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원 황제가 세상에 전하기를 인삼( 人蔘) 1)은

너의 나라[ =고려] 에서 나는 것이 좋다고 한

다… 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2) 한반도에

서 산출되던 인삼은 역사에 등장한 이래 현재

까지 해동영초( 海東靈草) 로서 그 명성이 남

다르다 한반도 인삼이 2천년 이상 명성을 유

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이 탁월한 약효를

지닌 약재라는 점 때문이다 인류의 등장 이래

질병은 인류와 함께 항상 존재하였고 이를 치

료하려는 인류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이 발달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침 뜸과

처방( 處方) 등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처방

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효능이 우수한 약재에

대한 수요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였다 인

삼은 그 신비한 약효로 인해 처방 중심의 동아

시아 의학의 전통 속에서 그 어떤 약재보다도

대단히 중시되어 왔던 것이다

전통 한의학은 중국에서 기원·발전하였고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중국 의학의 영향을 받

으면서 나름의 한의학체계를 수립해 갔다 이

세 지역에서는 처방이 한 축을 담당하는 의학

의 전통이 성립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처방

에서 매우 중시되던 인삼에 대한 수요는 기본

적으로 꾸준히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인

삼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세 지역 각각의 자연환경이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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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세기 이전의 人蔘 과 그 이후의 人蔘 은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삼 은 栽培蔘을 말한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의 人蔘 은 재배삼이 아닌 自然産 蔘 즉 지금의 山蔘

을 지칭한다 재배삼은 조선후기 자연산 삼의 절종 위기에 처하자 자구책으로 등장한 것으로 당대에는

家蔘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人蔘 으로 그 명칭이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인삼 이

란 표현도 시대에 따라서 그 지징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이 글에서 인삼 은 지금의 산삼과 같은 것

임을 미리 밝혀둔다

2) 高麗史 권123 열전36 曹允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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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생시킬 수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연환경이 인삼의

자생에 적절하지 않아서 인삼이 산출되지 않

는다면 인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

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 지역에서의 인삼 자생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일본열도는 자연환경이 인삼 성장에 적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삼이 전혀 산출되지 않

았다 따라서 도쿠가와 막부시대 이전까지 일

본열도의 주민은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

만 인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3) 중국의

경우 몇몇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 산서성

태항산맥 일대에서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기록

이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사료를 비판

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전근대 중국인들이 태

항산맥에서 산출되던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인

삼 이란 명칭을 붙이고 또 실제로 처방에 사용

하기도 하였지만 이 식물이 Panax Gi nseng으

로서의 인삼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

었다 4) 중국인들은 중국인삼 의 한계로 인해

결국 외부로부터의 교역에 의해 진인삼의 수

요를 충족시켜야 했고 이는 본문에서 보듯이

한반도로부터 지속적인 인삼 유입의 배경이

되었다 반면 한반도와 만주지역은 지금도

종종 산삼이 발견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리고 역사적 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인삼의

자생에 적당한 곳이다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인삼 자생 지역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국한

되었던 것이다

삼국이 자리했던 만주 및 한반도 일대는 인

삼의 자연 성장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인삼의 자생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지역 주민

들이 이 자생 인삼을 언제부터 식용 혹은 약용

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중국 문헌기록에 입각하여 추론한 바에

의하면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이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인삼을 활용하기 시작하였음은 분명

하다 5)

이처럼 2차 사료를 통해서 인삼 활용의 기

원을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만

주와 한반도 일대 주민들의 구체적인 인삼 활

용의 역사를 밝힐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기원과 관련된 추론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

고 지극히 소략한 1차 사료를 활용하여 삼국

에서의 인삼 생산과 수취의 대강에 대해서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삼의 자생과 관련된 자

연적 제약으로 인해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인

삼 교역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고 그것은 1천년

이상 존속하게 된다 그 기본구조란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산출된 인삼이 전근대적인 교역

형태( 조공품 답례품 상단에 의한 유통 등) 를

통해 중국으로 그리고 일본열도로 유출되는

형태를 말한다 즉 동아시아에서 전근대 인삼

의 국제적 유통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의

일방적 반출 중국·일본열도에서의 일방적인

반입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인삼 생산

과 유통의 이러한 기본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

면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성립했던 삼국에

3) 인삼과 관련된 일본의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德川幕府 시대에 들어오면 막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

본에서 조선인삼의 인공 재배를 시도하게 된다

4) 양정필·여인석 중국 인삼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사학 제12권 2호 2003 양정필·여인석

조선인삼 의 기원에 대하여 의사학 제13권 1호 2004

5) 각주 4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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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인삼 생산과 수취 그리고 국제 교역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

고려시대의 인삼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일

제 강점기 일본인에 의한 연구 외에는 전무한

형편이다 6) 이는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이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인삼의 생산 수취

및 교역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은 역사적 사실

을 복원하는 기초작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조

선시대 및 한말·일제 강점기 인삼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삼 산지와 그 수취

1) 인삼 생산지의 분포7)

삼국의 인삼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인

삼 산출 사실을 알려주는 1차 사료에 대한 검

토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

의 인삼 생산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

료가 주목받아 왔다

인삼은 백제의 것을 중하게 여기는데 형체

가 가늘고 단단하며 희다 기운과 맛은 상당

(上黨) 8)에서 나는 것보다 박(薄)하다 다음으로

는 고려의 것을 쓰는데 고려는 바로 요동으로

형체가 크며 허(虛)하고 연(軟)하여 백제의 인

삼만 못하다 백제는 지금 고려에 신속(臣屬)

되었는바 고려에서 바치는 인삼에는 두 가지

종류가 겸해서 있으니 어느 것을 취해 쓰느냐

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쓰기에는

모두 상당에서 나는 인삼만 못하다( 名醫別錄

注 ) 9)

위의 기사는 중국 양(梁)의 도홍경(陶弘景)이

지은 명의별록 에 실려 있는 주( 注)이다 도

홍경은 452년 강소성에서 태어나 제( 齊) 의 고

제( 高帝)에게 나아가 벼슬하였고 492년 관직

을 사임하고 구용( 句容) 산중에서 은거하다

6) 今村革丙 人蔘史 전7권(朝鮮總督府專賣局) 이 人蔘史 는 7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다 각각의 편명

을 보면 1권 人蔘編年紀 人蔘思想編 ( 1940) 2권 人蔘政治編 ( 1935) 3권 人蔘經濟編 ( 1938) 4권 人蔘

栽培編 ( 1936) 5권 人蔘醫藥編 ( 1937) 6권 人蔘雜記編 ( 1939) 7권 蔘名彙攷編 ( 1934) 등으로 되어

다 人蔘史 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양 諸國의 인삼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연구 논문이

라기보다는 자료집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는 단점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찾기 힘든 사료가 수록된 경우가

있어서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기도 한다 둘째 첫째의 한계와 연계되어 역사학

계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식민사학에 입각하여 조선 및 조선 인삼에 대한

부당한 해석을 덧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7) 한국 고대의 인삼은 자생하는 것을 채취해서 약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채취 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채취 단계를 넘어선 교역 단계의 인삼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역품 즉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생산 이란 표현도 함께 쓴다

8) 上黨은 지금의 산서성 동남부 일대를 말하는데 중국의 이름난 인삼 산지이다 중국의 여러 의약서에는

이곳에서 나는 인삼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고증에 의하면 이곳에서 나는 인삼은 초롱

