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本草學會誌 제36권 제5호(2021년 9월)
Kor. J. Herbol. 2021；36(5)：29-36

ISSN 1229-1765(Print), ISSN 2288-7199(Online)
http://dx.doi.org/10.6116/kjh.2021.36.5.29.

《본초연의》에 수록된 黃蠟沈의 異名과 기원, 생성기전, 성상, 효능

하재진#, 김인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Synonyms, Origin, Formation mechanism, Description and Efficacy

of Hwangnapchim in Elucidation of Materia Medica

Jae-Jin Ha#, In-Rak Kim*

Dep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Busan 47340,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x the synonyms, origin, formation mechanism, description, and efficacy 

of Hwangnapchim in Elucidation of Materia Medica.

Methods : Through searching histories and herbal classics, We categorized the contents, and compared with Aquilariae 

Lignum Resinatum.

Results : The synonyms of Hwangnapchim were classified by 3 categories : Napchimhyang-type, Ganamhyang-type 

and Ginamhyang-type. In early period, it was called by Napchimhyang-type, named after its description that was 

similar to beeswax. Afterward it was called by Ganamhyang-type or Ginamhyang-type, because of the name “Kynam” 

that was called by in its producing region. And there were records of producing region of Vietnam, Cambodia, and 

being from abroad, while those of Vietnam were most frequent. According to custom duties of Ming Dynasty, 

Hwangnapchim was 17.5 times as expensive as Agarwood. Hwangnapchim shared main producing region, original 

plant, and process of formation with Agarwood. Therefore, its original plant was Aquilaria crassna, but added honey 

during formation process. Hwangnapchim was classified 5 types according to its description, the highest quality 

was Yu-gyeol, resembled beeswax, and easily recovered if get a scar. Hwangnapchim had a fragrance at room 

temperature, a spicy flavor, and the efficacy of blocking urine and fec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Vietnam was major producing area of Hwangnapchim, and that it shared 

same origin with Agarwood, but it had different description, efficacy, and higher prices because of being added honey 

during form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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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沈香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침향나무 Aquilaria 

agallocha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이라고 정의하였다1). 기원

종은 각국이 다른데 중국과 대만은 A. sinensis2,3), 베트남과 

북한은 A. agallocha와 A. sinensis4,5), 일본은 A. agallocha 

와 A. crassna, A. malaccensis, A. sinensis, A. filaria라고 

규정하였다6). 沈香이란 나무인데도 물에 가라앉고 향기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의에 沈香이 물에 가라앉는다고 규정한 나

라는 없다.

성상항에서 베트남은 단단하고 치밀하며 무겁다하고, 중국은 

비교적 단단하고 실하다, 일본은 단단하고 무겁다, 북한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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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딴딴하며 무겁다, 대만은 굳고 단단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 규정이 없다. 열을 가하면 향기가 난다는 규정은 

6개국 공정서에 모두 있다. 내부구조는 6개국 모두 Aquilaria 

속 식물의 특징인 材內篩部가 있고 여기에 樹脂가 침착되어있

다고 규정하였다.

묽은에탄올엑스 함량은 한국이 18.0% 이상이고, 중국과 

대만은 10.0% 이상, 일본은 8.0% 이상이다. 수지가 많이 침

착할 수록 무거워지므로 한국의 규정이 沈香의 원 뜻에 가장 

근접한다.

한문으로 沈香을 가장 먼저 수록한 것은 100년대 초반에 

나온 《交州異物志》인데 唐의 段公路가 쓴 《北戶綠》에 인용되

었다. 지금의 베트남인 交州에 蜜香樹가 있는데 이 나무에 樹

脂가 침착되어 단단하고 색깔이 진한 것 가운데 물에 가라앉는 

것은 沈香, 안 가라앉는 것은 棧香, 뜨는 것은 槧香이라 하였

다7).

