26건으로 확인된

다. 

  사찰은 종교적으로 불교를 숭배하는 의식의 공간으로 승

려와 관련된 전설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에 분포하는 

식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본다.  

Ⅱ. 연구범위 및 방법

  천연기념물 식물 중 사찰에 분포하는 식물 목록을 추출

하여(표1), 종류를 알아보고 식물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상징성은 기존의 문헌과 식물의 역사적 배경등을 감안하

여 추론하였다. 식물의 명칭은 학명으로 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식물의 종류

 표 1. 연구대상목록

지정번호 지정명칭

9 서울 수송동 백송

30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38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76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88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107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111 진도 상만리 비자나무

151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숲

176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180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

18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숲

223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225 선산 농소리 은행나무

239 고흥 금탑사 비자나무 숲

354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365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386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398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402 청도 적천사 은행나무

463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

483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 숲

485 구례 화엄사 매화

486 장성 백양사 고불매

488 순천 선암사 선암매

489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495 진안 천황사 전나무

  사찰에 분포하거나 기존에 터였곳에 분포하는 천연기념

물 식물 26건의 식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 2종이상이 

혼효하는 상록수림을 제외하고 총 14종이 출현하였다(표

2). 은행나무가 6건, 매화나무가 4건, 비자나무와 동백나

무가 각각 3건으로 나왔으며, 분류학상 세분화되지만 처진

소나무와 소나무, 백송은 같은 소나무속이었다. 그 외 수

종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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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의 일반적 상징성

  기존의 문헌상에 나온 식물의 상징성을 분석한 결과, 14

종 가운데 6종만이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곱향나무의 

경우 향나무로 찾아본 결과 지조나 연륜 등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백나무의 경우 뜨거운 사

랑, 불길(不吉), 풍요로운 결실을 상징한다. 백송과 처진소

나무, 소나무는 모두 소나무속으로 소나무로 한정하여 상

징화를 찾아본 결과 지조와 절개 및 장수(長壽)를 상징하

기도 한다. 청실배나무는 배나무의 변종으로 일반적인 배

나무의 상징화를 찾아본 결과 아름다움과 동시에 인생의 

비애라는 두가지 상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단풍나무는 건강이나 힘을 상징하고, 매화나무

는 봄을 상징하기도 하고, 향기, 또한 고상함이나 충신, 절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찰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류

국명 학명(Scientic name) 빈도

은행나무 Ginkgo biloba 6

올벚나무 Prunus pendula for. ascendens 1

곱향나무 Juniperus communis var. nipponica 1

비자나무 Torreya nucifera 3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3

등나무 Wisteria floribunda 1

백송 Pinus bungeana 1

처진소나무 Pinus densiflora for. pendula 1

소나무 Pinus densiflora 1

청실배나무 Pyrus ussuriensis var. ovoidea 1

호두나무 Juglans sinensis 1

단풍나무 Acer palmatum 1

매화나무 Prunus mume 4

전나무 Abies holophylla 1

계 26

3. 분포 입지별 천연기념물 식물의 상징성

  일반적으로 같은 식물이라도 그림이나 글, 시문에서 각

기 다른 의미로 상징화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 분포하는 사찰도 식물이 식재

된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흐름에 따라 의미가 상이해 질 수

밖에 없다. 매화나무의 경우 선암사 선암매의 경우 사찰의 

경내에서 줄지어 분포하고 있으며, 고불매나 화엄사 매화

의 경우 건물 옆에 단독수로 있어 배치 형식은 상이하나 

모두 관상을 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상징적 의미

는 봄을 알리는 의미로 보인다. 동백나무의 경우 대규모 

군락으로 사찰을 뒤에서 보호하는 듯한 형태로 사찰의 입

지 분포상 산림에 있으므로 방풍과 관상적 가치 및 목조 

사찰을 방화(放火)로부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화림으로

써의 기능을 지닌 강인함의 상징적 의미로 추정할 수 있

다. 비자나무의 경우 중생구제와 절개를 은행나무는 학문

정진을 벚나무는 봄을, 백송이나 처진소나무, 소나무는 절

개를 청실배나무는 아름다움을 호두나무는 풍성을 단풍나

무는 건강을 전나무는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표 3. 사찰에 분포하는 식물 목록(신영철과 곽병
화 자료 인용) 

식물위치 국명 특성

사찰 진입부

소나무 자연식생

신갈나무 자연식생

느티나무 인공식생

전나무 인공식생

왕벚나무 인공식생

사찰 경내

감나무

과실이용
은행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불두화

경관

벚나무

배롱나무

박태기나무

백목련

감나무

녹음수이용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경관효과
사찰나무

회양목

유가

사찰 외부

신갈나무 -

벚나무 -

느티나무 -

소나무 -

  
Ⅳ. 소결

  천연기념물 식물 중 사찰에 분포하는 식물과 일반적으

로 사찰에 분포하는 식물의 출현빈도를 비교한 결과 은행

나무의 경우 상관성이 컸으며 전체 26종 중 절반인 13종이 

사찰에 주로 나타나는 식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

재 남아있는 사찰의 천연기념물 식물이 노거수인데 반해 

사찰의 일반 식물은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현대적 조경의 

산물이자 사찰의 일반식물 대상지22개소 중 2개소만이 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 분포하는 사찰인 것을 감안하

면 상관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찰에 분포한다고 하여 불교와 관련성이 큰 것은 아닌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지를 천연기념물

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전국에 분포하는 사찰의 식물

로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수 도 있

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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