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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herbal name and four Qi(四性) of genus 

curcuma in the Korea Pharmacopoeia ninth Edition.

Methods : Compare with the name and four qi of genus curcuma from the Korea Pharmacopoeia 

ninth Edition and the other nation’s Pharmacopoeia and main herbal medicine books.

Results : 1. The Rhizoma of Curcuma longa is called Kanghwang in KP 9, but is called Ulgeum in 

the main herbal medicine book.

2. The Rhizoma of genus curcuma except Curcuma longa is called Achul in KP 9, but is called 

Kanghwang in the main herbal medicine book.

3. The root of genus curcuma is called Ulgeum in KP 9, but is called Achul in the main herbal 

medicine book.

4. The four qi of the Rhizoma and Radix of genus curcuma is recorded worm and cold in the Ch. p 

2005, but is recorded cold and worm in the main herbal medicine book.

Conclusions :  Kanghwang, Achul, Ulgeum in the KP 9 is equivalent Ulgeum, Kanghwang, Achul in 

the main herbal medicine book. The four qi of Rhizoma is cold, Radix is warm. 

Key words : Curcuma longa, four qi, cold, warm, Rhizoma

서  론

한약재의 기원과 규격기 은 약사법1)에 따라 식품의약

품안 청이 발간한 ≪ 한약 ≫
2,3)과 ≪ 한약 외한약

(생약)규격집≫
4)과 ≪ 한약 외의약품집≫5)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이외의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존

한약서에 한 잠정규정≫
6)
에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한의사는 의료법시행규칙
7)
에 의해 이들 규정에 

합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를 조합한 처방의 경우는 식약청의 ≪ 한약 ≫
2)

과 ≪ 한약 외의약품집≫4),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처방에 한 규정≫
8)
 등에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재에 따라서는 ≪신농본 경≫ 이래로 지

까지 기원이 변천해 온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행 

약 의 기 을 과거의 처방에 그 로 용하면 문제 을 

드러난다. 표 인 경우로는 桂枝
9), 枳實10), 皂角子와 皂

莢
11), 그리고 藿香12) 등을 들 수 있고, 鬱金, 薑黃, 莪朮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3품목은 活血祛 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한

약 ≫ 제9개정(KP 9)
3)에서 薑黃은 Curcuma long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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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기, 莪朮은 C. wenyuzin, C. kwagsiensis, C. phaeocaulis

의 뿌리 기, 鬱金은 앞의 식물 4종의 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는 ≪中華人民共和國藥典≫(이하 中國藥典) 2005

년
13)과 기본이 동일하다. 그리고 ≪中國藥典≫에서는 

약성을 Rhizoma인 薑黃과 莪朮은 따뜻하고 Radix인 鬱

金은 차다고 하 다.  

하지만 ≪唐本草≫14)나 ≪本草圖經≫14) 등 本草書에서

는 약용부 가 달리 기술되어있고, 藥性도 鬱金과 薑黃은 

차고 莪朮은 따뜻하다 하 으므로 재의 약용부 와 약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17).

따라서 鬱金, 薑黃, 莪朮의 기원과 약성에 하여 주요 

본 서의 기록과 행 각국의 공정성의 기 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범   방법

1. 연구범  

연구범 는 고 으로는 ≪唐本草≫, ≪本草圖經≫, ≪本

草綱目≫
15), ≪植物名實圖 ≫16), ≪本草拾遺≫14), ≪日華

子本草≫
14)
, ≪東醫寶鑑≫

17)
, ≪本草從新≫

18)
, ≪本草求

眞≫
19)이고, 재 藥典으로는 ≪ 한약 ≫ 제8개정2), 제

9개정
3), ≪中國藥典≫ 1977년20), 1985년21), 1990년22), 1995

년
23), 2000년24), 2005년 13), ≪日本藥局方≫ 제15改正25), 

≪조선인민공화국약 ≫
26), Vietnam Pharmacopoeia27), ≪中

華民國中藥典范≫
28)

이며, 그리고 ≪식품공 ≫
29)
, ≪鄕藥集

成方≫
30)과 ≪조선왕조실록≫31)에 수록된 鬱金, 薑黃, 莪

朮,  片薑黃의 기록이다. 

2. 연구방법

이들 문헌에서 鬱金, 薑黃, 莪朮, 그리고 片薑黃 련 

자료를 발굴하 다.

① 한국, 국, 베트남, 일본, 북한, 만 등 6개국의 

공정서에서 鬱金, 薑黃, 莪朮의 기원을 조사하 다. 