꽃과에 속하는 蔓蔘으로 인삼이 아니라고 한다(韓致奫 海東繹史 草類 人參 번역본 각주 77 98쪽)
9) 도홍경편·상지균 집교 本草經集注 人民衛生出版社 1994 207쪽 人 乃重百濟者 形細而堅白 氣味

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卽是遼東 形大而 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 兼有兩種 止應擇取之爾

實用竝不及上黨(名醫別錄 注) 동일한 내용이 神農本草經集註 에도 실려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神

農本草經 의 修訂과 名醫別錄 의 저술은 모두 陶弘景에 의한 것이고 두 책 모두에 人參을 衆藥의 上位

라고 하여 인삼과 관련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今村革丙 人蔘史 5권 145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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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년 85세로 사망하였다 10) 따라서 위의 기사

는 삼국이 정립하던 6세기 전후의 상황을 반영

하고 있다 이 사료를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에

서 인삼이 산출되고 있던 사실과 늦어도 6세

기를 전후한 무렵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인삼

이 중국 내에서 중요한 약재로 유통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는 비슷한 시기의 중국 역사

서에 인삼 생산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양

의 숙자현(蕭子顯)이 537년 이전에 찬술한 것

으로 추정되는 남제서 동이전 고려조에 건

강실록( 建康實錄) 남제 고려전을 인용하여

은산에서 은을 채취하여 재화로 삼았고 인

삼과 담비가죽 또한 그러하였다 는 구절이 그

것이다 11) 당시 중국인들이 은과 담비가죽과

더불어 인삼을 고구려의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고구려 인삼에 대한

관심과 그 수요가 지대하였음을 말해주고 있

다

이 두 기사는 현재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한

반도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이다 시기적

으로 6세기 전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를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기원 전에 이미 한반도와 만주 인삼이 중

국에 소개되었다는 주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중국

인들이 500년 이상 만주 및 한반도 인삼( 이하

조선인삼) 을 활용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다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와서 인

삼 기록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기본 전제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

능할 것이다 도홍경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중국인들은 중국 본토인 산서성 태항산맥

일대에서 인삼이 산출된다고 생각했고 또 실

제로 이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내에

서 인삼이 산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

은 다른 나라 인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그 기록도 남기지 않았

을 것이다 그러나 1백년 2백년이 지나면서

의학이 발전하고 또 큰 관심이 없던 한반도와

만주인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이

인삼이 태항산맥의 중국인삼과 다르다는 점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시 한반도 인삼에 대한 관심을 확대

시켰을 것이고 결국은 도홍경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약효의 차이까지 인식하게 되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조

선인삼을 중국인삼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6세기를 전후한 시기가 되면 해당 지

역의 특산품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하여 의

약서 및 사서에 특별히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고 생각한다 12)

한편 두 기사에서 삼국 가운데 신라인삼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6

세기를 전후한 시기 신라인삼이 중국에 알려

지지 않았거나 혹은 알려졌더라도 널리 보급

되지 못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신라인삼에

러나 두 책 모두 전하지 않는다 神農本草經集註 의 내용은 證類本草 에 陶隱居云 의 주기 형태로

남아 있다(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 修書院 1988 59- 60쪽 참조)
10) 홍원식 윤창렬 편저 (증보)중국의학사 一中社 2001 204- 205쪽 林殷(문재곤 옮김) 한의학과 유교

문화의 만남 예문서원 1999 280- 282쪽 후자에서는 도홍경의 생년을 456년으로 적고 있다

11) 南齊書 蠻 東南夷傳 高麗條(경인문화사 영인본 1976 1004쪽) 國有銀山 採爲貨 竝人參貂皮

12) 3장 인삼 교역 부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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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록은 7세기 전반이 되어야 등장한다

즉 책부원구 에 실려 있는 당 고조 무덕 10

년( 627)에 신라에서는 왕사를 파견하여 인삼

을 비롯한 여러 조공품을 바쳤다 는 기록이 그

것이다 13) 이때의 왕사 파견 사실은 삼국사

기 에도 실려 있다 즉 진평왕 49년 6월과 동

11월에 사신을 당에 파견하여 조공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에는 조

공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4)

이처럼 1차 사료에 의하면 삼국 인삼에 대

한 최초의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는 늦어도 6

세기 전후 신라는 그 보다 한 세기 정도 늦은

7세기 초반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삼국의 인삼 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성기 삼국의 지배 영토가 만주와 한반도 일

대에 걸쳐 있었는데 이 지역은 현재의 인삼

산지인 만주와 한반도 일대와 정확히 일치한

다 그렇다면 삼국 곳곳에서 인삼이 산출되었

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주

장은 1차 사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2차 사료를 통해서 그 개연성을 충분히 논증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 송나라 사람 서긍이 지

은 고려도경 에는 고려의 토속을 소개하면서

인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는 고려의 인삼

산지와 관련하여 在在有之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6) 고려시대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인삼

이 산출되었다는 의미이다 고려시대 인삼 산

출이 이러 하였다면 그보다 앞선 삼국 즉 해

당 지역 주민 혹은 국가에 의한 인삼 채취의

역사가 그 만큼 짧고 그래서 자생 인삼이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삼국의 경우는 더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 일대의 구체적인 인삼 산지와 관련

해서는 조선 전기의 사료를 참고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에는 당시 인삼을 토공으로

바치던 군현에 대한 기록을 싣고 있다 이 지

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그림 1] 과 같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인삼 산지를 개괄할

수 있다 주로 태백산맥 등의 주요 산맥을 따

라 인삼 산지가 분포하고 있고 남해 및 서해

안 등의 해안가와 평야지대에서는 인삼이 산

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와 평안도

및 함경도가 인삼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하였

고 삼남지방에서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내륙 산간지방에서 인삼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이들 지역에서 분명히

인삼이 자생하였을 것이다 단만 해당 주민 혹

은 국가에서 그 자생인삼을 채취하여 활용하

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경우는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

13) 冊府元龜 ( 人蔘史 2권 6쪽에서 재인용)
14) 책부원구 와 삼국사기 의 이러한 기록 차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및 중국의 사

서에 삼국이 중국의 여러 나라에 조공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조공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거나 소략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구체적인 조공 사실

및 조공품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각각 조공품을 獻上했을 가능성과 조공품에 인삼이 포함되었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5) 이에 대해 人蔘史 의 저자 今村革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필경 고구려 백제 두 나라와 비교

하여 문화가 지체되고 지나 본초의학의 학문도 역시 늦게 전해지고 따라서 자국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인삼을 본초학상의 의약으로 인식한 것도 역시 늦었다고 생각된다 9척의 인삼으로 다른 식물을 공헌한

것처럼(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소성왕 원년 10월) 그 本草 지식의 불충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人蔘史 2권 7쪽)

1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23권 雜俗 土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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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산지로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지역에 대

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인삼 주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원 17) 고려조의 주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고려기에서 말하길 마다산은 나라 북쪽에

있다 고려의 중앙이다 이 산이 가장 크다

… 거기에서 인삼 등이 많이 난다 18)

이 기사를 통해서 고구려 중앙에 위치한 마

다산에서 인삼이 많이 산출되었고 그 사실은

중국인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다산은 백두산으

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한원 이 편찬된 시기

는 660년경인데 당시의 고구려 판도를 고려

하면 백두산 부근이 나라의 중앙에 해당되고

또 백두산 근처에서 이 산보다 높은 산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삼산지로 백두산의 명성