本草書로는 《名醫別錄》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微溫, 療風水

毒腫, 去惡氣라고 하였다8). 《本草經集注》에서는 향을 즐기는 

자가 애용하고 의학계는 惡核이나 毒腫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하였다8). 《日華子本草》에 와서야 調中, 補五臟, 益精壯陽, 暖

腰膝한다하여 보익약으로 사용하였다8). 《唐本注》에는 침향나

무의 꽃 색깔은 희다고 하였다8).

《東醫寶鑑》은 湯液序例에서 물에 가라 앉는 것을 沈香, 뜨는 

것을 煎香으로 구분하지만, 各論에서는 煎香은 없고, 대신 沈

束香이 있다. 沈香은 내복약으로 사용하지만, 沈束香은 내복

하지는 않았다. 沈束香이 든 처방은 4개인데 芙蓉香이나 聚仙

香은 열을 가해 향을 맡고, 衣香은 옷상자 안에 넣어 벌레를 

막고, 六香膏는 엑스제로 복용하고 찌꺼기는 열을 가해 향을 

맡았다9).

그런데 1116년에 출간된 《本草衍義》에는 沈香항에 黃蠟沈

도 수록하고, 칼로 깎으면 스스로 말리고 씹으면 부드럽고 질긴 

것을 黃蠟沈이라 하며 沈香보다도 구하기 더 어렵다고 하였다8). 

따라서 黃蠟沈이나 沈香은 물에 가라앉지만 둘은 구분된다. 

하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黃蠟

沈의 異名과 기원, 생성기전, 성상, 효능 등을 고전에서 고증

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중국의 문헌으로는 宋元代의 《本草衍義》8)와 《島夷誌略》10), 

《宋會要》11,12), 明代의 《大明會典》13)과 《東西洋考》14), 《明史》15), 

《物理小識》16), 《本草乘雅半偈》17), 《西洋蕃國誌》18), 《西洋朝貢

典錄》19), 《星槎勝覽》20), 《偃曝談餘》21), 《瀛涯勝覽》22), 《海外

逸說》23), 《香乘》24), 《華夷續考》24), 《華夷花木鳥獸珍玩考》25), 

淸代의 《本草綱目拾遺》26)과 《仁恕堂筆記》27), 《淸史稿》28), 《香

祖筆記》29), 《宦游筆記》30),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조선의 《東

醫寶鑑》9)과 《國朝五禮儀 序例》31), 《朝鮮王朝實錄》32-5), 《靑莊

館全書》36), 현대의 《한약재감별도감》37) 등에서 발췌한 《本草

衍義》의 黃蠟沈과 내용이 같은 부분이다.

2. 방법

1) 黃蠟沈의 異名을 계통별로 분류하였다.

2) 黃蠟沈의 기원을 沈香과 비교하였다.

3) 黃蠟沈의 생성기전을 고전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다.

4)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을 고전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다.

5)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을 비교하였다.

6) 黃蠟沈의 보관법에 근거하여 생성기전과의 관계를 밝혔다.

7) 黃蠟沈의 산지를 연구하였다.

8) 黃蠟沈이 송이나 명, 청에 수입된 기록에 근거하여 산지를 

확인하였다. 

9) 明의 관세율에 근거하여 黃蠟沈의 가격을 추정하였다. 

10) 黃蠟沈과 土伽㑲香을 비교하여 산지별 품질을 밝혔다. 

11) 조선과 명의 黃蠟沈 무역을 연구하였다.

Ⅲ. 결   과

1. 黃蠟沈의 異名 

黃蠟沈의 異名은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납침향과 가남향, 

기남향이다.

납침향류로는 臘沈香11)과 蠟沈香12), 黃蠟沈8,30)이다. 

가남향류로는 加南12)과 伽南14,15), 伽㑲香13,23,26,30), 伽藍香
18,22), 茄藍10,32-5), 迦蘭19)이다.

기남향류로는 琪楠香20)과 棋柟香15), 琪璼30), 奇南14,17,19,21, 

24,25), 奇楠香14), 奇藍24)이다.