② ≪ 한약 ≫ 제8개정과 제9개정에서 기원과 약용

부 , 가공방법을 비교하 다. 

③ 식품공 에서 鬱金, 薑黃, 莪朮의 기원을 조사하 다. 

④ ≪中國藥典≫ 1977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

년, 2005년 에서 기원의 변천을 조사하 다. 

⑤ ≪中國藥典≫ 2005년 에서 약용 부 , 기미, 귀경, 

효능,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 회분, 정유, curcumin 

함량을 조사하 다. 

⑥ ≪唐本草≫, ≪本草圖經≫, ≪本草綱目≫에서의 기술을 

조사하 다.

⑦  ⑥의 결과를 기미, 식물, 꽃, 지하부, 산지의 항

목으로 재편집하 다. 

⑧ ≪本草拾遺≫, ≪日華子本草≫, ≪東醫寶鑑≫의 薑

黃 기원과 기미를 조사하 다.

⑨ ≪本草從新≫, ≪本草求眞≫, ≪植物名實圖 ≫의 

薑黃에 한 기술을 조사하 다. 

⑩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련자료를 조사하

다.  

결  과

1. 각국 공정서의 기원

한국, 국, 일본, 북한, 만, 베트남 등 6개국 공정서

에는 鬱金, 薑黃, 莪朮을 수록하 다. 기원종으로 C. 

longa는 모든 나라에서 수록하 고, C. wenyuzin, C. 

kwangsiensis, C. phaeocaulis를 수록한 나라는 한국과 

국이며, C. aromatica는 북한과 만이, C. zedoaria는 

일본․베트남․ 만 그리고 북한이, C. zanthoides는 북

한이 유일하게 수록하고 있다. 

Table 1. 각국 공정서의 기원  

학명 한국 국 일본 베트남 만 북한

Rhizoma C. l. 薑黃  薑黃 鬱金 薑黃 薑黃 薑黃

C. w. -  片薑黃 - - - -

莪朮  莪朮 - - - -

C. k. 莪朮  莪朮 - - - -

C. p. 莪朮  莪朮 - - - -

C. a. - - - - - 薑黃

C. zed. - - - 莪朮 莪朮 莪朮

C. zan. - - - - - 薑黃

Radix C. l. 鬱金  鬱金 - - - 鬱金

C. w. 鬱金  鬱金 - - - -

C. k. 鬱金  鬱金 - - - -

C. p. 鬱金  鬱金 - - - -

C. a. - - - - 鬱金 鬱金

C. zed. - - 莪朮 - - -

C. zan. - - - - - -

약용부 로 한국 등 5개국은 薑黃과 莪朮은 뿌리 기, 

鬱金은 뿌리로 규정하지만, 일본은 莪朮은 뿌리, 鬱金은 

뿌리 기로 규정하고 薑黃은 수록하지 않았다. 片薑黃은 

국에서만 설정되어 C. wenyuzin의 뿌리 기를 단하

여 말린 것이라 하 다.

2. ≪ 한약 ≫ 제8개정과 제9개정

≪ 한약 ≫ 제9개정에서 薑黃은 가공방법을 추가하

고, 莪朮은 기원종을 출C. zedoaria에서 아출(蓬莪

朮)C. phaeocaulis, 서아출(廣西莪朮)C. kwangsiensis, 

온울 (溫鬱金)C. wenyujin으로 변경하 으며, 鬱金은 기

원종을 강황(薑黃)C. longa 이외에 온울 (溫鬱金)C. wenyujin, 

서아출(廣西莪朮)C. kwangsiensis, 아출(蓬莪朮)C. phaeocaulis 

3개를 더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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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식품공 ≫의 기술

한국 ≪식품공 ≫에는 별표 제2 제한  사용 원료로

서 蓬朮과 鬱金을 수록하 는데, 蓬朮은 C. zedoaria의 

뿌리( 기)라 하고, 鬱金은 이명이 薑黃 는 深黃이며 

C. domestica, C. aromatica, C. longa의 뿌리( 기)로 기

록하여 기원종으로 C. domestica를 수록한 이 특이하

지만 약용부 와 약명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4. ≪中國藥典≫에서 薑黃, 莪朮, 鬱金의 

  기원변천

≪中國藥典≫의 1977년 과 1985년 에서는 莪朮의 기

원을 C. zedoaria, C. aromatica, C. kwangsiensis로 규

정하 으나, 1990년 부터 재까지는 C. phaeocaulis, 

C. kwangsiensis, C. wenyuzin으로 규정하고 있다. 

鬱金의 경우 1985년 까지는 C. aromatica, C. longa, 

C. kwangsiensis, C. zedoaria이었으나, 1990년 부터는 

C. aromatica는 C. wenyuzin으로, C. zedoaria는 C. 

phaeocaulis로 변경하 다. 