은 비단 이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백두산 일대는 인삼

산지로 명성이 자자하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인삼 생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인삼 산지인 고구려 영토의 많은 부분(특히 평

안도와 함경도 일대) 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

에 특별히 인삼산지가 통일 이전보다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고

구려를 계승하여 한반도 북부 및 만주일대 성

립한 발해는 주요한 인삼 산지를 영토 내로 편

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삼 생산이 급증하였

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발해와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인삼 교역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조세체제 정비와 인삼 수취

[그림 1] 세종실록지리지 의 인삼 공납지역

17) 중국 당(唐)나라 때의 역사가 장초금(張楚金)이 660년경 편찬하고 옹공예(雍公叡)가 주(註)를 붙인 일

의 사류부(事類賦) 본래는 30권이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그 중의 번이부(蕃夷部) 1권만이 일본 福岡의

太宰府神社에 전하고 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 책들 예컨대 魏志 동이전 연구에 필요한 魏略 등이

인용되고 있어 한국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18) 翰苑 高麗(竹內理三 교정·해설 太宰府滿宮文化硏究所 발행 1977 37- 38쪽) 高麗記曰 馬多山在國北

高麗之中 此山最大 … 其中多生人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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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와 한반도 일대 곳곳에서 자생하던 인

삼의 채취 및 수취에 대해서 알려주는 1차 사

료가 없기 때문에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인삼 채취의 경우는 수취제도와 달리 정치권

력 혹은 고대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 혹은 약용으로서 인삼의

가치를 알게 된 산지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

게 채취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수취는 국가 권력에 의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

하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치세력

상업세력의 등장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고대국가의 성립에 따라 산지 주민에 의한 자

연스러운 채취와 활용은 제도적인 수취체제로

성립되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인삼 수취제

도의 확립이 삼국에서 조세 수취제도의 발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기존 연구 성과를

통해서 대강의 성립과정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고구려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는

인정( 人丁) 에 기초한 조( 調) 의 징수에 있다고

한다 고구려 조세의 조 중심의 특징은 양전

( 良田) 이 없고 토지가 척박하여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의 근간이 정복지의 공

물 징수에 있었던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예컨

대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그 나라의 대

가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앉아서 먹는 인

구가 만여 명이나 된다 하호들이 먼 곳에서

양식·고기·소금 등을 운반해 와서 그들에

게] 공급한다 19)거나 동옥저조에 구려는 그

중에서 대인을 두고 사자로 삼아 함께 통치하

게 하였다 또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통괄 수

납케 하여 맥포(貊布) ·어( 魚) ·염( 鹽) ·해

중 식물 등을 천리나 되는 거리에 져 나르게

하고… 20)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귀족이나 국

가가 사자를 통해 새롭게 복속한 지역이나 산

지에서 생산물을 수취하여 국용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취형태는 6세기 초엽에도

동일하였던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21)

한원 고려조에는 은산이 안시에서 동북

에 백여 리에 있다 수백 가( 家) 가 있어 그것

을 캐서 국용으로 바친다 22)라는 기사가 있다

이들 수백 가의 존재를 통해서 채굴을 위한 공

동 역역과 그 산물인 은을 조세로 제공하는 전

근대 사회의 수취체제를 위 사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3)

고구려에서 공물 수취와 관련된 이 두 유형

의 사례는 인삼 수취에도 적용되었을 개연성

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연성을 받아들

이면 인삼 수취는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성장

하고 영토를 확대함에 따라 몇 가지 방식이 병

존하였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복속된 동옥저

에서 특산물을 바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인삼이 산출되는 복속지에서 공물로 징수

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 시기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둘째는 은

산에 수백 가를 두어 채굴시킨 사례에서 짐작

19)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20) 삼국지 동이전 동옥저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

擔負致之

21) 朴南守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 新羅文化 24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125쪽 김창석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 현실 42호 2001 17쪽

22) 한원 고려조 高麗記云 銀山在安市東北百餘里 有數百家 採之以供國用也

23) 박남수 앞의 글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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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듯이 주요한 인삼 산지의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채취하여 공납으로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고구려의 인삼 주산지 가운데 한 곳

은 앞서 보았듯이 마다산 일대였으므로 이 지

역 주민들 혹은 이 지역으로 동원된 민들의 역

역에 의해 인삼 채취 및 공물 수취가 이루어졌

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방식은 영토

가 확대되고 또 고대국가로의 성장이 일정 수

준 이상으로 도달한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신라의 인삼수취도 고구려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달리 7세기 중반 이후에도 인삼 수취가 단절되

지 않고 10세기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후 국가와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검토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신라 역시 인삼수취에

대한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세수

취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추할 수

밖에 없다

6세기 이전까지 신라의 지배층은 신라국가

의 전영역을 중앙( 왕경) 과 지방 으로 구분

하여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왕경 지배층의 관

념에는 신라 라는 공간적 범위가 지금의 경

주 일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6세기 이

전 각 지역에서는 정복·복속 관계가 유지되

는 가운데 복속의례적인 성격의 공(貢) 을 왕

경에 납부하였다 24) 이 시기의 수취 형태는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군제 하에

서 역역과 잉여생산물을 수취하는 형태 둘째

는 복속집단의 지배층을 이용하여 공납하는

형태 셋째는 왕도에 복속된 복속 지배층이 수

취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25)

이러한 상황은 지방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

면서 점차 바뀌어 갔다 6세기를 전후한 일련

의 체제 정비 시책과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신라국가의 지방지배는 이전 시기에 비해 한

차원 강화된다 그 과정에서 왕경에 대응되는

지방 이 나타났고 이전의 피정복민·복속민

이 지방민 으로 대우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민은 조세수취의 대상 즉 국가재정의 원

천이 되었다 즉 위의 세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인 주군제의 전면적 확대의 형태를 띠고

진행되었던 것이다 26)

통일 이후에는 많은 영토와 인민이 편입 재

편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배체제가 정비되었

다 이 과정에서 재정원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파악 합당한 기준의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왕대의 9주 설치로 귀결되는 지방지

배체제의 정비는 재정원 확보의 기초작업이었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전도 실시

되었다 27) 이는 조세수취가 인호 지배 방식에

서 토지 중심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

래의 공납제적으로 지배했던 곳은 토지 중심

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특수 물품은 공

납제를 통해서 국가에서 장악하든지 유통구조

를 통해서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

다 28) 즉 생산에 제약을 받는 물품들은 공납제

적인 지배를 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

다

24) 김창석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 현실 42호 2001 17쪽 구문회 신라

통일기 지방재정의 구조 역사와 현실 42호 2001 33쪽

25) 이인재 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역사와 현실 4호 1990 93쪽

26) 이인재 앞의 글 94쪽 구문회 앞의 글 34- 35쪽

27) 구문회 신라 통일기 지방재정의 구조 역사와 현실 42호 2001 3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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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서 수취제도의 제도적 성립 과정이

이러했다고 하면 인삼의 수취도 이 틀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고대국가 초기단계에

서는 고구려에서도 그랬듯이 인삼이 산출되

던 복속지로부터 공물의 형태로 징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6세기 이후 체제

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차츰 공납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을 것이다 다만 촌주·사

인 등의 지방 지배력이 강했기 때문에 중앙의

강력한 공납 강제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통일 이후 9주 설치 등 지방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면서 이전보다는 강화된 형태로