臘沈香류는 성상이 蜜蠟을 닮고 물에 가라앉으면서 향기가 

난다는 뜻이다. 가남향이나 기남향류는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고 한데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38). 최초의 기록은 

990년 《宋會要》蕃夷인데 淳化 1年 10월에 占星國에서 臘沈香 

1근이 宋에 왔고11), 4년 뒤에는 蠟沈香이 왔다12). 본초서로서 

최초의 기록은 1116년의 《本草衍義》인데 黃蠟沈으로 수록되

었다8). 따라서 납침향류가 가남향류나 기남향류보다 앞선다. 

처음에는 성상이 蜜蠟과 닮은 것에 근거하였으나, 이후에는 

원산지인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 하므로 이와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택하였고, 이에따라 약명의 한자는 다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黃蠟沈의 기원

《海外逸說》에서는 伽楠과 沈香이 나란히 난다(伽楠, 與沈

香並生) 하였다23).

《本草乘雅半偈》에서는 沈香과 奇南은 기원이 같지만 암수로 

나누어 음양과 형질, 기미, 성질이 각각 다르다(而奇南一香, 

原屬同類, 因樹分牝牡, 則陰陽形質, 臭味情性, 各各差別)하였

다17). 

《宦遊筆記》에서는 黃蠟沈은 침향나무 가운데 좋은 것(沈香

木之佳者, 黃蠟沈也)이라 하였다30).

《本草綱目拾遺》에서는 伽楠과 沈香은 근원은 같으나 음양

으로 나눈다(伽楠本與沈香同類, 而分陰陽)고 하였다26).

따라서 黃蠟沈은 沈香과 기원종은 같으나 음양과 형질, 기

미, 성질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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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黃蠟沈의 생성 기전

黃蠟沈의 생성 기전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26).

침향나무의 가지에 구멍이 나서 속이 노출되면 침향나무는 

바로 죽지만, 뿌리가 살아남으면 기운과 성질이 모두 따뜻하여 

큰개미의 소굴이 된다. 큰개미가 石蜜을 먹고 돌아와 굴 안에 

쌓아둔 뒤 세월이 흐르면 石蜜은 점점 침향나무에 침착하고, 

침향나무가 石蜜기운을 점점 많이 받아, 응결되어 단단하고 

윤기가 나면 黃蠟沈(가남향)이 된다. 凡香木之枝柯竅露者, 木

立死而本存者, 氣性皆溫, 故爲大蟻所穴, 大蟻所食石蜜遺漬其

中, 歲久漸浸, 木受石蜜氣多, 凝而堅潤, 則成伽南.

4.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5가지로 구분하며 품질이 우수한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

다26).

油結은 손으로 누르면 흠집이 나지만 손을 떼면 흠집이 아

물고, 손가락으로 비비면 둥글게 말리지만 손가락을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톱으로 쓸면 톱밥이 뭉쳐 덩어리가 된다. 

綠結은 오리머리처럼 녹색이다.  

生結은 침향나무가 아직 살아있고 꿀기운이 늙지 않았다.  

糖結은 침향나무 지상부는 죽고 지하부만 살았으므로 꿀기

운이 지하부로 모여 엿조각처럼 윤기가 난다. 

虎斑金絲結은 생성된지 얼마 안 되어 침향나무 기운과 꿀 

기운이 서로 뭉치지 못하고 목부는 많고 향기와 맛은 적다. 

掐之痕生, 釋之痕合, 按之可圓, 放之仍方, 鋸則細屑成團, 又名

油結, 上之上也. 其色如鴨頭綠者, 名綠結. 香木未死, 蜜氣未

老者, 謂之生結, 上也. 木死本存, 蜜氣膏於枯根, 潤若餳片者, 

謂之糖結, 次也. 歲月既淺, 木蜜之氣未融, 木性多而香味少, 

謂之虎斑金絲結, 又次也.

5.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

黃蠟沈과 沈香의 기미와 효능 구분은 《物理小識》과 《海外

逸說》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16,23). 

黃蠟沈은 숫컷인데 맛이 아리고 혀에 달라 붙고 마비시키고, 

향기가 잘 나고, 대소변을 막는다. 

