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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黃漆樹의 활용에 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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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of the Hwangchil tree (黃漆樹 Dendropanax morbiferus H.Lév.) has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like waxing emperor’s

armors, covering an astrology board, or, during the Silla Dynasty, burying it to block something bad in the soil symbolically. Essence of

the Hwangchil tree was known to have remarkable preservation effects such as waterproofing, damp-proofing, rust-proofing, and moth-proofing

as well as not being easily peeled off from even soft surfaces like paper. There is a record in Prescriptions for Epidemic diseases of

Cows, Horses, Sheep, and Pigs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published in 1541, of Hwangchil that is local to Jeju Island being used instead

of benzoin (安息香), of burning Hwangchil, and of making cows inhale its smoke to prevent plague among them. Along the same lines,

there are records in the Local Chronicle of Tamra (耽羅志) and the Book of Earth Geography (輿地圖書) that identify Hwangchil with

benzoin. In Seonghosaseol (星湖僿說), a book written by Lee Yik in around 1760, it is acknowledged that Hwangchil could be medicinal

herb. In 2000, Ahn Duk-Kyun registered the roots and branches of Hwangchil tree as ‘Boncho’ (本草 herbal medicine) in the Pictorial

Book of Korean Medicinals (韓國本草圖鑑) and presented the method of taking it for medical purpose.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Hwangchil essence as well as diverse parts of the plant such as its roots, branches, leaves, flowers, fruits, and gum have various

meaningful medicinal properties. Regarding the history and recent researches of using Hwangchil tree, it has various medicinal probabilities

such as, ‘dispersing miasma’ (辟邪), ‘opening holes’ (開竅), ‘waking the heart’ (醒心), ‘smoothing spirits’ (安神), ‘piercing the block’ (疎

泄), ‘removing the old and welcoming the new’ (去故生新). This paper contributes ideas about how to expand the uses of Hwangchil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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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난대림 상록활엽수로 제주도, 완도, 보길도, 거문도, 

해남 등 우리나라 서남해안 및 도서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한국 특산 수종이다. 黃漆樹가 속하는 Dendropanax 屬은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와 중남아메리카에 약 30여 종이 있으

나 황칠을 분비하는 種은 한반도 서남쪽에 자생하고 있는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뿐이다. 황칠은 한반

도에서 자생하는 黃漆樹에서 채취해서 가공한 천연漆을 말

한다. 우리나라의 黃漆樹와 가장 형태적으로 비슷한 種은 

일본에 자생하는 Dendropanax trifidus (Thunb.) Makino 

ex H.Hara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주로 조경수나 

가로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神木이라 부르고 있다.1)

黃漆樹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황칠은 그 漆을 입힌 기물

을 마치 도금한 듯한 황금빛을 띠게 하였으므로 한반도뿐

만 아니라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塗料로 사랑받

아 왔다. 더불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黃漆樹의 잎, 줄기, 가

지, 뿌리, 종자 등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 및 병리증

상 개선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쓰임이 확장되어 온 역사

를 이루고 있다.

1) 한종수. ｢黃漆｣. 동방논집. 20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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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黃漆樹의 동아시아에서의 쓰임의 확장 이력에 

대해 문헌자료와 사료를 좇아 그 역사적 沿革을 고찰하고, 

한국 특산의 黃漆樹가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의 효능을 가

진 本草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최근 현상의 의미를 한의학

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黃漆樹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黃漆樹의 유효성

분에 대한 분석과 그 현대적 활용 가능성 타진에 치우쳐있

다. 예컨대 김대건 등은 黃漆樹 추출물이 비알코올성지방간

(NAFL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2) 이기훈 등

은 제주 黃漆樹의 유효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 함량이 

黃漆樹의 부위, 수확시기, 추출용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가에 대해 보고하였다.3) 김경철 등은 황칠덖음차 추출물의 

추출시간이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4) 한

종수는 黃漆樹의 역사적 이용과 황칠수지액의 채취 및 성

분분석 그리고 약리성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5) 본 논문에

서는 위에 예시한 것과 같이 黃漆樹의 유효성분을 분석하

고 효능을 고찰한 類의 선행연구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에서의 黃漆樹 사용의 역사적 연혁을 추적함으로써 

黃漆樹의 활용과 효용에 대하여 한의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II. 本論

黃漆樹는 상록활엽교목으로 큰 나무는 키가 15m를 넘는

다. 껍질은 갈라지지 않아 매끄럽고 어린 가지는 초록빛이

며 윤기가 난다. 꽃은 6월에 연한 황록색으로 피는데 암꽃

과 수꽃이 따로 핀다. 열매는 타원형으로 30∼40여 개씩 

공처럼 모여 달리며 10월에 검은빛으로 익는다.

고대의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黃漆樹의 특별한 쓰임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黃漆樹는 옻

나무와 마찬가지로 樹皮에 상처를 내면 자신의 상처를 치

유하기 위해서 유백색 樹脂를 분비하는데, 黃漆樹의 유백색 

樹脂는 공기 중에서 겔 상태로 굳어지면서 황금색으로 변

한다.6) 이것을 채취한 후 가공한 천연漆을 ‘황칠’이라 한다. 

한반도의 列國時期(B.C.37～A.D.668) 백제인들은 黃漆樹의 

이러한 쓰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백제(B.C.18～A.D.660)

의 황칠은 국제 교역을 통해 특히 중국에 많이 수출되었다. 

중국의 史書 및 여러 典籍들에서 백제 황칠의 명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 ｢半島上代

の本草｣ 부분에 당나라 재상 杜佑(735～812)가 편찬한 �通

典� 및 北宋 王雲(?～1126)이 쓴 �鷄林志�의 구절을 인용

하여 “草木藥品類”로 황칠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1.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半島上代の本草

黃漆 �通典�云, 百濟西南海中有三島, 出黃漆樹, 似小棕

樹而大, 六月取汁. �鷄林志�には, 高麗黃漆. 生島上, 六

月刺取, 瀋色若金, 日曝則乾. 本出百濟, 今浙人號新羅

漆とある.7)

황칠은 �통전�에 이르길, “백제의 서남쪽 바다에 세 

개의 섬에서 黃漆樹가 난다. 이 나무는 작은 종려나무

와 비슷한데, 더 크다. 6월에 즙을 채취한다.” �계림지�

에서는 “고려의 황칠은 섬에서 나는데 6월에 칼로 찔

러서 즙을 채취한다. 즙의 색이 마치 금과 같으며, 햇

볕에 쬐어 말린다. 본디 백제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2) 김대건, 황길수. ｢황칠나무 추출물을 12주간 음용한 비알코올성지방간(NAFLD) 비만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2;
2012(11):107-110.

3) 이기훈, 나혜진, 송창길, 강소영, 김선오. ｢제주 황칠나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위별, 수확시기별, 추출용매별 quercetin 함량 분석｣. 한국식품
저장유통학회지. 2018;25(3):344-350.

4) 김경철, 고현민, 엄태길, 박용립, 고광석, 김치원 외. ｢추출시간이 황칠 덖음 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원식물학회. 2017; 
2017(4):238.

5) 한종수. ｢黃漆｣. 동방논집. 2010;3(1):1-14.

