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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감초는 한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재이다. ‘약방의 감초’라는 표현은 감

초의 유명세를 잘 드러낸다. 1983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재 사용빈도 조

사에 따르면, 감초(甘草) ＞당귀(當歸) ＞생강(生薑) ＞인삼(人蔘) ＞천궁(川

芎) ＞백출(白朮) ＞백복령(白茯苓)의 순으로 처방되었다(尹一弘·韓相仁, 

1986: 14-15). 감초가 유명할뿐더러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는 콩과의 나무 뿌리이다. 채취한 뿌리

를 건조하고 굵게 잘라내 사용한다. 약재의 성질과 효능을 노래 형식으로 정

리한 「약성가(藥性歌)」에서는 감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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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甘草)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모든 약재를 조화(調和)

시킨다. 

구운 감초는 몸을 화온(和溫)하게 하고, 날[生] 감초는 화기(火氣)

를 배출한다.1) 

따뜻한 성질의 감초는 여러 약재간의 성질을 조화시키고[和中] 몸속의 기

운을 보강할 때[補氣] 사용한다. ‘국로(國老)’라는 별칭처럼2) 흔히 감초는 국

가의 원로에 비유되었다. 

감초가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의 대표적인 의학서

적인 『신집어의촬요방』과 『향약구급방』에서 감초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문에서 서술하듯이, 감초가 『신집어의촬요방』에서는 약재 256종 가운데 2번

째로 많이 등장하였고 『향약구급방』에서는 약재 331종 가운데 9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 『향약구급방』에서는 첫 항목부터 감초 효능을 인상깊게 서

술하고 있다. 

감초는 뜨거운 물이 눈[雪]을 녹이는 것처럼 모든 약의 독을 푼다. 

복용할 때는 감초 1냥을 거칠게 썰어 물 2사발에 넣고 물이 반으

로 졸아들 때까지 달인 후, 식혀서 마신다. 완전히 낫지 않으면 다

시 지어 먹는다. 

무릇 모든 술독(술병), 고기를 먹고 생긴 중독, 식중독에 쓰면 바

로 낫는다.3) 

『향약구급방』의 이 문장은 손진인(孫眞人) 즉 중국 당대(唐代)의 저명한 의

학자인 손사막(孫思邈)을 인용한 것이다. 감초는 여러 종류의 식중독, 특히 

술독(술병)까지도 바로 낫는다는 설명이 흥미롭다. 게다가 이 처방은 한 가

1)  『濟衆新編』 卷8, 藥性歌(『韓國醫學大系』 18, 여강출판사 영인, 1992, 579쪽). “甘草甘溫, 調

和諸藥, 灸則溫中, 生則瀉火.” 

2)  『星湖先生僿說』 卷16, 人事門, 醫書比喩(『星湖全書』 5, 李佑成 편, 여강출판사 영인, 1984, 

557쪽). 

3)  『鄕藥救急方』 上卷. “甘草, 解百藥毒, 如湯沃雪. 其法, 麄剉甘草一兩, 以水二垸, 煎減半, 停冷

飮之. 不差更作. 凡諸酒肉食毒, 應手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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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재로 구성된 단방(單方)이어서, 감초를 물에 진하게 달여 마시면 충분

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감초는 중요하고 유명한 약재였던 것이

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감초는 고려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당시 감

초는 수입약재였다. 

식중독은 일상에서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응급 상황이지만, 고려시대에 

감초 취득이 언제나 용이하지는 않았다. 가족 중 누군가가 식중독에 걸렸을 

때, 감초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의료적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감

초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감초의 효능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

게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감초 나아가 약재들의 생산과 수급은 전근대 사회

에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전기 감초 생산의 토산화(土産化)를 다룬다. 본문에서는 

조선 태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감초가 인위적으로 재배에 성공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 이전까지의 감초 역사를 살펴보고, 

조선에 들어서 감초 토산화에 뛰어들게 된 배경과 그 직접적인 계기, 그리고 

감초 재배의 성공이 가져온 의료적 영향과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려고 한다.4) 

2. 조선전기 이전의 감초 활용 

태종 11년(1411) 5월 20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 유후(留後) 이

문화(李文和)가 감초(甘草) 1분(盆)을 바쳤으니, 연전(年前)에 심

은 것이었다.5)

최초의 감초 재배 기록이다. 감초를 땅에서 재배한 것도 아니고 겨우 화분 

1개의 소량이기는 하지만 이문화가 전해부터 일부러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4)  기존 연구에서는 감초의 토산화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김두종과 홍순원은 감초가 다른 약재

들과 함께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짧게 언급하였다(金斗鍾, 1966: 248; 홍순원, 1981: 

180). 그리고 내가 감초의 토산화 과정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다(이경록, 2010a: 307-312).

5)  『太宗實錄』 권21, 태종 11년(1411) 5월 20일(경진). “開城留後司留後李文和進甘草一盆, 年前

所種也.” 이문화에 대해서는 朴龍雲, 1990: 521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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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이듬해에 감초 기록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감초 재배가 아니라 감초

의 수입에 관한 이야기다.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임첨년 등이 감초(甘草)를 

가져와 바친 것이다.6) 『태종실록』에서 이 기사들을 연이어 수록한 것은 감초

의 재배나 수입이 당시로서는 주목할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이전에도 감초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 산재한다. 이문화와 임첨년이 

감초를 국왕에게 바쳤듯이, 고려에서는 감초를 부처에게 바쳤다. 사실 고려 

이전부터 감초는 동아시아삼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감초 기록은 당(唐)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7세기 후반에 나타

난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따르면 당의 곽정일(郭正一)이 평양에서 옥소

(玉素)라는 고구려 여인을 노비로 삼았는데, 이 여인이 곽정일의 음식에 독을 

탔다. 이때 곽정일은 감초를 복용해서 해독하였다는 이야기다.7)

또한 752년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절이 소지한 60종의 약재 기록이 일본

에 남아있다. 이에 따르면 감초 960근(斤) 등을 가져간 신라 사절은 752년 6

월 24일 일본 귀족에게 감초를 비롯하여 아리륵(阿梨勒), 인삼(人蔘), 계심(桂

心), 대황(大黃), 필발(蓽撥), 원지(遠志)를 판매하였다. 약재 대장인 「종종약

장(種種藥帳)」에는 756년부터 860년까지의 사용 기록이 남아 있다. 많이 사

용된 약재들은 대황(大黃, 11회), 감초(甘草, 10회), 인삼(人蔘, 9회), 계심(桂

心, 9회), 아리륵(阿梨勒, 8회) 등이었고 일본 왕실·귀족·도다이지(東大寺)

의 승려들이 사용하였다(崔在錫, 1993).

국내에서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木簡)에 감초 기록이 남아 있다. 

8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이 목간은 길이 30.8㎝, 폭 3.4-3.9㎝, 두께 2.5-2.6㎝

의 단면 삼각형이다. 약재들 이름과 용량이 적혀있는 이 목간은 처방전으로 

추측되는데, 감초(甘草) 1냥을 위시하여 대황(大黃) 1냥, 청대(靑袋) 1냥, 승

6) 『太宗實錄』 권23, 태종 12년(1412) 5월 3일(병술). 

7)  『太平廣記』 권171 精察1 郭正一(四庫全書本 권1044, 145쪽). “中書舍人郭正一破平壤, 得一

高麗婢. 名玉素, 極姝豔. 令專知財物庫, 正一夜須漿水粥, 非玉素煮之不可. 玉素乃毒之而進. 

