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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삼 1)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마무라 토모(今村革丙)의 학설을 중심으로 양정필*·여인석*

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외

에 예컨대 의학의 발전에 따른 인삼 효능에 대

1 머리말

한 인식의 진전과 그에 따른 약물학적 활용의
인삼에 대한 기록은 중국 한대에 처음 나타

확대는 물론이고 인삼 생산지역에서도 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17세기를 전후

난다 그러므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삼의 역

심하였다

사만도 2천년이다

하여 자연삼(自然蔘)에서 재배삼(栽培蔘)으로

기록으로 남겨지기 이전부

터 인삼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인

인삼 생산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3) 또 국내

삼 활용의 역사는 2천년을 훨씬 넘는 셈이다

혹은 국제간 유통에서도 그 주체와 방식 등에

이 2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삼의 존재 형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와 인류의 인삼에 대한 인식에는 적지 않은 변

이 논문에서는 2천년에 걸친 역사상 인삼의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다양한 존재 형태 및 인삼에 대한 인식의 변천

있는 인삼에 대한 상식은 2천년 전의 인류가

을 고찰하려는 목적 하에 우선은 인류가 인삼

인삼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 상식과 매우 다르

의 존재 및 그 본초적 활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삼(人參) 2)이란 표기 정도가 그나마 동

인식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문제 즉 인삼의 기

화가 있었다

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1) 이 글에서 중국인삼 이란 한대(漢代) 이후 중국 산서성의 상당(上黨)지방에서 산출되다 명대 초기에 멸
종된 것으로 믿어지는 역사 속의 인삼을 가리킨다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인삼이다 참고로 현재
중국인삼 이라고 하면 삼칠(三七) 을 지칭한다 삼칠에 대해서는 강병수 외 편저 본초학 서울 도서
출판영림사 1991
400-401 원색중국본초도감편집위원회 편저 원색중국본초도감 1 교토
웅혼사
1982 28-29 등 참조
2)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인삼 의 한자 표기로 人蔘 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글의 대상인 고대 중국에서의
인삼 표기는 人參 이 일반적이었다
3) 양정필 19세기-20세기초 개성상인의 삼업자본 연구 연세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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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특별히 지역적

있듯이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자료집적 내지

으로는 관련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전

는 인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지고 있고

는 것이다 5) 이 책의 이러한 성격은 단점이면

그래서 인삼이 기원하였다고 믿

어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4)

서 동시에 지금은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인삼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전문적인 연구
다만 이마무라 토모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료가 수록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연구에 도
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기도 하다

둘째

(今村革丙)는 인삼사(人蔘史) 제1권에서 인삼의

는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1940년대 이후 많

기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거

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역사 연구 성과와 고고

의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학적인 발굴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인삼사 는 인삼에

대해 연구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책이다

컨대 최근의 획기적인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

이 책은 전 7권의 저작으로 인삼이 역사에 등

로는 한대 분묘(墳墓)에서 발굴된 목간 죽간에

장한 시기부터 당시(1930년대)까지의 인삼에

기록되어 있는 의약 지식을 들 수 있고 이 발

대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거의 망라하고 있

굴을 통해 당시의 의약 수준과 고대 의약의 발

다

전 과정이 새롭게 조명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것은 인삼 정치

인삼 경제

인삼재배

인삼의 의학 사상 인삼을 소재로 한 설화 시

되었는데

서(詩書)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

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인삼

인삼사 에는 이러한 성과들이 반
셋째는 저자가 기본적으

에 대한 기본이 되는 자료들은 이 책자에 거의

로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객관성을 잃고 있는 점

그러나

인삼사 는 그 방대한 분량과 풍부

이다 6) 이로 인해서

인삼사 의 서술 중에는

한 사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한계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부정되어 동의

를 지니고 있다

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는 저자 스스로 밝히고

또 상식적으로

4) 조선인삼 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인삼 의 기원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논문을 달리해서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선인삼의 기원과 관련하여서는 남아 있는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경
우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인삼 의 기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바로 그러한 추론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今村革丙 人蔘史 제1권 경성 조선총독부전매국 1941 34 이를 사학자가 쓰는 논문처럼 하면 서술이
정연하지만 일반 독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통속적으로 써 내려가면 학문적이지 못하게 된
다 때문에 사(史)란 이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평이하게 기술하고 자료는 가능한 원문을 채
용하여 많이 열거하였다
6)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려인 인삼찬(人參贊) 에 대한 이마무라의 주장을 들 수 있다 인삼을 묘사한 가
장 대표적인 시로 꼽히는 인삼찬 즉 三 五葉 背陽向陰 欲來求我 樹相尋 는 고구려인이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명의별록 에 분명하게 高麗人人參贊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에도 이마무라는 트집을 잡는다 즉 속박물지 에는 고려인의 人 자가 없는데 이마무라는 이 속박
물지 가 옳고 명의별록 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이유는 첫째 명의별록 은 정본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시형에서 보아도 고구려처럼 당시 문화가 낮은 지역의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는 중국 본
토 남부 도회지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今村革丙 人蔘史 제6권 1939
141-142 ) 식민사관의 한 전형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중국인삼 의 형태를 다루는 3
장 1절을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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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을 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유보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고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료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삼 의 실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는 본고의

납득할 수 있는 추론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이마무라의 연구 성과에 대

삼의 기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처음 한

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마무라이다

학문적으로 고대

기 위한 단서로 먼저 인삼이 역사에 최초로 등

중국인삼 을 체계적으로 정

인

따라서 논의를 풀어나가

리하여 제시한 최초의 사람이 이마무라이고

장하던 시기 및 지역의 문제를 검토한 이마무

또 이후 그의 주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금까

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7) 따라서 다소 장
황할 수도 있지만 그의 설을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인삼의 기원에 대한 이마무라의 연구 결과
물은

인삼사

제1권 가운데 하편인

상편 에 수록되어 있다
삼사

인삼사

인삼사상편 이

인

총 7권 가운데 제1권에 수록되어 있기

기 위해서는 이마무라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때문에 이마무라의 첫 연구 성과인 것으로 그

있는 사실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래서 처음 발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있음을 밝힐 것이다

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이다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재검토를

중국인삼 의 실체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은 권호 순서대로 발간된 것이 아니며

2 이마무라의 중국인삼 인식과 그 한계

편년기 이며
다

중국인삼

제1권

상편인

상편의 편명은

하편의 편명은

인삼

인삼사상편 이

인삼편년기 는 별책으로 만들려

고 했던 것을 사상편 과 함께 묶은 것이다 그

인식

리고
인삼의 기원

7권

은 맨 마지막에 발간된 것이다 8) 1권은 상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마무라의

인삼사

그

즉 인류가 언제부터 그리고

편년기 는 성격상 연보에 가까운 것이

기 때문에 딱히 독창적인 연구성과라고 하기

어느 지역에서 최초로 인삼을 식용 혹은 약용

는 어렵다

반면 하편인

인삼사상편 은 이마

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라가 나머지 인삼사 총 6권을 집필하고 이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상을

를 통해 얻은 인삼에 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7) 한국에서는 간혹 조선인삼 이 인삼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특별히 논거
를 갖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족적 우월감 혹은 조선인삼 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반면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고대 중국인삼 이 Panax ginseng이며 인삼의 기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馬伯英 외 저 중외의학문화교류사 상해 문회출판사 1992 (정우열 역 중회의학문
화교류사 서울
전파과학사 1997
47
P U Unschuld Medicine in China
Unvi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24 )
8) 人蔘史 총 7권의 간행 순서는 제1권의 자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7권 삼명고휘편 (1934년 8월)
제2권 인삼정치편 (1935년 9월) 제4권 인삼재배편 (1936년 11월) 제5권 인삼의약편 (1937년 3월) 제3
권 인삼경제편 (1938년 3월) 제6권 인삼잡기편 (1939년 3월) 제1권 人蔘史 上篇 (194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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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기원 즉 인삼이 역사에 등장하는 문제

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남아(南亞)의 토인이

를 검토 추론한 것이다 이처럼 인삼의 기원을

말라리아에 규나피(規那皮)를 사용하는 것을

사상편 이 제일 후에 서술되었

보고 연구하여 지금의 퀴닌을 만든 사례를 들

다루고 있는

수 있다

다는 사실은 관련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동시에

상식

적으로 생각하건대 먼 인류의 조상들 혹은 선

의 인삼을 검토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말해준
다

넷째는 연구 실험의 결과이다

사 시대의 인류도 질병 대책에 고심하여 이를

사상편 은 역사상 인삼의

구제하기 위해서 당시 수준에서의 지혜를 동원

기원에 대한 이마무라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하여 여러 시험과 연구를 통해 적당한 약물을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판적