6) 한종수. ｢黃漆｣. 동방논집. 2010;3(1):2-3.

7)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서울:法仁文化社. 1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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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浙江) 사람들은 신라칠(新羅漆)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다.

�通典�과 �鷄林志� 모두 黃漆樹에서 황칠을 채취하는 시

기 및 방법에 초첨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는 黃漆樹의 여

러 부분 중에서 특히 황칠의 쓰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된 黃漆樹 한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황칠의 양은 1년에 작은 잔 하나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다.8) 황칠은 따라서 일상의 평범한 기

물이 아닌 보다 특별하고 차별성을 띠는 기물에 사용되었

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황칠의 

용도를 보여주는 문헌 사료로 �冊府元龜�와 �三國史記�가 

있다.

北宋의 王欽若, 楊億 등이 真宗의 명을 받아 쓴 �冊府元

龜�에는 당나라 태종(626～649)이 貞觀 19년(645)에 친히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서 금칠을 채취케 한 후 철로 만든 

갑옷에 칠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太宗遺使, 於百濟國中, 採取金漆, 用塗鐵甲, 皆黃紫引

曜色邁兼金. 又以五彩染玄金, 製爲山文甲, 并從將軍. 甲

申, 太宗親率, 甲騎萬餘, 金光曜日, 與李勣會於城下.9)

태종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그곳에서 나는 금칠을 

채취하여 철갑에 칠하도록 하니, 누런 자주빛으로 광

채를 끄는 색이 겸금(兼金; 품질이 뛰어나 값이 보통 

금보다 갑절이 되는 좋은 황금)보다도 뛰어났다. 또 

다섯 가지 색으로 착색한 현금(玄金; 철)으로 산문갑을

제작하여서는 장군이 착용하게 하였다. 갑신년에 태종

이 친히 갑옷을 입은 기병 일만 남짓을 이끌고 금빛을 

태양에 빛내며 성 아래에서 이세적과 회합하였다.

당나라의 입장에서 황칠은 백제산의 수입품이며, 황제의 

갑옷에만 쓰일 수 있는 희소성을 지녔으며, 금색으로 황제

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 적군에게 위압감을 주는 의례성

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冊府元龜�에는 황칠을 “金漆”이

라 적고 있는데, 명나라 黃成이 지은 �髹飾錄�에 금칠과 황

칠이 같은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 �髹飾錄�에는 더불어 황

칠의 품평을 기록하였으니, 선명하면서 광활한 것이 좋고 

광택이 죽은 것은 좋지 않으며 금색에 붉은빛을 띠는 것이 

좋고 푸른빛을 띠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2. 髹飾錄 黃髹

黃髹. 一名金漆, 即黃漆也. 鮮明光滑爲佳. 揩光亦好, 不

宜退光, 其帶紅者美, 帶青者惡.10)

황휴는 일명 금칠이라 하니, 곧 황칠이다. 선명하고 광

활한 것이 좋다. 문질러 광을 냄이 또한 좋으니, 광이 

바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금색에)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으며, (금색에) 청색을 띠는 것은 좋지 않다. 

당 태종의 갑옷에 칠해진 백제 황칠에 대해 �三國史記�

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第九寶藏

王� 고구려 보장왕 4년(645) 당 태종과 이세적의 침입으로 

요동성이 함락된다. 당 태종은 백제에서 보내온 금휴개를 

착용하고 고구려로 향하는데, “金髹鎧”는 바로 금속 위에 

백제의 황칠을 바른 갑옷을 말한다.11)12)

李世勣進至遼東城下, 帝至遼澤 –중략- 時百濟上金髹

8) 김윤수, 임기표, 정우양. ｢전통 황칠 도료 개발에 관한 연구(1)-황칠나무와 황칠액의 해부학적 특성과 화학적 조성-｣. 목재공학. 1997;25(3):28.

9) 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册府元龜�. 南京:鳳凰出版社. 2006:1280.

10) 黃成著, (明)楊明 註. �髹飾錄�. 東京:東京美術學校校友會. 1928:1-82.

11) 채금석, 김소희. ｢백제 갑옷 전시를 위한 재현 제작에 관한 연구 –한성시기 찰갑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17;41(2):283.

12) 박선희. �한국고대복식�. 서울:지식산업사. 2003:6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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鎧, 丈玄金爲文鎧, 士被以從. 帝與勣會, 甲光炫日.13)

이세적이 요동성 아래에 이르고 황제(唐 太宗 閻立德)

는 요하의 택지(澤地)에 이르렀다. -중략- 때에 백제

는 금휴개를 바치고 또 현금으로는 문개를 만들어 군

사가 입고 종군하였다. 황제가 (요동성 아래서) 이세

적과 회합할 때 갑옷의 광채가 태양에 빛났다.

문헌 기록으로 드러난 황칠의 대표적 활용은 금속성의 

갑옷을 칠하는 용도이다. 갑옷의 도료가 되기 위해서는 앞

서 살펴보았던 희소성과 의례성 외에 무엇보다도 비바람, 

눈, 햇빛, 습기 등의 풍화작용으로부터 금속이 녹슬지 않도

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황금색으로 번쩍

거려 권위와 위압감을 주더라도 갑옷의 금속을 온전히 보

존하지 못해 금세 망가뜨린다면 도료로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백제의 황칠은 외부의 물기를 차

단하는 防水 효능과, 습기를 머금지 않는 防濕 효능과, 금

속의 표면에 녹스는 것을 막는 防錆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명성이 높았던 백제 황칠이었지만 지금까지 황칠

을 입힌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2006년 한반도 南北國時期(699～926) 신라의 유적

에서 당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칠 응고물이 출토되

었다. 국립 경주 문화재연구소는 경주 계림 북편 황남동 

123-2번지 통일신라의 건물 유적지에서 地鎭具로 쓰인 盒

을 발굴하였다. 이 地鎭具로 발굴된 盒 안에는 딱딱하게 굳

은 노란색 덩어리가 들어 있었는데, 적외선 분광 분석 조사 

결과 황칠 응고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황칠은 전남 

해남에서 자라고 있는 黃漆樹의 황칠과 성분이 같았으며, 해

남과 완도 산 황칠에만 들어 있는 베타셀리넨(B-selinene) 

성분도 들어 있었다.14)

그림 3. 印花文盒 속의 黃漆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왕성인 月城을 확장하고 성 주

변에 방어용 垓字를 메우고 대형 건물지와 관청 거리를 조성

하면서, 그 자리에 地鎭具를 묻었다.15) 地鎭具는 지진, 낙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중요한 건축물의 안전을 바라

는 의미로 땅속에 매립하는 의례용 기물인데 여기에 당시 옛 

백제 지역에서 채취한 黃漆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地鎭具는 

열국시기와 남북국시기, 고려, 조선 시기에 궁궐, 집, 탑, 무

덤 등 건축물을 세울 때 건물의 주변이나 내부에 地神에 대

한 공양품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

은 기물을 말한다. 7세기 후반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

라권역 내의 황룡사지, 구황동 원지 등 주요 절터나 건물지

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건물지의 기단 주변이나 기단토 

내부에 대부분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용기의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

분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출토되나 지금까지 알려진 통일신

라 地鎭具의 용기 내부에 담진 공양물의 종류는 유리구슬, 

동물 뼈, 벼와 견과류, 철도자, 황칠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16) 공양물의 종류로 미루어 보아 지진구 용기에 담기는 

공양물들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다. 

