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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자는이미고추가임진왜란이후에들어왔다는주장은완전히잘못되었으며, 적어도수

백년, 아니수천년전부터우리나라역사와함께고추가있었다고주장한바있다1). 그근거로

생물학적으로고추의원산지와종류는다양하고, 이성우(李盛雨)2)가 주장하 듯이중남미의

아히(Aji)가 우리나라 고추로 변화하기에는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하더라

도 50년이란세월은너무짧다는것과, 문헌적으로도『지봉유설(芝峰類說)』(1614년)이전에도

수많은문헌에고쵸(고추)와고추를나타내는‘초(椒)’, 그리고고추로만든대표적인음식인

초장(椒醬, 고추장)과저(菹, 김치)가나온다는것을들었다. 

고추는분명중국을위시한대륙과그주변국, 특히한반도에오래전부터있어왔고식품으

로사용되어왔다. 고추가일본에서들어왔다는잘못된주장때문에심지어일본학자로부터

고추의어원이일본어에서왔다는교묘한주장을듣게되는상황까지이르 다. 이시점에서

고추의어원이많은학자들이주장하듯남만초(南蠻椒), 왜개자(倭介子), 번초(蕃椒)에서왔는

지아니면과연한자‘苦椒’에서왔는지에대한면 한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고추의어원은‘왜개자’, ‘남만초’, ‘번초’그리고‘苦椒’도아닌우리말‘고쵸’이다6



Ⅱ. 기존 고추의어원에대한주장

고추의어원을‘苦椒’로주장한논문이나온것은그리오래되지않는다. 아마도 1978년에

남만초(南蠻椒), 왜개자(倭芥子)로 표현되는 번초(蕃椒)라는 식물이 일본으로부터 들어 왔다

고하여고추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고주장한이성우3)도고추의어원을찾으려면왜개자,

남만초, 번초가고추와언어학적으로가까워야하는데너무나동떨어져있어도저히유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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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세진의『훈몽자회』(1527년)에는‘椒 고쵸쵸’와‘苦 고’가 기록되어 있다. 식자(識者)들은 딸기
[닻], 머루[萄], 마늘[蒜], 생강[薑], 김치[菹], 오디[ ], 매실[ ], 감[ ], 다래[휙]와 같이 고쵸도 한자
외 자(고쵸 椒)로 기록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다. 고(苦), 매울신(辛) 매울랄(辣)이 바로 옆
에보이는데굳이‘苦’자를사용하여맵다는뜻을나타낼가능성은거의없음(왼쪽 부분은다른페이
지에있는부분을편집해서한페이지에나타냄)

3) 이성우, 『고려이전한국식생활사연구』, 향문사, 1978



기가어려워어원을기록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성우에의하면“고(苦)는오늘날의자전에서는‘쓰다’는뜻이지만, 고추가들어오기전에

나온자전(字典)인『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매우맵다는뜻’이라고하고그러니고추를

고초(苦椒)라고적게된것같다”라고주장하 다4). 그러나실제『훈몽자회』에서찾아본결과

‘苦’는‘ 고’로표시되어있으므로, 이는맵다가아닌‘쓰다’의의미가맞다. 그러므로이성

우가‘고(苦)’를‘매우맵다’고한것은잘못된이론임에틀림없다(그림1).

맨 처음한국고추의어원을구체적으로연구한사람은국어학자이기문이다. 이기문은자

신의논문5)에서고추가임진왜란이후에우리나라에존재하 으므로‘苦椒’가‘고초’로그리

고‘고추’가되었다고주장하 다. 이는재일교포과학자인정대성6)의주장과비슷하며대부

분의식품학자들이그렇게받아들이고있다. 또한일본인쿠리타에이지(栗田英二)7)는고추가

일본오키나와를거쳐서우리나라에들어왔다가다시일본에들어갔다는주장8)을전제로 고

추의 일본어인‘kosho(コショウ)’가 우리나라로 건너와‘苦椒’로 되었고 그 다음은‘고초’,

그리고‘고추’가되었다고교묘한주장을하게된다. 이모든주장이고추는임진왜란이전에

는없었고임진왜란이후에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전제조건아래있다보니, 이러한논리

가계속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Ⅲ. 고추의어원에관한기존주장의문제점

1. 이기문론(이성우론)
이기문의‘후추와고추’9)에서의핵심주장은

1) 고추의어원은18세기경부터쓰이기시작한‘苦椒’이고, 2) 15세기즉, 『구급간이방(救急

簡易方)』(1489년, 그림2), 『훈몽자회(訓蒙字會)』(1527년) 등에서나오는‘고쵸’10)라는말은후

추라고하면서11), 그 근거로는 15세기에는고추가우리나라에있지도않았다고하 다. 결론

적으로그는고추의어원은苦椒→고초→고추로되었다고주장하 다.

고추의어원은‘왜개자’, ‘남만초’, ‘번초’그리고‘苦椒’도아닌우리말‘고쵸’이다8

4) 주 2) 참조, p.190 

5) 이기문, 후추와고추,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1998, pp.193~201 

6) 鄭大聲, 『朝鮮半島の食と酒』, 중앙공론사, 1998

7) 栗田英二, 고추(red pepper)의 어원에관한연구, 『人文藝術論叢』, 대구대학교인문과학예술문화연구소, 1999,

pp.253~269 

8) 장지현(張智鉉, 『韓國傳來醱酵食品史硏究』, 수학사, 1989)이 이성우이론에대하여반론을제기하자이성우및그추종

자들은이를받아들여다시고추가오키나와, 한반도를거쳐일본으로들어갔다고말을바꾸게됨

9) 주 5) 참조, p.195

10) 그림 1 참조

11) 이기문은중세국어의‘고쵸’를현대국어의‘고추’와같은것으로본지금까지의해석은완전히잘못된것이라고하 음



첫째 고추는 15₩16세기의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임

진왜란 때 다.(후술 참고) -중략- 여기서 우선 고추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고추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라고 하며 이것이 서양을 통하여 일본으로

온 것이 16세기 후반이었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전후의 일이었다(이기문,

후추와 고추, p.195).

『훈몽자회』의‘고쵸椒’라는 자와『구급간이방』의‘고쵸’기록에의하여고추는임진왜란

훨씬이전에우리나라에있었음을확인할수있다. 즉이기문이고추가임진왜란이전에있었

다고생각했다면우리말‘고쵸’가고추의어원임을아무런의심없이받아들일수있었을텐데

임진왜란한참후인18세기이후에나타난‘苦椒’만고추이므로그이전의고쵸는후추라는주

장을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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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급간이방』(1489년)에‘椒 고쵸쵸’기록이 나옴. 앞부분은「卒咳嗽」편, “卒咳嗽 以梨 一顆 刺作
五十孔每孔內椒고쵸一粒 ..... 去椒食之‘졸해수가있으면배 1개에 50개의구멍을내고구멍마다진
초(眞椒) 한알 씩 넣고 뜨거운 재에 구워.... 제거하고 먹는다.’”로『향약집성방』이나『향약구급방』에서
는『구급간이방』의문장의椒가眞椒로바뀌었음. 金과 高 (주)23 참조)는 진초가천초(眞椒 = 川椒)이
며, 작은 고추가 없다는 전제하에 椒(고쵸)로 표시된 초가 천초라고 주장함. 다만 전제가 맞는지는 다
른 문제임(眞椒 = 晉椒 = 川椒일 때만 성립됨). 즉『구급간이방』의 초는 잘못 따와서 생긴 문제일 수
있음문장을가져올때잘못가져오는경우가고문헌에는수없이많음.