인삼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

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확대된 영

토를 대상으로 인삼 산지 및 산지의 산출량에

에 대해 ( 재)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

한 공납액이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및 통일신라시기 고구려의 마다산 일

대를 제외하면 인삼 토공 지역에 대해서 알려

주는 사료는 없다 후대인 조선시대의 토공 지

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

로 이 시기 공납지역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 표 1] 은 세종실록지리지 에 기재

되어 있는 인삼 공납지역들이다

이 표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전국 329개 군

현 가운데 1/ 3 이상 지역에서 인삼을 진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긍이 在在有之 라고 표

현한 이유가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삼국 및 통일

신라기의 그것과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리고 두 시기의 사회발전 정도도 큰 차이를 보

이기 때문에 위의 표를 갖고 삼국 및 통일기

[표 1] 세종실록지리지 의 인삼 공납지역

도별 군현

경기도 영평현 1/ 37

충청도

충주목(약재) 단양군(약재) 청풍군 귀산군 음성현 연풍현 제천현 영

춘현 청주목 천안군 옥천군 문의군 죽산현 전의현 연기현 온수현 영

동현 보은현 진천현 공주목 예산현 대흥현 은진현 연산현 보령현

25/ 54

경상도
언양현 안동도호부 영해도호부 순흥도호부 영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덕군 예안현 기천군 봉화현 문경군 산음현 의령현
14/ 67

전라도
전주부 태인현 고산현 해진군 영암군 강진현 남원도호부 임실현 장

수현(토공) 무주현 순천도호부 동복현(토공)
12/ 57

황해도 서흥도호부 안악군 곡산군 3/ 24

강원도

강릉도호부 양양도호부 정선군 원주목 영월군 횡성군 홍천군 금성

현 회양도호부 금성현 금화현 평강현 伊川縣 삼척도호부 평해군 울

진현 춘천도호부 낭천현 양구현 인제현 고성군 통천군 흡곡현

23/ 26

평안도

성천도호부 순천군 개천군 덕천군 맹산군 은산현 양덕군 철산군 수

천군 삭주도호부 영변대도호부 창성군 벽동군 운산군 태천군 강계

도호부 이산군 희천군 여연군 자성군 무창군 위원군

22/ 42

함경도
북청도호부 영흥대도호부 고원군 문천군 예원군 안변도호부 길주목

단천군 갑산군 경성군 경원도호부 종성도호부 삼수군
13/ 22

합계 113/ 329

28) 이인재 앞의 글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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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공물지역을 유추하는데는 적지 않은 한

계가 따른다 즉 조선시대 위의 지역들에서 인

삼이 산출되었다고 하면 삼국 및 통일기에도

산출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없지만 당시 그곳

주민들이 이를 채취하여 활용하였던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삼국 및 통일기 인삼 토공지역이 위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위의 범위 속에 포함되었

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

다

3 인삼 교역의 시대별 추이

1) 삼국 초기의 교역

인삼교역의 발생은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처방 중심의 동아시아 의학에서 의학적 소용

에 따른 꾸준한 인삼 수요에 비해 생산지가 이

에 조응하지 못하는 일종의 수요와 공급 지역

의 불일치를 배경으로 한다 인삼 산지는 만주

와 한반도 일대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 이루어진 인삼의 국제 교역은 만주

와 한반도에서 중국 및 일본열도 일방적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적인 제

약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인삼에 대한

수요를 교역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인삼

과 유사한 효능 혹은 모습을 지닌 약재를 인삼

대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예컨대

중국 산서성 태항산맥의 인삼이 그렇고 일본

에서 10세기 전후 연희식 에 보이는 인삼 공

납 지역 및 징수액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 29)

이러한 대용이 인삼 수요를 일시 대체할 수 있

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었다 그

래서 전근대 시기를 통해 두 지역에서 한반도

및 만주 인삼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삼의 국제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던 것이다

사료 상의 한계로 인해 인삼 교역이 언제 누

구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의 추론를 통해서 늦어도 기원전 1세

기 중반 경에는 만주 및 한반도의 정치권력 혹

은 상업세력과 중국 왕조 사이에 인삼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30) 이 주장은 다분

히 논리적 추론에 의한 것인데 이는 좀더 다

양한 각도에서의 검토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

가 있다 특히 기원전부터 인삼 교역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및 한반도 인삼에 대

한 기록이 5백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6세기 전

후한 시기부터 다수 등장하고 있는 기록상의

공백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기원전부터 중국과 만주

및 한반도 일대의 교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

었는가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두 지역간의 교역은 비록 간헐적이고

비조직적이기는 했지만 고조선시대부터 이루

어지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 말 이후 철기시

대로 들어서면서 고고학적으로 교류의 본격적

인 증거가 발견된다 기원전 3세기초부터 2세

기초 사이에는 연이 요동을 장악하고 요동군

을 설치하면서 이 지역은 연의 영향 하에 명도

전을 수단으로 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다 그리고 진한교체기에 고조선 영역으로 들

어오기 전 상하장에 머물던 위만집단은 사적

무역 형태를 취하여 중국과 교역하였을 것이

29) 人蔘史 2권 449- 450쪽 참조

30) 각주 4번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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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 한대 이전에도 이처럼 두 지역 간 교류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

기의 교역품 가운데 인삼은 포함되지 않았거

나 혹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시기적으로 후

기에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중국에서

인삼 관련 기록이 이 시기보다 후대인 기원전

1세기 중반 경부터 등장하기 때문이다

조선인삼이 중국에 소개되어 중국인들이 인

삼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결정

적인 계기는 한사군 설치였다고 생각한다 한

사군 가운데서도 낙랑군과 현토군이 인삼 교

역과 관련하여서 특히 주목된다

기원전 108년에 설치된 낙랑군이 주변 토착

사회와 본격적으로 교섭하기 시작한 것은 전

한 후기인 소·선제 대( B C 86- 49)부터였다고

한다 이때에 이르러 주변민족에 대한 무제대

의 고압적인 정벌론이 유화적인 정책으로 바

뀌었고 낙랑군도 설치 초기 토착민의 저항 및

주변 진번·임둔군의 폐지에 따른 영역 재편

등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2)

낙랑군의 교역활동은 중국 본토와 삼한을

비롯한 주변 토착사회를 상대로 한 대외교역

이었고 토착사회와는 조공을 통한 호시( 互市)

무역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낙랑군의 교

역활동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렇지만 군현내 토착세력의 경제력을 살펴보

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다 토착세력의 경

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의 분묘에 매장

된 유물들이 있다 매장 유물은 대단한 화려함

을 자랑하는데 이는 같은 시기 중국 본토에서

조차 쉽게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33) 이러

한 사실은 낙랑군을 거점으로 하는 교역이 대

단히 큰 규모였고 또 이 지역이 한나라 전체

차원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교역중심지

였음을 짐작케 한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를 특

산물의 배후 공급지로 이용할 수 있었던 낙랑

군의 교역상의 위치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

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반도 일

대와 중국은 낙랑을 매개로 하여 활발한 교역

이 이루어졌다 이때 낙랑을 통해 중국으로 교

역된 삼한 등 토착사회의 특산물로는 단궁 과

하마 건해삼 등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삼은 문헌기록에 교역품으로 등장하

지 않는다 과연 인삼은 교역품에 포함되지 않

았을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반도 인삼은 낙

랑을 통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

하였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약재에

대한 기록이 전국시대 혹은 그 이전시기부터

현존하고 있는데 반해서 삼에 대한 기록은 기

원전 1세기 중엽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고고학적 발굴 및 문헌에 의해 입증되는 역사