더불어 지진, 낙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중요한 건

축물의 안전을 지킬 만한 상징성을 지녀야 한다. 황칠의 경

우, 신라인들이 백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역품을 신

라 왕성의 아래에 묻어둠으로써 신라인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한편 백제 세력이 다시 들썩일 수 없도록 누른다는 의례적 

행위를 통해 통일의 안정화와 영속성을 이루고자 의도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황칠이 지진, 낙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자체 혹은 그러한 천재지변을 가져올 수 있는 삿된 

기운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辟邪’의 작용

을 한다고 생각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13) 金富軾 著. �三國史記�. 서울:明文堂. 1988:481.

14) 광남일보 (2018.6.20.) “[연중기획-전라도에 길을 묻다] 장보고, 경주를 황금도시로 만들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2019.11.1.)

15) 배한철. �한국사 스크랩�. 파주:서해문집. 2015:120-121.

16) 심지연 (2010.3.29.) “지진구(地鎭具)와 도자기” [문화재청 문화재칼럼]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 
155449905&sectionId=co_sec_1>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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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 인천 옹진

군 영흥도 부근 바닷속 펄 바닥에서 고대 교역선의 조각과 

그 안에 실린 유물들을 인양하였다. 이 배는 7∼8세기 통일

신라의 배로 밝혀졌다. 경주 인근 울산항 등에서 출항하여 

공물을 수송하거나 또는 중국 및 서남해안 각 지역과 교역

을 하려던 것이었다. 유물 인양 후 조사 과정에서 작은 廣

口小壺(넓은 주둥이를 지닌 작은 항아리) 토기 안에서 유

기물을 발견하였는데 이 유기물은 황칠로 밝혀졌다. 이 황

칠은 앞서 황남동 유적지에서 출토된 地鎭具 盒에 담겨 있

던 응고물과는 달리 토기에 뚜껑이 닫혀 밀폐되었던 덕분

에 특유의 은은한 향과 끈적끈적한 유기물 상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17) 黃漆樹의 樹脂를 채취하여 도료로 가공하는 

방법은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전승이 끊어진 상황이어서, 

향과 유기적 상태가 보존된 신라산 황칠 도료의 발견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황칠에 대하여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에 문의해 본 결과, 안타깝게도 유물 조사 당시 

작업자들의 한국 고유 수종인 黃漆樹와 전통 漆인 황칠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인해 황칠 유기물은 세척되어 버리고, 현

재 연구소 측은 廣口小壺 만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림 4. 黃漆이 담겨 있던 영흥도선 출토 廣口小壺 (국립해

양문화재연구소)

인천 영흥도선 유물에 담겨 있던 통일신라 黃漆의 의미

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백제의 黃漆 도료 가공 기

술을 계승하여 黃漆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황칠 도료

를 중국 등 외국과의 교류 물품으로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

다. 울산항에서 출항한 통일신라 배는 중국 浙江省 上海 앞

바다에 닿았을 터이다. 앞서 소개한 북송 王雲의 �鷄林志�

에 “浙江 사람들이 황칠을 ‘新羅漆’이라고 일컫는다.”18)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였는데, 백제의 황칠이 ‘신라칠’로 계승된 

역사적 정황을 잘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물 사료이다. 

고려(918～1392)에서의 黃漆樹 활용 상황은 어떠하였는

지, 우선 고려 중기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왔

던 徐兢(1091～1153)의 저작을 살펴보자. 徐兢은 고려를 

여행하고 돌아가 1123년 �宣和奉使高麗圖經�이라는 견문록

을 저작한다. 이 저작은 간략히 �高麗圖經�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그 중 ｢雜俗･土産｣에 고려의 황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羅州道, 出白附子, 黃漆, 皆土貢也.19)

나주도(현재의 전라도)에서는 백부자, 황칠이 나는데 

모두 토공(土貢; 지방의 토산물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

치는 것)이다.

�高麗圖經�의 기록으로부터 黃漆은 적어도 11～12세기 

고려 중기부터 나라에 지방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土

貢 품목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周易本義�에서는 황칠의 또 다른 용도를 찾아볼 

수 있다. �周易本義�의 ｢筮儀｣ 부분은 남송 朱熹(1130～

1200)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20) ｢筮儀｣에서 점을 치기 

위해 준비하는 물품들과 점을 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黃漆版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將筮, 則灑掃拂拭, 滌硯一注水, 及筆一墨一, 黃漆板一, 

于爐東.21)

17) 신종국, 홍광희 (2014.9.19.) “인천 ‘영흥도선’ 통일신라 시대 선박으로 확인” [문화재청 보도자료] <https://www.cha.go.kr/newsBbz/FileDown.do?id
=TVRBMU9UUT0=> (2019.1.2.)

18)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서울:法仁文化社. 1985:12. “�鷄林志�には, 高麗黃漆. 生島上, 六月刺取, 瀋色若金, 日曝則乾. 本出百濟, 今浙人號
新羅漆とある.”

19) 徐兢. �高麗圖經�. 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7:849.

20) 이세동. ｢朱子≪周易本義≫附錄 眞僞考｣. 동방한문학. 1995;11:165-166.

21) 朱熹. �(備旨具解)原本周易�. 京城:朝鮮圖書株式會社出版部. 19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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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점을 치려면 물 뿌리고 쓸고 털고 닦은 후 벼루

를 씻어 한 번 물을 붓고, 붓 하나 먹 하나 황칠판 하

나를 향로의 동쪽에 둔다.

三變旣畢, 乃視其三變, 所得掛扐, 過撰之策, 而畫其爻

于版.22)

세 번 변함을 이미 마치면 세 번 변해서 얻은 바의 걸

고 낀 것과 넷씩 떼어낸 시책(蓍策; 점칠 때 쓰는 蓍

草)을 보고서 그 효(爻)를 황칠판에 긋는다.

주목할 점은 붓과 벼루, 먹과 함께 黃漆版을 기록의 도구

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고대인들은 아마도 占卜의 결과를 

특별한 용구에 표시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은나라의 甲骨文

이 전쟁, 수렵, 국가 간 동맹이나 혼인, 질병 등 중요한 일

에 대해 점을 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기록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周易�의 시초점은 주나라의 占으로, 은나라의 

거북점과 같은 용도로 만들어졌다. 거북점의 점괘를 甲骨에 

기록한 것은 단단한 기물에 새겨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

함없이 그 점괘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시초점의 점괘를 

기록한 黃漆版 또한 甲骨과 같이 점괘를 오래도록 변함없

이 보존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목판이 오래 보

존되려면 갑옷에 쓰인 금속과 마찬가지로 역시 비, 바람, 

눈, 햇빛, 습기의 풍화작용에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좀이나 해충의 폐해로부터도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목

판에 황칠을 입혀 칠함으로써 풍화작용과 좀, 해충의 폐해

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고 점괘를 오래 보존할 수 있었기에 

시초점의 점괘를 黃漆版에 기록하도록 �周易本義� ｢筮儀｣

의 儀禮가 정해졌을 것이다. 시초점을 친 爻를 黃漆版에 기록

하는 儀禮가 �周易�의 本文 卦辭가 성립된 殷周 교체기로

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筮

儀｣가 저작된 12세기 후반에는 시초점에 黃漆版을 사용하

는 儀禮가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고려의 황칠 역시 백제와 통일신라의 

황칠을 계승하여 중국 송나라에 수출되었으며, 고려의 황칠

은 목재의 부식과 손상을 방지하고 원래의 재질을 유지하

도록 하는 防濕, 防腐, 防蟲 및 保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니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高麗史�에는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을 겪

고 강화도 이어 시기를 지나 개경에 환국한 후 원나라의 

요청으로 황칠과 황칠 匠人을 징발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高麗史･卷第二十七･元宗� 고려 元宗 12년(1271) 

6월 23일의 기록이다.