沈香은 암컷인데 맛이 쓰고, 상온에서는 향기가 잘 안 나고, 

열을 가해야지만 향기가 강렬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奇南牡也, 味辣沾舌麻木, 其香忽發, 而性能閉二便, 陽體陰用

也. 沈牝也，味苦性利，其香含藏, 燒更芳烈, 陰體陽用也.

6. 黃蠟沈의 보관 

黃蠟沈의 보관법은 《本草綱目拾遺》에 자세히 실렸는데 다

음과 같다26).

黃蠟沈은 주석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보관하는데, 상자 가

운데를 칸막이로 막고 칸막이에는 구멍을 많이 낸다. 칸막이 

아래에는 꿀을 넣고 칸막이 위에는 黃蠟沈을 놓으면 꿀이 黃

蠟沈을 훈증하여 윤기가 나게 한다. 

다른 방법은 黃蠟沈 가루를 바르던가 가루에 파묻어 두면 

이것이 황납향 향기를 되살린다. 다른 향은 안 된다. 藏者以

錫爲匣, 中爲一隔而多竅, 蜜其下, 伽㑲其上, 使熏炙以爲滋潤, 

又以伽㑲末養之, 他香末則不香, 以其本香返其魂.

이 방법은 《藥性考》에도 실렸는데 꿀과 함께 蘇合香도 사용

하였다26).

7. 黃蠟沈의 산지

黃蠟沈의 산지는 크게 3곳인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해외이다.

베트남으로 기록된 것은 990년 占城으로부터 臘沈香이 1斤 

온 것이 처음이다. 1409년 명의 영락제때 환관 정화가 이끈 

선단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기록한 것으로 《西洋蕃國誌》와 

《星槎勝覽》, 《瀛涯勝覽》이 있다18,20,22). 이에 따르면 黃蠟沈은 

베트남에서도 어느 한 큰 산에서만 나고, 추장이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므로, 일반인은 접근이 금지되고, 채취한 것은 모두 

공납하고, 사사로이 黃蠟沈을 매매하다 발각되면 손이 잘렸고, 

가격은 매우 높아 같은 무게의 銀과 같았다.

이 내용은 《明史》 列傳 外國 占城15)과 《西洋朝貢典錄》19), 

《香乘》24), 《華夷續考》24)에도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安南에서 

난다고 한 것은 《淸史稿》28)와 조선의 기록인 《靑莊館全書》36)

이었다. 

캄보디아로 기록된 것은 《仁恕堂筆記》27)이었다.

해외로 기록된 것 가운데 《香乘》과 《本草綱目拾遺》는 海上

諸山에서 난다 하고24,26), 《物理小識》은 선박으로 온 것이 우

수하다 하며16), 《海外逸說》은 해외에서 난다 하고23), 《宦遊筆

記》는 粵東海上諸山에서 난다 하였다30).

 

8. 중국에 수입된 黃蠟沈

黃蠟沈이 송에 수입된 기록은 990년 10월과 994년 12월 4일, 

1167년 10월 1일인데 990년 것은 1근이고 나머지는 수량미

상이었다11,12). 

명에 수입된 기록은 1387년인데 수량미상이었다15). 

청에 수입된 기록은 1732년인데 수량미상이었다28). 

따라서 송과 명, 청에 온 黃蠟沈은 모두 베트남산이었다.

9. 黃蠟沈 가격

黃蠟沈의 가격은 《東西洋考》에 실린 1589년과 1615년의 

관세액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관세액은 銀으로 표기되었다14). 

주요품목의 1589년 관세 비율은 黃蠟沈과 沈香, 束香, 氷

片(中品)이 각각 28000과 1600, 210, 16000이고, 犀角(花白

成器)과 木香, 鹿角이 각각 3400과 180, 14이었다. 따라서 

가남향 관세는 沈香의 17.5배이고, 束香의 133.3배, 氷片(中

品)의 1.75배, 鹿角의 2000배였다. 