그렇다면 임진왜란 직후인『주촌신방(舟村新方)』12)에‘고쵸 椒’가 나오고(1687년, 그림 3),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그림 4)13)에는 한자‘苦椒’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 이기문의말처럼임진왜란이전의고쵸는후추이고, 임진왜란이후의같은명칭인‘고쵸’

도후추라고할것인지에대해질문을하고싶다. 

이기문은임진왜란이후의‘고쵸’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 그러나같은국어학자인홍

윤표는고추는임진왜란훨씬이전에이미존재하 다고주장하 다14). 

이기문의 주장은 스스로 인정하 듯이 고추는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고,

일본을통하여임진왜란이후에들어왔다는대전제를깔고있다. 이러한근거로그는고추의

어원은 18세기경부터쓰이기시작한‘苦椒’라고결론지었다15). 그러나‘苦椒’는이기문의주

장과는달리 100년이상앞서임진왜란직후에보이고있다. 즉이기문은임진왜란이전부터

보이는 1489년『구급간이방』, 1527년『훈몽자회』등여러문헌에서나타나는‘고쵸’가무엇

고추의어원은‘왜개자’, ‘남만초’, ‘번초’그리고‘苦椒’도아닌우리말‘고쵸’이다10

그림 3. 신만의『주촌신방(舟村新方)』(1687년)에도‘椒 고쵸’가 나옴. 『주촌신방』은 1687년(숙종 13)에 주촌
(舟村) 신만(申曼)이 지은 의서(醫書)로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0년도 안되는 문헌에 椒고쵸가 기록되
어 있음. 又漆丸菉[綠]豆大二三丸食前呑下卽死下 眞末和丸蛔腹痛毋論年之久近烈椒고쵸 一升折腰眞油
煎之踰半後去椒空心溫服則盡死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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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임진왜란 직후 문헌인『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 고초(苦椒)기록이 선명하게 보임. 『사의경험방』은
조선 중기의 의서(醫書)로, 한의(漢醫) 이석한(李碩 )₩채득기(蔡得己)₩박렴(朴濂)₩허임(許任) 등이 편찬에 참여
하 으며, 1644년에 발간된『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의 저자허임이들어있는점으로미루어발간연대는광
해군에서 인조시대(1608~1649)로 추정됨. 따라서 이성우, 이기문의 주장‘苦椒’라는 표현은 18세기 이후에
나 나오므로고추는 임진왜란전에 없었다는 주장과전면 배치됨. 허임[1612년(광해군 4) 허준(許浚)과 함께 의
관록(醫官錄)에 기록되고, 1616년(광해군 8) 평현령(永平縣令)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양주목사(楊州牧
使)₩부평부사(富平府使)를 거쳐 1622년(광해군 14)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역임함] 

12) 조선시대숙종 13년(1687)에 주촌(舟寸) 신만(申曼)이 지은의방서. “又漆丸菉[綠]豆大二三丸食前呑下卽死下眞末和丸蛔

腹痛毋論年之久近烈椒고쵸一升折腰眞油煎之踰半後去椒空心溫服則盡死下”에서고쵸라는표현이나옴

13)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이미苦椒가나옴(그림 4). 『사의경험방』의저자는이석한(李碩 )₩채득기(蔡得己)₩박렴(朴

濂)₩허임(許任) 등으로허임[1612년(광해군 4) 허준(許浚)과 함께의관록(醫官錄)에 기록되고, 1616년(광해군 8) 평현령

(永平縣令)에 임명되었으며, 다음해양주목사(楊州牧使)₩부평부사(富平府使)를 거쳐 1622년(광해군 14) 남양부사(南陽府

使)를 역임함]이 있는점으로미루어발간연대는광해군에서인조시대(1608~1649)로 추정됨

14) 홍윤표, 간장과된장과고추장의어원, 『쉼표마침표』, 국립국어원, 2008.3, pp.19~34 

15) 17세기초발간된『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에이미苦椒가나오므로, 18세기 전에는苦椒가없었고‘고추라는한자어(苦

椒)는 18세기이후에처음나온다’는이성우, 이기문의주장은처음부터틀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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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홍만선(1643∼1715)이 저술한『산림경제(山林經濟)』卷二/치선(治膳)/어육(魚肉)에는「거가필용」(13세
기)을 인용하여기술한내용으로 13세기에이전부터고추, 호초, 천초가 椒, 胡椒, 川椒로 구분되어부
르고, 구별하여이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회초(膾醋)는 파 4뿌리, 생강 2냥, 유인장(楡仁漿) 반
잔, 고추가루 2전(錢)을 한데 짓개어 초에 소금과 설탕을 치고 회를 버무린다. 혹 생강을 반 냥 덜고
호초 1전을 전(錢)을 한데 짓개어 초에 소금과 설탕을 치고 회를 버무린다. 혹 생강을 반 냥 덜고 호
초 1전을더하기도한다「거가필용」. 술에 절인어포[酒魚脯]는, 섣달에큰잉어를잡아깨끗이씻어베
헝겊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매근에 소금 1냥, 약간의 파채₩생채₩천초(川椒)를 넣고, 좋은 술에 한데 절
여술이생선보다 1촌쯤 올라오게붓고, 날마다 손쳐서[飜] 맛이 배어들거든꺼내어볕에말려저며서
먹는다「거가필용」, 「신은지」. 

인지해결해야했으므로, 결국이고쵸는현재의한국고추가아니고후추라는이론을개발하

게된것이다. 

이기문은‘고쵸’나椒(고쵸)가나오는문장을세심하게살펴보지않은것같다. 예를들면,

호초(胡椒)라고 부르는 후추와 고쵸라고 부르는 椒가 구분되어 쓰이며16)(그림 5), 호초(胡椒)

즉 후추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되지 않고17)(그림 6), 고쵸[椒]는 재배생산되고 있으며18)(그림

7), ‘胡’를『신증유합(新增類合)』에서는‘호’,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서는‘후’로엄연히

구분하여기록하는등호초즉후추와고쵸가다르다는수많은증거가있다. ‘胡椒’를한 로

『역어유해(譯語類解)』19)와『몽어유해(蒙語類解)』20)에서는‘후쟌’, 『몽유편(夢喩篇)』21)에서는

‘후초’로쓰고있다. 이렇게‘椒’는한 ‘고쵸’, ‘胡椒’는한 후초또는후쟌으로기록하여

서로 다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 왔다는 증거

없는이론때문에이모든것을무시하고, 고쵸가기록된문헌의시기에는고추가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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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488년(성종19년) 최부(崔溥)가 지은『금남집(錦南集)』중의 표해록(漂海錄)에“本國不産胡椒。初不 來”
(우리나라에서는 호초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애초부터 가지고 오지 않았소.)라는 내용이 나옴. 동시에
『조선왕조실록』에는 호초는 우리나라에 나지 않고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비싼 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胡椒辨證說」에서는너무비싸서왕이명하여제주도(탐라)에 심
어보라하 으나실패했다는기록이있음. 호초는일반인이식품으로쉽게사용할수는없는물건임.