발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삼의 기원에 대한 이마무라의 논거와 추

이마무라는 위와 같은 약의 발견 경우를 인

론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9) 우

삼에 대입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선 일반적으로 약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번째 것은 그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고 다

있는가 하는 물음을 먼저 던지고 이와 관련하

만 몇몇 조수(鳥獸)에게 인삼의 잎 열매 뿌리

여 이마무라는 다음의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

등을 준 시험에 의하면 이를 먹는 동물이 많은

하고 있다

데 그 중에는 단순히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첫

먹는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적고
첫째는 인간의 본능이다 특정 동물들이 구
토하기 위해서 혹은 신체의 상처를 치료하기

있다

대해서 이마무라는 부정적이다

위해서 모종의 풀을 뜯어먹거나 타액의 효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아주 먼 인류의 조상들 역시
천부의 본능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무의
식적으로 어떤 약효가 있는 식물을 먹거나 상

그러나 이를 통한 인삼 발견 가능성에

둘째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인삼의 자연 산지인 중국 산서성

태행산맥(太行山脈) 일대의 지역

만주 중부

처에 발랐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방부 산지 및 한반도의 제주도를 제외한 각

둘째는 우연한 기회의 약물 발견이다 이는 인

산지에서 그 산지의 주민이 때때로 흉황 기타

류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특정물

에 의해서 식량이 결핍하여 식물의 잎

의 약효 혹은 독성을 알게 되는 경우이다 셋

열매

째는 미개인의 소인(素人=경험이 없는 사람

수 있고

혹은 비전문가)요법이다 앞의 두 경우를 통해

리도 역시 구황의 한 식물로 먹었다고 상정하

서 알게 된 어떤 물종들을 소인요법에 사용하

껍질

뿌리를 먹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당시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인삼 뿌

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9) 이하의 내용은 人蔘史 제1권 하편 인삼사상편 의 제2장 人參の世に出たる年代(53-67쪽) 참조
10) 今村革丙 人蔘史 제1권 하편 54-56 약물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경로를 제시하기도 한다
첫째는 약식동원 즉 음식물을 찾는 과정에서 점차 약물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병을 치료하
려고 의식적으로 특정 식물·동물·광물 등을 복용하며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취사선택하
는 과정에서 특정 病症에 적합한 약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약물학 지식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다(김남일·인창식 공역 고대 중국의학의 재발견 서울
법인문화사 2000 174 (원저 周一謨 마왕퇴의학문화
1993) 이러한 두 가지 경로 역시 이마무라의
둘째 셋째 넷째 경우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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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의해서 약품으로 이행하였다고 하는

은 훈고학으로

증좌는 전설에서도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없

본·금수 등을 석해(釋解)한 것이다

다고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釋草) 에는 초류 168종을 들고 있다

셋째에 대해서는 앞의 산지의 토민(土民)이

언어·기구·천지·산천·초
그

석초

그 가운

데 진(晋)의 곽박(郭璞)의 주에 본초에 나온 것

이를 소인약(素人藥)으로 채용하고 있었던 것

을 인용한 것이 10종

송(宋) 형병(邢昺)의 소

이 마침내 채용되어 당당한 양약의 하나로 되

에 위와 같은 본초 및 본초 주·도주(陶注)·

었다고 하는 의심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당본주(唐本注)를 인용한 것이 53종이 있다

이것도 가정에 불과할 뿐 증좌를 들 수는 없다

그 명칭을 검토해보면 후대의 명칭으로 바뀌

고 하여 역시 부정적이다

지 않은 것 다소 변한 것 그리고 전혀 변하지

넷째의 연구 시험 결과에 의해서 인삼이 세

않는 것 등 3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후자가

상에 나왔다는 것은 당시 의약 문화의 정세에

제일 많다 이 시대에 인삼이 사용되었다고 하

서 생각컨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면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어야 한다는

결국 인삼이 약물로서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경과는 현재 알 수 없고
필자)에서 보면

것이 이마무라의 주장이다 11)

지금 시점(1930년대-

다음으로

목천자전 을 보면

이 책은 주의

인삼이 세상에 나온 시대 즉

5대 왕인 목왕이 서유(西遊)하여 각지의 추장

문적에 나타나게 된 시기에는 이미 중국문화

과 만난 후 서왕모와 회견한 사실을 기록한 것

권 내에서 양약의 하나로 폭넓게 인정된 이후

으로

의 사실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위의 양왕(襄王)의 무덤을 발굴하여 죽

그리고 나서

진(晋)의 태강(太康) 2년(281) 급군(汲郡)

인삼이 문적에 나타난 시대에 대해서 고찰하

서 수십 수레를 얻은 후에

죽서기년(竹書紀

면서 그 연대에 대해서 추론한다

年)

목천자전(穆天子

이마무라는 한초(漢初) 선진(先秦 B C 207

傳)

급총주서(汲 周書)

등 세 개의 별명으로 불리면서 세상에

년) 이전에는 아직 인삼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

전해진 것이다

았다고 단정한다 이 설의 근거로는 선진 시대

장에게 준 물건에는 약제가 있다 또 그 통과

의 문적에

한 지역 중에 목왕이 낙읍을 거쳐 황하를 건

만약 인삼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이 여행에서 목왕이 여러 추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기재되어 있

너서 태행산에 다다랐다

어야 한다고 사유되는 그런 문적에 인삼의 명

水) 상류를 지나 안문(雁門)을 너머 뇌수(雷水)

칭이 없다는 점을 증좌로 들고 있다 이마무라

상류에 도달했다 라는 기록이 있다 태원에서

는 구체적으로

안문에 이르는 사이는 태행산 일대는 인삼 주

子傳)

이아(爾雅)

산해경(山海經)

목천자전(穆天

등 세 종류의 선진

시대 문헌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아 를 보면

산지이다

이를 지나 장수(

이 당시 인삼이 세상에 양약으로

출현해 있었다면 기사 중에 보여야 할 것으로

이 책의 저자나 저술

이마무라는 생각한다 단 반드시 그러해야 하

시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선진 이전의 저

는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

작이라는 점은 대개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았다 12)

11) 今村革丙 人蔘史 제1권
참조

59-61

爾雅 의 약물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周一謨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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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96

양정필·여인석∶ 중국인삼 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해경 은 B C 400년에서 B C 250년

주

심히 유치한 정황을 감안하면 당시 식물인 인

서 전국시대 사이에 오장산경이 만들어지고

삼의 본태는 존재하였지만

진에서 한초 사이에 해내경 등 몇 편이 추가

세상에 없었다고 하는 주장의 증거로 삼기에

되어 완성되었다

충분하다고 한다 14) 이 세 책 외에도 경서

산해경 은 선진시대 문헌

중에 의약서적이 아니면서 약물이 가장 많이

서

기록된 문헌이다

지 문헌 중에는 서술

이 책에는 동물 272

66 식물 156이 기재되어 있다

광물

이 가운데 약

용으로 사용된 것이 많고 식물만도 68종에 이
섬서

사천

호남 등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명산이 197 식물 수 158이다

만약 당

사

제자류 등등 선진 시대 만들어진 수십 가
비유

형용

가언(假言)

등등 중에 인삼에 관한 것은 편린도 나타나 있
지 않다 15)

른다 13) 오장산경 중 중산경은 지금의 산서
하남

인삼이란 약물이

이상의 검토에 입각하여 이마무라는 인삼이
전한 말기에 이르러 최초로 문헌에 출현한다
고 주장한다

즉 전한 원제 시대 사유(史游)가

급취장(急就章) 을 저술한 시대에

시 인삼이 의약으로서 세상에 나타나 있었다

삼(參) 이

면 그 산지인 산서 태행산맥도 위 197개의 산

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며 반드시 인

이때의

삼이 나와야 할 터이다 이마무라 생존시의 혹

전의 보통약의 하나였던 시기의

자는 이 시대에 인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

를 보여준다고 한다 왜냐하면 삼 이 원지(遠

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기재되지 않았다고

그러나

삼 은 명약으로서 이름을 떨치기 이
삼 의 존재

志) 속단(續斷) 토과(土瓜) 등과 함께 일렬로

그러나 이마무라가 주장하듯이 인삼이란 것은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70-80년 후가