1615년 관세 비율은 黃蠟沈과 沈香, 束香, 氷片(中品)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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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4200과 1380, 181, 13820이고, 犀角(花白成器)과 木香, 

鹿角이 각각 2940과 155, 12이었다. 따라서 黃蠟沈 관세는 

沈香의 17.5배, 束香의 133.7배, 氷片(中品)의 1.75배, 鹿角의 

2016.7배였다.

10. 黃蠟沈과 土伽㑲香

黃蠟沈 주산지는 베트남이었다. 중국이란 기록은 1702년 

《香祖筆記》가 처음인데 土伽楠香이라 하였고, 품질은 베트남

산 伽楠香이 더 우수하다(香樹生海南黎峒，葉如冬青....有曰

土伽楠，與沉香並生，沉香性堅，伽楠性軟，其氣上升，故老

人佩之，少便溺. 產占城者佳)하였다29).

《本草綱目拾遺》에는 土伽楠香을 土伽㑲香이라 하고, 伽㑲
香을 쪼개면 향기가 매우 은은하면서도 오래 가지만, 土伽㑲
香을 쪼개면 향기가 매우 자극적이고 오래 가지도 못한다(然

以洋伽楠爲上, 產占城者, 剖之香甚輕微, 然久而不減, 產瓊者, 

名土伽楠, 狀如油速, 剖之香特酷烈) 하였다26).

11. 조선의 黃蠟沈

명에서 조선으로 온 黃蠟沈은 茄藍香으로 기록되었는데 2건

이었다32-5).

1406년 4월 19일 명의 司禮監太監 黃儼과 副使 韓帖木兒 

등이 와서는 영락제가 돌아가신 先皇과 先皇妣의 은덕을 薦揚

하는 祭典을 거행할 때 사용하려고 동불상을 부탁했다. 이 동

불상은 제주도 法華寺의 彌陀三尊佛이며 元나라 良工이 주조

한 것이다32). 

다음날 20일에 태종이 韓帖木兒를 접견했는데 韓帖木兒는 

영락제가 보내온 茄藍香間珊瑚帽珠 1部와 建康弓 2張, 綵段 

1필, 錦線 1필, 金剛子 3貫, 椰瓢 8顆, 과일 여러가지를 바쳤

다33).

7월 22일 명의 사신은 동불 3좌를 갖고 명으로 돌아갔다34).

1406년 12월 22일 동불 3좌에 대한 답례로 명의 內史 韓

帖木兒·楊寧 등이 조선에 와서 태종께 바친 것은 다음과 같

다35). 

珊瑚間茄藍香帽珠 1串, 紵絲 30필, 熟絹 30필, 象牙 2隻, 

犀角 2개, 《通鑑綱目》·《漢準四書衍義》·《大學衍義》각 1部, 

片腦, 沈香, 束香, 檀香, 蘇合油, 白花蛇, 朱砂, 麝香, 附子, 

金櫻子, 肉蓯蓉, 巴戟, 當歸, 乳香, 沒藥, 藿香, 零陵香, 甘松

香 등 약재 18품목

이 내용은 《大明會典》에도 실렸다13).

이에 대한 답례로 조선의 卞季良이 쓴 表箋이 《春亭集》卷九

에 실렸는데 총 7개이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표의 제목은 謝賜珊瑚間茄藍香帽珠織金貯絲書籍藥

材象牙犀角表이었다39). 

帽珠는 왕의 冕旒冠에 다는 구슬인데 《國朝五禮儀 序例》에 

실린 면류관은 다음과 같았다(Figure 1)31) 

Figure 1. Myunryukwan(冕旒冠) of Gukjooryeui Seorye(國朝五禮
儀 序例)

12. 제1차 세계沈香대회의 黃蠟沈

2003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1st international agarwood 

conference에 중국 요령성 대련 소재의 재덕무역 심기섭 대

표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때 가져간 黃蠟沈을 

베트남 관세청에서 확인하고 납으로 봉인하였고, 대회가 끝난 

뒤에 반드시 한국으로 도로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반

입하였다. 이 黃蠟沈 사진이 《한약재감별도감》의 沈香항에 실

렸다(Figure 2)37).     