正一急曰, 此婢藥我, 索土漿甘草服之, 良久乃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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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升麻) 1냥 등등의 약재 목록이 판독되었다.8) 

곽정일은 중국에서 가져온 감초를 복용했을 것이다. 아마도 감초라는 해독 

약재의 존재와 그 효능은 고구려 지역에도 전파되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과 

교역한 감초는 양이 꽤 많은 데다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신라

와 일본 모두 감초에 대한 본초학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짐작된

다. 여기에 신라의 경주 안압지에서도 감초의 사용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미 감초에 대한 지식은 동아시아삼국에서 보

편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려 문종은 풍비(風痹) 즉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이었다. 중국 송(宋)과의 

국교가 재개되자마자 문종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송에 요청하였고, 문종 33

년(1079)에 송에서는 ‘진귀한 약재’라고 하면서 약재 104종을 보내왔다. 이 

약재들 가운데 ‘원주(原州) 감초(甘草)’가 들어있다.9) 이를 통해 고려의 의료

인들은 특산지인 중국 원주에서 생산된 감초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지방지인 『보경사명지(寳慶四明志)』에는 고려의 특산품에 대

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종 11년(1224) 당시 고려에서는 감

초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0) 하지만 이 『보경사명지』는 『고려도경』 등

의 내용을 간추린 것인데, 『고려도경』에는 감초의 생산 기록이 없다. 아울러 

감초의 토산화가 조선초기에야 시도된다는 점은 뒤에서 다루는 바와 같다. 

따라서 『보경사명지』의 감초 기사는 편찬 과정에서 착오가 벌어진 것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려에서는 감초가 수입약재였고 귀중하기도 했으므로 사찰에서는 부처

에게 바치는 물건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문수사(文殊寺) 아미타불좌상(阿

8)  이 목간에는 ‘감초 1냥 구운 것[甘草, 一兩, 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4: 238). 이 목간에 대해서는 三上喜孝, 2009 참고.

9) 『高麗史』 권9, 世家9, 문종 33년(1079) 7월. 

10)  羅濬, 『寳慶四明志』 권6, 郡志6, 敘賦下, 市舶(四庫全書本 권487, 85쪽). 『보경사명지』에 대

해서는 張東翼, 2000: 117-1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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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陀佛坐像) 복장(腹藏) 입물색기(入物色記)와 장곡사(長谷寺) 약사여래좌

상(藥師如來坐像) 복장(腹藏) 봉서(封書)는 모두 충목왕 2년(1346)의 자료

인데, 공통적으로 부처의 몸속에 감초를 넣었음이 확인된다(이경록, 2010a: 

307-308). 

물론 감초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었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신집어의촬요방』과 『향약구급방』의 감초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 사회에서 감

초의 효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신집어의촬요방』은 고종 

13년(1226)의 자료로서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감초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

여주며, 『향약구급방』은 고려후기에 편찬된 자료로서 일반 백성들의 감초 활

용을 드러낸다. 이제 두 의서에서 감초 기록을 살펴보자.11) 

『신집어의촬요방』에서는 256종의 약재가 사용되었다. 256종의 약재 가운

데 밀(蜜, 꿀)이 53회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밀(蜜)은 포제하는 과정

에서 첨가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며, 밀을 제외하면 감초(甘草, 42회), 인삼

(人蔘, 30회), 건강(乾薑, 27회)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감초는 약재명

이 기록된 118개 처방에서 42회(35.6%)가 등장하므로 빈번하게 처방된 약재

라고 할 수 있다. 

『신집어의촬요방』에서 감초가 사용된 42개 처방은 비위문(脾胃門) 10개, 

주병문(酒病門) 7개, 잡병문(雜病門) 6개, 제풍문(諸風門) 5개, 인후문(咽喉

門) 3개, 제기문(諸氣門) 2개, 제서문(諸暑門) 1개, 역려병후문(疫癘病候門) 

1개, 혈병문(血病門) 1개, 곽란문(霍亂門) 1개, 해수문(咳嗽門) 1개, 제리문(

諸痢門) 1개, 건망문(健忘門) 1개, 제창문(諸瘡門) 1개, 부인문(婦人門) 1개

이다.  

그리고 『향약구급방』에서 약재를 사용하는 처방은 526개이며 331개의 약

재가 처방되었다. 가장 널리 처방된 약재를 횟수별로 꼽아보면 초(醋, 27회), 

밀(蜜, 22회), 염(鹽, 21회), 당귀(當歸, 15회), 애(艾, 15회), 산(蒜, 12회), 생

11)  이경록, 2010a: 266-268, 301-303, <부록 3> 『신집어의촬요방』의 처방 약재 일람표, <부록 

4> 『향약구급방』의 처방 약재 일람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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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황(生地黃, 12회), 유(油, 12회), 감초(甘草, 11회), 남칠(藍漆, 11회), 저지(

猪脂, 11회)의 순서여서 감초가 9번째로 자주 처방되었다. 

『향약구급방』에서 감초가 사용된 11개 처방은 균독(菌毒) 2개, 식독(食毒) 

1개, 육독(肉毒) 2개, 백약독(百藥毒) 1개, 후비(喉痺) 1개, 중설(重舌) 1개, 옹

저(癰疽) 1개, 대지창(代指瘡) 1개, 부인잡방(婦人雜方) 1개이다. 

이와 같이 감초가 『신집어의촬요방』에서는 소화불량을 비롯해서 술병, 중

풍, 인후통 등의 병문(病門, 질병군)에 사용되었고, 『향약구급방』에서는 식중

독을 비롯한 여러 중독의 해독제로 사용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두 의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감초는 비위(脾胃)의 문제 즉 식중독이나 소화

불량 같은 소화 관련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약구급방』에는 감초 치료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어느 집에서 노비 3명

이 버섯을 잘못 먹고 쓰러졌을 때의 일이었다. 급히 일어난 일이라 약이 없었

으므로 생오이를 먹였더니 눈을 떴으며, 이어서 감초를 달여 먹였더니 깨어

났다는 것이다.12) 이 기록은 중국 의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고려에서 벌어진 

경험담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감초 지식이 고려 사회에서 활용되는 모습은 이색(李穡, 1328-1396

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늙은 아내가 술에 중독된 나를 나무라며, 

흑두탕(黑豆湯)에다 감초를 더 넣어 달여주더니, 

긴긴 밤을 곤히 자서 몸은 절로 평온하고, 

추운 새벽에 일어나니 이[齒]는 아직 향기롭네.13)

 

12)  『鄕藥救急方』 上卷. “癸丑年, 家僮摘蕈燒於火中, 戲云, 食之味甘. 一婢信之, 取食小許, 又

二婢在旁, 取食些小. 須臾二婢胘悶, 一倒竈中, 一入房而倒. 倉卒無藥, 令食生苽, 又喫与眞

油一小滴, 然後目開. 乃煮甘草飮之, 然後甦, 渠云, 眩悶中, 生苽入口, 則一路冷徹咽中. 始

知有生理.” 

13)  『牧隱詩藁』 권16, 詩, 早興. “老妻嗔我酒膏肓, 甘草加煎黑豆湯, 夜永困眠身自穩, 曉寒徐起

齒猶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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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의 늙은 아내는 술에 중독된 이색에게 흑두(黑豆, 검은콩)를 끓인 물

에 감초를 첨가하여 달여주었다. 머리말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술병에 시달

릴 때는 감초를 사용하라는 『향약구급방』의 기록이 일상에서 실용되는 모습

이었다. 또 다른 시에서도 이색은 “흑두는 중원에서 두루 생산되는데, 어이하

여 둔촌(遁村)에서 나왔단 말인가. 탕을 끓이면 주독(酒毒)을 풀 수 있으니, 

참으로 술동이를 기울일 만하구려”라고 적었다.14) 이 표현 역시 “식독(食毒)

을 치료하는 데는 흑두를 익을 때까지 달인 물을 마신다”는15) 『향약구급방』의 

처방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에서 감초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도 유명한 약재인 동시에 중요한 약재로 대접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감초는 아직 토산 약재가 아니었다. 

3. 감초 생산의 계기와 배경 

세종 30년(1448) 2월 1일 전라도와 함길도 감사에게 유시(諭示)하

여 왜인(倭人)이 헌납한 감초를 재배하게 하였다.16)

 

세종은 재위 30년이 되던 해에 감초의 재배를 전라도와 함길도에 명하였

다. 세종이 감초 재배를 지시한 이유가 감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임

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세종대 무렵 감초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실록에서 ‘감초(甘草)’에 대한 기록을 모두 뽑아 국왕별로 횟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牧隱詩藁』 권21, 詩, 奉謝李遁村送黑豆種. “黑豆遍中原, 何從出遁村. 煎湯解酒毒, 政可倒

金樽.” 