16) ①『산림경제(山林經濟)』卷二/치선(治膳)/어육(魚肉); 膾醋 。蔥四莖薑二兩。楡仁漿半盞。椒末二錢。一處 爛。入酸醋內。加

鹽幷糖拌膾。或減薑半兩。加胡椒一錢。上同酒魚脯。臘月取大鯉魚洗淨。以布拭乾。每斤用鹽一兩。蔥薑絲川椒各少許。和好酒同

짭。令酒浸過魚一寸。逐日륙動。候滋味透。取出 乾削食。必用神隱회초(膾醋)는 파 4뿌리, 생강 2냥, 유인장(楡仁漿) 반 잔,

고추가루 2전(錢)을 한데짓개어초에소금과설탕을치고회를버무린다. 혹 생강을반냥덜고호초 1전을더하기도

한다. 「거가필용」술에절인어포[酒魚脯]는, 섣달에큰잉어를잡아깨끗이씻어베헝겊으로물기를닦아낸다. 매근에

소금 1냥, 약간의파채₩생채₩천초(川椒)를 넣고, 좋은 술에한데절여술이생선보다 1촌쯤올라오게붓고, 날마다손쳐

서[飜] 맛이 배어들거든꺼내어볕에말려저며서먹는다. 「거가필용」「신은지」

②『의방합편(醫方合編)』과『의휘(宜彙)』에胡椒川椒苦椒가같이나오는것으로보아, 호초는고초가아닌것을알수있다.

17) 1488년(성종19년) 최부(崔溥)가 지은『금남집(錦南集)』중의표해록(漂海錄)에“本國不産胡椒。初不 來”(우리나라에서는

호초가생산되지않으므로, 애초부터가지고오지않았소.)라는 내용이나온다. 

18) 『훈몽자회』, 『구급간이방』, 『주촌신방』에이미‘椒’는‘고쵸’라고하 고,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의 군정편4(軍政

編四)에‘초도’는‘以産椒故名’라고하여‘초가생산되기때문에붙인이름’이라고하 다. 또한『삼국사기』에이미초

도(椒島)가 나타나는것으로보아고구려시기에고추가재배되고있음을알수있음. 반면에호초, 천초는재배생산되

지않음(주70), 주71) 참조)

19) 1682년(숙종 8)에 민상국(閔相國)이 사역원중국어역관인신이행₩김경준(金敬俊)₩김지남(金指南) 등에게명하여편찬하

게한중국어어휘사전

20) 사역원(司譯院)에서간행한몽학서(蒙學書). 언제 편찬되었는지알수없고, 다만 1768년( 조 44) 이억성(李億成)이 이

책을개정하여간행하 다는기록이있다.

21) 1810년(순조 10) 중인 출신장혼(張混)이 청소년의학습을위하여지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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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쵸’라는 자는고추가아니고아마후추[胡椒]임에분명하다”라고주장하게된다. 논

리학적으로전제가진(眞)이아니면그에따른결론은위(僞)가될수밖에없다. 따라서이기

문의주장은틀린것이다.

그러나어느문헌에도‘고쵸’가어원적으로호초로변했다는근거가되는자료는없으며,

언어발생학적으로도고쵸가후추로변화하여진화할가능성은거의 100% 불가능하다고보

는것이다.

22) 왜개자, 남만초라는단어는『지봉유설』에만나오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지봉유설』의내용을옮겨실었을뿐이다.

23) 金鐘德, 高炳熙, 고추(蕃椒, 苦椒)의 語源연구, 韓國醫史學會誌 12, 1999, pp.147~167

24) ①『救急簡易方』, 「卒咳嗽」편, 卒咳嗽以梨 一顆刺作五十孔每孔內椒고쵸一粒 ..... 去椒食之(그림 2 참조)

②『備急千金要方』, 『醫方類聚』, 『鄕藥集成方』, 『鄕藥救急方』등의의서에위의『救急簡易方』과유사한내용이보이는데,

이때椒대신川椒또는秦椒를사용함

(a)                                (b)

그림 7. (a) 김부식이『삼국사기』권 37/ 지리 4에 ‘초도(椒島)’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시기에 이미
고추가 재배됨을 알 수 있음. 초도(椒島)는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에 속하는 섬임. (b) 1808년에 발행
된『만기요람(萬機要覽)』의 군정편4(軍政編四)에 의하면‘초도’는‘以産椒故名’라고 하여‘초가 재배
생산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이미 고구려시기에 고추가 야생
시대를벗어나재배되고있음을알수있음. 호초는우리나라에서재배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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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몽자회』에나오는말들이거의현대에도그대로쓰이고있는데예를들어딸기[닻], 오디

[ ], 감[枾] 등은현재도그대로쓰이고있으므로유독고쵸만호초로바뀌었다는것이이치

에맞지않는다. 즉‘胡椒’라는한자어의음독으로호초라는단어가쓰여왔는데고쵸가호초

로변했다는논리는성립할수없다.

이기문의논리는‘임진왜란전에는아마도고추장은없었고, 검은후추장만있었고, 김치도

없었고, 백김치나, 후추김치(흑김치)만 있었는데, 고추가들어와서모든자리를고추에게내

주고호초는명예롭게, 그것도감쪽같이사라졌다’는이성우및그의추종자논리와크게다

르지않다. 이모두가고추가임진왜란때들어왔다는잘못된주장때문에일어난일이다. 또

한이기문역시고추는중남미산한종류이고이것이콜롬부스를통하여일본으로들어갔다

고믿고있기때문에오류가발생하 다.

이기문이고추가고쵸가아닌고초(苦椒)에서어원이왔다고주장하려면, 일본에서들어왔

다는남만초(南蠻椒), 남번초(南蕃椒), 왜개자(倭芥子)가고초(苦椒)로어떻게변화하 는지의

연결고리를찾아야하고, 18세기경에고초(苦椒)가문헌에많이나오는데(사실이주장도틀

림, 주 14 참조), 그렇다면그이전에는어떤단어에서‘苦椒’가유래되었는지고추의어원이

밝혀져야최초고추의어원이‘苦椒’라고주장할수있었을것이다. 이는이성우가‘18세기경

에고초(苦椒)라는단어가처음나오고, 임진왜란때남만초, 남번초, 왜개자가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문헌22)기록을 가지고, 일본에서 고추가 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

다. 왜왜개자, 번초가고추인지? 어떻게왜개자, 번초라는단어가‘苦椒’라는단어로변하

는지를먼저밝히는것이우선되어야그의논리가성립될수있는데이기문과이성우는이

를간과하 다.