임상(林相)이 오래면 오랠수록 잘 발생하는 것

되면

으로

인삼이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한 원제

시기에는 두 종류의 위서(緯書)에서 제왕의 정

(元帝)시대에서 춘추 전국시기까지의 기간은

치가 인삼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략 400여 년에 해당하는데

존중되고 있다

그 기간에 식물

인삼 이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다음으로 후한에 이르러서는

분포 발생이 일변할 정도로 기후 지세 지상(地

의약계의 지위를 국가에서의 현량(賢良)에 비

相) 등에 대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유할 정도로 존중되어 본초서

때문에 이마무라는

산해경 에 그 명칭이 없

의약서에 상약(上藥)으로 인식될 정도로 세상

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당시 의약이

에서 존중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마무라의

상한론

등의

12) 今村革丙 앞의 책 61-62 참조
13)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산해경 에 실려 있는 식물약은 모두 52종으로 그 중에 초류는 30종 목류는 22종
이라고 한다(주일모 앞의 책 184쪽) 산해경 단계의 의약수준은 일반적으로 약물의 산지 형태 주
치효능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약물의 4氣5味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약물의 성미에 관해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산해경 에는 고대의 신화와 전설이 많이 수집되어 있고
게다가 당시는 무속이 성행하고 있던 때라 많은 약물에 대한 설명이 기이하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색채까
지 띠고 있다(주일모 앞의 책 187)
14) 今村革丙 앞의 책 62-64 산해경 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주일모 앞의 책 179-189
참조
15) 선진 제자(諸子)의 약물에 관한 논술에 대해서는 주일모 앞의 책 190-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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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의약계의 진보와

미개 했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임상실험의 경험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

반도와 만주에서의 인삼 기원이란 문제에 대

하였다

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인삼의 기원에 대해 이마무라는

그렇지만

시기적으

한국사에서 인삼의 기원과 그 존재에 관심을

로 보면 전한 초기 이전에는 자연물로서 인삼

갖는 우리로서는 한반도와 만주 인삼의 기원

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류가 아직 이를 인식

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한 중기에 이르러 처

금까지 인삼의 명맥이 유지되는 곳은 산서성

음으로 인삼의 효용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태행산맥 지역이 아닌 오히려 한반도와 만주

그 후기가 되면 비로소 약물로서의 지위를 획

일대라고 하면

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마무라의 추론에는 불만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명시

더욱이 지

이곳에서의 인삼 기원을 생략

적으로 인삼의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고 있지

물론 중국에서와는 달리 남아 있는 문헌 기록

않은데

이는 그에게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

이 극히 단순하고 소략하여서 구체적인 실상

때문이다 인삼 기원과 관련된 그의 논거가 중

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따라서 적지

국측 사료 일색인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않은 추론에 의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있다 결국 그는 인삼은 중국에서 처음 기원하

그래서 필연적으로 논증이 취약할 수도 있는

였고

그런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 시기는 대략 B C

100년을 전후한

시기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

도 이 지역에서의 인삼 기원에 대한 검토는 반
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17)
그리고 인삼의 기원을 검토하는 이마무라의

2) 이마무라 설의 한계

방법론은 철저하게 문헌고증에 입각하고 있는
이마무라의 인삼 기원설은 치밀한 문헌 고

데

문헌고증학 자체가 갖는 방법론상의 훌륭

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자체의 한계

것처럼 보인다

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한국어로 한국에서 간

이 점을 지적

행된 인삼의 역사와 관련된 책에서도 거의 무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마무라는

비판적으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16) 그러나

인류의 본초 발견 과정을 크게 넷으로 정리하

이마무라의 인삼 기원에 대한 추론은 몇 가지

고 있으면서도 인삼의 경우는 그 어느 것이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헌으로 고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산서성 태행산

없다고 단정하고 한대 이후의 문헌에 대한 고

맥 지역 이외에 한반도와 만주도 당시에 중요

증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네

한 산지였음이 분명하다

가지 발견 과정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

그렇지만

이마무라

는 이 지역 주민의 문명 수준이라는 것이 극히

에

문헌고증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16) 대표적으로 배효원 편저 고려인삼 고려인삼연구소 1978 제11장 제12장 제13장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전매사 역시 人蔘史 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7)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인삼의 중국 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인
삼 기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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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황에 입각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그리고 안휘성 부양현 쌍고퇴 1호 한묘에서
출토된

만물 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면 이마무라도 인정하듯이 한대 이후 문헌 속

이른 시기의 약물학 전문서이다

매장시기는

의 인삼은 오랜 인류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미

한 문제(文帝) 15년(B C

즉 전한 초

양약의 하나로 지위를 획득한 상태의 것이기

기이다

때문에 한대 이후의 인삼에 대한 고찰은 엄밀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

한 의미에서의 인삼 기원에 대한 검토라고 하

지만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마무라의 의도가 어

결과 약물은 총 70여 종에 달했다고 한다

철저한 문헌 고증적인 방식은 그

떤 것이든

165년)

만물 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그
식별 가능한 것만을 추려 통계를 내본

가운데 초부(草部)는 23 종류인데

이

여기에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삼

인삼은 보이지 않는다

기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

나인 자삼(紫蔘)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할

하였다고 하겠다

필요가 있다 19)

그리고 조선인삼의 경우처

다만 오삼(五參)의 하

럼 문헌 기록이 극히 미약한 실정에서는 위의

한편 1972년 1월부터 1974년 초까지 발굴작

가능성들에서 추론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업이 진행된 장사 마왕퇴묘 그 가운데서도 특

생각한다

히 3호 한묘(B C

다음으로 중국에서의 인삼 등장 시기에 대

출토되었다

168년)에서 14종의 의서가

이 중에는 약물학에 관한 전문서

해서 보면 이마무라는 그것이 선진 시대는 될

는 없고 약물 관련 기록이 처방서 여기저기에

수 없다고 하였다

흩어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이마무라가 미처 검토하지 않은 선진 시

백서

오십이병방 에 약물처방

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대 문헌 혹은 최근에 발굴된 전한 전기에 해당

태산서

죽간

십문

양생방

잡료방

등에도 약물처방이 상

하는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죽간 목간 등의

당수 수록되어 있다 총 400여 처방 330여 약

의서에도 인삼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물에 달한다

다 예컨대 시경 은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시

러 처방들에는 전한 이전의 방제학과 약물학

가집으로

상의 성과와 그 수준이 반영되어 있는데

서주에서 춘추 중기에 이르는 500

년 간의 시가 305편이 수집되어 있다

시경

특히

248종이다

나오는데

약 57종 등이다 20)

100여종이다

이 약용 동식물 중에는 후대에

오

십이병방 에서 처방된 약물이 종류는 대략

에는 식물 178종 동물 160종 등 모두 338종이
약물로서 가치가 있는 동식물은 약

오십이병방 에 나오는 여

광물약 22종

식물약 115종

동물

양생방 은 마왕퇴 한묘에

서 출토된 의학서적 중

오십이병방

다음으

마왕퇴 의서나 기타 문헌에 실리게 된 것이 많

로 많은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다 그러나 시경 에서는 인삼을 찾아볼 수 없

나오는 약물은 대략 100여 종이다 21) 이처럼

다 18)

전한 초기의 무덤에서 발굴된 의서(醫書)를 통

18)
19)
20)
21)

주일모 앞의 책 176
위의 책 197-201
위의 책 220-231
위의 책 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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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330여 가지에 이르는 약물을 확인할 수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오삼에 대해서 별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인삼은 찾아볼 수 없

도의 장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23) 여기에서

이는 분명 이 시기에는 인삼이 본초로서

이마무라는 오삼이란 것이 선후가 따로 있는 것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이 아니라 인삼과 거의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하

하겠다

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다

그러나 같은 한대에서도 200여 년 정도가

해서 산해경 이라든가 사기 에 나오는 고삼의

지난 후한대가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존재를 후대의 위작이라 하여 부정하고 있다

발굴 한묘에서 실제로 인삼이 처방된 사례를

이를 통해서

급취장 의 삼(蔘)이 오삼(五參)을

즉 1972년 11월 감숙

지칭하는 것

따라서 인삼도 아울러 지칭하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 무위현 한탄파에서 후한 초기의 묘가 발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되었다 출토 문물 중 의학에 관한 목간·목독

