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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는과연임진왜란때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가?

■순창전통고추장의제조와우수성

■전통장류의세계화

■순창의농산물을순창의기술로세계인의식탁에

전통₩대륙₩나라
오래전부터한국고추

1)
의전래에대해많은관심을갖고있었으나임진왜란때일본을

통해서양
2)
의고추가담배와함께우리나라에전래되었다는설이통설로굳어지는상황

에대해서는소수의몇명만이아닌일반적인다수의사람들도보다정확한사실을알아
야한다는매우안타까운생각이들었다. 왜냐하면우리가알고있는일본에서의유래설
에대해꼭옳다고는할수없는여러반증이곳곳에서발견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우리나라한국의고추가일본에서들어왔다고주장하는근거에대해분석하고또
한이에대한반증을제시함으로써고추의일본전래설에대해강한의문을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이번기회를통해그동안고추에대해임진왜란때일본을통한남방전래
설과그이전에고추가만주, 요동등북방으로전래되어이미재배해오고있었고김치,
고추장제조에사용되었다는북방전래설에대한문제제기를함과동시에고추전래설에
대하여적어도균형감각을갖도록하고자이 을쓰기로한다.

1) 여기서한국고추라는것은전통적으로김치, 고추장발효에사용된고추를일컫는말로사용하고자함
2) 특히리베리아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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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순창에서는고추장의역사를1천년으로보고있음; 고려말이성계가스승인무학대사가기거하고있던순창
군구림면만일사를찾아가는도중, 어느농가에들러고추장에점심을맛있게먹고그맛을잊지못하다가조선을창건,
등극한후진상토록하여천하일미의전통식품으로유명해졌다
(순창전통고추장마을:http://sunchang.invil.org/village/info/intro/contents.jsp).

6) 최남선, 『고사통(故事通, 1943)』은한국사개설서로상고시대부터최근세에이르기까지정치·경제·사회·문화·종
교·교통등을서술하 다. 

7) 조선숙종때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1643∼1715)이지은『산림경제(山林經濟)』는농업과일상생활에관한광범위
한사항을기술한소백과사전적인책으로남초(南椒), 왜초(倭椒), 당초(唐椒)에대한고추와관련된기록이나오며고추
재배에대하여기술되어있음(왜재배법이기술되었지를분석해볼필요있음). 

8) 조선후기의학자성호이익(李瀷)의대표적저술인『성호사설(星湖僿說, 1723년경)』에번초(蕃椒)라는고추에대한자
료가나옴. 

9) 배명희·이성우, 고추의歷史와品質評價에관한硏究, 韓國生活科學硏究,(2): 187~202, 1984 <이논문에따르면
이수광의『지봉유설(芝峰類說)』에‘남만추유대독시자왜국래고속호왜개자왕앙종지주가이기맹렬혹화소주이제지음자
다사(南蠻椒有大毒始自倭國來故俗呼倭芥子往往種之酒家利其猛烈或和燒酒以帝之飮者多死)’라고기록되어있다. 
이를해석하면고초(苦椒)에는독이있다. 일본에서건너온것이라그이름을왜개자라고한다는뜻이라고주장한다.>

10) 『지봉유설(芝峰類設, 1614)』은이수광이편찬한한국최초의백과사전격인저술.
11) 1766년의류중임(柳重臨)의『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는

‘고추가운데짧고껍질이두꺼운한품종이있어서이것을특히당초(唐椒)라한다’
고기록되어있음. 이규경(李圭景: 1788~?)이편찬한『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번초(蕃椒), 고초(苦椒), 남만초(南蠻草) 
등의명칭과도입경로에관한기록이있음.
고려때이인로(李仁老:1152~1220)가지은
『파한집』에호초의기록이있으며, 고려공민왕
원년(1390년)에사신이일본오끼나와에서호초300근
을가져온기록이있음.

고추의남방전래설
우리나라사람이유독즐겨먹는고추는사실김치의역사만큼이나

3,4)
우리나라의식품역

사와오랫동안함께해왔기에(북방전래설) 고추를빼고김치, 고추장
5)
을생각할수없는것

은보편적인생각으로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최남선의『고사통(故事通)』

6)
이라는역사서에서임진왜란이후에발견된백과사전

격인『산림경제(山林經濟)』
7)
와『성호사설(星湖僿說)』

8)
에고추와관련된이름과재배법이처

음으로 기술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유럽의 고추가 담배와 같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갖고
들어왔을것이라추정하게되었다. 