이기문의주장과큰차이는없으나, 상대적으로최근에한의학자인金과高23)는고추의어원

이고초(苦椒)에서왔는데, 옛말고쵸는고추가아닌천초라고『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등몇

몇의유사한문장24)의문헌을들어주장하게된다. 물론이들의주장도『구급간이방』의내용만

을가지고볼때는일리가있을수있지만그들의주장도이기문의경우와같이‘고추가임진왜

란(지봉유설)전에는없었다’는틀린(僞) 대전제하에서시작되었으므로틀린(僞) 결론일수밖에

없다. 그들의주장대로라면천초의어원이『동의보감(東醫寶監)』25) 등수많은문헌에서우리말

인조피(죠피)라고나오므로이는결국천초의어원이조피가아니고고쵸라는것인데이역시

설득력은더욱없다. 물론『구급간이방』등의수편의문헌들에최초의저자(정확히누구인지모

름. 아마중국서적일것으로추정됨)가眞椒(또는천초)를椒로잘못표기한것(최초저자는제

25) 許浚, 『東醫寶監』, 木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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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표기하 는데잘못옮겼을가능성이있음)을다음저자 (『구급간이방』이외에 10여편의

문헌등혼란스러울정도로같은문장이나옴)가그대로배끼어썼을가능성은있다26). 문장의

내용을자세히분석하여보면『구급간이방』에나오는椒가『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나『향

약구급방(鄕藥救急方)』에나오는眞椒의잘못된표현일가능성일수도있다27). 아니면초와진

초가같거나. 진초(晉椒는아님), 초를다고초라고혼용하여표기하 을가능성도있다. 아무

쪼록이문제에대하여는앞으로좀더연구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2. 정대성(鄭大聲)론
정대성은『朝鮮半島の食と酒』28)와『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음식』29)에서 번초, 왜개자, 남만초

등이일본에서들어왔다는전제하에고추의어원은‘苦椒’이며苦椒→고추가되었다고한다.

한국에서는 지금 고추를 왜겨자나 남만초라하지는 않는다. 고추라고 한다. 이것은 고초

(苦椒)라는 한자 표기의 음이 변화된 것이다. 고(苦)란 16세기 초의 사전인『훈몽자회(訓

蒙字會)』에 의하면, “불이 붙는 듯한 자극적인 고통”이라고 해설되어 있는 것을 봐서 바

로 타오르는 듯한 매운 초라는 의미로‘고초’라고 붙여진 것 같으며 타당한 표현인 것

같다. 이 고초의 발음이 마침내 고추로 바뀐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초의 표현이 그대로

남아서 한자로 고초(苦草)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초(草)는 초 椒와 발음이 같은데다

가 식물, 다시 말하면 풀의 일종이 곧 한 데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선왕조의 궁중연

회 메뉴를 기록한 1800년대의『진연의괘(進宴儀軌)』에는 표기가‘고초’로 통일되어 있다

(정대성,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음식』, p. 202).

정대성은남만초, 번초, 왜개자에서어떻게고초가되었는지에대한해답을얻으려고노력

한점이돋보이지만고초(苦椒)이후의고추어원에대해서는근본적으로이기문의주장과같

다. 아마최남선이苦味30)가 있어서고추라는주장과이성우가苦椒의‘苦’자가쓰다는뜻도

26) 『鄕藥集成方』, 『鄕藥救急方』에는『구급간이방』에서의주 24)의 문장에서대부분은똑같고잘못표기된椒부분을眞椒

로수정한부분이보임. 이는 최초의문장에서椒는眞椒의잘못된표현이고椒는고쵸이기때문에언해를고쵸로달았

을확률이매우높다는증거임

27) 주 24 - ①의 문장을『향약집성방』이나『향약구급방』의문장에서椒가眞椒로바뀌었는데眞椒는川椒로해석해야문

맥이맞을수있음(다만진초가천초이며, 작은 고추가없다는전제하에서맞음). ‘졸해수가있으면배 1개에 50개의구

멍을내고구멍마다진초(眞椒) 한알 씩넣고뜨거운재에구워.... 제거하고먹는다.’즉『구급간이방』의초를고추로해

석하면맞지않을가능성이있음. 즉『구급간이방』의초는진초가천초라면(眞椒 = 晉椒 = 川椒일때만성립됨) 진초의

잘못된표현일가능성이있음. 문장을가져올때잘못가져오는경우가고문헌에는수없이많음

28) 鄭大聲, 『朝鮮半島の食と酒』, 中央公論社, 1998

29) 정대성, 김문길옮김, 『일본으로건너간한국음식』, 솔, 2000, pp.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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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맵다는뜻이있을것이라는주장과거의비슷하다31). 정대성의주장즉고(苦)자가“불이

붙는듯한자극적인고통”이있을거라는주장은앞서이성우의주장즉고(苦)자가“매워서

열이난다”는뜻이있어서고(苦)자가맵다는뜻이있다는주장과같으며그후金과高32)의주

장과도다를바없다. 정대성도이기문과같이논리의맹점을해결하지못한것은처음부터

고추는세계적으로한가지종류이며, 우리나라에는임진왜란이후에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

는잘못된전제가있었기때문이다. 즉앞서논문33)에서밝혀냈듯이고쵸라는말이고추를나

타내는말로우리나라에오래전부터있었다는전제하에서만풀릴수있는문제이다. 

여기서과연고(苦)라는 자가맵다는뜻이있어서우리나라초(椒)를고초(苦椒)라고했는

지분석해볼필요가있다. 첫째, 이성우의주장과는달리 15세기의어느문헌(『훈몽자회』,『유

합』)에도‘苦’를‘ 苦’로만되어있지‘매울苦’라는뜻은없었다(그림1, 그림8). 그이후의문

헌이나옥편에도‘매울苦’라는뜻은없다. 다만정대성이주장하는바와같이‘불이붙을것

같은자극있는맛인고’라는점에서고초라고우리나라에서불렸는지조사해볼필요가있다.

30) 崔南善, 『古事通』, 三中堂書店, 1943, p. 154 ; “苦椒는椒비슷한苦味의것이라하야”

31) 주 4) 참조

32) 주 23), 주 27) 참조

33) 주 1) 참조

그림 8. 『훈몽자회』의 고苦와같은내용의『유합』의‘苦쓸고’내용임(한 표기가 고와 쓸고로쓰인것으
로 보아 고와 쓸고가 혼용해서 쓰인것 같음. 아니면 유합의 씨체가 고인 것 같기도 함(자세한
분석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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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몽자회』의고(苦)의항목을재확인해보면다음과같이표기되어있다. 

苦 고 又困-又厭也又快也脆也 炎上作-

즉‘고(苦)는 쓸고, 괴로울고이며, 우곤(又困)은 고생, 곤궁(빈곤), 고난(괴로움), 우염야(又

厭也)는 물리치다, 싫어하다, 우쾌야(又快也)는 마음이 썩 통괘하다, 상쾌하다, 취야(脆也)는

조악(粗惡)한 뜻으로거칠고무르고연함을뜻하며, 염상작(炎上作)은 불꽃을내며타오르는

마음 작용으로 괴로움을 의미한다. 여기서 염상작-(炎上作-)을 쿠리타에이지(栗田英二)34)는

『-』은고(苦)를의미한다고하여즉,  ‘炎上作苦’라는표현은 중국의성구‘潤下作鹹, 炎上作

苦’35)에서의인용이며, ‘물은짠맛을만드는성질이있고, 불은쓴맛을만드는성질이있다’라

는뜻으로해석하면서정대성의‘불이붙을것같은자극적인맛인苦’라는것은무리한해석

이라고하 다36). 그러나그들은苦椒의苦가‘매울苦’에서왔다고억지주장하기위하여“이

때불은쓴맛을만들고고추를먹으면열이난다고하여苦자에는열과불이있어‘불이붙을

것같은자극있는맛苦’로확대해석한다”고하 다. 