적 사실이다 동양의학에서 중시되는 인삼관

련 기록이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갑자기 등장

한다는 사실은 외부에서의 유입 이라는 관점

에서 이해할 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

고 이때의 외부 는 인삼 자생의 자연적 환경

을 고려할 때 만주 및 한반도 일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중국기

록에 인삼 기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소개되던 인삼이 이 시기에 본격

31) 이청규 한중 교류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한국고대사연구 32 2003

107- 110쪽

32) 윤용구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62 1999 5쪽

33) 윤용구 앞의 글 11- 12쪽

－ 187－



醫 史 學 제13권 제2호(통권 제25호) 2004년 12월

적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인들이 그 존재를 광

범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기록으로 남기게

까지 된 사정을 보여준다고 한다 34)

그렇다면 낙랑의 교역품 가운데 인삼 기록

이 누락된 이유 및 이후 중국 측 문헌에 조선

인삼에 대한 기록이 5백여 년 동안 부재한 이

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의문과 관련하

여서는 인삼이 주력상품이 아니었던 데서 비

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궁 과하마 건해

삼 등은 낙랑군 설치 이전부터 중국에서도 인

지도가 높은 교역품들이었다 중국인들이 이

들 교역품에 대해서는 친숙하였고 이로 인해

관습적으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것이

다 반면 인삼은 이때 막 소개되기 시작한 신

생 교역품에 불과하였다 중국인들은 낯설기

만 한 인삼의 약효는 물론 인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할 만

한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삼의 존재를 인식한 이후에는 중

국 내에서 인삼 대체식물을 사용한 점도 지적

할 수 있다 2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시기 중

국 한의서에는 인삼을 배합한 처방이 기록되

어 있다 35) 이때의 인삼은 태항산맥 일대에서

자생하고 중국인들이 인삼으로 인식하고 있

던 별개의 식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인들 입장에서는 그 진위가 어떻든 인삼 이

중국 내에서 산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3

세기에는 만주 및 한반도 일대의 인삼에 대해

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

지만 이 시기에도 조선인삼의 중국 유입은 지

속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두 지역

인삼 즉 만주 및 한반도 일대의 진인삼과 태

항산맥 일대의 중국인삼 이 함께 사용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도홍경의 명의별

록 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36)

한편 기원전후부터 4세기 초반까지의 시기

는 만주 및 한반도 일대에서 삼국이 고대국가

로 발전해 가는 시기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변

화도 중국인들이 조선인삼을 인식하는데 장애

가 되었던 것 같다 삼국 가운데 가장 일찍 고

대국가로 성립해 간 고구려를 보면 고대국가

로 성장해 가던 이 시기의 대 중국 교류는 극

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 당시 고구려는 한나라 조정에 직접

사절을 파견하지 못하고 현토군이라는 중간

기구를 통해서 교섭하고 있었다 현토군에 내

왕하는 고구려인의 명부를 고구려현의 현령이

관장하고 있던 사실은 현토군을 찾는 고구려

사람들이 다수였고 그들을 보낸 집단도 각기

달랐음을 즉 여러 나집단( 那集團) 의 수장들이

독자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음을 암시한다 37)

후한대에 접어들면 책구루라는 소성을 설치하

여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게 된

다 이는 고구려 각 정치세력의 대외교섭권과

교역권이 계루부 왕권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책구루를 설치한 시기는 고구려의

집권화가 한 단계 성장하는 태조왕대( 53- 146)

로 추론하고 있다 38) 그리고 274년 서진의 동

이교위가 설치되면서 현토군의 변군으로서의

중개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이때부터 책구

34) 보다 자세한 논증 내용은 각주 4의 논문 참조

35) 대표적으로 장중경의 상한론 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총 130方 가운데 인삼을 배합한 것이 21방이다

36) 각주 9 참조

37) 김창석 고구려 초·중기의 대중 교섭과 교역 신라문화 2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5쪽

38) 김창석 앞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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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기능도 약화되다가 3세기 말 무렵이 되면

유명무실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동이교위의

역할 역시 3세기 말- 4세기초가 되면 현저히 약

화된다 결국 313년과 314년에 걸쳐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하고 318년 서진 정권이 성립한

이후 고구려는 중국 정권과 중간 기구를 거치

지 않고 직접 교섭에 임하게 된다 39)

책구루를 설치할 무렵 중국 사서에는 고구

려가 점차 교만해져서 군에 오지 않았다 라

고 적고 있다 40) 고구려는 집권화를 통해 고대

국가로 성장해 가면서 중국에 대해 이전과 다

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 시

기 고구려의 대 중국 사신 파견 횟수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대무신왕 15년

( A D 32) 에 처음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종

하였는데 이후 진(晋)이 멸망하는 316년까지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하다 41)

300여 년 동안 7차례의 사신밖에 파견하지 않

았다는 것은 이 시기 중국과의 공식 교류가 대

단히 제한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공식 교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삼 교역도 그 영향으로 인해 활발하

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곧 이 시기 중국 측

문헌에 조선인삼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

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몇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1- 4세기 동안 조선인삼이 중국으로 간헐적

으로 유입되고 있었겠지만 중국 문헌에는 그

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이렇게 볼 때 인삼은 문헌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과

무역에서 중요한 교역품이었음이 분명하다

2) 6세기- 통일 이전의 교역

6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인삼에 대한 기록

이 등장하므로 인삼 교역의 실상에 대한 고찰

이 가능하다 그러나 삼국시대는 사료의 소략

으로 인해 인삼 유통의 여러 형태 가운데 조공

( 朝貢) 에 의한 것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따라

서 이 시기의 인삼 유통은 대중국 교역에 초점

을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 그리고

대 중국 교역품으로서의 인삼에 대한 기록도

소략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인삼 교역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공관

계의 성립 및 발전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조공관계는 대략 4

세기초에서 7세기초에 걸쳐서 성립하였다고

한다 42) 삼국의 고대 국가 성립 및 발전 단계

의 시기적 차이는 대중국 조공관계의 성립 및

발전 단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아래

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삼국시대

인삼의 대외 교역 문제를 각 국가별로 살펴볼

것이다

고구려 고구려 인삼에 대한 기사는 몇 건

이 확인된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도홍경의

명의별록 주의 기사가 있다 그리고 같은 책

에 고구려 인이 지은 三 五葉 背陽向陰 欲來

求我 樹相尋 이란 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시는 인삼의 모습과 습성을 간략하면서도 명

료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인삼을 노래한 대표

39) 김창석 앞의 글 16쪽

40)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30 고구려 後稍驕恣 不復詣郡

41) 전해종 한중조공관계고 동양사학연구 1집 1966 19쪽

42) 全海宗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學硏究 1집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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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시로 유명하다 후세에도 인삼을 상징하

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43) 또 한원 잔

질( 殘帙) 중에 있는 고려기(高麗記) 에서 마

다산( 馬多山)에서는 인삼 등이 많이 산출된

다 고 적고 있다 그리고 국청백록 권1에서

영양왕( 590- 617) 수백서( 手自書) 로서 제

자 진백지 화남·고려 곤포 인삼 등 송거( 送

去) 운운 하고 있다 44)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삼 관련 기록들이 대

체로 6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등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 중국 교류