검토를 토대로 급취장 의 삼이 인삼에 대한 최

은 목간 78개 목독 14개 등 총 92개가 발견되

초의 문헌기록이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었다

여기에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처

방이 30여 개 기록되어 있고
물은 식물약 63종

처방에 쓰인 약

그리고 이러한

그러나 이마무라가 후대의 위작이라고 부정
했던

산해경 이나

사기 의 고삼 기록은 그렇

광물약 16종

게 부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더욱

기타 9종 등 약 100종이었다 이는 후에 치백

이 앞서도 보았지만 안휘성 부양현 쌍고퇴 1호

병방(治百病方) 이라는 이름으로 정리·출판되

한묘에서 출토된

었다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물약 12종

치백병방 의 식물약 63종 가운데는 인

만물 (B C

165)에는 자삼에
따라서 오삼

삼과 고삼(苦蔘)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22)

가운데 둘인 고삼과 자삼은 분명하게 인삼보다

이처럼 1970년대 새롭게 발굴된 한묘의 의서

앞서 중국인들에 의해 인식되고 활용되었던 것

를 검토해 보아도 전한 이전에는 인삼에 대한

이 확실하다

기록이 없고 후한 초기에 비로소 등장하고 있

둘 혹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한 것일 수

는 사실은 중국에서 인삼의 등장 시기가 한대

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마무라의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인삼도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하겠다

곤란하다 그렇다면 인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러나 같은 한대에서도 이마무라는 전한 초

그렇다면

급취장 의

삼 이 이

그것이 오삼을 뜻하며 따라서

위서에 분명하게

인삼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기설을 주장하였다 그 논거로 급취장 에 기재

고

되어 있는 삼 이 인삼을 지칭한다는 점을 제시

한묘 발굴로 인해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년이 앞선 후한 초기에 실제로 인삼이 처방에

마무라는

사용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취장 의 삼이 인삼을 가리키는 것

그 시기는 전한 말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한론 의 처방보다 100여

22) 위의 책
218-219 이 무덤의 발굴 지역이 감숙성이란 사실도 중요하다 이마무라는 한대에는 인삼이
태행산맥 지역과 수도를 중심으로 한 극히 제한된 지역 범위 내에서만 인삼이 약용으로 활용되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人蔘史 제5권 인삼의약편 16) 그러나 후한 초기에 인삼 산지와는 상관없는 감숙성에
서도 이미 인삼이 처방되고 있었던 것이다
23) 今村革丙 人蔘史 제1권 하편 第四章 人參と他の五參との關係 85-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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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문헌 속 인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있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삼 ⋯ 혹은 한단(邯鄲)에서 난다

1) 인삼의 형태 및 재배에 관한 기록

3월에

잎이 난다 씨가 검고 줄기에 털이 있다 3월
9월에 뿌리를 캔다

지금까지 인삼 기원에 대한 이마무라의 설

이 사람과 같은 것이 있다(있다 다음에 신(神)

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오류 및 한계에 대
해서 지적하였다

자가 있는 것이 있다)

이제는 고대 중국인삼의 실

체가 과연 진인삼(眞人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식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중국에서 인삼의 등장은 서력 기원을 전후
한 시기이다 이때의 인삼이 진인삼 즉 Panax
ginseng임을 이마무라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
다

그러나 과연 진짜 인삼

즉 Panax ginseng

인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마무라가 이미 검토한 인

삼과 관련된 현존 중국 측 사료들을 보면 진인
삼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삼의 형태 및 재배와 관련된 중국 측 기록
들 역시 그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인삼

의 생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체로 진인삼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확함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그러한 부정확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단

지 있을 수 있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 오류가 아니라 사실의 반영이라는 관점에
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마무라에 의하면 인삼의 형태에 관한 최
초의 기록은

뿌리에 머리 손발의 면목

이 책은 전하지 않고

태평어람 에서 위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24) 이 기록에 대해서 이
마무라는 가장 오래된 인삼 형태기라고 하였
다 그렇지만 줄기에 털이 있다고 한 것 씨가
검다고 한 것은 인삼의 형태와 합치되지 않으
며

또 한단(邯鄲)25)에서는 옛날부터 진짜 인

삼을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다른 곳에는 없다
는 점을 들어 이마무라는 이 간단한 기술이 인
삼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다른 식물(당시 인
삼이라고 칭해진)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
다고 하였다 26)
인삼의 형태에 대한 위의 기록은 고대 중국
인들이 갖고 있던

중국인삼 의 형태 및 재배

에 대한 상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특히 바로 다음에 살펴볼

명의별록

의 인삼 형태기와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고
구려인의

인삼찬(人參贊) 이 아직 중국에 소

개되지 않았을 때

혹은 소개되었더라도 오보

가 미처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기록으로 보
이기 때문에

중국인삼 의 원형을 가장 잘 보

여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
겠다

오씨본초경(吳氏本草經) 에 실려

그런데 그 형태에 대한 묘사를 접하고 보면

24)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6
25) 하북성의 남부 도시로 북경에서 하남성 정주(鄭州)와 낙양으로 가는 중요한 남북간 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26)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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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이마무

그래서 다른

라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고

식물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3세기초의 인물인 오보가 인삼에 대해 남겨 놓
은 위의 기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보가

본서의 저술은 서기 470-80년대라고 추정되
고 있다

이 문장은 간략하지만

오보(吳普)의

인삼 형태 묘사와 함께 옛날 인삼 형태 기사에
속한다고 이마무라는 보았다 28) 이마무라는 이
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첫 번째의

일경직상

(一莖直上) 이란 것은 줄기의 지(枝)가 없고 1

인삼의 형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본이 뻗은 것을 가리키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적었다고 해야 할 것인가

相對) 한다고 한 것은 어느 정도 연령이 지난

아니면 오보의 위의 기술은 당시 중국에서 인

인삼의 장상복엽(掌狀複葉)의 엽병(葉柄)이 줄

정되던 고대

기에서 윤생(輪生)함을 인식한 것으로 그 형태

중국인삼 의 형태에 대한 기술

로 보아야 할 것인가
있다고 하겠다

양쪽 모두 그 가능성이

그렇지만

오보는 산출지를

와 잘 합치된다고 보았다 단 꽃이 자색이라고
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인삼은 심산에서 생장

적기하고 있고 아울러 씨 및 줄기에 대한 묘사

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채근 시기까지 적어 놓고 있는 점

아니었을 것이다

을 보면 허구로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대

이었든지

중국에서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인삼 으로 지칭되고 있던 어떤 특

정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오보 이후에도 인삼의 형태 및 재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기록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사오엽상대(四五葉

실물을 보는 것은 용이한 일이
따라서 도홍경의 오문(誤聞)

오기였든지

아니면 그 담록색을
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보았다 또 깊이 생각해보면 당시 태행
산맥에서 산출된 인삼에 자색의 일종이 있었

이

는지도 또한 모를 일이라고 하였다 둘째에 대

들 기록에서도 진인삼과는 결정적인 차이를

해서는 인삼의 성(性)과 발생지의 환경을 잘

보이는 인삼이 등장하고 있다

드러냈고

도홍경(陶弘景)이 편찬하였다는

명의별록

그

삼아오엽 이라고 하는 것은 인

삼의 표준 형태는 아니지만 다수를 관찰한 후

에도 인삼 형태와 그 재배에 대해서 기술한 것

그 많은 형태를 서술했던가

이 있다

선택 상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대체로 첫째
인삼

한 줄기가 바로 위로 자라고

섯 잎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꽃은 자색이다

고려사람이 인삼찬을 지었는데
다섯 잎

네 다

세 가장귀에

양지를 등지고 음지를 향하네

나를

구하러 오려거든 가수( 樹)로 찾아오게나 27)

27) 今村革丙
求我
28) 그러나
각한다
태에서

혹은 시의 자구
이마무라

둘째 기록 모두 진인삼을 가

리키는 것으로 의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리고 이

그

삼아오엽 이란 문장에 의거하여 이

후 이를 인삼의 진짜 형태라고 과신하여 후대
에까지 면면히 학자의 뇌리에 유착하기에 이
르렀다는 것이다 29)

人蔘史 4권 6 人參 一莖直上 四五葉相對 花紫色 高麗人 人蔘讚曰 三 五葉 背陽向陰 欲來
樹相尋
우리는 오보의 그것과 명의별록 의 인삼 묘사 사이에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
왜냐하면 진인삼 산지로 누구나 인정하는 고구려인의 인삼 묘사 기록을 도홍경은 알고 있는 상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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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무라의 위와 같은 검토 가운데

첫째

나 열매 맺는데

혹은 7 8매이다

생일 때는

푸르고 숙하여서는 붉으며 스스로 떨어진다 30)