고추가맵기때문에번초, 왜개자, 남만초를매운椒라개명하여부르고싶다면굳이매울

신(辛) 매울날(辣)이 이미 있는 데(『훈몽자회』, 그림 1), 어렵게도 중국성어에서 말이 안되는

苦를억지로끌어다가苦椒로하지는않았을것이다. 이들주장은‘고추가임진왜란전에없

었기에고쵸가고추가아니다’라고전제하에억지춘향격으로꿰어맞추어서해석하는것에

불과하다. 다시말하면고초는매운椒에서나온말이아니라오래전부터우리나라에서재배

해왔던고추라는사물을가르키는말‘고쵸’에서나오지않고는고초라는말이나올수없다

는직접적인증거이다. 

중국에는매운고초라는뜻으로‘辛椒, 辣椒’라고예부터쓰이고있으며현재까지도쓰이고

있다. 만일고추가일본에서왔다면일본에서온매운고추(번초, 남만초)를왜개자로했다가

굳이고초로바꿀필요가있었는지37), 왜『구급간이방』(1489년), 『훈몽자회』(1527년), 『주촌신

방』(1687년)에초(椒)를언해(諺解)하여‘고쵸’라고변함없이쓰고있는지, 매운맛을표현하고

싶으면일본에서쓰이고있는당신자(토카라시, 唐辛子)를한국에서그대로쓰면되지, 苦자를

굳이붙여서맵다는것을나타낼이유가없다. 따라서정대성이론은맞지않다.

34) 栗田英二, 고추(red pepper)의 어원에관한연구, 『人文藝術論叢』, 제18집, 1999, pp.253~269

35) 『大漢和辭典』, 諸橋徹次, 大修館書店, 1960

36) 주 34) 참조, p.258 

37) 주 24) 참조. 남만초, 왜개자, 번초라고표현되어있으며이들이같은기록에나오는고초라는기록은하나도없음. 오

히려이들과대비하여동시에우리나라고추[我椒], 고초[苦椒風]이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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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리타에이지(栗田英二)론
일본인쿠리타에이지는정대성론이나이기문론의문제점을인식하고왜왜개자, 남만초, 번

초가고초로바뀌었을까에대한깊은의문을갖고다시한번고추의어원을찾기시작한다38).

그는이기문, 정대성이론은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이론이라고먼저주장하고, 苦椒의어원

이과연어디에서왔는지, 다양한각도에서분석하려노력하 다. 우리나라에고유언어로있

었는지, 중국어에서의차용가능성, 몽골어39)에서유래, 일본에서유래가능성을분석한결과,

고추는 일본어인こしょう가어원이며こしょう→고쵸→苦椒→고추로바뀌었다고하

다. 즉고추가구주(九州) →한반도→일본관서지방(關西地方)으로전래되었다고가정(주 8

참조)하고, 고추의유래가일본의호초(胡椒)를일컫는말인kosyo(こしょう)에서유래하여한

반도에서그명칭이유통되어고쵸가된다음, 苦椒가되고오늘의고추가되었다고하 다.

이 주장은고추가일본에서들어왔다는한국내의잘못된학설때문에생기는엄청난오류와

왜곡으로왜이지경까지이르게되었는지국내식품과학자들의책임을통감하게한다.

쿠리타에이지 주장 중에서 몇가지사실은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고추를

코쇼(こしょう)라 불 을 수 있었을 것이다. 쿠리타에이지가 주장하는 일본에 있는 호초(胡

椒)는일본어로코쇼(こしょう)가맞고고초는구쇼(グしょう)에더가까운것은사실이다. 

쿠리타에이지는코쇼(こしょう)40)의일본에서의사용이1593년『다문원일기(多聞院日記)』41)

에처음나온다고하 다.

コセウノタ子尊識房ヨリ來, 茄子タ子フエル時分ニ植トアル間辛今日植了... 辛事無類(『다문원일기』)

즉코쇼를심는데, 가지를심는시기에심고, 씨는가지씨같이약간넓적하고, 그 껍질은

붉으며자루모양이고그안에씨가많다. 붉은껍질의매운맛에는입안에불이날정도라는

내용으로코쇼의씨모양을보아호초[후추]가아닌분명고초(苦椒)임에틀림없다. 즉일본에

서는우리나라에서나지않는호초[후추]만을호초라하지않고苦椒를호초라불리는경우가

많았다42). 『다문원일기』(1593년)의 시기는 우리나라에 이미『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1489

38) 주 34) 참조

39) 우랄알타이어로접근하려고하 다.

40) 『다문원일기』에의하면외래어표기에서따온 コセウ(kosyo)로 표기되어있는데쿠리타에이지는코쇼(こしょう)의

어원으로간주함

41) 나라지방의흥복사중이 3대에걸쳐써내려간절의일기

42)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번초남과변증설(番椒南瓜辨證說)에 의하면“番椒者。鄕名苦草。其原竝出南蠻。故

番椒或稱南蠻椒”(번초는민간에서는“고초(苦草)”라하며그근원이모두남만(南蠻)에서나왔기때문에, 번초를간혹

남만초(南蠻椒)라고한다), 또한 番椒。和漢三才圖會。胡椒。今云唐芥子。按出於南蠻(번초는『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에“호초(胡椒)”는지금은당개자(唐芥子, 당겨자)라고한다)라고하여우리나라에서남만초, 번초를호초와구분지어불

렸는데, 일본에서는번초도호초라불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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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등에 고쵸라는 말이 나오던 시대이므로, 코쇼가 우리나라에 향을 주어 번초₩왜개자가

‘苦椒’로불리었다는그의주장은맞지않다. 

오히려우리나라에서일본으로고추가들어갔다는내용이『대화본초(大和事初)』43)에보인다.

昔ハ日本ニ無之 秀吉公 伐朝鮮時 彼國ヨリ種子ヲ取來ル 故ニ俗ニ高麗胡椒ト云(옛날에

일본에는 고추가 없었는데,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조선 정벌때 그 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왔

기에 고려호초라 한다)

이를종합해볼때, 우리나라에서고쵸(고추)가임진왜란때일본으로들어가일본에서우

리나라의고쵸에 향을받아코쇼(こしょう)로불렸음을알수있다. 비록‘苦椒’라는한자

어가19세기초에널리통일되어쓰여졌다고하지만, 그훨씬이전에이미우리나라에는고쵸

라는한 이있었고이한 ‘고쵸’가일본으로들어가서한자어‘苦椒’로그대로는쓰이지

못하고고려호초(コラィコショウ) 또는코쇼(こしょう)라쓰여졌을것이다. 

이는일본의천문연간(天文年間, 1533~1555년)44)이후남만에서일본으로들어온번초(남만

초)와조선에서들어간것은다른것이므로이름도새로불리어져야함은물론이다. 그래서그

들은고추를코라이코쇼(コラィコショウ)라부르고한자로는고려호초(高麗胡椒)라기록하

으며, 남만에서들어온것은남만호초(南蠻胡椒)라고하 다45).