또한이성우
9)
가 이수광의『지봉유설(芝峰類設)』

10)
의‘왜개자(倭芥子)’를언급하면서‘왜’

자로보아일본에서들어왔다고말해도좋을것같다고하 는데바로이논문에서‘말해도
좋을것같다’는추정이마치임진왜란때일본군에의하여우리나라에들어왔다는남방전
래설을 정설인양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마치
고추가일본으로부터전래되었다는남방전래설이사실인양인식하고그것을교과서에도기
록하여임진왜란이후에전래되었다고기술되고있는실정이다.

고추의남방전래설에대한반증

고추의유래및명칭
이성우가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의왜개자(倭芥子)가 고추라고주장하기에는몇

가지문제점이있다. 중국고문헌에서는고추로추정되는용어가우리나라에서당초(唐椒),
번초(番椒), 호초(胡椒) 등으로불렸다고한다.

11)

3) 김치는지금부터2천6백년~3천년전인시경시대(詩經時代)를기원으로잡는다;  ①시경(詩經) / 국풍(國風) / 소남
(召南)  / 채빈(采 ) : 賦也라方曰筐이요圓曰 라湘은烹也니蓋粗熟而淹以爲菹也라錡는釜屬이니有足曰錡요無足
曰釜라(부(賦)이다. 네모진것을광(筐)이라하고, 둥근것을거( )라한다. 상(湘)은삶음이니, 대강삶아서담가김치를
만드는것이다. 기(錡)는가마솥의등속이니, 솥에발이있는것을기(錡)라하고, 발이없는것을부(釜)라한다.)  ②시경
(詩經) / 소아(小雅) / 북산지십(北山之什)  / 신남산(信南山) :中田有廬요疆 有瓜[ 攻乎反] 어늘是剝是菹[側居反] 하
여獻之皇祖하니曾孫壽考[ 孔五反] 하여受天之祐[侯古反] 로다(밭가운데여막(廬幕)이있고강역(疆 )에오이가있
거늘이것을깎아김치를담가서황조(皇祖)에게올리니증손(曾孫)이수고(壽考)를누려하늘의복(福)을받으리로다)

4) 우리나라의경우요동시대(고구려시대)부터저(菹)로불리는김치가있었을것으로본다: 옛날에는김치라고부르지않았
고우리말로는‘지’, 중국어로는‘저(菹)’라고불렸다. 우리나라의김치류에관한최초의기록은중국의『삼국지』「위지동이
전」에고구려조로＂고구려인은술빚기，장담그기, 젓갈등의발효음식을매우잘한다.＂고씌어있어이시기에이미저장
발효식품을생활화하 음을알수있다. 김치를뜻하는‘저(菹)’라는 자는『고려사(高麗史)』에처음등장한다. 이는우리
나라김치에대한최초의기록으로고려사제60권예지(禮志) 제14권새벽관제제사를올릴때의진설표에저(菹) 4종(부
추지, 순무지, 미나리지, 죽순지)이나온다. 또삼국사기에의하면신문왕이683년에왕비를맞이하면서내린폐백품목가
운데간장, 된장, 젓갈무리가들어있어발효식품이상용되고있었음을보여준다. 이시기에산출된채소인순무, 외, 가지,
박, 부추, 고비, 죽순, 더덕, 도라지, 고비등으로소금에만절인것이주된김치무리 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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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보아일본에서들어왔다고말해도좋을것같다고하 는데바로이논문에서‘말해도
좋을것같다’는추정이마치임진왜란때일본군에의하여우리나라에들어왔다는남방전
래설을 정설인양 생각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마치
고추가일본으로부터전래되었다는남방전래설이사실인양인식하고그것을교과서에도기
록하여임진왜란이후에전래되었다고기술되고있는실정이다.

고추의남방전래설에대한반증

고추의유래및명칭
이성우가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의왜개자(倭芥子)가 고추라고주장하기에는몇

가지문제점이있다. 중국고문헌에서는고추로추정되는용어가우리나라에서당초(唐椒),
번초(番椒), 호초(胡椒) 등으로불렸다고한다.