라는 큰 틀 속에서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조공무역을 개괄해 보자 고구려의

대중국 사신파견 기사를 보면 대무신왕 15년

( A D 32) 에 한에 처음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

였고 45) 이후 진(晋)이 멸망하는 316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다 46) 북위가 북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는 439년 인접한 북위

에 사신을 파견하여 대외관계를 설정하였다

이후 534년까지 근 한 세기에 걸쳐 평화적 관

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기간에 70여 회의 사절

이 교환되었다 47) 특히 472년에는 위( 魏) 에 두

차례 사신을 보냈고 이해부터 고구려에서는

공헌을 2배로 늘여 보냈고 위의 회사도 더하였

다 48) 북위 외에도 수나라( 581- 618) 때 까지

송·남북제·동위·양·수 등의 국가에게 56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다 49)

고구려의 대 중국 사신 파견 흐름을 보면 본

격적인 그것은 5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지기 시

작했음을 알 수 있다 빈번한 사신 파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공품 목록은 전하지 않

는다 그렇지만 각각의 방물 중에 인삼이 포함

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50) 백

여 년 동안 고구려 인삼이 집중적으로 유입되

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도홍경의 인식

에서 보듯이 중국인삼과 조선인삼의 효능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백제 백제의 인삼에 대한 사료로는 앞서

본 명의별록 주의 내용이 유일하다 이 사료

는 백제 인삼이 중국에서 약재로 사용되던 사

실을 분명히 말해주지만 그 백제 인삼이 어떻

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백제의 경우

에도 인삼이 조공품으로 교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사기 에 기록된 백제의 사신 파견

회수는 372년 진( 晉) 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이

후 멸망하던 660년까지의 약 300여 년 간 42회

정도이다 이 기간에 무역과 접촉이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된 것은 570년부터 660년까지의 90

년간으로서 이 기간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43) 대표적으로 최치원의 글을 들 수 있다 계원필경집 권18 獻生日物狀 第五

44) 今村革丙 人蔘史 2 5쪽

45) 三國史記 권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년 遣使入漢朝貢

46) 全海宗 韓中朝貢關係考 東洋史學硏究 1집 1966 19쪽
47)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41- 42쪽 今村革丙의 人蔘史 에 의하

면 고구려가 太延 원년( 435)부터 武定 7년까지( 549) 110여 년 간 92회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고 한다(今村

革丙 人蔘史 2 5- 6쪽)

48) 三國史記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0년

49) 全海宗 앞의 글 22쪽

50) 今村革丙 人蔘史 2 5-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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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는 29회였다 51) 이러한 사행을 통해 백제

인삼이 중국에 소개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서 도홍경의 시야에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라 통일 이전 신라는 국가의 성립 및 발

전 자체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늦었듯이 인

삼교역 역시 두 나라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신

라가 중국=전진(前秦) 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것은 내물니사금 22년·26년( 377·381) 의 일이

다 52) 그러나 이후 전진의 멸망과 중국 대륙의

혼란 그리고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로 더 이상

북중국 제국(諸國) 과의 사신파견은 계속되지

못했다 그러다 법흥왕 8년( 521) 이번에는 백

제 사신을 따라 남조의 양( 502- 556)에 입공하

였다 이 일은 그 후의 중국대륙과의 무역확대

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신라

는 남조의 중심국인 양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 경제의 큰 흐름 속에 동

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3) 그러나 양·북위·

진·북제·수 등에 사신을 파견하지만 230여

년간 19차례에 불과하였다 54)

6세기 신라의 대중국 외교관계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신라 인삼의 중국 내에서 유통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리 활발하지는 않

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라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 초기에는 고구려 및 백제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시기에 신라인삼

이 중국에서 교역되었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

는 고구려 및 백제 인삼으로 인식하였을 가능

성도 높다 이런 연유로 인해 6세기 신라 인삼

이 중국 문헌에 독자적으로 등장하기 어려웠

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당의 외교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되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

물리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신라가 당과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때는

진평왕 43년( 621)인데 이후 통일 이전까지의

47년간 신라의 대당 사신 파견은 34회에 이르

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25회 백제의 22회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발한 외교관계는

조공의 형태를 띠면서 조공품이 수반되고 있

었는데 그 조공품 가운데 인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

고조 무덕 10년( 627) 에 신라에서는 왕사를 파

견하였는데 그 왕사가 가지고 간 선물 중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5)

3) 통일 이후의 교역

신라 통일 이후 인삼 교역에 대해서는 이전

보다 다양한 자료가 현존하고 있어서 여러 측

면에서 교역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심적인 방식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

로 국가 주도 교역으로서 조공이다 이외에 개

인 간 교역에 대한 사료가 있다 그리고 일본

과의 교역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의 對唐 외교를 살펴보면 백제와

51) 全海宗 앞의 글 22쪽 홍희유 앞의 책 44쪽
52) 三國史記 권제3 新羅本紀 제3 奈勿尼師今 26년 遣衛頭入符秦 貢方物 이때의 사신 파견은 신라 독자

의 행동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주선을 받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53) 金文經 해상활동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306쪽

54) 全海宗 앞의 글 22쪽

55) 각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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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를 정벌할 때까지는 군사적 동맹관계로

까지 발전하였던 관계는 이후 당의 영토 야욕

과 신라의 고토( 故土) 회복 및 백제·고구려

유민 흡수책이 충돌하면서 전면적인 대립관계

로 발전하여 문무왕 8년( 668) 이후 성덕왕 2년

( 703) 까지는 사실상 국교 단절 상태가 되었다

이 사이 간헐적인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시

도가 있었지만 양국이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

를 회복하게 되는 것은 성덕왕 12년( 713)에 가

서였다 성덕왕 대는 대당 외교 관계를 회복하

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절의 왕래와 문물

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가장 활발하게 대당 외

교를 추진한 시기였다 이는 성덕왕 재위 35년

간 45회의 대당 사신 파견 기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후 통일신라는 260여 년간 120여

회의 조공사를 파견하여 대체로 2년에 한번 정

도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56)

그러나 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조공 사행

이 뜸하게 되고 반면 민간 무역이 성행한다

민간무역에 있어서 당과의 관계는 당 덕종 건

중( 建重) 원년( 780 선덕왕 즉위년) 에 당으로부

터 금령이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8세기

말부터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7) 대

개 신라 말기에 이르면 정치적 통제의 이완으

로 말미암아 개인적 활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또 통일 이후 신라의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

면서 9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민간 무역이

더욱 활기를 띠고 전개되었다 58) 당시 신라인

의 민간 무역 활동은 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

개무역을 장악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데 그 중심에는 잘 알려진 장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통일신라기 대당 외교의 추이는 인

삼 교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몇 개의 인삼 사료를 통해

이를 살펴보자

① 성덕왕 22년( 723) 여름 4월 사신을 당나

라로 파견하면서 여러 물품을 공헌했는데 그

가운데 인삼이 들어 있었다 59)

② 성덕왕 33년( 734)에도 사은을 위해 왕질

(王姪) 김지렴(金志廉)을 보냈고 이때 인삼

200근 등 여러 물품을 바쳤다 60)

③ 소성왕 원년( 799) 가을 7월에는 (길이) 9

척 되는 인삼을 얻어 매우 이상스러이 여기어

사신을 당에 보내어 그것을 진봉하였더니 덕

종은 인삼이 아니라 하여 받지 아니 하였다 61)