만일한국에고쵸라는말이없었으면그대로한자어‘胡椒’로기록하 을것이며굳이외래

어표기명인코쇼(コショウ)를고집하지않았을것이다. 즉쿠리타에이지의주장은고추의어

원을고육지책끝에일본에서들어왔다고주장한노력이역력히보인다. 

이모든논리의괘변이‘고추는우리나라에임진왜란전에는없었다’는대전제하에전개되

었기때문이다. 즉거꾸로우리나라에고추가있었고고추가일본으로건너갔을때일본에서

고추를호초또는코쇼라한것은한국에서고쵸라고하는고추가일본에들어갔고, 발음이호

초와비슷하여호초라고표기하거나외래어인코쇼라고표기하 다고결론지을수있다. 지

금도오키나와에서생산되는고추를코레구쓰(こ-れ-ぐ-す) 즉, 고려고추라고하는것을보

면간접적으로증명되는것이다46).

43) 見原益軒이 1709년에『大和本草』를간행함

44) 정대성은 1542년 이후라고한다.

45) 배명희₩이성우, 고추의歷史와品質評價에관한硏究, 『韓國生活科學硏究』, 1권 2호, 1984 p.190 ; 일본의『本朝世事談

綺』에의하면 1605년에담배와함께남쪽야만국에서왔기에남만호초(南蠻胡椒)라고한다.

46) 『오키나와방언자료집』에의하면고레 : 고려, 구쓰 : 고추, 즉 고려고추라고하며, 어원은조선반도로나온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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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을포함한어느누구도일본에서들어왔다는고추가, 왜개자, 남만초, 남번초등이

어떻게고초로바뀌었는지논리적근거를대는학자는아무도없었다. 만일고추의종류의다

양성과중국등한반도에서도고추가생산되었다는원점에서논리를새로전개하 다면지금

까지와는다른결론이나올수있었을텐데아쉬움으로남는다. 

Ⅳ. 고추의어원은‘고쵸’다

앞서이기문등여러학자들의연구에의하여고추의어원을‘苦椒’또는‘こしょう’라고

하 고저자는지금까지이들의주장이잘못되었다는것을논리적으로반박하 다. 그렇다면

고추의어원은무엇인가? 결론적으로말하면고추의어원은우리말‘고쵸’이다. 즉 고쵸→

苦椒→고초→고추이다. 

앞선논문의결론47)에서와같이고추는적어도수백년, 아니수천년이상우리나라문화와

함께하여 온 주요 양념(스파이스)의 핵심이다. 우리민족은 고추라는 식물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고쵸’라는이름으로부르고있었으며, 한 이없던시절에일반서민들은고쵸라는

자를어떻게표기할수도없었으나, 다만식자(識者)들은딸기[닻], 머루[萄], 마늘[蒜], 생강

[薑], 김치[菹], 오디[ ], 매실[ ], 감[ ], 다래[휙]와같이고쵸도한자외자‘椒’로표기하여

왔다(그림 1 및주 1) ③참조). 『훈몽자회』, 『구급간이방』, 『주촌신방』48)(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초(椒)는‘고쵸’로분명히표기되어있다. 즉한 이창제된후우리의고추도비로서

한 ‘고쵸’로표기될수있었다. 그래서한자로된胡椒, 川椒, 秦椒, 大椒, 蜀椒등이있어도

‘椒’는고쵸로인식되어왔다. 

그러나고추가워낙백성들이많이사용함에따라한자로자주쓰일필요성에의하여椒[고

쵸]의우리말에맞는말로‘苦椒’라는한자어가생겼을것이다. 이성우주장과는달리49) 임진

왜란 직후 광해군 ~ 인조 (1608~1659)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인『사의경험방

(四醫經驗方)』에‘苦椒’라는한자어가이미나온다50)(그림4). 우리고쵸가여러초(특히번초,

47) 주 1) 참조

48) 주 12) 참조 (그림 3)

49) 이성우도苦椒라는표현이 18세기말에처음나온다고하여고추가임진왜란전에없었다고주장하 으나그가고추가

일본에서들어왔다고주장하는근거로내놓은『지봉유설』(1614) 발간시기에이미고추라는한자(苦椒)가 있었다는증거

임. 이는 이성우주장의전제(전제조건; 苦椒라는문헌이나오지않는다)가 무너짐으로그의주장이근거없음을다시한

번보여주고있음

50) ① 주 15 참조, 그림 4참조

②이기문후추와고추에서苦椒라는표현은 18세기이후『 조실록』(권111, 44년8월계축, 1768년)에 苦椒醬, 『진연의

궤(進宴儀軌)』에처음나온다고하 음. 이미 1600년대의『사의경험방』뿐만아니라서명응(1716~1787)의『보만재총서

(保晩齋叢書)』에보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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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만초, 왜개자)가 들어온후에한자로‘椒’51)와 동시에‘苦椒’로쓰이기시작하다가(1687년

『주촌신방』에는椒라는한자와함께한 고쵸가기록되어있고 1600년대중반인『사의경험

방』에는苦椒로동시에쓰여짐), 19세기이후에는한자苦椒와함께한 ‘고초’52)로굳어지기

시작하 다. 19세기이전에는또한한자음역椒[고쵸]도古椒53)와苦椒가혼용되어쓰이다가

苦椒로많이쓰여지게된다. 가끔고초를한자어로苦草라고쓴경우가있는데, 이는苦椒와

다른뜻, 즉‘쓴풀’이라는뜻으로고초(苦草, Vallisneria spiralis)라는풀이있기는하지만,

고추를혼돈하여잘못표기하는경우가있다54). 우리주장은金과高의주장‘고추의한문표

기苦草는苦椒(고추)의잘못된표기’라는주장과일치한다55). 물론그후苦椒가고추로변화

된과정은이기문의주장과일치한다. 

그렇다면椒(고쵸)가맵다고하여신초(辛椒)로하지않고왜苦椒로되었을까? 하는의문이

생긴다. 그답은명확하다. 고추[椒]를‘고쵸’라는이름으로전국민이음식에사용하고김치,

고추장등을담 때에많이쓰다보니말에따른 자(한자어)를기록하여야할필요 (한자로

만들필요 : 造語)가 있었을것이다. 고쵸는일반서민들이부르던이름이고, 지식층은이를

한자椒로표현했다. 즉‘고쵸’라는사물을나타내는한자어‘椒’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

반적으로고쵸라는말이워낙많이통용되다보니 을쓸때, 椒의음 [고쵸]에맞는한자어

로조어(造語)할필요성이생긴것이다. 

원래사물이있고, 그를부르는이름과 (표기)에서표현할때각기달랐던것을시간이가

면서부르는이름으로한자가만들어져고초(苦椒)라는한자어를만들어가는언어의변천사

를겪게되면서, 椒에우리말과같은소리가나는‘고’라는 자를붙여古椒56), 苦椒등으로

쓰이다가苦椒로굳어지게된다. 이와같이우리말에근거하여한자로기록되어가는과정중

에일부는고초(苦草)라는잘못된표현도발생한것이다57). 

51) 그림 3, 그림 4 참조

52) 1828년 김지수(金芝 )의『셔 녹(西行錄)』에‘고초당초마늘 강굵은파의가는부초’1894년 조윤희(趙胤熙)의『관동

신곡(關東新曲)』에‘달착지근고초장은너머 다졈심요긔다한후의’, 내용이보인다. 