11)

3) 김치는지금부터2천6백년~3천년전인시경시대(詩經時代)를기원으로잡는다;  ①시경(詩經) / 국풍(國風) / 소남
(召南)  / 채빈(采 ) : 賦也라方曰筐이요圓曰 라湘은烹也니蓋粗熟而淹以爲菹也라錡는釜屬이니有足曰錡요無足
曰釜라(부(賦)이다. 네모진것을광(筐)이라하고, 둥근것을거( )라한다. 상(湘)은삶음이니, 대강삶아서담가김치를
만드는것이다. 기(錡)는가마솥의등속이니, 솥에발이있는것을기(錡)라하고, 발이없는것을부(釜)라한다.)  ②시경
(詩經) / 소아(小雅) / 북산지십(北山之什)  / 신남산(信南山) :中田有廬요疆 有瓜[ 攻乎反] 어늘是剝是菹[側居反] 하
여獻之皇祖하니曾孫壽考[ 孔五反] 하여受天之祐[侯古反] 로다(밭가운데여막(廬幕)이있고강역(疆 )에오이가있
거늘이것을깎아김치를담가서황조(皇祖)에게올리니증손(曾孫)이수고(壽考)를누려하늘의복(福)을받으리로다)

4) 우리나라의경우요동시대(고구려시대)부터저(菹)로불리는김치가있었을것으로본다: 옛날에는김치라고부르지않았
고우리말로는‘지’, 중국어로는‘저(菹)’라고불렸다. 우리나라의김치류에관한최초의기록은중국의『삼국지』「위지동이
전」에고구려조로＂고구려인은술빚기，장담그기, 젓갈등의발효음식을매우잘한다.＂고씌어있어이시기에이미저장
발효식품을생활화하 음을알수있다. 김치를뜻하는‘저(菹)’라는 자는『고려사(高麗史)』에처음등장한다. 이는우리
나라김치에대한최초의기록으로고려사제60권예지(禮志) 제14권새벽관제제사를올릴때의진설표에저(菹) 4종(부
추지, 순무지, 미나리지, 죽순지)이나온다. 또삼국사기에의하면신문왕이683년에왕비를맞이하면서내린폐백품목가
운데간장, 된장, 젓갈무리가들어있어발효식품이상용되고있었음을보여준다. 이시기에산출된채소인순무, 외, 가지,
박, 부추, 고비, 죽순, 더덕, 도라지, 고비등으로소금에만절인것이주된김치무리 을것이다.



+ 009008

그리고 우리나라 고추의 어원은『산림경제(山林經濟)』
12)
에 나오는 남초(南椒), 남(만)초

(南蠻草), 당초(唐椒), 왜초(倭椒), 『성호사설(星湖僿說)』
13)
에 나오는번초(番椒) 등으로불

린 듯하다고 한다. 또한‘고추’라는 어원은‘고초(苦椒)’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한다.

14)
이런측면에서볼때이성우가근거로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에

나오는왜개자(倭芥子)가과연한국고추를말한것인가에대해서는강한의문을갖게된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에는 당초(唐椒), 호초(胡椒)라 불리던 것이 왜 갑자기 왜개자(倭芥
子)로불렸을까? 하는것이고, 두번째로왜개자(倭芥子)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지봉
유설(芝峰類設)』의근거로고추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것을단순히무비판적으로받아
들이기에는논리적으로부족한면들이많기때문이다. 게다가반론으로도고추의어원을왜
고초( 椒)라고하 는가? 고추는한반도에순수우리말로‘고쵸’라는말로존재하 고이
를한자로는‘초(椒)’로기록해사용해왔으며비슷한품종으로당초(唐椒), 호초(胡椒), 번
초(番椒)가 있었는데그것을나중에한자로굳이조어해야할필요성에의하여고초( 椒)
라고조어하여한자로병행하 다가결국우리말고추로다시살아났을가능성을배재하고
있지는않은가?(『훈몽자회(訓蒙字會)』

15)
에는‘椒고쵸, 쵸’라고기록함) 

고추의종류(품종)
고추의 다양한 이름과 같이 고추 품종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앞서 고추의

명칭유래에서언급한것과같이이성우가근거로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에나오는
왜개자(倭芥子)가 과연한국고추일까아니면또다른고추품종의일종인가? 그것도아니
면고추와다른겨자(작은개자또는일본겨자)는아닐까하는의문이든다. 분명일본군이
한국고추와다른작은겨자를갖고들어왔는데‘아주작은개자’라는의미로해석하여‘왜
개자(倭芥子)’로 하 든지 혹은 겨자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이를
왜개자(倭芥子)로하지는않았을까하는것이다.

16)

즉 품종 차원에서한국고추와왜개자(倭芥子)와의 차별성이과연존재하는지에대해문
헌적, 생물학적으로도밝힐필요가있다.