乙卯. 蒙古遣必赤黑狗･李樞等七人, 來索宮室之材, 又以

省旨, 求金漆･靑藤八郞虫･榧木･奴台木･烏梅･華梨･藤席

等物, 王報中書省曰, 今奉省旨云, 王國未平, 聖慮憐憫, 

今歲朝幣, 不須進奉. 所用金漆良多, 今遣必闍赤往取. 竊

念, 小邦所貯金漆, 就陸時散盡. 且其所産南方海島, 比

爲逆賊往來之所, 當更乘閒, 往取奉獻. 先將所有十缸以

進, 其瀝汁之匠, 當就産地, 徵來起遣.23)

을묘. 몽고에서 필적흑구와 이추 등 7인을 보내 궁실

을 지을 재목을 요구하였으며, 또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 금칠･청등･팔랑충･비자나무･노태목･오매･화리･등

석 등 물품을 요구하자 왕이 중서성에 회보하기를, 

“이번 중서성의 공문을 받아보니 ‘고려[王國]는 아직 

평온하지 못하므로 황제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올해의 

조공하는 폐백은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금칠은 소용되는 데가 많으므로 이제 필도적을 

파견하여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금칠은 육지로 나올 

때 흩어져 없어졌다. 또 그 산지는 남쪽 지방의 섬인

데, 요사이 역적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기회를 보아 사

람을 보내 채취하여 바치겠다. 우선 현재 남아 있는 

10 항아리 분을 보내고, 즙을 거르는 장인은 그 산지

에서 징발하여 보내겠다.”라고 하시었다.

개경 환도 직후 황칠이 많이 나던 남쪽 섬 지역이 삼별

초 군대에 점령되어 황칠의 수급이 어려웠던 사정을 알려

준다. 또 원나라에서 고려의 어려운 국내 정세를 고려하여 

그해의 조공 폐백을 면하여 주면서도 황칠만은 특별히 사

신을 파견하여 공급받고자 했던 史實이 기록되어 있다. 고

려는 이 기록대로 삼별초의 난이 진압된 3년 뒤인 충렬왕 

2년(1276) 원나라에 황칠을 수급하였다.24)25) 주목할 것은 

元宗이 고려의 황칠만이 아니라 ‘黃漆樹의 汁을 거르는 匠

22) 朱熹. �(備旨具解)原本周易�. 京城:朝鮮圖書株式會社出版部. 1923:90.

23) 鄭麟趾 등 (1451) “고려사-世家 卷第二十七 元宗12年.6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19.1.2.).

24) 박종기. �고려사의 재발견�. 서울:휴머니스트. 2015:176-177.

25) 鄭麟趾 등 (1451) “고려사-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2年.11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20.5.22.). “癸
丑 遣中禁指諭金富允如元, 進黃漆. 且請明年入朝鋪馬及草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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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도 함께 원나라로 보내겠다고 답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볼 때 황칠을 도료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黃漆樹의 樹脂를 

채취한 후에 ‘汁을 거르는’ 것과 같은 가공 공정이 필요하

고, 그와 같은 가공 공정은 황칠 산지의 숙련된 匠人이 아

니면 해낼 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황칠은 옻칠과는 달리 칠한 기물의 표면에 부드럽게 밀

착되어서 기물을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하거나 또는 구부

려도 漆이 剝落되지 않는 抗破斷性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부채와 같이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해야 하는 기물에도 활

용할 수가 있다. 黃漆樹에서 樹脂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면, 

樹皮에 난 상처에서 소량의 樹液이 조금씩 스며 나온 후 

햇빛을 받아 담황색의 겔 상태로 굳어졌을 때 조금씩 긁어

모은다. 이것을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고, 걸러서 앙금과 

투명 樹液층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야 투

명한 황금빛을 내고 윤택하며 抗破斷性을 지니고 오래 보

존되는 좋은 품질의 황칠 도료를 얻을 수 있다.26) 따라서 

黃漆樹의 산지에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시행해 경험을 오

래 쌓은 匠人이어야만 좋은 품질의 황칠을 가공해낼 수 있

었을 것이다.

조선(1392～1897) 시기에는 黃漆樹의 활용이 황칠에 그

치지 않고 보다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中宗 36년(1541)에 간행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는 

黃漆樹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활용된 기록이 있다.

그림 5.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安息香, 제셔나니란, 일후황칠이라고,

이셔나니, 븕나모진이라. 방

문네, 오희양의, 황칠리어나, 두무근삽둇불휘

어나, 브레퓌어, 그, 고해들에뎐, 즉재

됴리라.

안식향은 제주에서 나는 것은 이름을 황칠이라 하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붉나무 진이라고 한다. 한 처방

에, (소의 전염병에) 소 외양간에 황칠이나 두 해 묵

은 삽주 뿌리(蒼朮)를 불에 태워 그 냄새를 코에 들이

마시게 하면 즉시 좋아진다.27)

제주에서 생산되는 황칠의 이름을 “安息香”이라고 하고, 

소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칠을 태워서 소

가 그 연기와 냄새를 맡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제주

산 황칠의 이름을 “安息香”이라 한 것은 황칠이 가지고 있

는 특유의 芳香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황칠이 소의 전

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은 특유의 芳香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태우는 방법을 쓴 것은 태우면 그 芳香이 극대화되

고 동시에 消毒하는 효능이 겸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소의 전염병에 黃漆樹를 활용하는 치료법

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의 刊記를 보면 중종 36년(1541) 평안도에 牛疫이 크게 발

생하여 다른 도에까지 퍼지고, 양이나 돼지도 죽게 되므로 

王命으로 같은 해 11월에 가축의 전염병과 치료 方文을 모

아서 이두 및 언해를 붙이고 약명에는 鄕名을 첨가하여 校

書館에서 印出하였다고 한다.28) 한편 定宗 원년(1399) 濟

生院에서 간행한 �新編集成牛馬醫方�은 기실 고려 恭讓王

(재위 1389～1392) 때에 權仲和(1322～1408), 韓尙敬

(1360～1423)이 찬집한 수의학 서적으로 宋元시대의 馬牛

方書에서 효험이 있는 처방을 뽑고 고려인들의 馬牛方에 

관한 의술을 모아 편성하여 고려 시대의 수의학 지식을 보

존하고 있다.29) 그런데 �新編集成牛馬醫方� ｢新編牛醫方･溫

疫門｣에도 소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安息香”을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又方. 於欄中, 燒安息香, 及蒼朮, 以病牛鼻吸, 其香立

止.30)

26) 임기표, 정우양, 홍동화. ｢전통 황칠 도료 개발에 관한 연구(3)-전통 황칠 도료의 주성분 분석-｣. 목재공학. 1998;26(3):74.