④ 경문왕 9년( 869)에도 왕자 소판(蘇判) 김

윤(金胤)을 보내어 인삼 100근 등 여러 물품을

바쳤다 62)

⑤ 신라국에서 조공하는 인삼은 손과 발이

있어서 모양이 마치 사람과 같으며 길이는 1

척 남짓 된다 삼(杉)나무를 양편에 대고 붉은

비단으로 쌌다 63)

56) 申瀅植 Ⅳ 대외관계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268- 271쪽
57) 冊府元龜 外臣部 互市條 京北府奏 準建中元年十月六日勅…又準令式 中國人不合私與新羅渤海海外國人

交通賣買

58)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對하여 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14- 15쪽(첫 발표는 震檀學報 1·2 1934·35)
59)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22년 春三月 王遣使入唐…夏四月 遣使入唐 獻果下馬一匹 牛黃 人蔘

美 朝霞紬 魚牙紬 鏤鷹鈴 海豹皮 金銀等

60)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33년 夏四月 遣大臣金端竭 丹入唐賀正…先時遣王姪志廉 獻小馬兩匹

狗三頭 金五百兩 銀二十兩 布六十匹 牛黃二十兩 人蔘二百斤 頭髮一百兩 牌豹皮十六張

61)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昭聖王 元年 秋七月 得人蔘九尺 甚異之 遣使如唐進奉 德宗謂非人蔘 不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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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기 조공을 통한 인삼교역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는 위와 같이 다섯이 현존한다

이를 보면 조공 형식을 빌린 대 중국 인삼교역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8세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덕왕대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 사료 가운데 8세기 기록이 넷이고 특히

성덕왕 대의 기록이 둘인 사실은 우연의 일치

라기보다는 이 시기 활발하게 전개된 조공을

통한 인삼 교역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⑤의 기록이 실려 있는 해약

본초 역시 8세기 중반( 750년경) 에 편찬된 것

인데 이는 결국 성덕왕 대의 활발한 교역으로

신라 인삼이 중국에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

면서 그 결과 중국 의약서에까지 실리게 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섯 기사 가운데 9세기 기사는 단 하나이

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료의 소략함에서 그 원

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

어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

되고 또 안록산의 난 이후 중국 내부에서의 혼

란도 가중되면서 조공을 통한 교역이 전반적

으로 쇠퇴하고 있던 사정의 반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②와 ④의 기사를 통해서 조공을 통한

인삼 교역에서의 수량을 추론해 볼 수 있다

②의 기사에서는 200근 ④의 기사에서는 100

근을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기록

만으로 교역 인삼의 수량을 확정하는 데는 무

리가 있지만 그러나 대략 100근 혹은 200근

정도가 당시에 하나의 기준적인 교역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4)

인삼의 국제 교역에서 조공을 통한 교역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러나 인삼교역이 조공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통일 이전부터 왕

실 귀족 혹은 상인세력 등에 의해서 인삼 교

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길은 없다 한편 통일

이후에는 사료를 통해서 사적 교역의 한 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그 기사이다

생일 선물을 바칩니다 다섯 수

제3

해동의 사람 모습 인삼 일구 은장식 감자

에 담음

해동의 정성 끼든 가야금 일장 자주 빛 비

단 가방에 담음

…

앞의 인삼과 가야금 등은

모양이 천성을 받고 울림이 풍아를 품었습

니다

형체를 갖추어 이미 거짓 모양이 없고 재질

이 완전하여 허성이 나지 않습니다

62)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11 景文王 9년 秋七月 遣王子蘇判金胤等 入唐 謝恩兼進奉 馬二匹 金一百兩

銀二百兩 牛黃十五兩 人蔘一百斤 大花魚牙錦 一十匹…

63) 韓致奫 앞의 책 新羅國 所貢人 有手脚狀如人形 長尺餘 以杉木夾定 紅綿纏 之(海藥本草)
64) 조공 인삼 100근 혹은 200근은 조선시대 세종 연간의 對明 조공에서도 확인되는 수량이다 즉 王朝實

錄 세종 1년 9월 8일(을묘) 중국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황제에게는 인삼 200근 황태자에게 50근을 바쳤

다 세종 4년 6월 10일에도 황제에게는 100근 황태자에게는 50근을 바쳤다 세종 5년 8월 25일에도 황제

에게 200근씩 두 번 그리고 황태자에게는 50근을 바쳤다 고려시대에는 한번의 사행에 1 000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대 중국 인삼 교역에서 그 수량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지

만 대략 200근 내외의 斤量은 조공을 통한 교역량과 관련하여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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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모두 선봉 가까운 데서 캐어 먼 곳

에서 갖고 왔습니다

혹시 약구에서 성공하신다면 반드시 몸 축

내기를 바랄 것이고

만약 봉래산에서 필요하시면 배가 충만함을

아실 겁니다

진실로 적어 변변치 못함이 부끄럽지만 장

수하시기를 바라며…

제5

인삼 3근과 천마 1근

…

앞의 약물은 해돋이 지역에서 캐서 천지를

건너 왔습니다

비록 삼아오엽이란 이름은 비춰볼 수 있지

만 특별한 질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만수와 천산의 험함을 지나와도 남

은 향이 있음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경미함을 헤아리지 않고 문득 진헌합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약초가 혹 野老의 하찮은

약초나마 같기를 바랍니다…65)

이 글은 최치원이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으

면서 그의 생일 선물로 인삼과 거문고 등을 바

치면서 올린 장계로 특히 인삼과 관련하여서

그 형체와 산지 그리고 약효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인삼사 연구에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치원은 신라 헌안왕 1년

( 857) 에 태어나서 868년 12세의 나이로 당나

라 유학을 떠났고 18세 되던 874년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879년 고변의 종사관이 되어 이

후 4년간 군중 문서관리의 책임을 맡았고 883

년 군막에서 그 동안 지은 글을 정리하여 계

원필경집 20권을 펴냈다 66) 그렇다면 위 글을

지은 시기는 대략 879년에서 883년 사이의 어

느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장계를 통해 인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인삼이 해동약물

의 대표로서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는 점이다 도홍경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6

세기까지도 중국인들은 중국인삼의 약효를 조

선인삼의 그것보다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9세기 후반 단계에서는 조선인삼이 중국인

삼보다 뛰어난 약재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도홍

경 단계의 인삼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최

치원은 굳이 멀리서 조선인삼을 조달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서 산출되던 인삼으로 선물하

여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둘째는 국가를 매개

로 하지 않고 순수한 개인에 의해서 인삼이 국

제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최치원이 인삼을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시의 내용을 보

면 조국 신라에서 특별히 좋은 인삼을 뽑아서

조달한 듯 한다 아마도 중국을 왕래하고 있던

사신 혹은 민간 상인세력에게 의뢰하여 마련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입수 경로는 불분

명하지만 인삼 교역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5) 최치원 계원필경집 권18 獻生日物狀(고운선생문집편찬회 국역 고운선생문집 상 학예사 1972
549- 556쪽) 獻生日物狀 第三 海東人形蔘一軀 銀裝龕子盛 海東實心琴一張 紫綾 盛 … 前件人蔘竝琴

等 形稟天成 韻含風雅 具體而旣非假母 全材而免有虛聲 皆採近仙峰 携來遠地 許成功於藥臼 必願損軀

如能入用於蓬壺 可知實腹 誠慙菲薄 冀續延長 …… 第五 人蔘蔘根 天麻一斤 … 前件藥物 採從日域 來

涉天池 雖徵三 五葉之名 慙無異質而過萬水千山險 貴有餘香 不揆輕微 輒將陳獻 所冀海人之藥 或同野老

之芹 …

66) 한국사학회 외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도서출판 주류성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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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통일기에는 사료를 통해서 교역