15) 『鄕藥救急方』 上卷. “凡理食毒, 煮黑豆令熟, 飮其汁.” 

16)  『世宗實錄』 권119, 세종 30년(1448) 2월 1일(정사). “諭全羅咸吉道監司, 培植倭人所獻甘

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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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감초 기록
Table 1. Records on licoric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국왕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성종 선조 광해군 인조 정조

횟수 2 18 2 4 8 3 1 1 2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실록에는 감초 기록이 41건 등장한다. 조선초기 특

히 세종대 전후에 감초 기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무렵 감초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세종대의 감초 기사 18건의 내용을 따져보면 

감초에 대한 관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 3년 11월 6일, 일본 구주총관이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월 1일, 일본 구주총관이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월 12일, 일본에서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월 12일, 일본 축주관사가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월 28일, 일본 전(前) 구주총관이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5월 25일, 일본 전(前) 작주자사가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6월 21일, 일본 평만경이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6월 26일, 일본 대마주가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2월 25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감초를 바침

세종 5년 12월 27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감초를 바침

세종 6년 11월 23일, 일본 평만평이 감초를 바침

세종 7년 1월 6일, 일본 구주 도원수가 감초를 바침 

세종 9년 1월 13일, 일본 좌위문대랑이 감초를 바침

세종 10년 2월 2일, 일본 등종금이 감초를 바침

세종 10년 3월 1일, 일본 구주 순무사가 감초를 바침

세종 14년 5월 23일, 일본 국왕의 사신이 감초를 바침

세 종 15년 6월 1일, 황자후가 『향약집성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감

초를 언급함

세 종 30년 2월 1일, 전라도와 함길도 감사에게 왜인이 헌납한 감초

를 재배하도록 지시함

감초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기록이 대부분이다. 세종 30년 감초 재배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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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전에는 감초의 공급이 중요한 현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기록되

지 않은 감초 수입도 있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공식 기록의 전부이

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감초 수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을까? 그것은 세

종대에 연달아 전염병이 유행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감초 처방들로 대응하고

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들으니 각도에 역질(疫疾)이 성행한다고 한다. 수령에게 교

유하여 구료(救療)에 힘쓰지 아니하면 요사(夭死)하게 될 것이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향소산·십신탕·승마갈근탕·소시호

탕 등의 약을 여러 도에 내리니, 감사들은 본방(本方)에 의하여 구

료하라.17)

내가 들으니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다 한다. 그 고을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에게 약재로 향소

산·십신탕·승마갈근탕·소시호탕 등을 제작(劑作)하게 하라.18)

위의 인용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승

마갈근탕(升麻葛根湯)·소시호탕(小柴胡湯)은 모두 감초가 필수적인 처방이

다. 이 4가지 처방은 『화제국방(和劑局方)』에 실려 있는 것으로, 모두 세종

대의 『의방유취』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19) 『의방유취』에 따르면, 향소산은 

사시온역(四時瘟疫)과 상한(傷寒) 등을 치료하는데 진피(陳皮), 향부자(香附

子), 자소(紫蘇), 감초(甘草)가 들어간다. 십신탕은 절기가 맞지 않아 생기는 

온역(瘟疫)을 치료하는데 진귤피(陳橘皮), 마황(麻黃), 천궁(川芎), 감초, 향

부자, 자소, 백지(白芷), 승마(升麻), 적작약(赤芍藥), 건갈(乾葛)이 필요하다. 

승마갈근탕은 일반적인 전염병 외에 어린이의 창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17)  『世宗實錄』 권4, 세종 원년(1419) 5월 1일(을사). “今聞, 各道疾疫盛行. 敎諭守令, 不盡力

救療, 致令夭扎, 予甚憫焉. 其賜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等藥于諸道, 監司依方救

療.” 

18)  『世宗實錄』 권23, 세종 6년(1424) 2월 30일(병자). “予聞, 外方各道疾疫興行. 各官守令不爲

用心救活, 其以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合用藥材劑作.” 

19) 『醫方類聚』 권52, 傷寒門26, 聖惠方7, 和劑局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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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사용되었는데 승마, 갈근(葛根), 백작약(白芍藥), 감초로 구성된다. 소시

호탕 역시 상한으로 인한 온열병(溫熱病)을 치료하는데 시호(柴胡), 황금(黃

芩), 인삼(人蔘), 감초, 반하(半夏)가 소요된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 처방이 소수의 지배층에게 제공되

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백성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향소산 등을 납

약(臘藥)처럼 미리 제작해야 하므로, 감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감초가 세종대까지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한가. 

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종대까지의 약재 관

련 문헌 중 『향약구급방』 방중향약목초부(태종 17년=1417 이전), 『경상도지

리지』(세종 7년, 1425), 『향약채취월령』(세종 13년, 1431), 『향약집성방』(세

종 15년, 1433)의 본문·본초개론·본초각론, 『세종실록』 지리지(단종 2년, 

1454)의 공통점은 ‘감초’라는 단어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헌들의 성격과 내용을 부연하자면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방중향

약목초부(方中鄕藥目草部)’는 제목 그대로 ‘『향약구급방』의 처방 가운데 초부

(草部, 식물 관련) 향약[鄕材]의 목록’을 180종의 약재로 정리한 것이고, 『경

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는 세종 7년 당시의 경상도 토산 약재 83종을 모

두 수록한 지리서였다.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향재(鄕材) 162종의 채취시기를 달별로 정리한 자료이고, 『향약집성방(鄕藥

集成方)』은 85권 전체를 향재로만 구성한 의서이다. 특히 『향약집성방』 뒤편

의 ‘본초개론(本草槪論)’과 ‘본초각론(本草各論)’은 각각 212종과 701종의 약

재를 수록한 일종의 본초학 사전인데, 『증류본초』 등의 중국 의서를 토대로 

삼되 조선의 향재만을 골라 표제어로 잡았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는 조선 팔도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약재 384종

을 수록하였다. 

조선초기까지의 토산 약물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이들 자료에서 감초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감초가 자생(自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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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 수요가 증대되는 세종대에 일본으로부터의 감초 수입이 세밀하게 기록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조선초기에 감초는 필수품으로 규정되기도 하

였다. 

사람이 집에 있거나 먼 길을 다닐 때는 항상 몸에 오래 묵은 쑥 한 

되와 비급환, 벽귀환, 생기약, 감습약, 정종약, 수은, 대황, 망초, 감

초, 건강, 계심, 천초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약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여도 이런 것들은 늘 없어서는 안 된다.20)

요컨대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에게 향소산·십신탕·승마갈근탕·소시호

탕 등을 제공하거나 상비약재로 규정되면서 감초는 그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

해, 그 공급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감초의 대량 공

급의 필요성이 감초 토산화에 착수한 직접적인 근인(近因)이라고 한다면, 감

초 토산화의 원인(遠因)은 세종대 의학의 지형과 조선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세종대 의학의 지형은 감초를 중심에 두고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필 수 있다.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에, 『의방

유취』는 세종 27년(1445)에 편찬되었다. 두 의서는 모두 세종대의 관찬의서

라는 공통점이 있다. 85권으로 된 『향약집성방』에서 처방을 수록한 부분은 

권1-권75까지이다. 『향약집성방』에서는 상당히 많은 처방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방유취』는 세종대 편찬 당시에 365권이었다.21) 『의방

유취』는 『향약집성방』조차 월등히 압도하는 분량이다. 

이제 구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를 비교해보자. 

이질 가운데 하나인 적백리(赤白痢)에 관해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서

는 모두 『태평성혜방』의 적백리 치료법을 인용하고 있다. 『태평성혜방』에서

20)  『醫方類聚』 권199, 養性門1, 千金方, 居處法. “凡人居家及遠行, 隨身常有熟艾壹升, 備急丸, 

辟鬼丸, 生肌藥, 甘濕藥, 丁腫藥, 水銀, 大黃, 芒消, 甘草, 乾薑, 桂心, 蜀椒. 不能更蓄餘藥, 

此等常不可闕少.” 