Figure 2. Hwangnapchim of Coloured Illusrations for Discrimination 
of Herbal Medicine

Ⅳ. 고   찰

沈香은 6개국 공정서에 실렸는데 Aquilria속 식물인 것은 

같지만 인정하는 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 가운데 일본이 가장 

포괄적이다. Aquilaria속 식물은 材內篩部가 특징이다. 이 속의 

나무는 비중이 가벼워 물에 뜨고 매우 연하다. 상해를 받으면 

이를 치유하려고 재내사부는 傷害柔組織이 되어 벽이 두꺼워

지고 높이와 너비가 거의 같게 되며, 수지를 분비하여 상해유

조직에 쌓고 일부는 導管에도 쌓는다40). 이러면 유조직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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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막히므로 상처는 치료되지만 영양분과 수분의 통로가 막

혀 나무는 시들고 죽는다. 이렇게 쌓인 수지가 많아져 비중이 

1을 초과하면 물에 가라앉으므로 沈香이라 한다. 이 沈香에 

열을 가하면 꿀처럼 달콤한 향이 난다. 따라서 沈香은 나무인

데도 물에 가라앉고 향기가 난다는 뜻이다.

沈香 주위에는 수지가 침착되었어도 정도가 약하여 물에 

뜨는 것이 있는데 이를 束香이나 黃熟香, 煎香, 棧香, 暫香 등

이라 한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수지가 전혀 침착 안 된 목부가 

있다. 따라서 칼로 다듬으면 수지가 침착 안 된 부분과 침착

이 적은 부분은 연하므로 깎여나가고 沈香부분만 단단하므로 

그대로 남는다.    

조직슬라이드를 제작하려고 칼로 얇게 자르면 침향나무는 

재내사부가 연하므로 대부분 탈락된다. 沈香은 재내사부가 상

해유조직으로 변하였고 단단하므로 자르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수지도 쌓였다.   

수지가 쌓였어도 가라앉지 않는 것은 목부가 많으므로 《東

醫寶鑑》에서는 내복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태워서 향기를 맡

거나 엑스제로 사용하였다9).  

학명 Aquialria agallocha는 인도의 동북단에서 채취한 것

을 Roxburgh가 명명한 것인데41) agallocha란 인도에서 沈香

을 일컫는 말을 음차한 것이다. 《金光明最勝王經》 卷第七에는 

인도에서 나는 약재에 인도발음을 한자로 기록하였는데 沈香은 

‘惡揭嚕’라 하였다42). 베트남약전에는 Aquilaria crassna로 

수록되었는데 이 학명은 1915 Pierre와 Lec.가 명명한 것이

다43). 베트남에서는 沈香을 Crassna라고 한다. 따라서 약명 

沈香은 성상에 근거하고, 학명 agallocha나 crassna는 인도나 

베트남 산지에서 沈香을 부르는 이름에 근거하였다.

黃蠟沈은 본초서로는 《本草衍義》에 최초로 수록되었다. 黃

蠟沈의 이명은 납침향류와 가남향류, 기남향류이고 3가지마다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성상에 

근거하여 물에 가라앉고 밀랍처럼 생겼으므로 臘沈香이나 蠟

沈香, 黃蠟沈이라 하였다. 이후에는 산지인 베트남에서 이를 

Kynam이라 하므로 이 발음을 음차하여 가남향이나 기남향이

라 하였고 지금도 이것이 널리 사용된다. 

黃蠟沈의 산지는 베트남이라는 기록이 가장 많고, 캄보디

아라는 기록과 海外라는 기록도 있다. 이는 沈香의 주산지와 

일치한다44-6). 黃蠟沈이나 沈香은 기원종이 같고 주산지는 베

트남이므로 기원종은 베트남의 Aquilaria crassna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는 인도네시아산 沈香이 수입되는데 

이것은 재내사부가 없고 이 가운데 일부는 翼狀柔組織이 있으

므로 gonystylus속으로 밝혀졌다47).

