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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천연기념물도감》은 1권 식물편(1),2권 식물편(2), 3권(동물편), 4권(지리편), 5권(지질편)으로  

편찬하게 되며 식물편은 겉씨식물(1권)과 속씨식물(2권)로 분류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조선천연기념물도감》1권에서는 은행나무류와 바늘잎나무류를 편집하였는데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천연기념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립수, 군락, 림의 순서로 편집하되 나이가  

제일 많고 학술적으로 의의있는 나무순위로 주었다.  

 

특히 독자들의 리해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개 종에 대한 식물명을 5개나라어로 표기하고 그  

일반적인 특성을 삽화와 함께 주었으며 개별적인 천연기념물대상에 대하여서는 세부사진과 그에  

따르는 간단한 해설, 사진설명문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집하였다.  

 

《조선천연기념물도감》2권(식물편2)에서는 속씨식물을 주되 크게 두싹잎식물류와 한싹잎식물류로  

편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천연기념물대상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인 특산식물도 함께 주었다.  

 



두싹잎식물류에서는 키나무, 떨기나무, 덩굴나무, 풀식물 등의 순서로 주었으며 한싹잎식물류에서는  

대나물와 풀식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마지막부분에서는 1권과 마찬가지로 매개종에 대한 식물명을 5개나라어로 표기하고 2권(식물편2)에  

속하는 식물천연기념물 도, 시, 군별목록을 부록으로 주었다.  

 

조선천연기념물도감》3권(동물편)에서는 우리 나라 동물천연기념물들을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하여 척추동물에서는 집승류, 새류, 물고기류, 량서, 파충류, 무척추동물에서는 조개,  

곤충류순서로 편집하였다.  

 

종별 서술체계에 따라 사진과 사진설명문, 해설글을 주어 동물들의 생태적특성을 알기쉽게 하였다.  

 

식물편에서와 같이 매개 종에 대한 동물이름을 5개 나라어로 표기하였으며 우리 나라 각지에  

분토되여있는 동물천연기념물을 도, 시, 군별로 묶어 부록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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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llustrated Book of the Korean Natural Monuments has been compiled with 5 volumes:  

Plants Part (1) in Vol.1, Plants Part (2) in Vol.2, Fauna Part in Vol.3, Geography Part in Vol.4 and Geology Part in 

Vol.5.  

 

The Plants part in divided into two volumes; Gymnosperm (Vol.1) and Angiosperm (Vol2).  

The volume 1 comprises ginkgo-trees and needle-leaf-trees, with the natural monuments associated with 

immortal leadership exploits of the Three Generals of Mt. Paektu in the main deals in order of solitary trees, 

communities and forests and in particular, in order of the oldest significant trees.  



Besides, for the convenience of the readers, each plant if translated in five languages with the illustration of its 

original features, and the detailed pictures and explanations are added to the individual objects.  

 

The volume 2 deals with angiosperm edited with dicotyledon and monocotyledon. Preference is given to 

natural monuments that the fatherly leader and the respected General paid special attention, and some plants 

endemic and rare in the world are compiled in the book. The dicotyledon is arranged with tall tree, shrubs, 

creeper and herb and the monocotyledon with bamboo and herb. The last part includes the other plants.  

Each species is dubbed in five languages as in Vol.1 and the list of plant monuments in Vol.2 arranged by 

province, city and county is compiled in the appendix of the book.  

 

„The Illustrated Book of the Korean Natural Monuments” 3 (Animal Part) compiles the taxonomy of the animal 

monuments classified into Vertebrates and Invertebrates; the former dividing into mammals, birds, amphibians 

and reputiles and the latter into shellfishes and insects. The ecological features of every species are obvious 

with the help of illustrations, captions and descriptions. The name of every species is expressed in five different 

languages as in the Plant Parts and their regional distributions by province, city and county are given in an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