기사에서 묘사된 인삼을 진인삼이라고 이해하
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

도경본초 는 송 인종 때 관찬으로 만들어

하면 꽃 색깔을 자색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진인삼의 꽃은 이마무라도 지적하듯이 담

진 것이다 가우(嘉祐) 3년에 장우석(掌禹錫)의

자색과 혼동할 수는

주청에 의해서 제로전운사(諸路轉運司)의 지휘

이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관할 하에 주부군감(州府軍監)에 조를 내려 약

녹색 즉 연한 녹색이다
있는 색깔이 아니다

그림 설명을 교정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진인삼에 대한

품의 표본

묘사라고 결론짓고 있지만

에 바치도록 하여

우리는 오히려 이

의서소(醫書所)

소송(蘇頌)을 계장(係長)으

마무라가 맨 마지막에서 한 언급 즉 태행산맥

로 하여 편찬되었고 동 6년 5월에 편찬을 마친

에서 산출된 인삼에 자색의 일종이 있었는지

것이다

도 모른다는 말이 사태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정확한 것으로 이마무라는 이해하고 있다

생각한다

인삼 의 꽃

리고 비교적 정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지 노

따라서 그것은 진

주(潞州) 상당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한 데

태행산에서 산출되던

색깔은 자색이었던 것이며
인삼과는 다른

당시 중국에서

인삼 으로 통

이 책에서의 인삼 형태기사는 비교적

말미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그러면서도

용되고 있었던 별도의 식물로 생각되는 것이

이마무라는 이 기사의 인삼 발육 순서가 재배

다

인삼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인삼 꽃이 자색이라는 묘사는 위의 기록에

있다

또 꽃의 색깔을 자백색이라고 한 것은

송대의 기록에서도 볼 수

화판(花瓣)의 담록색인 것을 과장한 것이든지

있다 즉 도경본초 에도 인삼의 형태 및 성장

아니면 오기일 것으로 보았고 혹 실제 이러한

에 대한 기록이 전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삼 꽃

색이 있었던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 자색의 존

의 색깔을 자색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31)

만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봄에 묘를 튀운다

대부분은 심산 배음 가

도경본초 의 인삼 묘사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인삼 발육 순서에 다른 점이 많고

칠( 漆 별본에는 칠 을 樹라 함) 밑의 습윤

또 꽃색이 자백색이라고 한 점이 진인삼과 다

(濕潤)한 곳 근처에서 자란다

름을 인정하면서도

초생은 작아서

3 4촌 정도 일아오엽(一 五葉) 4 5년 후 양
아(兩 ) 5엽을 낳는다

아직 화경(花莖)이 없

다 10년 후에 이르러 3아( )를 낳는다 해가
오래된 것은 4아를 낳는다 각 5 잎 중심에 1
경을 낳고 속명으로 백척저(百尺杵)라고 부른

인삼 형태기사로는 비교

적 정확하다고 하여 진인삼으로 인정하고 있
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명의별록 에서도

인삼 꽃색을 자색이라고 하였고
자백색이라고 하고 있다면

다 3월 4월에 꽃이 피고 가늘고 작은 조와

출되고 있었던

같다 꽃술은 실과 같다 자백색이며 가을 지

여 있는 것이고

29)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6-7
30) 위의 책 7-8 에서 재인용
31) 위의 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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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소백산에서 채취한 산삼

중국인삼 (송대 상당인삼)

인삼 과는 다른 어떤 약물이라는 결론을 내려
한편 송대에는 인삼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인들이 인삼이라고 생각하였던 본초
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계선(王繼先)이 편찬한
본초 의 그림이다

소흥 27년(1157) 왕계선에 의해 찬진

되었던 것이다

야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닐까
서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찬으로

그림 1은 송대 왕

소흥교정경사증류비급

본서는 송 고종 시대의 관

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져서 전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것은 사본

의 잔질로 인삼 기사가 있을 법한 권은 없고
그 그림만이 있다 32) 이 그림에 대해서 일본의
중국 본초서지학의 제1인자인 약학박사 나까
오(中尾万三)는 이 그림은 앞의

도경본초 의

그림을 사용한 것이라고 고증하였다

이 설에

의해서 이 그림은 산지 노주 지방관이 제출한

32)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唐愼微 찬 제1판 제2차 인쇄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5)에 실려
있는 노주인삼은 본문의 노주인삼과 상당히 다르고 산삼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같은 노주인
삼인데도 두 종류의 그림이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 그림이 송대의 중국인삼 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두 책의 간행 연도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간행 연
도를 살펴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문의 그림이 실려 있는 소흥본초 는
이마무라에 의하면 1157년에 간행된 것이라고 한다 반면 중수증류본초 는 명 가정 2년(1523)년에 제
목 그대로 중수(重修)한 것이다 간행 연도가 이렇다고 하면 송대에 간행된 소흥본초 의 그림이 당시의
중국인삼 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그림을 제시한다

－ 156－

양정필·여인석∶ 중국인삼 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래 그림에 의거해서 작성했음을 추정할 수

잔털 같은 것만 그려 놓았을 뿐이다

있다

결국 언

이 그림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엽의 톱

뜻 보면 인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니이빨을 생략하여 묘사하지 않았고

엽병(葉

만

柄)의 부착점과 우산모양 화서(花序)에서 다소
실물과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잎이든 근이든 어느 것 하나

진인삼에 대한 정확한 묘사로 보기 어렵다 34)

자기

그렇다고 인삼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도 볼
자세히 보면 근은 산삼의 뿌리가 아

처럼 인삼 실물을 오랫동안 관찰한 눈으로 보

수 없다

면 인삼의 감(感)을 실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니며 오히려 재배삼 그것도 처음 채굴한 상태

하여 진인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 근이 아니라 오히려 지근을 다듬은 후의 모

그리고 당시

노주에서 때때로 실물을 심산에서 관찰한 자

습과 흡사하다 또 줄기와 잎 역시 삼아오엽

의 붓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3)

의 형태를 어설프게 묘사한 것이라는 인상을

그러나 이 그림이 진인삼

즉 지금으로 보

강하게 받는다

즉 실물을 보지 않고 정선한

면 산삼을 제대로 묘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뿌리와 기존의 형태기에 의해서 상상을 하여

의문이 많이 든다 이마무라는 주로 줄기와 잎

그린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

에서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둘에서

이 아닐까 만약 이마무라의 주장대로 이 그림

의 차이뿐만 아니라 근(根)에서도 차이점은 확

이 묘사하고 있는 식물을 상당에서 직접 그 실

연하다

진인삼은 뇌두를 매우 중요시

물을 보고 묘사하여 바친 것이라고 하면 상당

하며

그것은 뿌리 위로 몇 촌 정도 쭉 뻗어

에서 산출되었던 인삼은 한반도에서 산출되던

있다

산삼인 경우에는 그 뻗음 정도가 더욱

진인삼 즉 산삼과는 별종의 식물이었다고 보

첫째

확연하다

당시에는 아직 재배삼이 본격적으

로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산삼의 형태와 비교

이상의 인삼 형태 및 재배에 관한 중국측 문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뇌두를 전

헌을 검토해 보면

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를 전혀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강조

현재의

진인삼과는 다른

당시의 여러 정황을

둘째 인삼은 주근(主根)

감안하면 이마무라처럼 검토한 바와 같은 한

에서 무수히 많은 지근(枝根)이 뻗어 나와 있

계가 있더라도 그것이 진인삼에 대한 묘사로

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은 산삼의 경우에도 그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

러하고

는 동시에 당시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삼으

재배삼의 경우에도 그렇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지근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고

로 지칭되고 있던 것이 지금의 진인삼과는 다

33)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8-10
34) 산삼의 특징으로 제시한 본문의 몇 가지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산삼이 이러한 형태를 공유하
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산삼이 자라는 곳의 기후 나무배열 관계 방향 물 바람 일조량 등
주변의 환경에 의해 기존의 견해대로 산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
지 있다고 한다 뇌두의 경우 생육조건의 음지경향이 있으면 길었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조량이 충
분한 곳에서는 뇌두가 거의 없고 나이가 먹을수록 뇌두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
를 먹더라도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뇌두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길다고 한다
이처럼 산삼의 형태는 각인각색이어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송대
의 노주인삼 그림은 진인삼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서는 심사자와 필자의 의견이 일치한다(이처럼 산삼에
대해 고견을 주신 심사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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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별도의 특정 식물일 가능성도 동시에 제시

문헌에서도 중국인삼 산지로 상당을 기재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있다 특히 조선인삼과의 관련으로 더욱 유명해
진