53) 1902~1903년『경상도각군둔역전답임인도도곡총수성책(慶尙道各郡屯驛田畓壬寅度賭穀摠數成冊)』＜新査得＞에는眞荏

₩古椒₩黍 등이있다. 

54) 1947년『동양의학』제1권 1호에서“編物針같은箸가락을前後左右로마음대로움지기면서苦草와김치깍둑이를常食

하는民族의體質을同一視할수는없다는것이다”는내용이있다.

55) 주 23 (金鐘德, 高炳熙, 고추(蕃椒, 苦椒)의 語源연구)에서는 20세기에이르러서까지도고추를苦草로잘못표현한사

전도『표준국어사전』(신용철) 등 10여편의사전이있음을제시하고있음

56) 1902~1903년에쓰여진『경상도각군둔역전답임인도도곡총수성책(慶尙道各郡屯驛田畓壬寅度賭穀摠數成冊)』의「新査

得」에는眞荏(참깨)₩古椒(고추)₩黍(기장) 등의 기록이있다. 

57) 이시필(李時弼)(1657~1724), 『소문사설( 聞事說』(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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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기록하는사람에따라쵸[椒]를고집하는사람도있다58). 

이러한 경우는 고추뿐만 아니라, 몇 몇 사물의 경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우리말대추를나타내는말도18세기전에는한자로는외자‘棗’, 한 로는‘대쵸’로쓰

이다가59) 나중에우리말의대쵸와맞게한자에대(大)자가붙어서대조(大棗)로쓰 다가60) 나

중에대추가되었다. 또한파초(芭蕉)도처음에는한자외자‘초(蕉)’로쓰이다가61) 우리말파

초와같은‘파’에맞는한자‘芭’자가붙어서芭蕉가되었다62). 파초파[芭]의경우는소리나는

대로파자가붙었다가나중에파초의의미가있는파초파[芭]가붙여지는경우가있다. 그러

나고추의苦나대추의大는쓰거나[苦], 옛것[古], 또는크다[大]는뜻이있는것이아니라서

민들이불 던이름그대로한자를조어하여붙인접두어에불과하다. 따라서이‘苦’라는

자에정대성이나이성우가주장하듯이‘불과같이뜨거운맛’이라든지‘맵다’는숨은뜻이있

다논하는것은무의미하다. 

고초가고추로되는현상은호도가호두, 대초가대추로되는등일종의역모음조화현상으

로흔히있는일이다. 

이시점에서이미 1600년대이후에古椒, 또는苦椒라는말이나오고이시필(李時弼, 1657

∼1724)의『소문사설( 聞事說)』에 순창고초장(淳昌苦艸醬)이 나옴(그림 9)에도 불구하고,

1766년 유중림(柳重臨)이 편찬한『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왜 굳이‘고쵸장’을 만초

장(蠻椒醬)으로표기하 을까따져볼필요가있다. 아마유중임은고쵸라는우리말을조어(造

語)하여‘苦椒’로표기할때‘쓰다’는뜻이맞지않거나새로운외래어(남만초, 남번초등)로

표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남만초(南蠻椒), 남번초(南蕃椒)는 번초로63) 고초(苦椒)와

는외형상약간다름을알수있다64). 

58) 1828년(순조28)의『부연일기(赴燕日記)』에“豆腐三斤。醬瓜四兩。椒一錢(두부 3근, 장아찌 4냥, 고추 1전, 나물 3근)”내

용으로보아苦椒라는한자어가당시에있었음에도고추를椒로쓰기도하 음

59) 장유(張維, 1587~1638)의『계곡집(谿谷集)』에‘每苦索棗梨(대추곶감달라고졸라애도썼었지)’와서유구(徐有 ,

1764~1845)의『인제지(仁濟志)』에‘棗대쵸’내용이보인다.

60)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산림경제(山林經濟)』에‘大棗’, 1808년『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에‘大棗’

가보인다.

61) 최립(崔 , 1539~1612)의『간이집(簡易集)』에‘桂캘盞愁蕉葉脆(가냘픈파초잎견뎌낼까술잔속의계온이요)’내용이

보인다.

62)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庭心綠芭蕉(뜰 중심에있는푸르른파초) 내용이보인다.

63) 『산림경제(山林經濟)』(1643~1715)에 의하면 남초(南椒)는 남만쵸. 일명 왜초(倭椒)라고 하 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번초는 향명고초(鄕名苦草)이며, 남만초는 즉 번초라고 하고, 번초(番椒)는 우리나라에서는 왜개자(倭芥子, 왜겨자)라 부

르기도하고왜초(倭草)라 부르기도한다라고기록되었다.

64) 『성호사설』제4권 만물문(萬物門)에 번초(蕃椒)에 대하여“一種聞從秦地來 容不待酷霜催 何人縛就猩毛筆 未許尖頭著

麝煤”(한 종류 번초는 진 나라에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붉은 그 모습 찬 서리 오기 전에 벌써 익었구나 어떤 사

람은 이를 따서 붓으로 이용하려 하면서도 뾰족한 머리의 사향처럼 향기로운 먹은 인정치 않네)라고 기록되어 번초의

모양은위가뾰족하여붓같이생긴것으로우리나라의고쵸와는약간다른품종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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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種聞從秦地來 容不待酷霜催 何人縛就猩毛筆 未許尖頭著麝煤/ 한 종류 번초는 진 나

라에서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붉은 그 모습 찬 서리 오기 전에 벌써 익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를 따서 붓으로 이용하려 하면서도 뾰족한 머리의 사향처럼 향기로운 먹은 인

정치 않네(『성호사설』제4권 만물문(萬物門) 번초(蕃椒)의 내용)

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도유중림은고쵸를한자로표기할때외래에서표기하는남만초에

서‘南’자를빼버리고만초(蠻椒)라고표기하고싶었을것이나고초를나타내는만초라는이

65) 『청장관전서』청령국지 2( 궜國志二) 의「물산(物産)」에 의하면, “番椒。出於南蠻。性大過。多食之。動火發瘡。墮胎。燒爲末。
拌飯。傅于行人繭足則已”(번초는 남만에서 나는 것인데, 불[火] 성질이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불기운을 일으켜 종기

가생기고낙태하며, 태워서가루를만들어나그네에게주면발에생긴물집이없어진다.)는 내용이있다.

66)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번초를고추대신사용하 음. “鷄心一串番椒辣(닭창자같은마른고추한꿰미놓여있다)”

그림 9. 이시필(1657-1724)이 쓴『소문사설( 聞事說)』에 순창고추장이 제조방법이 나오고 있음. 이성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소문사설』의 저자를 이시필(1657-1724)시대에는
고추가 없었고 이시필은 연경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자를 이시필보다 100년 후대인 1740
년대경의 이표(李杓)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하 음. 이시필은 어의(御醫)로 연경을 수없이 갔다 온 기록
이 있음. 즉 저자의 변경시도는 거꾸로 이성우도 고추가 임진왜란 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를발견하고도자기논리를계속주장하기위하여역사를조작하 다고해석할수있는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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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일반에게받아들여지지못하고문헌에서조차사라지고만다. 고추라는사물을나타내

는한자어[椒]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고쵸’라는말이워낙많이통용되다보니외래어격인

만초나, 번초65)는자리를잡지못하고18세기말에는‘苦椒’로흡수된다66).