黃蠟沈의 가격은 《東西洋考》에 수록된 1589년과 1615년의 

관세에서 추정할 수 있다. 黃蠟沈은 평균관세가만 실렸는데 

28000이다. 하지만 氷片(자연산 龍腦)은 품질을 上中下로 구

분하여 실었는데 1589년에는 각각 32000과 16000, 8000이

므로 한 등급이 올라가면 관세는 2배가 된다. 따라서 黃蠟沈 

평균관세 28000을 中品으로 보면 上品은 이것의 2배인 

56000이고 상중하품 어느 경우나 黃蠟沈이 氷片보다 1.75배

임을 알 수 있고, 이에따라 관세는 黃蠟沈이 가장 비쌌음도 알 

수 있다. 

생성 기전은 黃蠟沈과 沈香이 같지만 黃蠟沈은 여기에 더

하여 큰개미가 꿀을 쌓아놓았고 이 꿀이 나무와 반응하여 숙

성되었다는 점이 다르다26). 이에 따라 黃蠟沈은 밀랍처럼 부

드럽고 윤기가 난다. 이는 침향나무를 蜜香樹라 한 것이나 黃

蠟沈을 꿀이 담긴 병에 보관하는 것과 관련있다.

黃蠟沈의 분류와 성상은 《本草綱目拾遺》가 자세한데 품질이 

우수한 순으로 油結과 綠結, 生結, 糖結, 虎斑金絲結 등 5가

지로 구분하였다. 油結의 특징을 다른 문헌에는 일부분씩 서

술되었다. 《海外逸說》에는 기름이 있어 손가락으로 긁으면 송

곳으로 모래밭에 그림 그리는 것 같고, 씹으면 치아에 붙는다 

하고23), 《東西洋考》에는 손톱으로 찌르면 손톱이 들어가고 손

톱을 빼면 상처가 아물어 흔적이 사라진다 하고14), 《香乘》에는 

손가락으로 누르면 기름이 나오고 부드럽고 질긴 것이 최상품

이다 하고24), 《本草衍義》에는 깎으면 스스로 말리고, 씹으면 

부드럽고 질기다 하고8), 《物理小識》에는 톱질하면 톱밥이 뭉

치고, 혀에 들러붙고 혀를 마비시킨다 하고16), 《本草乘雅半偈》 

에는 혀에 들러붙고 마비시킨다 하였다17).

黃蠟沈과 沈香은 기미와 효능이 달랐다. 沈香은 맛이 쓰고 

상온에서 향기가 그다지 없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지만, 黃

蠟沈은 이와는 달리 맛이 맵고 아리고, 향기가 잘 나고 대소

변을 그치게 한다. 《宦遊筆記》에서는 黃蠟沈이 沈香보다 품질

이 더 우수하다 했는데30) 두 약은 효능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 따라서 黃蠟沈은 수지가 침착될 때 꿀까지 첨가되어 

열을 가하면 향기가 沈香보다 더 달콤하고 이에 따라 마음을 

더 편하게 한다고 해석된다.

1702년 《香祖筆記》에 처음으로 중국 해남도에 土伽楠香이 

있다 했지만 가남향(黃蠟沈)보다 향기가 자극적이고 오래 지

속하지도 못하였다하였다. 따라서 土伽楠香은 가남향 대용이 

될 수 없다.

조선에 黃蠟沈(가남향)이 온 기록은 2건인데 모두 1406년

이고 태종의 면류관에 다는 구슬이었다. 면류관은 왕의 정복인 

면복과 함께 착용하는데, 명에서 조선에 처음 온 것은 이보다 

3년 앞 선 1403년 10월 27일이다. 이때 함께 온 구슬은 五色

珊瑚玉旒珠였다48).