명의별록 을 보면

상당에서 나는 인삼이

백제 고구려의 그것보다 낫다 고 적고 있는데

2) 인삼 산지에 관한 기록

이는 상당에서 산출되던 인삼이 진인삼이라는
고대 중국인삼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인

사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로 받

삼과는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을 그 형태 및 재

아들여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마

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무라는 고대 중국에서 진인삼은 오직 산서성 태

불일치의 문제는 고대 중국인삼 산지와 관련하

행산맥 일대 특히 상당에서만 산출되었다고 주

여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장하고 있다 36)

이마무라는

그런데 문제는 이마무라가 중국에서 진인삼

일관되게 중국에서의 진인삼 산지는 산서성 특
그 가운데서도 상당 지

은 태행산맥 일대에서만 산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역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인삼을 산출하였다고

것과는 달리 당시 중국인들은 산서성의 태행산

주장한다 이마무라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데는

맥 일대만을 인삼 산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점이다

히 태행산맥 일대이며

무엇보다

즉 상식적으로 인삼의 자생

도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보건대 중국에서는 한

혹은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도

반도에서와 같은 인삼

인삼 관련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인삼이 산출되기

이제

어렵다 35) 그런데 유독 상당과 관련하여서는 한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대의

던 인삼의 실체에 좀더 접근해 보도록 하자

설문 에서 처음

인삼은 상당에서 난다

(人 出上黨) 이란 기록이 있은 이후
나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

는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래서 이후

이원

범자

인삼 산지로 태행산맥 일대가 아닌 곳이 등장

이는 하

당시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이 인식했

한 사료로는 다음이 있다

그

등을 비롯하여 몇몇

완효서(阮孝緖)37)가 종산에서 강의를 듣고

35) 물론 중국의 지리적 조건이 인삼 산지로서 전혀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본초강목 에 실려 있는 삼칠
(Panax notoginseng)은 진인삼과 마찬가지로 오가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그 활용이 비교적 늦었고
또 산지가 강남 호북 광서 사천 등 주로 중국 남방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원색중국본초도감편집위
원회 편저 원색중국본초도감 1 교토
웅혼사 1982 28-29 참조)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대 중국인들이 인식했던 인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36) 도홍경이 명의별록 을 수찬하면서 달아놓은 注를 사실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고려인삼 에
대한 부족한 경험에서 오는 단견 혹은 중국인 특유의 중화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이 글에서는 후자 쪽에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다 도홍경은 양 무제의 스승으로서 고구려에서 진헌된 인삼
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때의 경험에서 위와 같은 묘사가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三木榮 증보
조선의학사급질병사 사문각출판 1963 7) 그러나 상당인삼에 익숙해 있었을 도홍경이 생소한 고려
인삼 그리고 제한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을 고려인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 지 적지 않은 의문이 드는 것이다
37) 완효서는 위성(尉城) 사람으로 어려서 지극히 효성스러웠다고 한다 13세에 5경에 통달했고 천감(원년
502) 초에 어사중승이 되었다 누이는 파( ) 양왕(陽王)의 비였는데 왕은 비에게 명하여 동생 효서에게
방문토록 하자 효서는 담장을 뚫고 피했다고 한다 후에 벼슬을 하지 않고 대동(원년 535) 초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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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의 어머니 왕씨가 홀연 병에 걸렸

지정학적으로 진인삼이 자생할 수 있는 곳이

다

못된다

그때 자택에 있었던 효서의 형제는 속히

사자를 보내어 효서를 부르려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길

그때

구전에 간

혹 발견할 수 있었다 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효서는 진심이 깊은 사람이

전해져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 때문에 자연 일에 명통하여 반드시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과연 효서는 어머니의

사인삼으로 이해하든지

신상을 알고 급히 돌아왔다 이웃 마을 사람이

위의 기록

이마무라처럼 유

아니면 상당인삼과

후에 이 일을 전해 듣고 감심하고 신기해하였

동일한 인삼으로 이해하든지 둘 중 어느 하나

다 그리고 어머니 약을 조제할 때 생생 인삼

일 것이다 만약 후자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중

을 사용해야 했는데

국인삼은 진인삼과는 다른 별개의 식물

이 약품은 급하게 손에

구전에 종산(鍾山)에는 간혹

지만 당시에 중국에서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 따라 효서는 준

그런 식물이었을 것이다

넣을 수 없었다

비하고 이 산으로 들어갔다

매일 험산유곡을

인삼 으로 지칭되던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인삼 자생 혹은 재배

돌아다녀도 수색할 수 없었고 찾을 길이 없어
보였다

그렇

와 관련된 기록은 비단 위의 기록만이 아니다

그때 홀연 1필의 사슴이 나타나 앞에

당대에는 육구몽(陸龜蒙)40) 이 약포(藥圃)에 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효서는 느끼는 바가 있

삼을 재배했던 일을 시로 읊은 기록이 전하고

어 이 사슴 뒤를 따라 갔다 어떤 곳에 이르자
사슴은 홀연 모습을 감추었고 그 곳에 인삼이

있는데 이 시에서의 인삼 재배지 역시 태행산

있음을 보고

맥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다

이를 거두어 돌아와서 어머니에

게 복용시켰고 이로 인해 병은 마침내 치유되
었다 ( 양서 열전

달상(達上) 사람의 약포 시에 화답하여

남사 은일전)38)

이 기록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이 전설은 효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소위 24효형(孝形)
으로 인삼은 단지 효행을 보여주기 위해 부가
되었고 그 신비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고 하면
서 그 사실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종산에는 고래로 진 인삼이 발생한 적이 없기

약초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갖고 오니
화포(花圃) 옆 한 곳에 약포를 급조했네
인삼의 오랜 씨는 뿌리 형태를 달리하고
구절초를 옮겨 심으니 아직 잎이 자라지 않
았네
산협(山 )은 밑을 흐르는 계수(溪水)의 돌
과 조화를 이루고

때문에 만약 이 전설이 어느 정도 사실을 포함

수지는 생산지의 흙이 그대로 있어야 하네

하고 있다면 그 인삼은 별개의 식물인 유사 인

이번에 맑은 가을이 오면

삼일 것이라고 하였다 39)

또 약초가 어느 정도 자라서 향을 내겠지41)

종산은 중국 강남에 있는 지명이다

강남은

칠록삭번 권 811권의 저자이다
38) 今村革丙 人蔘史 제6권 4-5
39) 今村革丙 위의 책 5
40) 육구몽은 의종·희종 시대(860-887) 장흥(長興) 사람으로 송강보리(松江甫里)에 우거하여 속류와 교제하지
않았고 원(園)을 만들어 방유하였다고 한다
41)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72-73
人蔘史 제6권 146-147 참조 시의 제목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和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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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육구몽과 교제가 있던 달상 사람인
상당은 천하의 중심이며

승려가 구몽의 약포에 제(題)한 것에 화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요동은 가장 멀리 있는 곳

이마무라는 이 시에 대해서

삼아(三

깊은 샘물로 키우느라 바닷물이 줄어들고

) 라고 한 것은 인삼을 가

리키는 것이 명백하고

하얀 이슬은 온 세상에 뿌리는 단비로다

그렇다면 시구에서 생

신비한 묘종을 이 곳에서 기르니

각하건대 고구려 혹은 산서 태행산맥 산지에

그 모양이 어깨와 다리가 있는 듯

서 뿌리를 취하여 심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

나부산에 이식하여

다 그리고 이것이 자가용인지 혹은 기호적 감

월 나라의 맑은 물로 키우니

상인지 또 재배 인삼은 성육하였는지 그렇지

토질과 비바람이 같지 않지만

않은지

그 냄새와 맛은 예전 그대로이네

다

또 영속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

푸른 가장귀에 자주빛 꽃받침이 매였으니

그러나 대개 장흥(長興) 지역은 절강성 내

에 속하고 인삼 종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위도

둥근 열매는 붉은빛 쌀을 떨어뜨리는 듯

에 해당한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을

해가 쌓이여 충분히 자라니
황토를 헤쳐 손으로 (뿌리를) 캐네

것으로 추측하였다 42) 이처럼 당대에도 절강성

상약은 원래 포제를 않는 법

장흥이라는 중국 강남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한

生 그대로 깨물어 먹을 뿐

기록이 전하고 있다

마음은 열리고 정신이 안정되니

송대에도 강남에서의 인삼 재배와 관련된

씻어낼 모난 근심이 남아 있으랴

시가 있다 43) 광동신어 에 월에 인삼이 없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나를 보신시키니