21) 30년의 수정 과정을 거쳐 성종 8년(1477) 출간된 『의방유취』는 266권 264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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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백리 치료에 27개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지면 관계상 앞쪽의 10개 처방

까지만 정리하여 세 의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태평성혜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의 적백리 처방 비교표22) 
Table 2. Comparison of dysentery prescriptions between 
Taepyeongseonghyebang 太平聖惠方, Hyangyakjipseongbang 鄕藥集成方, 
and Euibangyoochui 醫方類聚

순서 처방명 『태평성혜방』의 적백리 처방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적백리 처방 

『의방유취』에 인용된 

적백리 처방

1 黃連散 
黃連 白朮 黃芩 當歸 烏梅肉 乾

姜 阿膠 甘草
인용 안함

黃連 白朮 黃芩 當歸 烏梅

肉 乾薑 阿膠 甘草

2 阿膠散 阿膠 甘草 附子 黃連 當歸 인용 안함 阿膠 甘草 附子 黃連 當歸

3 地楡散 地楡 樗樹白皮 白朮 當歸 地楡 樗樹白皮 白朮 當歸 地楡 樗樹白皮 白朮 當歸 

4 乾姜散 乾姜 梔子仁 乾薑 梔子仁 乾薑 梔子人

5 赤石脂散 
赤石脂 龍骨 阿膠 地楡 當歸 厚

朴 訶黎勒 乾姜 黃連
인용 안함

赤石脂 龍骨 阿膠 地楡 厚

朴 訶梨勒 當歸 乾薑 黃連

6 內補散 黃連 甘草 乾姜 紫筍茶 인용 안함 黃連 甘草 乾薑 紫筍茶 

7 石榴皮散 酸石榴皮 龍骨 訶黎勒 인용 안함 醋石榴皮 龍骨 訶梨勒 

8 附子散 附子 烏梅 인용 안함 附子 烏梅

9 橡實散 橡實 酸石榴皮 黃牛角䚡 橡實 醋石榴皮 黃牛角腮 橡實 醋石榴皮 黃牛角䚡

10 枳殼散
枳殼 厚朴 甘草 臭椿根 地楡 

紫草 
인용 안함

枳殼 厚朴 甘草 臭椿根 地

楡 紫草 

표에서는 『태평성혜방』의 처방 10개가 『의방유취』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태평성혜방』과 『의방유취』는 27개 처방이 모두 동일

하다. 반면 『향약집성방』은 『태평성혜방』 27개 처방 중 표에 보이는 3개 처방

(3, 4, 9)만 인용하는데 그쳤다. 『태평성혜방』 기록을 『의방유취』에서는 그대

로 전재한 반면 『향약집성방』에서는 선별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태평성혜방』과 『의방유취』 27개 처방에서는 감초가 들어가는 처방

이 표의 1, 2, 6, 10을 비롯하여 6개 포함되어 있지만, 『향약집성방』에는 이 6

22)  『太平聖惠方』 권59, 治赤白痢諸方(翰成社 영인, 1979, 1825-1829쪽); 『鄕藥集成方』 卷37, 諸

痢門 赤白痢(『韓國醫學大系』 5, 여강출판사 영인, 1992, 11-12쪽); 『醫方類聚』 권138, 諸痢

門3, 聖惠方, 治赤白痢諸方(동양의과대학 석판본, 1965, 5016-50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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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감초 처방이 전혀 인용되어 있지 않다. 『향약집성방』의 편찬자들은 감초

가 들어간 『태평성혜방』의 처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23) 

표를 통해 『향약집성방』에서는 조선 향재로만 수록 처방을 구성한다는 편

찬원칙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24) 『의방유취』는 당시 동아시아의학을 집대

성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의서들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였음을 이해

할 수 있다(이경록, 2012).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편찬자 입장에서 본

다면, 두 의서의 편찬 과정은 약재 부족을 절감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예컨

대 감초가 조선에서 토산되었다면 『태평성혜방』의 감초 처방들(표의 1, 2, 6, 

10 등)이 『향약집성방』에도 수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

향약집성방』을 통해 토산 약재의 한계를 인식하였고, 『의방유취』를 통해서는 

토산 약재의 증가가 얼마나 대민의료를 증진시킬 수 있나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조선초기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상한병(傷寒病)에 감초가 필수적

이라는 것이 『의방유취』 편찬을 거치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한은 고려나 

조선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주목받는 질병군이 아니었으나25) 세종대 『의

방유취』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병군으로 급부상하였다. 『의방유취』에서 상한

문(傷寒門)은 권27-권63까지 37권 분량으로, 91개 병문(病門) 중 최대 분량

23)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자면 ‘可汗形證’을 들 수 있다. 『성제총록』의 가한형증 처방을 『의방유

취』에서는 충실히 인용한 반면, 『향약집성방』에서는 감초가 들어간 『성제총록』 처방을 일부

러 인용하지 않았다(이경록, 2012: 464-465 참고). 

24)  『향약집성방』의 처방 약재에는 감초, 마황, 호초, 계지 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관해

서는 『救急易解方』 跋文(연산군 4년, 1498)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향약집성방』은 조

선에서 생산되는 약재 즉 鄕材만으로 처방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集成… 只取鄕土所産]. 

2000년대 들어 한의학계에서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와 「상한문」을 분석하여 『향약집성

방』이 鄕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이해가 다시 이루어졌다(강연석·안상우, 2002a; 姜延錫·

安相佑, 2002b). 鄕材로 처방을 구성한 『향약집성방』의 의료사적인 성취와 그 의미에 대해

서는 별도의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이경록, 2011a; 이경록, 2011b). 

25)  『의방유취』 등에서는 135개의 『신집어의촬요방』 처방을 인용하고 있다(안상우·최환수, 

2000; 이경록, 2010a: <부록 3> 『신집어의촬요방』의 처방 약재 일람표). 특히 이 처방들

의 상당수는 『의방유취』의 각 병문에 골고루 수록되어 있어서 고려시대에서 중시된 질병

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의방유취』의 상한문에는 『신집어의촬요방』이 딱 2개만 인용

되어 있다. 소화불량 등에 대한 『신집어의촬요방』 처방이 『의방유취』 비위문에 12개나 인

용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고려에서 상한은 그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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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방유취』 상한문을 살펴보면, 병론(病論)에 이어 제시되는 각종 

치료법은 『상한론주해(傷寒論注解)』의 인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상한론주

해』의 첫 번째 상한 치료법인 태양병(太陽病)을 예로 들자면 계지탕(桂枝湯),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 감초건강탕(甘草乾薑湯), 작약감초탕(芍

藥甘草湯),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 사역탕(四逆湯)이 차례로 제시된다.26) 

이들 처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약재는 물론 감초이다. 한사(寒邪, 찬 기

운)를 갑자기 몸에 쐴 때 걸리는 상한의 기본치료법은 온약(溫藥)으로 치료

하는 것이었으며, 따뜻한 성질의 감초는 온약 처방에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향소산 등을 『의방유취』에서 찾아보면, 한결같이 『의방

유취』 권52 상한문에 ‘원래 처방[本方]’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향소

산 등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질환은 상한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상한이

라는 의학이론이 중시되면서 감초의 토산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던 것이다. 

시야를 넓혀보면 당시 조선에서 필요한 약재가 감초만은 아니었다. 세종대

에는 약재의 생산 현황을 지역별로 충실히 조사하면서, 생산하는 약재의 종류

를 확장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지속되었다.27) 

세종이 『경상도지리지』 편찬을 통해 약재 생산 실태를 파악하였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것은 곧 조선에서 부족한 약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호(珊瑚), 마황(麻黃), 석종유(石鍾乳) 등이 자

생 약재로 발견되자 세종은 크게 기뻐하였다.28) 토산되는 약재의 종류가 늘어

날수록 치료수단이 확대되어서였다. 대표적인 약재인 감초가 재배된다면 조

선 의학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토산 약재들의 효능을 확인하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노

26) 『醫方類聚』 권42, 傷寒門16, 傷寒論注解. 

27) 조선초기의 약재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이경록, 2010b). 