대상국이 일본으로까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 인삼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및 중국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한 연구에 의

하면 701에 찬정한 대보령(大寶令)에 의생은

신수본초 를 배워야 한다는 조문이 있음을 들

어 이때 이미 인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한

다 그러나 인삼이란 약재의 존재는 이때 알았

겠지만 진짜 인삼이 일본에 들어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733에 찬진하였다

고 생각되는 출운국풍토기( 出雲國風土記) 물

산 중에 인삼이 있지만 이는 별개의 식물이고

또 737 6월 26일 대정관부( 大政官符)로써 당

시 전국에서 크게 유행한 마진에 인삼탕을 사

용하라고 제국사(諸國司)에게 시달하였지만

이때 인삼 역시 진물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739 발해 문왕이 인삼 30근을 교역을 통해 일

본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진짜 인삼에 대한 최

초의 기록이라고 한다 67)

이처럼 일본은 8세기 전반 발해를 통해서 처

음 진인삼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

서 인삼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단기간에 급격

히 확대되었던 것 같다 752년 신라에서는 일

본에 대규모 사절을 파견하였고 이에 일본 정

부에서는 귀족들의 신라 문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종의 신라 문물에 대한 신

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신청

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매신라물해 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이 30점

이상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비교적 문서의 원

형이 남아 있는 것은 대략 17개 정도이다 이

17개 문서들 가운데 인삼을 신청한 것은 4개이

다 68) 발해를 통해 인삼이 입수된 지 1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라인삼에 대한 일

본 귀족들의 수요가 적지 않은 점을 보면 당시

일본 상류 사회에서 인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신청서에는 바라는 인삼 근량이 적혀 있

는데 하나는 10근 또 하나는 4근이다 이를 보

면 앞이 최치원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정부

혹은 왕실이 아닌 귀족 혹은 개인에 의해 인삼

이 조달되는 경우 그 근량은 10근을 넘기기 어

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귀족들의 인

삼 수요도 일본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752년의 신라 사신을 통해

신라와 일본 간에 국가에 의한 인삼 교역도 분

명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근량

은 백단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라와 일본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때

도 적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인삼의 대 일본 교

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단

발해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발해를 통해서도 인삼 수요를 충족시켰을 것이

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삼국- 신라통일기의 인삼의 생산과

수취 그리고 국제교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반도 일대의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6세

기 초반에 중국문헌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기원전에 이미 조선인삼이 중국에 소개되었음

67) 今村革丙 인삼사 1권 5- 6쪽

68) 이성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124-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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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500년 동안 기록이 없다 이는 중국인들

이 태항산맥 일대의 중국인삼 으로 조선인삼

을 대체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

삼은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제약을 받고 만주

및 한반도 일대가 그 자생지역이다 한반도 일

대의 산지는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의 북부 산

간지대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남부 산간

지대를 따라 분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마다산 일대는 인삼 산지로 유명하였다

삼국에서의 인삼수취는 고대국가의 발전단계

와 관련을 지니면서 변해 간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복속지역에서 공물의 형태로 징수하

였을 것이다 이후 차츰 복속지에 대한 중앙정

부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공납제( =현물징수)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공납지

역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조선전기의 세종

실록지리지 에 인삼 공납지역으로 113개 군현

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삼국시기 인삼

공납지역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고 하겠다

인삼의 교역 역시 한사군 등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세기 초

반까지 조선인삼의 교역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몇 가지 이유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인삼이 자생한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조선인삼에 큰 관심을 갖지 않

았다 둘째 한사군 등을 통해 유입되어도 신

생 교역품이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한사군 폐지 이후에는 전반적으

로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활

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5세

기 이후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인삼 역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그러면서 중

국인들도 중국인삼과 조선인삼의 차이를 인식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6세기부터 조선

인삼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추론된다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삼국시기에는 조공을

통한 교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삼국의 지리적

조건과 국가발전단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중

국과의 교류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국

의 대 중국 인삼교역에도 직접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특히 신라는 7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중국과 본격적인 인삼교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통일신라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삼 교역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우선 이전부터 계속된 조공

을 통한 교역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이에

더해 개인적으로 조선인삼을 중국인에게 선물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8세기 중엽

에는 일본에서 신라인삼을 교역한 기록도 남아

있다 통일기는 동아시아에서 인삼교역의 기본

구조가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한 시기는

자료가 부족하여 일차사료를 통해 역사상을 구

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2차 사료나 기존

의 연구성과를 동원하면서 일정 부분 추론에

의지하는 것이 부득이 하였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이 시기 연구의 진전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대 중국 교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

에 없었다 또 통일기 활발히 전개된 사무역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좀더 진전된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색인어∶ 삼국-통일기 인삼생산 인삼수취 인삼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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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y first record of ginseng in the Korean peninsula dates back to early 6th century A D with its
concentration in Chinese sources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Korean ginseng was introduced to China
before the birth of Christ there is no writing about it for 500 years This is because the Chinese
substituted Korean ginseng for the Chinese one which was cultivated around the Shangdang Area The
ginseng however is greatly influenced by natural environment and its native area being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believed that ginseng range from the northern mountains of Pyongando and
Hamkyongdo provinces to the southern Taebaek and Sobaek mountains in Korea Especially the area of

Madasan(Baekdusan?) mountain was well-known for ginseng-growing district
The ginseng taxation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seems to have gone through certain changes along

the development stages of the ancient state The first tax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in the form of a
tribute Afterwards as the governing power of central government was gradually strengthened in the
subjugated places there was a major replacement from tributary form to actual goods levy The actual areas
of such tributary collection is unknown but the Sejongshilok Chirij i (geographical records of Sejong
chronicles) of the early Choson era indicates 113 prefectures and counties as those which submit ginseng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se administrations provide permissible clues to the historic background of

ginseng-taxed regions of the Three Kingdoms
The ginseng trade also is estimated to have flourished in ancient Korea through the Han commanderies

of China However the writings of Korean ginseng trade is non-existent until 6th century A D Such
phenomenon can be attributed to few reasons First the Chinese took little interest in Korean ginseng as
they believed they had their own native ginseng in China Second same ignorance resulted from its
inflowing but new feature Third active communication became impossible as the Goguryo-China relations
deteriorated overall after the closing of the commanderies Nevertheless ginseng eventually was properly
introduced into China as the relations between two regions improved after the 5th century A D which
led the Chinese to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and Korean ginseng So it is estimated that such

causes generated the real beginning of ginseng records in the 6th century
Based on the remaining texts it can be inferred that trade in the Three Kingdoms era usually was

conducted in each kingdom were all different which was reflected in their respective contact with China
Such characteristics must have directly influenced their ginseng trade with China as well For example
Shilla was only able to perform major ginseng commerce with China from the 7th century

There are various records of ginseng trade in Unified Shilla period owing mostly to the previous
tributary trade Additionally there is a case in which a certain individual presented Korean ginseng to a
Chinese as well as a case of Shilla ginseng trade in Japan Aforementioned examples clearly illustrate that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ginseng trade in East Asia was completed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K ey W ords ∶T hree Kingdoms- Unified Shilla period Ginseng growing district Ginseng taxation

Ginse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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