Ⅴ. 고추의어원에나타난고추의다양성

우리나라의고추를이야기할때남미가원산지인고추가일본을거쳐우리나라에들어왔다

고주장하는것은무의미하다. 『브리태니카백과사전』에서도이미원산지가중국, 인도등아

시아가원산지라고내용이수정되어기록되어있다. 그러면왜고추의종류를호초, 진초, 남

만초, 촉초, 남번초등으로했을까생각해볼필요가있다. 왜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고추

를남만초, 남번초, 왜개자라고했다는말인가? 만일 1392년콜롬부스가남미의고추를유럽

으로가지고가서, 일본에먼저들어온후임진왜란때우리나라에들어왔다고주장한다면연

초(담배, 타바코), 남과(토마토)와 같이 유럽식 이름이 붙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히

(Aji), 캅시쿰(capsicum), 페퍼(pepper), 파프리카(paprika) 등으로부터유래한이름이붙어

져야할것이다. 그러나남만초, 남번초, 호초등중국식이름으로붙어져있다. 1799년『홍재

전서(弘齋全書)』에이미고추의종류를나타내는진초(秦椒), 촉초(蜀椒), 단초(丹椒), 호초(胡

椒), 대초(大椒) 등다양한고추가있었고67), 또한일본으로부터남만초, 남번초, 왜개자로불

려지는사람이죽을정도로아주매운고추가들어온것이다68). 명칭들을살펴보면중국을중

심으로진나라, 촉나라, 호나라등주변국가(오랑케국가)의이름이붙어져있음을알수있

다. 이를보면중국에서볼때, 중국을끼고있는사방의오랑케국가(東夷, 北狄, 西戎, 南蕃

등)에각기고추가있음을알수있다. 동이(東夷)에는고쵸[椒], 서융(西戎)을끼고있는북서

호(胡)나라에는호초(胡椒), 남번(南蕃, 티벳(吐蕃)) 등 남서쪽에는남번초(南蕃椒), 남쪽해양

야만족(野蠻族)인 오랑케 남만(南蠻)에는 남만초(南蠻椒)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외의 오랑케 국가입장에서 보면 중국인[華人]에게는 다양한 매운 맛을 내는 고유의 촉초(蜀

椒), 진초(晉椒), 당초(唐椒)가존재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현재세계풋고추생산량의절반

67) 이 때 椒의 의미가 진초(秦椒), 촉초(蜀椒), 단초(丹椒), 호초(胡椒), 대초(大椒) 등을 포함한 매운맛을 나타내는초의총

칭의 광의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진초(秦椒), 촉초(蜀椒), 단초(丹椒), 호초(胡椒), 대초(大椒) 모두가 다양한 고추의 한 종

류일수있음

68) 1614년 이수광(李쓱光)의『지봉유설(芝峯類說)』에“南蠻椒有大毒。始自倭國來。故俗謂倭芥子。今往往種之酒家。利其猛烈。或

和燒酒以市之。飮者多死。(남만초는 큰 독이 있다. 처음에 왜국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이것을 왜개자라고 한

다. 지금은가끔이것을심는데, 술집에서는몹시매운것을이용한다. 또는 소주에타서팔기도하는데이것을먹은자

는 많이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는 이미 소주에 고추를 타서 먹는 습관이 있었다는 증거임. 그래서 남만초를

타먹고죽는상황까지발생하여뉴스가되어지봉유설에기록된것으로보아여함



이상이 중국에서 건고추의 절반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이생산소비되고있음이이를간접증명하고있다(FAO자료2004).

이러한자료들을볼때도임진왜란때우리나라에들어온남만초, 남번초, 왜개자는서양의

고추69)가 아니라남만, 남번에서재배되는또다른고추즉남만초, 남번초가일본을통하여

들어왔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앞서이성우주장이나, 이기문주장은전제자체부터가틀

린것으로논의의대상이되지않는다.

Ⅵ. 결론

고추의어원을조사하면서고추는우리민족과함께하 고, 식문화와함께하 음을볼수

있었다. 우리나라의고추는임진왜란때들어왔다는번초와는다르게이미그이전에있었고,

고추의어원도남만초, 왜개자, 코쇼도아닌우리나라고유의고추를나타내는‘고쵸[椒]’가

그기원이다. 다만수많은문헌을살펴보면서호초(胡椒)를전부후추로해석할경우많은논

리적모순점이생긴다70). 고문헌(『음식디미방』등71))에우리말로표기된‘호초’가진정우리나

라에서생산되지않은그비싼후추인지아니면,『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72)에서나오듯이고

추의종류인지(고추를일부에서는호초라고기록했는지)에 대하여는더많은연구가필요할

것으로본다. 

결론적으로고추의어원은오랜역사동안우리나라에존재하 던고쵸에서유래하여고쵸

[椒] →苦椒→고초→고추로의단계를밟아변하여오늘에이르게되었다. 이시점에서한

가지부연하고싶은것은우리나라학자들이우리말의기원을자꾸한자에서만찾으려고하

는것을지양하여야하지않나생각된다. 대부분의기록이한자에의존하여기록되어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말의 발달상 사물을 지칭하는 말(우리말)이 먼저 있었고 그 기록이 한자로

있었으며, 나중에우리 이창제된후로는우리 로있었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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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히나파프리카, 파프리카는거의매운맛이없음

70) 예를 들어신채효흥보가의“호초(胡椒)만 해도팔천석이지야”의내용에서우리나라에후추가나지않고, 값비싼 (호초

한되(一升)가 소한마리(牛一匹)과 바꿀정도임) 후추팔천석이있을리가만무함. 현재 상인들이쓰는고추용어로한초는

조선고추로재래종을말하며, 호초는호고추로개량종을의미함

71) ① 안동장씨, 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

②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胡椒辨證說」에서는 호초가 중국에 사신들이 갖고 오는 품목(왕조실록)으로 너무 비

싸서 왕이 명하여 제주도에 심어 보라하 으나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음. 호초를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사용할 수는

없음

72) 권대련(權大連), 변섬(邊暹), 박세화(朴世華)(숙종 3년, 1677년)의『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에‘泥椒紅墻壁’을‘호쵸로

블근 墻壁에’로 한 언해하고 있음. 비싼 후추를 벽에다 바를 리도 없지만, 고추가 아닌 후추를 아무리 발라도 붉

은색이나타날수없음. 즉 고추를일부사람에서나또는일부지역에서는우리말호초로표기하기도하 다는증거임



27제2권 2호

아울러고추의이름이중국과중국의입장에서오랑케를나타내는당초, 호초, 만초, 번초

등으로불리었던것이왜우리나라(東夷)에서는이초(夷椒)로불리어지지않고‘고쵸’로불리

어졌는지에대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 중국에서는동이지방의고초(椒)라하여이초라불리

었는데, 우리나라(고구려)는고구려고초라하여‘고쵸’라불리어지지않았을까주장하는학자

도있다. 그러나이부분에대하여는국어학자나고문헌학자의연구몫으로남겨두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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