28)  『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1430) 10월 13일(경진); 『世宗實錄』 권80, 세종 20년(1438) 3월 

24일(무신); 『世宗實錄』 권82, 세종 20년(1438) 7월 15일(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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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례(盧仲禮)는 세종 5년(1423)에 중국을 방문하여 향재 54종이 당재(唐材, 

중국약재)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받았고, 다시 세종 12년(1430)에도 중국을 

방문하여 조선산 후박·독활 등이 당재와 효능이 같다고 인정을 받았다.29) 이

를 통해 향재들은 당재와 동등한 지위를 얻으면서 치료에 안정적으로 사용

될 수 있었다. 

요컨대 의서 편찬과 상한병에 대한 관심 증대를 계기로 감초의 필요성을 

새삼 절감한 것이 감초 토산화의 의학적인 이유였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조

선초기부터 약재를 포함한 물산(物産)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특히 세

종대에 들어서는 약재 실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약재 확보에 사활

을 걸고 있었다. 세종이 감초 토산화에 착수한 원인(遠因)이라고 할 수 있다. 

4. 감초 재배를 둘러싼 갈등 

문종 원년(1451) 5월 1일 전라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 이제 경(卿)이 보고한 모[苗]를 생산한 수를 보건대, 나주의 5

조(條)가 195조를 생산하고, 진도의 26조가 124조를 생산하였으

나, 광양의 9조는 다만 1조가 모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홀로 광양에 심은 것만이 기사년(세종 

31년, 1449)에 2조와 경오년(문종 즉위년, 1450)에 7조가 말라 죽

었다….” 하였다.30)

위 날짜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땅이 기름진 나주(羅州)·진도(珍島)·

광양(光陽)에서 감초를 기르게 하였다. 인용문에서는 세종 30년(1448) 감초 

재배 시작 이후 해마다 세 지역의 재배 결과를 면밀하게 챙기고 있는 점이 확

인된다. 그런데 풍기(風氣)와 토성(土性)이 동일한 세 지역에서 유독 광양만 

29)  『世宗實錄』 권19, 세종 5년(1423) 3월 22일(계묘); 『世宗實錄』 권48, 세종 12년(1430) 4월 

21일(경인). 

30)  『文宗實錄』 권7, 문종 원년(1451) 5월 1일(무술). “諭全羅道觀察使曰,… 今見卿所報生苗之

數, 羅州五條産一百九十五條, 珍島二十六條産一百二十四條, 光陽九條但一條生苗, 餘皆不

生.… 獨光陽所栽, 己巳年二條, 庚午年七條憔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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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성과가 나빴다. 문종은 광양 관리가 조심히 기르지 않은 탓이라고 규정

하면서 광양 관리를 처벌하되 사면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고, 관찰사에게는 

수시로 감초 재배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지시하였다. 당시에 광양은 현(縣)이

었으므로, 광양현령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때 전라도의 세 지역에서만 감초가 재배된 것은 아니었다. 위와 동일한 

기록에 따르면, 이미 한양(서울)의 밤섬[栗島]에서도 감초가 재배되었다. 원

래 세종과 문종대에 밤섬에서는 뽕나무 8,280주(株)로 누에를 키우면서, 백성

들의 개간(開墾)조차 금하고 있었다.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밤섬. 마

포(麻浦) 남쪽에 있는데 약초를 심고 뽕나무를 심는다”32)라고 하여, 약재가 재

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밤섬에서의 감초 재배는 성공적이었다. 몇 달 뒤 문종은 밤섬에 심었던 감

초가 무성하니, 이듬해 봄부터는 각도(各道)에 나누어 심도록 명하였다.33) 일

반 백성의 경작이 금지된 밤섬에서 특별히 재배한 감초를 전국에 배포하여 

다시 재배하도록 했다는 것은 감초 토산화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광양현령이 처벌된 데서 보이듯이 감초 재배의 성과는 좋지 못하였

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세종대의 전국 토산물을 모두 정리하면서, 특히 

재배해야 할 약재들을 뽑아 ‘종양약재(種養藥材)’로 규정하여 각 지방에 재배

를 의무화시켰다.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감초가 종양약재에도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감초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는 실정을 드러낸다. 후

대의 기록이지만 성종은 감초 생산이 어려운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31)  『世宗實錄』 권19, 세종 5년(1423) 2월 16일(정묘); 『文宗實錄』 권7, 문종 원년(1451) 4월 21

일(기축). 『경국대전』을 보완하여 성종 24년(1493) 5월부터 시행한 『대전속록』에 따르면, 밤

섬의 右邊은 典醫監·西活人署·惠民署·東活人署 등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한편 섬에 

거주하는 노비들과 인근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과수를 심었다고 되어 있다(『大典續錄』 권6, 

工典, 栽植(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1997, 118-121쪽)).

3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山川. “栗島[在麻浦南, 蒔藥種桑].”

33) 『文宗實錄』 권10, 문종 원년(1451) 11월 3일(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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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감초-인용자) 생산이 번성하지 않으니, 이것은 반드시 수

령(守令)이 마음을 써서 배양(培養)하지 아니하고, 혹은 땅이 척박

(瘠薄)하거나 잡초(雜草)로 인하여 무성하지 못함이다.34) 

감초 재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마음

을 쏟지 않은 수령과 부적합한 토질이

라는 지적이었다. 단연 토질은 감초 토

산화의 1차적인 관건이었다. 식물이란 

기본적으로 토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그런데 나주, 진도, 광양이 풍

기(風氣)와 토성(土性)이 동일한 지역

으로 땅이 기름졌다는 것은 앞서 나온 

바와 같다. 감초 토산을 위해 재배 지

역을 세심히 골랐다는 의미이다. 하지

만 감초는 강가와 같은 모래질 땅에서 

잘 자라므로,35) 땅이 기름지다고 해서 

재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재배 경험의 부족이 문제

였다. 

인용문에서 성종은 감초 재배가 더딘 또 다른 이유로 지방관의 무능함을 

꼽았다. 하지만 문종대 광양현령의 처벌 이후에도 감초 재배는 용이하지 않

았다. 예종 원년(1469)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종양

약재(種養藥材)에서는 84종의 약재가 538번 등장하는데, 토산 약재 중 감초

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감초 재배가 어려웠던 진정한 이유는 감초 재배자가 

지방관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기 때문이었다. 감초 재배를 담당하는 백성으

34)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1485) 윤4월 29일(기유). “逐年生植不蕃盛, 是必守令不用意培

養, 或因地瘠, 或因雜草, 使不暢茂.” 

35)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감초’ 항목. 

그림 1. 문종 원년(1451)의 감초 생

산 지역

Figure 1. Licorice production area 

in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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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감초 재배가 그리 탐탁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초기 지리지들의 편

찬 의도와 관련된다.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등의 편찬 원칙은 

지역별 산출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리지 편찬에 내재

된 정책 목표는 지역별 실정에 기초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鄭杜熙, 

1976; 김동수, 1993; 徐仁源, 2002; 이경록, 2010b; 최주희, 2012). 약재들의 

경우에도 생산이 확인되면 공안(貢案, 공납대장)에 기입한 후, 해마다 배정

된 약재를 납부해야 했다.36) 조선에서 각 도의 관찰사는 한 달 단위로 지역별 

특산 약재를 진상하였다. 즉 감초의 토산 성공은 감초 공납의 부과를 의미하

는 것이다. 감초를 비롯한 각종 약재의 증산을 촉진하고 공납을 통해 약재 유

통을 통제하는 것은, 의료부문에서 조선 정부가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려는 노

력이었다. 따라서 국가 전체로 보자면 감초 토산화가 긴요했지만, 실제 재배

를 담당한 백성들로서는 감초 재배에 전념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일종의 조

세 저항이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감초 공납으로 인한 백

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토질 문제나 백성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감초 재배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조선 정부에서는 감초 토산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세조대에는 감초 재

배 현황을 매년 정월에 보고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37) 밤섬의 감초를 다시 

이식하여 재배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초 재배에 적극적인 사람도 세조였다.38) 

세조대에 함길도에서는 이성(利城)·부령(富寧)·경흥(慶興) 등에서 감초를 

재배하였는데 감초의 과반(過半)이 말라 손실(損失)되었다. 이에 세조는 관

리들이 감초 배양(培養)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함길도 관찰사를 강

하게 책망하였다.39) 

36)  『世宗實錄』 권9, 세종 2년(1420) 8월 9일(을사); 『世宗實錄』 권28, 세종 7년(1425) 4월 13

일(임자). 