27) 金信根 編著. �韓國醫學大系 50�. 서울:驪江出版社. 1988:270-271.

28) 金信根 編著. �韓國醫學大系 50�. 서울:驪江出版社. 1988:2.

29) 金信根 編著. �韓國醫學大系 50�. 서울:驪江出版社. 1988:2.

30) 金信根 編著. �韓國醫學大系 50�. 서울:驪江出版社. 1988:228.



동아시아에서 黃漆樹의 활용에 대한 硏究

- 50 -

또 한 처방. 우리 속에서 안식향 및 창출을 태워 병든 

소의 코에 그 향을 들이마시게 하면 즉시 그친다.

이를 보면 소의 전염병에 “安息香”을 활용하는 지식의 연원

은 적어도 고려 恭讓王 재위 시기(11389～1392)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그러나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과 �新編集成

牛馬醫方�에 수재된 漢文 方文이 완전히 일치하고, 또 �牛

馬羊猪染疫病治療方�의 漢文 方文 끝에는 “農桑輯要, 四時

纂要, 居家必用, 並同.”이라 하여 이 처방이 중국 農書 및 

가정생활백서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리고 있

다.31) �農桑輯要�는 1273년 성서되어 1286년 간행된 원나

라의 농업전문서이며, �居家必用�은 원래의 서명이 �居家必

用事類全集�으로 원나라 전반기에 편찬된 저자 미상의 종

합생활백과전서이다. �四時纂要�는 996년 당나라 시인 韓

鄂이 편찬한 농업전문서이다. 따라서 소의 전염병에 “安息

香”을 활용하는 지식의 연원은 996년의 당나라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四時纂要�, �居家必用�,

�農桑輯要� 및 �新編集成牛馬醫方�에 제시된 “安息香”이 한

반도 고유 수종인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

를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앞의 세 서적은 당

나라 및 원나라에서 편찬되었으므로 소의 전염병 치료에 

쓴 本草가 黃漆樹의 近緣種일 수는 있어도 한반도 서남 해

안에서만 자생하는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

이었을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新編集成牛馬醫方�은 

송나라 원나라의 수의방을 참고하고 고려에서 축적된 수의학 

지식을 첨가했으며, 고려에는 중국산의 약재를 鄕産으로 대

체하는 ‘鄕藥’의 전통이 있었으므로 같은 方文이더라도 �新編

集成牛馬醫方�에 수재된 “安息香”은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를 가리키는 것이었을 수가 있다. 그러나 

漢文 方文 외에 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확인하

기가 어렵다. 결국 “安息香”을 제주산의 황칠로 인식한 것

은 中宗 36년(1541)에 간행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의 

언해 方文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된다. 조선에서는 이처럼 

“安息香”을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

어 있었던 듯하다.

孝宗 4년(1653)에 제주 목사 李元鎭이 편찬한 제주도 

邑誌인 �耽羅志�에는

安息香 곧 黃漆木의 汁32)

안식향은 곧 황칠나무의 즙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또 英祖 33년(1757)에 각 邑에서 편

찬한 邑誌를 모아 成冊한 전국 邑誌인 �輿地圖書�에도 동

일한 기록이 있다. 

安息香, 即黃漆木汁.33)

안식향은 바로 황칠나무의 즙이다.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과 �耽羅志�와 �輿地圖書�의 기

록을 모아 보면 “安息香”은 한반도에 자생하는 黃漆樹

(Dendropanax morbiferus H.Lév.)의 樹脂이며, 이를 태운 냄

새(향, 연기)는 전염병에 걸린 소를 치료하는 효능을 가진

다. 물론 여기서의 “安息香”은 黃漆樹의 樹脂로 현대 한의

학 本草에서 보편적으로 일컫는 안식향과는 다른 것이

다.34) 현대 한의학 本草에서 보편적으로 일컫는 안식향은 

안식향나무(Styrax benzoin Dryander) 또는 백화수(Styrax 

tonkinensis Craib ex Hart.)에서 얻은 樹脂이다. 안식향을 

채취하는 이들 나무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

아 등에만 자생하고 한반도에 자생하는 소위 안식향나무로 

일컬어지는 때쭉나무(Styrax japonicus)에서는 안식향이 채

취되지 않는다.35) 그렇기에 수입산인 안식향과 비슷하게 

나무의 樹脂이면서 芳香性을 지녀 일정한 질병 치료 효능

이 있는 黃漆樹의 樹液을 鄕産의 “安息香”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어찌 되었든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과 �耽羅志�와 �輿地圖書�의 기록은 조선 사람들이 黃漆樹

가 가진 芳香性을 마음과 기운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는 

안식기능적 효능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즉 黃漆樹의 樹脂가 소의 전염병 치료 외에도 통증을 

없애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보편적 효능을 

31) 金信根 編著. �韓國醫學大系 50�. 서울:驪江出版社. 1988:270.

32) 부혜선. ｢安息을 위한 베갯모 디자인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5:23.

33) 문용식 역주. �與地圖書�. 전주:디자인흐름. 2009:442.

34) 黃漆樹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자료들에서 현대 본초학에서 지칭하는 안식향과 黃漆樹를 혼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안식향의 의학적 효능과 관
련된 문헌사료들을 黃漆樹의 약리적 효능으로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黃漆樹 연구에 있어 이 점을 반드시 유
의하여 정확한 기원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35) 강병수, 고운채, 김선희, 노승현, 송호준, 신민교 외. �本草學�. 서울:영림사. 1991:52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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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에 “安息香”이라는 명칭과 관련지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자연스럽게 黃漆樹의 

“安息香”적 효능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려 했을지에 생각

이 미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황칠을 칠한 기물을 옆에 

두고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향을 맡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

다.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

원하고 있다. 바로 黃漆樹의 樹脂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전염병에 걸

린 소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黃漆樹 관련 

문헌사료 중 기물에 칠하기 위한 도료가 아닌 질병을 치료

하기 위한 약재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가치

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늦어도 조선 중기 무렵에는 黃漆樹

의 증상개선 및 질병 치료 효능에 대한 탐색과 이용방법 

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黃漆樹의 樹脂를 외국산의 안식향을 대신하는 鄕産의 鄕藥

으로 사용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후기 黃漆樹에 관한 문헌 기록들 중 �星湖僿說�에

서 李瀷(1681～1763)은 秦始皇이 찾던 不老草가 바로 제

주의 黃漆樹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36) 黃漆樹

가 과연 불로초인가 혹은 진시황이 실제로 불로초를 찾아

오게 하였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 규명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기록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닐 것이다. 