소장공(蘇長公)이 일찍이 나부(羅浮)에 지황 구

먹은 후에 절로 머리 숙여 감사하네44)

기 감국 향저 등과 함께 심어 나부 오약포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다
소식의 5언 고시는 다음과 같다

이 동파의 시의 인삼에 대해서는 이마무라
생존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즉

청아에 자악

이 매였다 고 하는 한 단락에 의해서 인삼에는
작은 밭의 인삼

자화(紫花)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인삼인

達上人藥圃 藥味多從遠客齎 旋添花圃旋成畦 // 三 舊種根因異 九節初移葉尙低 // 山 便和幽澗石 水芝
須帶本地泥 // 從今直到淸秋日 又有香苗幾番薺
42)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73
43) 송대에는 관원(官園)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관원에서는 인삼 재배가 없었다고 이마무라는 본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송대에 칙령으로 찬진된 소흥본초 가운데 있는 인삼 그림을 보면 손바닥모
양 복엽도 실로 부합하지 않고 엽병(葉柄)을 호생(互生)처럼 묘사하고 또 총상(總狀) 화서(花序)도 실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소송의 도경본초 의 그림을 습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도경본
초 의 그림은 실물을 임사한 것이 아니고 산서 노주의 지방관이 제출한 것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만약 소흥 당시 관원에 인삼이 있었다면 실로 부합하는 그림을 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今村革丙 人蔘
史 제4권 73-74)
44) 이 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小圃人參 上黨天下脊 遼東眞井底 // 玄泉傾海 白露灑天醴 // 靈苗
此孕毓 肩股或具體 // 移根到羅浮 越水灌淸 // 地殊風雨隔 臭味終祖 // 靑 綴紫 圓實墮紅米 // 窮年
生意足 黃土手自啓 // 上藥無 炙 齧盡根 // 開心定魂魄 憂圭何足洗 // 靡身輔吾軀 旣食首重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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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식물일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시구에 등장하는 인삼 산지를 살펴보았다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설은 옳지 않다고

느 것이나 태행산맥 일대와는 거리가 있고 상

기구(起句)에서 상당과

식적으로는 인삼 재배가 불가능한 중국의 강

이마무라는 주장한다

어

요동의 진인삼 산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 그리

남 지역들이다

이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유사

고 인삼의 꽃은 엷은 녹색을 띠고

인삼일 가능성

혹은 실제로 재배했을 가능성

둥근 열매

는 붉은 빛 쌀을 떨어뜨린다 고 하는 대구로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색을 과장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힘들다 그리고 당대 혹은 송대에 생인삼을 중

또 동파 정도의 학자가 유사품을 이식할 리가

국인삼 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배하였다고

없다는 것이다 동파가 인삼을 재식 때는 원우

하면 그 인삼의 형태에 대한 지식이 멀리 강남

(元祐) 연중으로 그가 혜주를 맡은 시대로

에까지 알려졌을 터인데

지

어느 것이나 수긍하기

이러한 사실에도 불

방관의 직분에서 제민의 취지에서 인삼을 재

구하고 앞서 보았듯이 관찬의 인삼 그림은 실

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의 인삼과 비교하여 너무 어설프다 물론 이

소동파의 인삼 재배와 관련된 기록은
부지 에도 나온다

즉

혜주

한종백이 말하길

파

마무라는 이 두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고
민한 것 같지는 않다

공이 나부의 다섯을 읊었다 인삼 지황 감국
향저

구기를 산방의 소포에 시(蒔)하여

각각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대 이후의 시기는
이마무라에 의하면 중국에 인삼이 본격적으로

시를 짓고 이를 紀하였다 지금 나부에서 산하

등장한 이래

는 바로는 오직 구기와 향저는 항상 있고

감

이 600년이란 기간 동안 인삼에 대한 이해가

국 역시 간혹 있다 인삼과 지황은 즉 노포(老

깊이를 더하여 그 약성뿐만 아니라 재배 및 형

圃) 능히 아는 자가 없다

태에 대한 이해가 훨씬 진실에 가깝게 되었다

훤(陸煊)의

이외에 또 청대 육

인삼보 에는 다음의 기사가 있다

동파집 자주(自注)에 정보(正輔)가 인삼 1묘

600여 년 이상이 지난 시기로

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열대에 속하는
절강성은 인삼 산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를 나누어 갖고 와서 소양(韶陽)에 심었다

하나의 상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마무라가 확인한 바로는

몽 소동파 등은 인삼 산지가 되기 어려운 절강

동파문집

그런데도 육구

에는 이러한 기사가 없다고 한다 정보는 서촉

성 등의 강남에서 인삼 재배를 꾸준히 시도하

사람 송원(宋援)의 자인데

소식이 촉에 부임

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육구몽이 재배하려고

그렇다면 촉에서

했던 인삼을 진인삼으로 보면 이마무라와 같

하였을 때의 일로 이해된다

도 인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추정하

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지만

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 보았던 꽃이 자색인 인삼으로 보면

이 문

이를 앞
즉 당

제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단지 보다 깊은 고구

시 중국에서

인삼 으로 지칭되던 그러나 진

를 요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더 이상 고구하지

인삼은 아닌

그래서 절강성 등이 강남에서도

않고 있다 45)

재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면

이상으로 수대

당대 그리고 송대에 걸쳐서

45) 今村革丙 人蔘史 제4권

육

구몽의 절강성에서의 인삼 재배 시도를 이해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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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공물 규정 시기에 대해서 이마무라는

인삼 산지가 지금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

현종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정

든 곳이 등장하는 경우는 역사서에 등장하는

확성과 관련하여 이마무라는 저자의 열역(閱

인삼 토공(土貢)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중국

歷)과 위의 기사가 현종 시대에서 70 80년밖에

사서에서 토공으로서 인삼 징수가 처음 등장

지나지 않은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점 또 정확

하는 시기는 당대이다 46) 통전 과 신당서 에

한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들어 사실의 반

명확히 그 행정구역에서 인삼을 징수하는 사

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가 행해진 일이 기재되어 있다

이마무라는

신당서

지리지 중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인삼 징수 목적은 제실의 소용(所用)에 제공되

통전 과 비교하여 그 징수 지역이 늘어났다

었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통전 의 공물조 나

대개 천보 이후에 규정으로 추가되었을 것으

오는 인삼 토공 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로 추측하였다

여기

에 기재된 지명은 당대의 인삼 사상 즉 어떠한
표 2

식물을 인삼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와 큰 관

도부명

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세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하동도
표 1

통전 의 인삼 토공 지역 및 근량47)

부명
태원부
하남부
안동도호부

군명
상당군
낙평군
고평군
밀운군

다른 이름 징수 근량
100근(小兩)
노주
의주
30근
30근
택주
단주
5근
5근

* 낙평군 이하의 징수 근량에 대해서는 소대량
의 구별이 없다 이마무라는 이에 대해서 대량
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오히려 소량일 가능성
이 높다 나머지를 대량으로 보면 총 100근이
되고 전체를 소량으로 보면 50근을 약간 상회
하는 정도가 된다

하북도

신당서 인삼 토공 지역48)
부주명
태원부
요주
노주
택주
유주
평주
단주

안동도호부

통전 과

토공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인삼

신당서 에 기재되어 있는 인삼

징수 지역의 특징을 검토한 이마무라는 당대
에 인삼이라 칭한 것으로는 대별하여 두 종류
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나는 산서
태행산 부근 및 안동도호부49) 관하에서 자생하
는 Panax ginseng L

다른 하나는 하남에서

46) 한대 이후 수대에 이르는 600년이 넘는 시기 동안에는 국가에서 인삼을 징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
다 토공으로서의 인삼 징수가 수대까지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인
삼이 토공이 아니었다는 사실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마무라도 지적하듯이 수에 이르러
의약도 크게 진보하였고 따라서 인삼의 가치도 인식되어 이를 사용한 일도 증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
다면 이를 산지에서 징수하는 행정 역시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수서 등 기타의 사서에
하등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대에 중국 인삼의 실체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한다고 하겠다
47) 今村革丙 人蔘史 제2권 180-181
48) 위의 책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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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는 별종의 식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즉 만주에서의 징수된