만약최남선의추정과같이고추가담배, 토마토처럼스페인에서일본으로건너갔다가다
시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파프리카 등으로 대표되는 스페인 고추는 우리나라 한국
고추와는품종적으로도거의일치하지않는다. 오히려우리나라고추와가장가까운품종은
우리나라와같은어족(우랄알타이어족)인 헝가리의고추와비슷하기때문이다. 즉 이런 문
제는현재발달한유전자다양성검사로분석해보면알수있지않을까? 만약헝가리고추가
우리나라고추와유전자다양성에서오히려더가깝다면과연헝가리의고추는어디에서부
터전래되었을까? 즉반증적으로고추는우랄알타이어족의이동과함께한전래농산물이라
는주장에더신빙성이있다고볼수있다(북방전래설).

고추와관련된음식문화
이성우, 최남선의주장과같이만약고추의남방전래설이맞는것이라면우리는임진왜란

때왜군이왜고추를가지고왔을까? 하는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왜냐하면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식용으로사용하기위한고추를군인이가지고왔다면그것은식량으로사용하
기위해가지고들어왔을것이다. 다시말해담배와같이단순히군인들의기호식품으로사
용하기 위해 가져왔다는 것은 충분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식량 주재료든지 부재료든지 일
본군이가지고들어왔다면과연그들이어떤식품을먹었기에고추가그렇게필요하 을까?
이점에있어아무리생각해도확실한답은나오지않는다. 왜냐하면임진왜란이전에고추
를이용한일본의전통음식이존재했는지는몰라도근세에일본에는군인들이꼭고추를이
용해먹어야할음식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17)
오히려고추를이용한음식으로보면우

리나라에김치
18)
와 고추장이존재했고중국의생홍초장등이대륙에존재했다.

19)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전에백김치밖에없었던김치의종류가우리나라에고추가들어오자마자겨우
1~2백년만에전국적으로수백가지종류의김치로발전하 다는것은현재의과학으로도
풀수없는불가사의한측면이있다.

20)

일본의군인들이자국에서조차먹지않았던고추를왜전쟁중에가지고왔을까? 하는것
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지봉유설(芝峰類設)』에 나온
것과 같이 상비약 성격으로 가지고 들어온 겨자를 일본군이 들여왔기에 왜개자(倭芥子)로
부르게된것은아닐지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17) 현재일본은시치미(七味)라는양념에고춧가루를조금뿌리는것이유일하다고함
18)혹자(이성우가직접대답했다는말도있음)는고구려시대부터내려온김치는고추가없었기때문에백김치로존재하 다

고주장하는데문제가있음
19) 이성우, 중국, 한국, 일본저채류의변천과교류에관한연구, 남대논문집9집(1975)
20) 조44년때「 조실록」에고추장(고쵸장)이라는말이나왔는데임진왜란때들어온고추를이용하여불과1~2백년

만에메주가루와고추가루를섞어고추장으로만들어전국적으로확산시켰다는것도불가사의한측면이있다. 

12) 홍만선, 『산림경제』(山林經濟』, 1715년간행
13) 이익,『성호사설』(星湖僿說』, 1723년간행

14) 이기문, 후추와고추, 새국어생활, 8(4), 1998
15) 중종22년(서기1527년), 『훈몽자회(訓蒙字會)』

16) 임진왜란때왜군이발에물집이생겼을때
사용하기위해가지고왔다는구전이있음

(누가이를처음 월로한것인지는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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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듯하다고 한다. 또한‘고추’라는 어원은‘고초(苦椒)’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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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측면에서볼때이성우가근거로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에

나오는왜개자(倭芥子)가과연한국고추를말한것인가에대해서는강한의문을갖게된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에는 당초(唐椒), 호초(胡椒)라 불리던 것이 왜 갑자기 왜개자(倭芥
子)로불렸을까? 하는것이고, 두번째로왜개자(倭芥子)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지봉
유설(芝峰類設)』의근거로고추가일본으로부터들어왔다는것을단순히무비판적으로받아
들이기에는논리적으로부족한면들이많기때문이다. 게다가반론으로도고추의어원을왜
고초( 椒)라고하 는가? 고추는한반도에순수우리말로‘고쵸’라는말로존재하 고이
를한자로는‘초(椒)’로기록해사용해왔으며비슷한품종으로당초(唐椒), 호초(胡椒), 번
초(番椒)가 있었는데그것을나중에한자로굳이조어해야할필요성에의하여고초( 椒)
라고조어하여한자로병행하 다가결국우리말고추로다시살아났을가능성을배재하고
있지는않은가?(『훈몽자회(訓蒙字會)』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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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다양한 이름과 같이 고추 품종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하고자 한다. 앞서 고추의