37) 『世祖實錄』 권23, 세조 7년(1461) 2월 16일(정해). 

38) 『世祖實錄』 권31, 세조 9년(1463) 12월 14일(무술). 

39) 『世祖實錄』 권32, 세조 10년(1464) 2월 17일(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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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감초 생산을 독려한 이유는 감초가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

이었다. 그것은 창진(瘡疹) 즉 요즘의 천연두와 홍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연

관이 있다. 조선초기부터 창진은 어린이에 대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주목받으

면서 세종대부터 의료적 대응이 적극 모색되었다. 이미 『의방유취』에서도 감

초는 임신과 육아(특히 천연두와 홍역)에 필수적이었지만, 세종대의 서적을 

개정하여 세조대에 임원준이 편찬한 『창진집(瘡疹集)』에서도 감초의 중요성

은 계속 강조되었다.40) 

3권으로 된 『창진집』에서 상권은 창진의 병리를 다루고 중권에서는 예방법

을 비롯한 각종 치료법을 다루고 있다. 『창진집』 하권에는 고려시대 의서인 『

비예백요방』의 치료법이 실려 있는데,41) 어린이의 완두창(천연두)에 대해서

는 신속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저혈(猪血)을 처방하였다. 『창진집』에서

는 이어서 『본조경험방』을 인용해서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의 천연두 경

과를 나이별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의 『비예백요방』이나 조선초기의 『

본조경험방』에서는 감초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그런데 『창진집』 중권의 첫부분인 창진 예방법에서는 자초음자 등 8개의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4개 처방에 감초가 들어있었다. 또한 『창진

집』에서는 길경감초방풍탕, 길경감초서점자탕, 길경감초치자탕, 자초용감초

지각탕 등 처방 이름에 감초가 들어간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조로서

는 감초의 토산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세조에 이어 성종 역시 향약(鄕藥)의 생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종은 재

위 3년에 절종 위기에 있는 감초의 재배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42) 이듬해에

도 감초 번식에 힘쓸 것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광양, 함평, 나주 등

40)  『瘡疹集』(亞細亞文化社 영인, 1997). 조선전기의 창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金

斗鍾, 1956; 김성수, 2010). 

41)  『비예백요방』에 대해서는 최환수와 신순식이 우리나라 고유 의서일 것이라고 지적한 이

후 안상우가 고려시대 의서임을 증명하였다(崔桓壽·申舜植, 1997; 안상우, 2000; 安相佑, 

2001; 김진희·안상우, 2009). 하지만 『비예백요방』의 편찬 시기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최

근에야 분석이 진행되었다(이경록, 2010a: V장 2절; 이경록, 2014b; 이경록, 2014c).

42) 『成宗實錄』 권15, 성종 3년(1472) 2월 18일(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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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초 재배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수령이 힘쓰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였

다. 지방 수령을 잘 감독하도록 당부하면서 성종은 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확인하겠다고 경고하였다.43) 

결국 성종 16년(1485)에는 국내에서 감초 생산이 많이 확대되었다. 성종

은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감초 토산 경과와 재배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

급하였다. 

전라도와 영안도·경상도·평안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

감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세종조(世宗朝)에 중국[

中原]에서 구해 상림원(上林園)에 심게 하였다가, 마침내 여러 도(

道)에 나누어 심게 하였는데, 번성(蕃盛)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시험해 쓰려고 하니, 나주에 심은 것 3냥(兩)과 진도에 심은 

것 4냥, 함평에 심은 것 1냥, 영암에 심은 것 1냥, 보성에 심은 것 1

냥, 길성에 심은 것 4냥, 경원에 심은 것 4냥, 온성에 심은 것 2냥, 

회령에 심은 것 3냥, 종성에 심은 것 3냥, 울산에 심은 것 1냥, 평양

에 심은 것 1냥을 월령(月令)에 의하여 2월과 8월의 제일(除日)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올려보내라”고 하였다.44) 

이 기록을 통해 성종대에는 전라도(全羅道)의 나주(羅州)·진도(珍島)·

함평(咸平)·영암(靈巖)·보성(寶城), 영안도(永安道)의 길성(吉城)·경원(

慶源)·온성(穩城)·회령(會寧)·종성(鍾城), 경상도(慶尙道)의 울산(蔚山), 

평안도(平安道)의 평양(平壤)에서 감초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

역들을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43) 『成宗實錄』 권28, 성종 4년(1473) 3월 14일(갑진). 

44)  『成宗實錄』 권178, 성종 16년(1485) 윤4월 29일(기유). “下書全羅永安慶尙平安道觀察使曰, 

甘草不産我國, 世宗朝求之中原, 種于上林園, 遂分種諸道, 欲其蕃盛.… 今欲試用, 羅州所種

三兩, 珍島四兩, 咸平一兩, 靈巖一兩, 寶城一兩, 吉城四兩, 慶源四兩, 穩城二兩, 會寧三兩, 

鍾城三兩, 蔚山一兩, 平壤一兩, 依月令, 二月八月除日採取, 暴乾上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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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초 토산화의 성공과 영향 

나주목(羅州牧).… {토산}. 전복·숭어… 감초(甘草)·미역·숫

돌….45)

성종 12년(148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완성되었다. 조선의 종

합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각종 

산출물을 모두 수록하였다. 물론 토산 약재도 수록 대상이었다. 위 인용문을 

비롯하여 『동국여지승람』에는 감초 생산지로 4군데가 등장한다. 전라도 나주

목·무안현·해남현(海南縣), 함경도 덕원도호부(德源都護府)이다.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동

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新增]한 책이다. 여기에서는 감초 생산지로 3군데

가 추가되었다. 경상도 영산현(靈山縣)·창녕현(昌寧縣), 함경도 북청도호부

(北靑都護府)이다. 성종대에서 중중대를 거치면서 감초 산출 지역이 4군데에

서 7군데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전체로는 79종의 약재가 등

장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85종의 약재가 등장하는데, 감초가 여기

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감초의 토산화가 성공했음을 의미한다.46) 이상에서 서

4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全羅道3, 羅州牧. “羅州牧.… {土産}. 鰒, 秀魚… 甘草, 藿, 砥石….”

46)  『동의보감』에서는 함경도 감초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감초.… 중국[中原]에서 들

여와 여러 도의 각 읍에 이식하였으나 번식하지는 못하였다. 오직 함경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좋다[甘草… 自中原移植於諸道各邑, 而不爲繁殖. 惟咸鏡北道所産最好]”(『東醫寶

鑑』, 湯液篇 권2, 草部). 조선후기에도 감초는 함경도에서 산출되었다. 인조 26년(1648)의 

기록에 따르면 “甘草의 경우에는 본도(함경도 - 인용자)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봉진한 20

근이 이전에 비해 줄기가 가늘고 오래 묵었으므로 이것도 되돌려 보냈습니다[如甘草, 則本

道所産, 而所封二十斤, 比前莖細且舊陳, 故亦爲退送]”라고 하였다(『승정원일기』 인조 26년 

1월 12일(무신)). 영조대에 편찬한 『여지도서』에서도 함경도의 진공품으로 감초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함흥부 기록에 “감영.… 별도 진상품. 백복령·적복령·목단피·오미자·

감초….[監營.… 別進上. 白茯苓赤茯苓牧丹皮五味子甘草…]”라고 하였다(『輿地圖書』, 咸鏡

道, 咸鏡南道咸興府邑誌, 進貢(국사편찬위원회 편찬, 탐구당 영인, 1973, 하권 158쪽)). 반

면 나주목 기록에서는 “물산.… 감초[이제는 없다][物産.… 甘草[今無]]”라고 하여 감초가 더 

이상 나주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한다(『輿地圖書』, 全羅道, 羅州牧, 物産(국사편찬위원회 

편찬, 탐구당 영인, 1973, 하권 841쪽)). 그리고 이에 앞서 17세기말-18세기초에 홍만선이 

편찬한 『산림경제』의 권3과 권4의 治藥에서는 긴요한 토산 약재를 망라해서 鄕名·채취 시

기와 방법·복용법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감초는 등장하지 않는다(『山林經濟』 권3; 권4, 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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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감초 재배 지역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조선의 감초 생산 지역은 정리가 되었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의 감초 생산 방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

선의 지리지와 개인 기록에 단서가 있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무안현 기록에서는 “토산.… 쇠[현 동쪽에 있는 

철소리(鐵所里)에서 나온다]. 차·석류·감초[철소리에서 심는다]”라고 하였

藥(景仁文化社 영인, 1973)). 이들 기록을 종합해보면, 조선에서 감초의 토산화는 성취되었

지만 재배는 여전히 여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감초가 토산화되었다고 해서, 감

초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것도 아니다. 