黃漆이 長生不死를 의미하는 不老草일 수 있다는 언급을 

가능케 한 당시 지식인의 사회적 인식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즉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黃漆樹가 적어도 ‘사람이 

內服할 수 있는 약재’라고 인식하는 데에 거부감이 없었다

고 보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黃漆樹에 대하여 단순히 ‘마

음과 기운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는 안식기능적’ 효능 외

에 또 다른 의학적 효용이 발견되거나 탐색되고 있었을지 

모른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소속의 야스다구니요

(安田邦譽)는 1939년 黃漆樹의 精油에 대해 성상 조사 및 

성분 분석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남겼다.

그림 6.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보고 17(3) 

黃漆の精油は淡黃色の濃厚なる油狀液にして爽快なる香

氣を放ち苦味を呈す.37)

황칠의 정유는 담황색이며 농후한 기름성상의 액이다. 

상쾌한 향기를 방출하고 쓴맛을 나타낸다.

黃漆樹 精油의 주요 성분은 세스퀴테르펜(sesquiterpene)38)

이며 그 밖에 알코올, 에스테르(ester)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일본

인들이 한반도에 자생하는 黃漆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약리학적 성분 분석 조사를 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는 黃漆

樹가 가지는 芳香性 精油성분의 색, 성상, 맛, 성분조성에 

대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근현대적 접근으로, 이로써 黃漆

樹가 일본인들에게 한반도에서 상당한 중요도와 가치가 있

는 연구할만한 수종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8년 일본 구주공업대학 테라다 아사(寺田晁) 

교수는 ｢古代塗料金漆の硏究｣에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

행한 ｢朝鮮漢方藥料植物調査書｣ 중 黃漆樹에 관해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록에 보면, 1917년 당시 인삼의 거래 

가격이 1근에 5원이었는데, 황칠은 1근에 대략 4～8원으로 

거래되었다.39) 여기서의 황칠은 黃漆樹의 뿌리나 잎, 가지, 

36) 李瀷. �星湖僿說VIII�. 서울:솔. 1997:125-129. 

37) 安田邦譽. ｢黃漆の精油に就｣. 京城:朝鮮總督府 中央試驗所 報告. 1939;17(3):1-4.

38) 세스키테르펜은 테르펜(terpene) 즉 테르페노이드(terpenoid)에 속하는 화합물 중 탄소수 15인 것을 말한다. 테르페노이드는 생물체가 만들어
내는 유기화학 물질 군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의 하나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천연물의 약 60%가 테르페노이드에 속한다. 식물정유 중 주요 성분
으로 특이한 향기를 갖는 것이 많고 과실, 향신료, 기호음료 등의 향기성분이 많은 것이 테르페노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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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등이 아니라 樹脂이거나 도료로 가공한 것일 가능성

이 크며, 1910년대 “漢方藥料植物”로써 인삼과 버금가거나 

더욱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黃漆樹는 2000년대에 들어설 무렵 한의학 本草의 하나

로 본초 도감에 수록되었다.

안덕균은 黃漆樹를 “楓荷梨”라는 本草名으로 �韓國本草圖

鑑�에 수록하였다. 楓荷梨는 두릅나무과의 늘푸른큰키나무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의 뿌리와 가지로 

정의한다.

그림 7. 黃漆樹 (原色韓國本草圖鑑)

성미는 甘溫하며 효능은 祛風濕, 滑血脈한다. 風濕性으

로 인한 반신불수, 사지마비, 동통에 유효하며, 생리불

순에는 이 약물 20 g에 물 500 ml를 넣고 달여서 복

용한다.40)

�韓國本草圖鑑�에 본초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黃漆樹의 

뿌리와 가지이며, 잎과 꽃, 열매, 樹脂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黃漆樹의 本草的 활용 범위를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近緣種들의 藥性 및 활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黃漆樹의 近緣種인 樹參(Dendropanax chevalieri (Vig) 

Merr.)은 중국의 양자강 남쪽 각지에 분포한다. �江西草藥�

에는 樹參의 味가 달며 性은 따뜻하다고 되어 있다. 이는 �韓

國本草圖鑑�에 제시한 楓荷梨(黃漆根枝)의 性味와 같다. 功

用主治 또한 楓荷梨와 비슷하여 風濕痹痛, 偏癱, 偏頭痛, 月

經不調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41)

2010년 黃漆樹의 근연종들을 비교 연구한 보고에 의하

면, 근연종들은 서로 유사한 성분 함량을 보이는데 특히 두

릅나무과의 공통적 효능인 소염과 항균 작용을 나타내었으

며 이는 한국 黃漆樹도 예외가 아니었다.42)

2000년 들어 黃漆樹의 생화학적 성분 분석 및 각성분들

의 인체에 대한 유의미한 효능 작용을 연구한 보고들이 활

발히 나오고 있다.

2004년에는 黃漆樹에 대한 약리연구 중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성분 하나를 黃漆樹

로부터 분리했다. 새로 분리한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성분은 특히 면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생체방어기능을 하

는 항보체 활성을 보인 것으로 연구되었다.43)

한편 2004년 인간 텔로머레이즈(telomerase) 관련 연구 

권위자인 빌 앤드류스(William H. Bill Andrews)는 제주 

黃漆樹에서 텔로머레이즈(telomerase) 활성화 효능이 있는 

자연 화합물의 발견 가능성에 주목하였다.44)

2009년에는 黃漆樹가 합성 항말라리아제제인 클로로퀴

논(chloroquine) 감수성 열대열원충에 대해 항말라리아 효

능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45)

2014년에는 한의학계에서 黃漆 추출물이 멜라닌을 생성

하는 티로시나제(tyrosinase)를 억제함으로써 피부미백효과

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는 한약재

복합 추출물의 인간피부섬유아세포 HS68에 대한 항노화 

효과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46)

2015년에는 黃漆樹 줄기의 에탄올 추출물이 MCF7, A549,

Hep3B, AGS의 4가지 암세포주에 대해 50% 이상의 성장 저

39) 한종수. ｢黃漆｣. 동방논집. 2010;3(1):2-3.

40) 안덕균. �(原色)韓國本草圖鑑�. 서울:敎學社. 1998:471.

41) 紀祥 主編. �新編中葯大辭典與傳世秘方偏方全書-第三卷�. 北京:中國科技文化出版社. 2005:2182-2183.

42) Alla B. kholina. ｢Genetic Variation of Oplopanax elatus (Nakai) Nakai (Araliaceae)｣. Russian Journal of Genetics. 2010;46(5):555–561.

43) Bo-Young Park, Byung-Sun Min, Sei-Ryang Oh, Jung-Hee Kim, Tae-Jin Kim, Dong-Hee Kim, et al. ｢Isolation and anticomplement activity
of compounds from Dendropanax morbifera｣. J Ethnopharmacol. 2004;90(2-3):403-408.

44) 문준영 (2014.5.29.) “서귀포 불로초 전설, 현실로 되살아난다”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47037>
(2019.1.2.)

45) Ill-Min Chung, Min-Young Kim, Sun-Dong Park, Won-Hwan Park, Hyung-In Moon. ｢In vitro evaluation of the antiplasmodial activity 
of Dendropanax morbifera against chloroquine-sensitive strains of Plasmodium falciparum｣. Phytotherapy Research. 2009;23(11):1634-1637.