리고 이를 제실용으로 하여 그 산지에서 토공

인삼이나

산서성 일대에서 징수된 인삼이나

의 이름으로 지방관에 의해서 납부되었고

이

기타 이마무라가 인삼 산지가 아니라고 생각

를 대의원(代議員)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

하는 지역에서 징수된 인삼이나 모두가 당시

았다 그리고 대의원에서 사용한 것도 전부 황

중국인들에게는 인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실용으로 한정되지 않고 대개 내용(內用)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는 본장품인 노주삼을 공용(供用)하였을 것으
로 보았다 50)
중국 정사의 인삼 징수 지역에 대한 기록을
보면

4 결론

이마무라가 주장하듯이 산서 태행산맥

일대에서만 인삼이 산출되고 있었던 것이 아
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도 내의 단주(檀州)

특히 하남부와 하북

유주(幽州)

평주(平州)

등은 지금의 북경 부근에 해당하는데
서는 인삼이 자생할 수 없다

이곳에

이에 대해서 이

마무라는 두 종류의 인삼이 있었다고 하여 자
신이 견지하고 있는 고대

중국인삼 의 실체

이상으로 고대 중국인삼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서

인삼 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산지

로는 한대 이후로 산서 태행산맥 일대의 상당
(上黨)이 꼽히고 있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상당에서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기록을 부정하

에 내포된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별개

지는 않지만

의 인삼이 존재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중

이마무라가 생각하듯이

진인삼 인지에 대해

요한 점은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인

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문을 품게

삼 산지가 태행산맥 일대에만 국한되지 않았

되는 큰 이유는 당시 중국인들이 인식하고 있

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문헌 그 어디에도 중

던 인삼 형태가 지금의 진인삼과는 차이가 있

국인삼에 두 종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

기 때문이다 특히 인삼 꽃의 색깔을 자색이라

러나 이마무라는 후대의 지식 즉 중국 본토에

고 하였고

서 인삼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지식을 거부할

고 있는 점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중국인삼에는 두

구몽의 시에서 향기를 언급한 점 등은 중국인

종류가 있었다는 주장

들이 인식하고 있던

種說)을 주장하게 된다

즉 중국인삼 이종설(二
이는 위의 지역에서

그

인삼 이라고 불렸던 식물이

그러한 기록이 당송대까지 이어지
줄기에 잔털이 있다고 한 점

육

인삼 이 진인삼과는 다

른 별개의 식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징수된 모든 인삼이 당시 중국에서는 그대로

인삼 산지에 있어서도 이마무라는 태행산맥

인삼으로 통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대가 아니면 진인삼이 산출될 수 없었다고

49) 이마무라는 안동도호부를 지금의 만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대의 안동도호부는
인삼이 자생하는 만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금의 요녕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남부의
단주나 안동도호부는 행정구역상으로 분리되었을 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인삼이
산출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50) 今村革丙 人蔘史 제2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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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진인

산출지는 상당만이 아닌 여러 지역에 분포하

삼 재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산

보인다

출된 인삼이라고 하면 그것은 도저히 진인삼

다만 태행산맥에서는 진인삼이 산출

되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한반도 및

은 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여 이마

만주 인삼보다도 훨씬 우수한 것이었음을 일

무라는 중국인삼 이종설(二種說)을 주장하고

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있다

그러나 이마무라도 인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두 종류

용하고 있는 많은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인삼

가 아닌 한 종류였다 그리고 그 한 종류의 인

산지가 단지 태행산맥 일대에 국한되지 않고

삼은 Panax ginseng Meyer로서의 진인삼은 아

현실적으로 재배가 불가능한 곳에서 재배 시

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51)

도를 하거나 인삼 관련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
고 또 인삼 산지로 볼 수 없는 곳에 토공으로
인삼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에

좀더 나아가서 고대 중국인삼의 실체를 특
정 식물에 비정하면
능성이 가장 높다

그것은 만삼(蔓蔘)일 가

우선 가장 이른 인삼 형태

대해서 이마무라는 유사(類似) 인삼으로 혹은

기인 오보(吳普)의 인삼 묘사는 만삼의 그것과

별종의 인삼으로 간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

정확히 일치한다 52) 즉 만삼의 씨는 갈색으로

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 기록 어디에도 중국에

검은 색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며

서 산출된 인삼에 두 종류가 있다는 언급은 전

에 털이 있는 것이 그렇고

혀 없다

따라서 고대의 중국인삼은 태행산맥

일대의 것이든
일한

그 외 지역의 것이든 모두 동

중국인삼 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줄기

결정적으로 꽃에

자색이 섞여 있다 그리고 만삼은 특이한 냄새
가 난다고 한다 53) 만삼은 상당뿐만 아니라 만
주

요녕

하남

섬서

감숙

사천 등지에서

자생한다 54) 약효에 있어서도 인삼 만큼 강력

이처럼 이마무라가

중국인삼 과 관련하여

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인삼 대용으

제시하고 있는 기록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55) 그리고

보면 진인삼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만삼은

오히려 당시의 실정에 부합하겠다는 결론을

에 대한 최초의 의약서인

내리게 된다

삼 을

즉 태행산맥에서 산출되었다는

인삼은 진인삼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국인삼

미감(味甘) 인데

고대

중국인삼

상한론 에서는

미감 이라고 적고 있다

인

이처럼 고대

중국인삼 에 대한 기록은 진인삼보다는 오히

51) 이러한 결론은 중국 문헌 속의 인삼 관련 기록을 일일이 검토한 후에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는
지면 관계상 불가능하였고 중국인삼 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배제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결론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52) 사실 고대 중국인삼 특히 상당에서 산출되었다는 인삼이 만삼이라는 지적은 이 논문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몇 글(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1991 479 해동역사 26권
물산지 초류 인삼의 번역본 98 각주 77 등)에서 상당삼은 만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글에서는 구체적인 출처와 논증이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가
운데 이러한 사실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던 것이다
53) 최태섭 한국의 보약 열린책들 1990 70 (원저는 북한 책임)
54) 원색중국본초도감편집위원회 편저 원색중국본초도감 1 교토 웅혼사 1982 28-29 참조
55) 강병수 외 편저 본초학 영림사 1991 5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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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만삼의 모습 및 성질에 훨씬 더 가까운 것

이다

이다

삼 으로서의 만삼으로

중국 문헌 속에 등장하는

중국인삼 이 만

삼이라는 설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시 중국에서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인

이는 주로 지배층 이

외의 계층에서 진인삼을 대신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두 종류의 인삼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겠
다

하나는 한반도 혹은 만주에서 조공 혹은

교역의 형태로 넘어가서 주로 황실 및 고위 관

색 인 어∶중국인삼 상당(上黨)
마무라 토모(今村革丙)

료 등 지배층 사이에서 소비된 진인삼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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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 tudy o n t he t rue n a t ure o f

Chin e s e Jin s e n g

YANG Jeong- pil* and YEO In- sok*
Studies Generally it is believed that the ancient

Chinese jinseng did exist due to the fact that it

is clearly recorded in the Chinese historical and medicine-related sources

Although it is hard to deny

that such ginseng did exist in ancient China the re-examination of its true nature is also necessary
In other words

certain refutation can be made against the claim that ancient

眞人參 (Panax ginseng C

in fact

A

Mey )

Chinese jinseng

was

since the Chinese jinseng accounts do not tell that it

is such
For example

when looking into its shape based on descriptions
眞人參

seed hairy stem and violet flower
light-green flower

the

Chinese jinseng

has black

on the other hand has opal seed no-hair stem

In terms of cultivation centre

and

most of mainland China is unsuitable for jinseng

produc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Shangdang area of Shanxi province
reputation of being the production centre of ancient Chinese jinseng

which solely had the

However when looking into the

Chinese sources for jinseng-producing areas they show that Hepei and Liaoning province and Jiangnan
(south of the Yangtze river) areas also have had some jinseng-related history

Regardless of such

instance these regions did not cultivate 眞人參
As shown above ancient Chinese jinseng was far from being identical in respect to its shape or
production areas

to 眞人參

Hence this stud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indeed very high

skepticism about whether the true nature of

in ancient China was in fact 眞人參

jinseng

On the

contrary there is higher possibility that the ancient Chinese jinseng is totally different plant from 眞
人參

which is actually 黨參(=蔓蔘 Codonopsis pilosula)

When examining the shape and production

areas of Codonopsis pilosula it is closely matched with many parts of ancient Chinese jinseng texts
In short

it is presumed that the

Chinese jinseng

did indeed exist in ancient China but it was

Codonopsis pilosula instead of 眞人參
Key Words∶ Chinese Jinseng

Shangdang Area(上黨)

Panax Ginseng(眞人參)

History of Ginseng( 人蔘史 )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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