그림 2. 성종 16년(1485)의 감초 생산 지역 

Figure 2. Licorice production area in 1485
그림 3.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

지승람』의 감초 생산 지역

Figure 3. Licorice production area of 

Dongguknyeojiseungnam 東國輿地勝覽 

and Shinjeungdongguknyeojiseungnam
新增東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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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무안에는 수다철소(水多鐵所)라는 이름

의 철소가 있었다.48) 철소리에는 감초 외에도 쇠[鐵]가 산출된다고 설명한 것

으로 미루어, 철소리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의 철소(鐵所)에서 연원했을 것이

다. 그렇다면 무안현의 경우에 감초는 예전의 특수 행정지역에서 재배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흠(申欽, 1566-1628년)의 기록에 따르면, 평양부의 서쪽에는 감

초리(甘草里)가 있었다.49) 성종 16년(1485)에 평양에서 감초가 생산되고 있

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은데, 감초를 재배했기 때문에 감초리라는 지명이 생

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감초는 철소리, 감초리와 같은 곳에서 집중적

으로 재배되던 특용작물이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영산현과 창녕현에 각각 감초를 재배하는 

밭이 있다고 되어 있다.50) 자생하지 않는 감초를 인위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감초밭[甘草田]이라는 별도 공간을 배정한 것이다. 이것은 감초 재배를 전담

하는 백성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백성들이 공납으로 바쳐야 하는 감초를 공안(貢案)에 수

록하였고, 국가의 의료망 내에서 감초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감초를 생산하는 백성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공납제(貢納

制) 자체에 내포된 폐단이 감초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인조대에는 감초전 관리가 허물어지면서 감초의 수취가 폐단으로 지적되기

도 하였다. 

조석윤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공안(貢案)은 예전부터 폐단이 

있어서, 각읍에서 바치는 공물은 아주 적고, 그 해(害)는 아주 큽니

4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6, 全羅道4, 務安縣. “土産.… 鐵[出縣東鐵所里]. 茶, 石榴, 甘草[種

鐵所里].”

48) 『世宗實錄』 권151, 地理志, 全羅道, 務安縣. “古屬鐵所一, 水多” 

49) 申欽, 『象村先生集』 권23, 記, 平壤西倉記(솔 영인, 1994, 82쪽). 

5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7, 慶尙道7, 靈山縣. “신증. 감초[밭이 있다][新增. 甘草[有田]].”; 『新

增東國輿地勝覽』 권27, 慶尙道7, 昌寧縣. “신증. 감초[밭이 있다][新增. 甘草[有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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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 조종조에 공안을 설정한 것

은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건

을 그 고을에서 징수할 뿐이었지, 언제 쌀과 베를 그 고을 백성들에

게 내게 하였던가”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

로 옳습니다. 각 고을의 저전(楮田)·칠전(漆田)·감초전(甘草田)

은 모두 헛이름만 있는데도 백성들에게 대가를 내게 하는 것이 모

두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51) 

그렇다면 감초 토산을 전후로 조선 의료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먼저 달라지지 않은 부분부터 지적하는 것이 좋겠다. 중종 20년(1525) 간행

한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은 평안도에서 창궐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편찬한 책자였다(이경록, 2014a). 이 책에서는 향소산, 십신탕, 승마갈근탕이 

주요한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처방이 세종대에도 전염병 창궐

시에 제시된 것이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세종대나 중중대 모두 동일한 처방이 제시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

지만, 세종대는 감초가 조선에서 산출되기 전이었고 중종대는 감초가 조선의 

7개 지역에서 산출되는 상태였다. 약재 운용의 여건이 달라진 것이다. 감초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자 백성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져갔다. 예를 

들어 조선후기에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람들이 독에 중독되었을 때는 서둘러 구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大法]. 감초와 녹두(菉豆)는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다.… [위

와 같음(『동의보감』을 지칭함-인용자)] ○감초와 흑두(黑豆)는 모

든 물질과 모든 약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 [경험방].… 일체

의 음식 중독. 중독되어 몸이 괴로울 때는 감초와 제니(薺苨)[계로

기]를 진하게 달여 뜨겁게 마시는데, 입에 넣자마자 살아난다.… [

51)  『仁祖實錄』 권46, 인조 23년(1645) 10월 30일(무신). “趙錫胤曰, 我國貢案, 自前有弊, 各邑

之所貢甚少, 而貽害甚多.… 上曰,… 故祖宗朝貢案之設, 欲其均役也. 盖今就其所産, 徵於其

邑而已, 何嘗責出米布於其民哉. 景奭曰, 聖敎誠是也. 各邑之楮田漆田甘草田, 皆有虛名, 而

責價於民, 皆爲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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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52)

이 처방은 낯이 익다. 앞서 살핀 『향약구급방』에서 “식독(食毒)을 치료하는 

데는 흑두(黑豆)를 익을 때까지 달인 물을 마신다”나 술병에 시달린 이색이 

흑두탕에 감초를 달여 마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고려의 『향약구급방』에

서 제시하고 이색이 활용하며, 조선의 『동의보감』에서 수록하고 『산림경제』에

서 다시 동의하는 감초의 효능이었다. 감초의 토산화 이전과 이후에 공통되는 

이 처방들은 의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고 민간에서도 활용되었다. 감초의 토

산화 덕분에 감초 처방들은 안정적으로 계승될 수 있었다. 

반면 감초가 재배되면서 변화된 부분도 있었다. 감초 토산화 이후인 연산

군 5년(1499)에 간행된 『구급이해방(救急易解方)』에서는 비위(脾胃), 적취(積

聚), 해역(咳逆), 해수(咳嗽), 학질(瘧疾), 소갈(痟渴), 부종(浮腫), 창만(脹滿), 

소아경간(小兒驚癎), 산후(産後), 역절풍(歷節風), 해독(解毒), 타박상손(打撲

傷損), 변독(便毒), 치질(痔疾), 옹저(癰疽) 등등에 감초가 사용되었다.53) 연산

군대에 들어 감초의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구급이해방』 전체를 검

토하면 무엇보다도 임신 및 출산에 감초를 자주 처방한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원래 고려나 조선초기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감초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록이 드문 탓도 있지만 조선초기까지는 감초탕 풍습이 없었다. 예를 들어 

최자(崔滋, 1188-1260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복

숭아꽃으로 얼굴을 씻어준다. ‘붉은 꽃을 가져라’ ‘하얀 눈을 가져라’라고 빌

면서 아이 얼굴을 씻으면 얼굴에 광택이 난다”라고 하였다.54) 

그런데 『의방유취』나 『태산요록』에서는 감초탕을 처방하였다.55) 이 처방대

52)  『山林經濟』 권3, 救急, 諸中毒(景仁文化社 영인, 1973, 406-407쪽). “○人自服毒者, 宜急救

之. 大法. 甘草菉豆能解百毒.… [上仝]. ○甘草黑豆皆解百物百藥毒… [經驗方].… 一切飮食

毒. 中毒煩悶, 甘草薺苨[계로기]濃煎湯飮, 入口卽活… [寶鑑].” 

53) 『救急易解方』(『韓國醫學大系』 1, 여강출판사 영인, 1992). 

54)  『補閑集』 上卷(崔滋, 李相寶 옮김, 『破閑集 補閑集 櫟翁稗說』, 1978, 大洋書籍, 235쪽). “兒

生, 用桃花洗面. 呪曰, 取紅花, 取白雪, 興兒洗面, 作光澤.” 