면류관에는 구슬을 꿴 줄이 앞과 뒤에 각각 9줄씩 있고 1줄

에 구슬이 9개씩이고, 양 옆에도 각각 1줄씩 있지만 1줄에 구

슬이 2개씩이다. 따라서 구슬은 총 166개이다. 1줄에 구슬 9

개를 꿰는 순서는 색깔로 정하는데 紅白蒼黃黑이다49). 1403

년에 온 구슬은 紅白蒼黃이 각 36개이고 黑이 18개, 靑白膽

珠가 4개였다48).

3년 뒤인 1406년 4월 19일에는 명의 영락제가 동불상을 

부탁하면서 면류관에 다는 茄藍香間珊瑚帽珠 1部를 가져왔고32), 

7월 22일에 동불상 3좌를 가져갔고34), 12월에는 동불상에 대한 

답례로 珊瑚間茄藍香帽珠 1串를 가져왔다35). 동불상은 제주도 

法華寺의 彌陀三尊佛이며 元나라때 良工이 주조한 것인데, 영락

제는 돌아가신 선황과 선황비를 기리는 제전에 사용하려고 부

탁한 것이다.

茄藍香間珊瑚帽珠는 가남향으로 청적황백색 구슬을 만들고 

산호로 흑색 구슬을 만들면 가남향구슬이 144개이고, 산호구

슬이 18개다. 珊瑚間茄藍香帽珠는 이와는 반대이다. 따라서 

동불을 부탁할 때 온 것이 黃蠟沈구슬이 가장 많고 고급이었다.

면류관은 너비 8촌이고 여기에 줄을 9개 달므로 각 줄의 간

격은 1촌(3.033cm)이다. 《國朝五禮儀 序例》 吉禮 祭服圖說에 

면류관 그림이 있는데 구슬이 달린 줄과 줄 사이 간격이 구슬 



34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지름의 약 2배이므로 구슬 지름은 1cm, 간격은 2cm로 추정

할 수 있다. 

지름 1cm인 가남향 구슬 144개나 18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 144개나 18개가 필요하고, 비중을 

1로 보면 144g이나 18g이다. 하지만 공 모양으로 깎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목부가 없어야하고 색깔과 품질이 같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144g이나 18g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동불 3좌에 대한 답례로 면류관의 帽珠가 올 때 함께 온 약재 

18품목은 片腦와 沈香, 束香, 檀香, 蘇合油, 白花蛇, 朱砂, 麝

香, 附子, 金櫻子, 肉蓯蓉, 巴戟, 當歸, 乳香, 沒藥, 藿香, 零

陵香, 甘松香이었다. 이 약은 조선에는 없는 약이었고 이 가

운데 片腦(자연산 龍腦)나 沈香이 가장 귀하였다. 하지만 면

류관에 다는 黃蠟沈 구슬은 자연산 龍腦나 沈香보다도 더 귀

하였다. 

Ⅴ. 결   론

《本草衍義》에 수록된 黃蠟沈의 異名과 기원 등을 고전에 근

거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黃蠟沈의 異名은 납침향과 가남향, 기남향류로 분류된다. 

초기에는 성상을 따라 납침향류로 불렀으나, 후기에는 

원산지의 이름을 따라 가남향이나 기남향류로 불렀다. 

2. 黃蠟沈은 기원종과 생성과정, 물에 가라 앉는 것 등이 

沈香과 같지만 생성과정에 꿀이 첨가되었다.

3. 黃蠟沈의 주산지는 베트남이었다. 

4. 黃蠟沈은 기원종과 생성과정, 주산지가 沈香과 같으므로 

기원종은 Aquilaria crassna였다.  

5. 관세는 黃蠟沈이 가장 비쌌는데 沈香의 17.5배이고 束

香의 133.3배였다. 

6. 黃蠟沈은 품질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油結이 최상

품이고 蜜蠟과 닮았으며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복원되

었다. 

7. 黃蠟沈은 향기가 잘 나고, 맛은 맵고, 대소변을 막으므로 

沈香과는 효능이 달랐다.   

이상의 결과로 黃蠟沈은 沈香과는 기원종과 산지, 물에 가라

앉는 것 등이 같지만 생성될 때 꿀이 첨가되어 성상과 효능이 

다르고 가격이 더 비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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