명칭유래에서언급한것과같이이성우가근거로주장하는『지봉유설(芝峰類設)』에나오는
왜개자(倭芥子)가 과연한국고추일까아니면또다른고추품종의일종인가? 그것도아니
면고추와다른겨자(작은개자또는일본겨자)는아닐까하는의문이든다. 분명일본군이
한국고추와다른작은겨자를갖고들어왔는데‘아주작은개자’라는의미로해석하여‘왜
개자(倭芥子)’로 하 든지 혹은 겨자가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이를
왜개자(倭芥子)로하지는않았을까하는것이다.

16)

즉 품종 차원에서한국고추와왜개자(倭芥子)와의 차별성이과연존재하는지에대해문
헌적, 생물학적으로도밝힐필요가있다.

만약최남선의추정과같이고추가담배, 토마토처럼스페인에서일본으로건너갔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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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와관련된음식문화
이성우, 최남선의주장과같이만약고추의남방전래설이맞는것이라면우리는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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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오히려고추를이용한음식으로보면우

리나라에김치
18)
와 고추장이존재했고중국의생홍초장등이대륙에존재했다.

19)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전에백김치밖에없었던김치의종류가우리나라에고추가들어오자마자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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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본의군인들이자국에서조차먹지않았던고추를왜전쟁중에가지고왔을까? 하는것
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지봉유설(芝峰類設)』에 나온
것과 같이 상비약 성격으로 가지고 들어온 겨자를 일본군이 들여왔기에 왜개자(倭芥子)로
부르게된것은아닐지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17) 현재일본은시치미(七味)라는양념에고춧가루를조금뿌리는것이유일하다고함
18)혹자(이성우가직접대답했다는말도있음)는고구려시대부터내려온김치는고추가없었기때문에백김치로존재하 다

고주장하는데문제가있음
19) 이성우, 중국, 한국, 일본저채류의변천과교류에관한연구, 남대논문집9집(1975)
20) 조44년때「 조실록」에고추장(고쵸장)이라는말이나왔는데임진왜란때들어온고추를이용하여불과1~2백년

만에메주가루와고추가루를섞어고추장으로만들어전국적으로확산시켰다는것도불가사의한측면이있다. 

12) 홍만선, 『산림경제』(山林經濟』, 1715년간행
13) 이익,『성호사설』(星湖僿說』, 1723년간행

14) 이기문, 후추와고추, 새국어생활, 8(4), 1998
15) 중종22년(서기1527년), 『훈몽자회(訓蒙字會)』

16) 임진왜란때왜군이발에물집이생겼을때
사용하기위해가지고왔다는구전이있음

(누가이를처음 월로한것인지는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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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헌을보면이성우가고초(苦椒)의 원조라주장하는왜개자(倭芥子)와 고려후추와는
전혀다름을알수있고조선에서부터전래되었음을분명히알수있게된다. 또한 그이후
에 발간된『물류칭호(物類稱呼)』

25)
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라 하고, 『화한삼재도회

(和漢三才圖會)』, 『본초세사담기(本草世事談綺)』, 『성형도설(成形圖說)』등에는 우리나라
혹은남만에서온것이라기록되어있다.

26)
이 책들은비록일본에서발간된것이지만임진

왜란이끝나기 2백년도채안되는시점에서여러책에서고추가조선에서부터전래되었다
고언급할수있다는것은이성우의주장과같이『지봉유설(芝峰類設)』보다는 확실한자료
임을결코부인할수없다.

맺는말
결론적으로한국의고추가임진왜란때일본을통해전해졌다는남방전래설을아무런비

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당초(唐椒), 호초(胡椒), 고쵸
( 椒)와 같이 우랄알타이어족의 이동 아니면 북방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고추가 들어오게
된것은아닐까하는북방전래설에더무게를둘수있기때문이다. 이제는북방전래설에
대해좀더시간을두고검토할시기가되지는않았나생각하게된다. 또한 이에대한문제
들을 여러 방면으로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고문헌 사료의 조사분석, 유전자다양성 등 생물
학적 조사연구와 같이 다각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추의 전래
유래에강호제현의식품및관련연구를하는많은학자들의관심과논란, 비판(반론)이있
기를바란다. 또한 앞으로제기된논제에대하여문헌적, 과학적, 사료적 분석과보완역시
충분히이루어져야될것으로생각한다.