55)  『의방유취』에서는 신생아를 목욕시키고 탯줄을 끊어 포대기로 싼 후, 주사와 꿀을 먹이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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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묵재일기』에서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감초탕으로 입을 헹구고 있

다. 즉 이문건은 다른 사람의 출산시에 감초를 구하여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손자인 이수봉이 태어나자마자 감초수(甘草水)를 먹이도록 하였

다.56) 이것을 보면 조선중기의 출산에는 으레 감초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

다. 감초의 토산화 덕분에 출생할 때부터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 한의학

의 영향력이 커져간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전염병과 창진 같은 소아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감초 재배

에 뛰어든 조선 정부의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감

초는 어린이의 출생 풍습을 바꾸어 놓았다. 아울러 『고사촬요』에서는 감초 1

냥에 쌀 5되라고 가격을 기록하였으며,57) 홍대용은 『담헌서』에서 감초와 당귀

(當歸)의 매매를 수학 문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58) 감초가 조선 사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감초의 토산화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였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약재인 감초의 토산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

았다. 감초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를 점령한 당나라 곽정일은 감초로 해독을 하였고, 8세기에 신라 사절은 일본

을 방문하여 대량의 감초를 판매하였으며,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간(木

簡)에서는 감초가 들어간 처방이 발견되었다. 오래 전부터 감초에 대한 지식

이 동아시아삼국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 감초 달인 물을 먹이라고 지시하였다.(『醫方類聚』 권239, 小兒門1, 總論, 千金方. “初生

出腹.… 兒洗浴, 斷臍竟, 䙀抱畢, 未可與朱蜜, 宜與甘草湯.”) 세종 16년(1434) 노중례가 편

찬한 『태산요록』에서는 출산 직후 맨 먼저 해야 할 일로 신생아에게 中指 한 마디만한 분량

의 감초를 즙으로 만들어 먹이라고 지시하였다(『胎産要錄』 卷下, 與甘草汁法(『韓國醫學大

系』 33, 여강출판사 영인, 1992, 73쪽)). 

56)  『黙齋日記』, 중종 30년(1535) 12월 7일; 『黙齋日記』, 명종 6년(1551) 1월 5일. 

57)  『攷事撮要』 下卷, 生藥每一兩本國價値(韓國圖書館學硏究會 영인, 남문각, 1974). “生藥每一

兩本國價値(以綿布及米市准).… 甘草, 陳皮, 乾薑… 海東皮[各米五升].”

58) 『湛軒書』 外集, 권4, 籌解需用內編 上, 定身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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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도 감초는 중요한 약재였다. 문종의 질병 때문에 중국의 원주에서 

산출된 감초가 수입되기도 하고, 부처의 복장(腹藏) 유물로 감초를 봉안하기

도 하였다. 감초의 의료적 효능은 『신집어의촬요방』과 『향약구급방』에 설명되

어 있다. 고려에서 감초는 식중독이나 소화불량 같은 비위(脾胃) 관련 질환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색의 사례는 의서에 나온 감초 처방이 일상생활에서 수

용되는 실제 광경을 보여준다. 술독에 걸린 이색은 감초를 달여 복용하였다. 

조선초기에 들어 약재에 대한 조사와 확보 노력이 경주되었다. 특히 세종

은 『경상도지리지』 등의 편찬을 통해 전국적으로 토산 약재의 현황을 조사하

였고, 산호·마황·석종유 등이 발견되자 아주 기뻐하였다. 중국을 방문한 

노중례가 향재(鄕材)를 당재(唐材)와 비교하여 향재들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

도 토산 약재들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편찬은 다양한 약재의 확보가 조선의 의료에 얼마나 중요한가

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피자면, 세종대의 전염병 창궐시에 배분된 향소산·

십신탕·승마갈근탕·소시호탕에는 감초가 필수적이었다. 이 시기에 감초

는 상비약재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였다. 조선에 들어 중시되던 상한병에도 

감초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다. 세종대에 감초 수입이 충실하게 기록되는 것

은 감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증한다. 대민의료의 원활한 집행

과 상한 치료 등을 위해 대량의 감초 확보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

에서 감초 재배에 뛰어들게 된 배경과 직접적인 계기였다.

드디어 세종 30년(1448) 전라도와 함길도에서 감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였

다. 이미 태종 11년(1411) 개성유후 이문화가 감초 1분(盆)을 재배하여 바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감초 재배는 용이하지 않았다. 문종대에는 감초 재배에 

실패한 광양현령이 처벌을 받았다. 감초 재배가 여의치 않았던 것은 적합한 

토질을 찾는 게 어려워서였다. 외래식물인 감초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착오였다. 

그런데 감초 토산화가 더뎠던 또 다른 이유는 감초 재배 백성들이 새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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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할 공납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정부의 약재 증식을 통한 중앙집권

화 노력과 감초 재배 백성들의 조세 저항이 충돌하고 있었다. 백성들로서는 

감초 재배가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세조 역시 감초 토산화를 포기하지 않

았다. 이미 『의방유취』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세조대의 『창진집』 등을 통해서

도 감초는 창진과 같은 소아질환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져갔기 

때문이다. 세조와 성종은 지방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초 재배를 다그쳤다. 

결국 성종대에 들어 감초는 토산화에 성공하였다. 성종 12년(1481)에 완

성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감초가 전라도와 함경도의 4개 지역에서 생산되

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는 3개 지역이 추가되었다. 감초는 해당 지역 전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철소리나 감초리라고 부르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용작물로 재배되었다. 감초 

생산을 전담하는 백성들에 의해 감초밭[甘草田]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었던 

것이다. 

감초가 토산화에 성공하면서 한의학 치료에 대한 백성들의 접근은 훨씬 용

이해졌다. 중종대의 전염병 창궐시에도 향소산 등의 감초 처방은 그대로 유

포되었다. 조선후기의 『산림경제』 등에서는 감초의 해독 기능을 언급하였는

데, 이것은 고려시대 『향약구급방』 이래의 감초 지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

다. 아울러 『구급이해방』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감초의 치료 범위는 확장되

었다.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감초를 사용하는 이문건의 모습도 조선의 일상에 

한의학이 조금 더 깊이 침투하는 광경이었다. 감초는 점차 한의학화되는 조

선 사회를 상징한다. 

색인어: 조선, 의료, 한의학, 감초, 토산화

    투고일: 2015. 06. 22.     심사일: 2015. 07. 15.       게재확정일: 201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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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Indigenization of Licorice and Its 
Meaning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LEE Kyung-Lock *59)

*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This article explores the indigenization of licorice(Glycyrrhiza uralensis 

Fisch.)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edicine of the Oriental Medicine. 

There are a lot of records on licorice even before the Joseon Dynasty. The 

licorice had been used mainly in stomach related diseases such as food 

poisoning or indigestion. But the licorice was an imported medicine until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As the Joseon Dynasty began, the licorice production became necessary 

with the investigation and obtaining the herbs. And a large amount of 

licorice was needed when the epidemics outbroke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世宗). In particular, the licorice had been essential in treating the 

diseases of the Cold Damage which was focused in the Joseon Dynasty. 

That was why King Sejong ordered to plant the licorice in the Chollado 

province and Hamgildo province in 1448. 

But the licorice cultivation was not easy for two reasons. First,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proper soil for proper soil for planting. Seco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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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didn’t actively grow the licorice, because they had to devote the 

licorice as the tax when the indigenization of licorice was succeeded. 

King Sejo(世祖) and King Seongjong(成宗) encouraged the people 

to plant the licorice. The recognition that the licorice is essential in 

pediatric diseases such as smallpox got stronger then before. Finally 

the indigenization of licorice was completed under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ccording to the Dongguknyeojiseungnam(東國輿地勝覽), 

edited in 1481, and Shinjeungdongguknyeojiseungnam(新增東國輿地勝

覽), edited in 1530, the licorice was planted in seven districts. With the 

success of the indigenization of licorice, the approach of the people to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had became much easier. 

Keywords:  Joseon, medicine, Oriental Medicine, licorice(Glycyrrhiza 

uralensis Fisch.), indige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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