46) 신동철, 김귀철, 송시영, 김희진, 양재찬, 이용화 외. ｢한약재 복합추출물의 인간피부섬유아세포 HS68에 대한 항 노화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014;29(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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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을 나타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유방암에 대한 

항암효능 실험에서 유방암 세포주인 MDA-MB-231과 MCF-7

에 대해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7)

2016년에는 黃漆樹 잎의 열수추출물이 혈당 개선 및 학

습･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당뇨 및 고혈당으로 인한 

퇴행성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48) 또 黃漆樹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n-부탄

올 분획물, n-헥산 분획물, 에탄올추출물이 혈압관련 생체

지표인 레닌-안지오텐신(RAS)계 시험측정의 일부 항목에

서 높은 고혈압 억제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黃漆樹 추출물

의 항고혈압 활성 및 유용성이 확인되었다.49)

2016년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서도 黃漆樹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가 있었다. 黃漆樹 잎의 80% 에탄

올 추출물로부터 높은 항산화 능력 및 생리적 활성 효능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한국의 黃漆樹

를 개괄하였다.50)

韓国原産で主に同国南部の海岸や済州島に自生するウコ

ギ科植物のDendropanax morbifera LEV. は, 韓国はも

ちろん中国の三国時代の古文書にも紹介されるほど古い

歴史を持ち3)さらに様々な効能があることが知られており,

日本固有種のウコギ科の カクレミノ (D.trifidus Makino) 

と近縁種である. その葉, 茎, 根及び種子は昔から民間

療法として偏頭痛, 感染症, 皮膚病などの疾病薬として

用いられてきた.51)

한국 원산으로 주로 남부 해안이나 제주도에 자생한다. 

두릅나무과 식물인 Dendropanax morbifera LEV.는, 한

국은 물론 중국 삼국시대의 고문서에도 소개될 만큼 오

래된 각종 효능이 알려졌으며, 일본 고유종의 두릅나무

과 카쿠 레미노(D. trifidus Makino)와 근연종이다. 그 

나뭇잎, 줄기, 뿌리 및 종자는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편두통, 감염증, 피부병 같은 질병에 약으로 이용되어 

왔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한국의 黃漆樹가 향후 기

능성 식품 및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 지금까지보

다 더욱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52)

2017년에는 黃漆이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스

트레스 및 수면장애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

험한 연구가 보고되었다.53)

2018년에는 黃漆樹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세틸콜

린에스테라아제(acetylcholinesterase) 저해 및 항산화 활성 

효능을 가짐으로써 치매 등 신경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천연물로 개발 가능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54)

민간요법 측면에서는 黃漆樹의 뿌리줄기는 항산화 작용

을 하여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염증･항암 효능이 있다고 본다. 나무줄기는 간염･

간경화･지방간 등 간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잎 추출물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치료한다고 

본다.55)

Ⅲ. 結論

한반도 고유 수종인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는 문헌사료 상 적어도 한반도의 列國시기(B.C.37～

A.D.668)부터 樹脂를 가공한 도료인 황칠로 활용되었다. 

황칠 활용의 대표적인 예는 �冊府元龜�와 �三國史記�에 보

이는, 금속에 백제의 황칠을 입힌 갑옷 즉 “金髹鎧”이다. 금

휴개의 존재는 역사적으로 황칠 및 황칠 기물이 당나라 등 

47) 임규정, 장새별, 유도열. ｢黃漆나무 줄기 추출물의 MCF-7과 MDA-MB-231 유방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증식억제 효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지. 2015;28(2):26-39.

48) 김지혜, 배동혁, 이욱, 허호진.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 유발 당뇨 동물모델에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의 학습 및 기억력 개선 효과｣. 한
국식품과학회지. 2016;48(3):275-283.

49) 조용복, 이장훈. ｢황칠나무 추출물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6;17(11):708-715.

50) 中村仁哉, 羅鐘煥, 金株成. ｢異なる濃度のエタノールにより抽出されたDendropanax morbifera LEV.葉抽出物における抗酸化能及び生理的活性の
比較分析｣.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Japan. 2016;136(9):1285-1296. 

51) 中村仁哉, 羅鐘煥, 金株成. ｢異なる濃度のエタノールにより抽出されたDendropanax morbifera LEV.葉抽出物における抗酸化能及び生理的活性の
比較分析｣.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Japan. 2016;136(9):1285-1296. 

52) 中村仁哉, 羅鐘煥, 金株成. ｢異なる濃度のエタノールにより抽出されたDendropanax morbifera LEV.葉抽出物における抗酸化能及び生理的活性の
比較分析｣.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Japan. 2016;136(9):1285-1296. 

53) 송영길, 김경옥. ｢黃漆이 만성 스트레스 유발 백서의 스트레스 및 수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7;28(3):287-302.

54) 유지민, 문형인. ｢黃漆나무의 용매 분획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Acetyl-cholinesterase 저해활성비교｣.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018;31(1):10-15.

55) 성환길. �동의보감 약으로 사용하는 나무 100�. 서울:푸른행복. 201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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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되고 수요가 높았던 것, 희소성과 의례성을 지

녔음과 防水, 防濕 및 防錆 효능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南

北國시기(699～926)의 통일신라에서는 왕성 부근의 건물

터에 황칠을 담은 盒을 묻어 地鎭具로 삼았는데, 地鎭具는 

지진이나 번개 및 풍화작용으로부터 건물의 안녕을 기원하

기 위한 의례용 기물이다. 이는 황칠의 물리적 효용을 활용

한 것이기보다는, 백제의 대표 국제 교역품을 땅에 묻어 신

라인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통일의 안정화와 영속성을 이루

고자 의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2012년 인양된 인천 

영흥도 앞바다 속 7～8세기 통일신라 교역선에는 굳지 않

은 채 보관된 황칠 유기물이 실려있었는데, 이는 백제를 이

어 통일신라에서도 황칠을 계속 사용하고 또 외국과의 교

역품으로 하였던 史實을 알려준다. 이에 통일신라의 교역선

이 도착했을 절강성에서는 자연히 황칠을 “新羅漆”이라 부

르게 되었을 것이다.

고려를 여행하고 견문록 �高麗圖經�을 남긴 徐兢은 황칠

이 고려의 貢納 품목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朱熹가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周易本義�｢筮儀｣에는 시초점을 치

는 의례에서 占爻를 黃漆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占爻

를 기록하는 용구는 거북점을 기록하는 甲骨과 같이 세월

이 지나도 변함없이 오래 지속되는 효용을 가져야 한다. 따

라서 황칠이 목재의 부식과 손상을 방지하고 원래의 재질

을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하는 防腐, 防濕, 防蟲 및 保存 효

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高麗史�에는 당나라와 송나라를 

이어 원나라에서도 여전히 고려의 황칠과 황칠 匠人에 대

한 수요가 높았음을 말해주는 元宗 때의 史實 기록이 있다. 