25) 1775년간행
26) 정대성(鄭大聲), 『우리음식문화의지혜』역사비평사, 2001

고추와관련된구전
구전설화와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자료 없이 과학자가 언급하기에는 참으로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세월을 거쳐 구전되어온 이야기들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구
전되어온내용중태조이성계가조선을세우기전에무학대사와전라북도순창의만일사에
서고추장을먹었을때그맛이워낙좋았기에조선을건국한후순창고추장을진상토록하
다는구전이있다. 물론이에대해우리는사실유무를파악하기위해서라도그에대한자

료를찾아볼필요는충분히있으며현재로써도이러한구전을전적으로무시할수있는어
떤근거도존재하지않는다.

21)
또 한 가지의이야기는임진왜란때권율장군의행주산성싸

움에서우리아낙네들이왜군을향해돌을던져일본군을무찌를때고춧가루를함께뿌려
혁혁한공로를세웠다는이야기가있다.

22)
그런데우리가알고있는상식대로라면어떻게임

진왜란때들여온고추를재배하여역으로일본군을무찌르는데사용할수있었다는말인
가? 하는것이다. 더구나임진왜란때가지고들어왔다면일본군이요즈음화생방과같이무
기로사용하기위해가지고들어왔다는말밖에는되지않는것이아닌가? 또한아직인용된
문장을정확히찾지못하 지만최치원의『계원필경(桂苑筆耕)』

23)
에 보면‘고초당초아무리

맵다하기로 시집살이보다 매울까’라는 문장이 있다고한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번역을 하
는지는모르겠지만분명임진왜란이전에고초(苦椒)는우리나라에서재배되었고식용으로
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헌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이 문헌을찾으면‘고초(苦椒)’라는 어원에
대한최초의문헌이될것으로사료됨). 

고추와관련된일본의문헌
반대로일본의문헌에는고추를조선으로부터가져왔다는문헌이존재한다. 이문헌은임

진왜란이끝나고1백년후에쓰인책으로『대화본초(大和本草)』
24)
라는책이다.

그런데이책에는고추가옛날의일본에는없었는데토요토미히데요시가조선을정벌할
때고추종자를가져왔고이런연유로고추를‘고려후추’라고불 다는내용이존재한다. 

21) 이런구전설화는많은책자에인쇄되어나왔는데처음주장한사람은밝혀져있지않음(탁본을해석해서나온말도
있음)

22) 구전에의함(미생물생물공학회(2003)에서발표), 관련된문헌을찾아볼필요가있음
23) 최치원(崔致遠)의『계원필경(桂苑筆耕)』에나온다는주장이있음(고문헌확인이필요), 경상도지방에는이런가사의오래

된민요가있음
24) 1709년간행

만일사장독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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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왜란때들여온고추를재배하여역으로일본군을무찌르는데사용할수있었다는말인
가? 하는것이다. 더구나임진왜란때가지고들어왔다면일본군이요즈음화생방과같이무
기로사용하기위해가지고들어왔다는말밖에는되지않는것이아닌가? 또한아직인용된
문장을정확히찾지못하 지만최치원의『계원필경(桂苑筆耕)』

23)
에 보면‘고초당초아무리

맵다하기로 시집살이보다 매울까’라는 문장이 있다고한다. 이에 대해 정확한 번역을 하
는지는모르겠지만분명임진왜란이전에고초(苦椒)는우리나라에서재배되었고식용으로
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헌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이 문헌을찾으면‘고초(苦椒)’라는 어원에
대한최초의문헌이될것으로사료됨). 

고추와관련된일본의문헌
반대로일본의문헌에는고추를조선으로부터가져왔다는문헌이존재한다. 이문헌은임

진왜란이끝나고1백년후에쓰인책으로『대화본초(大和本草)』
24)
라는책이다.

그런데이책에는고추가옛날의일본에는없었는데토요토미히데요시가조선을정벌할
때고추종자를가져왔고이런연유로고추를‘고려후추’라고불 다는내용이존재한다. 

21) 이런구전설화는많은책자에인쇄되어나왔는데처음주장한사람은밝혀져있지않음(탁본을해석해서나온말도
있음)

22) 구전에의함(미생물생물공학회(2003)에서발표), 관련된문헌을찾아볼필요가있음
23) 최치원(崔致遠)의『계원필경(桂苑筆耕)』에나온다는주장이있음(고문헌확인이필요), 경상도지방에는이런가사의오래

된민요가있음
24) 1709년간행

만일사장독대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