특히 ‘黃漆樹의 汁을 거르는 匠人’을 산지에서 징발하여 보

낸 것으로 보아, 황칠이 칠한 기물의 표면에 부드럽게 밀착

되어 기물을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하거나 또는 구부려도 

漆이 剝落되지 않는 抗破斷性과 같은 좋은 품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황칠의 채집과 가공에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필

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의 수의학 서적인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과 

후기 문헌사료인 �耽羅志�, �輿地圖書�를 통해 보면 늦어도 

조선 중기에 黃漆樹 樹脂에 대해 동물의 전염병 치료 약재

로 활용하거나 그 芳香性을 마음과 기운을 편안하게 가라

앉혀 주는 안식기능적 보편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적에 黃漆樹를 “安息香”이라

는 명칭과 관련지은 것은 수입산 약재인 안식향과 비슷하

게 나무의 樹脂이면서 芳香性을 지녀 일정한 질병 치료 효

능이 있는 黃漆樹의 樹脂를 鄕産의 “安息香”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 실학자인 李瀷의 저서에서는 당시의 

지식인이 黃漆樹를 내복 약재로 인식함에 거부감이 없었음

이 확인된다. 1910년대에는 황칠이 ‘漢方藥料食物’로 인식

되고, 인삼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일제강점 후반 1939

년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精油 성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이로 볼 때 늦어도 조선 중기 무렵에는 黃漆樹의 증상개

선 및 질병 치료 효능에 대한 탐색과 이용방법 상의 다양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黃漆樹의 樹脂를 외국산의 안식향을 대신하는 鄕産의 鄕藥

으로 사용했었을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는 鄕産의 약재를 

질병 치료에 활용한다는 ‘鄕藥 傳統’에도 부합하고 또한 바

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黃漆樹의 생육 지역과 생육 조건

은 상당히 제한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한반도 서해안과 남

해안의 일부 도서 지역 및 제주도 지역의 남서･남동･북동

향의 비옥하고 수분이 많은 계곡의 일부 지역에 국소적으

로 분포한다.56)57) 또 확인되는 바로는 적어도 고려 중기부

터 공납 품목이었으며, 이후 황칠 도료로의 수요에 비해 공

급이 항상 부족했었다. 이에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의 대

중성을 널리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백제, 신라, 고려의 문헌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당나

라, 송나라, 원나라를 막론하고 외국에서의 수요가 워낙 높

아서 黃漆樹가 한반도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수종임에도 불

구하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黃漆樹의 효용과 가치를 

온전히 누릴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행히 1998년 안덕균의 �原色韓國本草圖鑑�에 그 뿌리

와 가지가 “楓荷梨”라는 本草名으로 한의학 本草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뿌리와 가지뿐 아니라 

잎, 줄기, 꽃, 열매, 즙액(樹脂) 및 精油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 및 시험을 통해 여러 효능들을 조사하고 입증하는 연

구･보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살

펴보면 황칠수는 두릅나무과 나무들이 가지는 공통의 효능

인 소염, 살균 작용을 하며 인체에 대해 면역력 강화 항보

체 활성, 인간 텔로머레이즈 활성화 가능성, 항말라리아, 피

부미백과 항노화, 유방암에 대한 항암효능, 혈당 개선, 고혈

압 개선, 고혈당성 치매 예방과 치료, 높은 항산화 및 생리

56) 김세현. ｢한국 황칠나무의 특성과 육성방안｣. 한국자원식물학회. 2017;2017(4):111-112.

57) 전영문, 이은혜, 이재석. ｢황칠나무군락의 식생구조와 입지환경 분석을 통한 생육가능지역 추정｣. 환경생물학회지. 2010;28(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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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성 효능, 스트레스 및 수면 장애 개선, 항염증,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장운동 촉진 등의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黃漆樹는 황칠의 투명하고 윤택한 황금빛이 防水, 

防濕, 防錆, 防腐, 防蟲, 抗破斷性의 기능을 가지고 오래도

록 보존되며 특유의 芳香까지 가짐으로써 인체에 유익한 

천연 漆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립산림과

학원과 지역 주민들은 黃漆樹의 생육 조건을 연구하여 재

배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黃漆樹의 활용 영역도 확장해 가

고 있다.58) 특히 黃漆樹에 함유된 精油 성분은 천연향료나 

약용자원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어 앞으로 그 

수요와 활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9) 수천 년의 시

간을 거쳐 이제야 비로소 한국 고유 수종인 黃漆樹의 효용과

가치를 자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Ⅳ. 考察

한의학적 관점에서 黃漆樹(Dendropanax morbiferus H.Lév.)

의 동아시아에서의 활용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周易�

의 시초점 占爻를 기록하는 黃漆版으로의 활용, 통일신라 

왕성 인근 地鎭具로의 활용, 조선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과 �耽羅志�와 �輿地圖書�에 보이는 “安息香” 명칭과 동물 

전염병 치료 약으로의 활용에 공통적으로 ‘辟邪’의 효능이 

보인다. 풍화작용을 유발하는 風寒暑濕燥火의 外感 邪氣이

든, 건물의 붕괴를 유발하는 지진･벼락･태풍과 같은 천재지

변이든,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방해하는 정신적 鬱滯이든, 

소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穢濁한 疫氣이든, 모든 正氣를 

해하는 邪氣를 물리치는 효능을 한의학적으로는 ‘辟邪’로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原色韓國本草圖鑑�에는 黃漆樹의 뿌리와 가지인 

楓荷梨의 성미를 ‘甘溫’, 효능을 ‘祛風濕, 活血脈’, 주치를 

‘風濕性 반신불수 및 사지마비동통, 생리불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黃漆樹의 芳香性과 마음과 기운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는 안식기능적 보편 약효는 本草로서의 黃漆樹

의 汁液이 사람의 五臟 중 心으로 귀경하여 ‘安神’ 작용을 

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그 精油의 맛이 ‘苦味’이므로 樹脂

는 痰飮이나 瘀血로 心이 막힘으로써 인사불성, 졸도 등의 

증상이 발현될 때 ‘開竅’, ‘醒心’의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

다. 이는 黃漆樹의 樹脂가 鄕藥으로서 대체하였을 원래의 

안식향(Styrax benzoin Dryander 또는 Styrax tonkinensis 

Craib ex Hart.의 樹脂)의 효능에 開窺淸神, 行氣活血, 止痛

이 있고 이로써 中風痰厥, 氣鬱暴厥, 中惡昏迷, 心腹疼痛, 

産後血暈, 소아驚風 등 질환을 다스리는 것60)을 참고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철 푸른색을 띠는 잎은 肝으로 귀경하여서 肝의 ‘疎

泄’ 작용을 도와 氣를 行하게 하고 血을 맑게 하며, 이로부

터 肝이 目을 영양하고 筋을 주관하는 작용 및 여성의 월

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역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黃漆樹의 잎은 眼昏, 頭痛, 痺症, 痙痓, 瘈瘲 및 생리

통, 생리불순 등 증상에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黃漆樹가 가지는 생리활성, 항산화, 항노화, 항암 

등의 효능을 통틀어 한의학적으로 ‘去故生新’의 용어로 귀

납하면 물리적 실제와 용어가 부합됨이 있을 듯하다.

黃漆樹의 효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黃漆樹의 한의학적 

활용 확장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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