5. ≪中國藥典≫ 2005년 의 규격기

≪中國藥典≫ 2005년 에서 薑黃, 片薑黃, 莪朮은 약용

부 가 뿌리 기이고 氣味는 辛苦溫하지만, 鬱金은 약용

부 가 뿌리이고 기미는 辛苦寒하다.  

薑黃, 莪朮, 片薑黃은 회분율이 뿌리 기는 7.0%, 뿌리

는 6.0%로 설정되어있다. 정유함량은 薑黃이 7.0% 이상, 

莪朮은 1.5%, 片薑黃은 1.0% 이상이고 鬱金에서는 설정

되어있지 않다. Curcumin은 薑黃에서만 1.0% 이상으로 

설정되어있다.

6. 주요 본 서의 자료 

본 서에는 기미와 지상부, 지하부, 꽃, 잎, 산지 등을

주로 언 하 다. 鬱金과 薑黃은 약성이 차며, 식물형태 

Table 2. ≪ 한약 ≫ 제8개정과 제9개정 비교 

항목 KP8 KP9

薑黃

종 강황(薑黃)C. longa 강황(薑黃)C. longa 

부 뿌리 기 뿌리 기

가공 - 속이 익을 때까지 삶거나 쪄서 말린 것

莪朮

종 출C. zedoaria 
아출(蓬莪朮)C. phaeocaulis, 
서아출(廣西莪朮)C. kwangsiensis  
온울 (溫鬱金)C. wenyujin 

부 뿌리 기 뿌리 기

가공 그 로 는 수증기로 쪄서 말린 것 그 로 는 수증기로 쪄서 말린 것

鬱金

종 강황(畺黃)C. longa 

온울 (溫鬱金)C. wenyujin 
강황(薑黃)C. longa   
서아출(廣西莪朮)C. kwangsiensis
아출(蓬莪朮)C. phaeocaulis 

부 덩이뿌리 덩이뿌리

가공 그 로 는 주피를 제거하고 쪄서 말린 것 그 로 는 주피를 제거하고 쪄서 말린 것

Table 3. ≪식품공 ≫에서의 규정

     품목명 이명 는 명 학   명 사용부    사용조건

     출        - Curcuma zedoaria Roscoe 뿌리( 기)       -

     鬱金    薑黃, 심황 Curcuma domestica/ Curcuma longa/ Curcuma aromatica 뿌리( 기)       -

Table 4. ≪中國藥典≫에서 薑黃, 莪朮, 鬱金의 기원변천

1977, 1985 1990, 1995, 2000, 2005

      Rhizoma

薑黃         薑黃C. longa        薑黃C. longa

莪朮
        鬱金C. aromatica
        莪朮C. zedoaria
        廣西莪朮C. kwangsiensis

       溫鬱金C. wenyuzin
       蓬莪朮C. phaeocaulis
       廣西莪朮C. kwangsiensis

      Radix 鬱金

        薑黃C. longa
        鬱金C. aromatica
        莪朮C. zedoaria
        廣西莪朮C. kwangsiensis

       薑黃C. longa
       溫鬱金C. wenyuzin
       蓬莪朮C. phaeocaulis
       廣西莪朮C. kwangs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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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中國藥典≫ 2005년 의 규격기

   약용부 학명 한약명 기미 귀경 효능
건조
(%)

회분
(%)

산불
(%)

정유% (ml/g)
(curcumin)

   Rhizoma

C. l. 薑黃 辛苦溫

肝脾
破血行氣,

通經止痛

16.0 7.0 1.0    7.0(1.0)

C. w. 片薑黃

辛苦溫  - 7.0 2.0

   1.0(-)

莪朮
   1.5(-)

C. k. 

C. p.

   Radix

C. l.

鬱金 辛苦寒 肝心肺

行氣化 ,

淸心解鬱,

利膽 黃

15.0 9.0  -      -
C. w.

C. k.

C. p.

Table 6. 주요 본 서의 기록

鬱金 薑黃 莪朮

≪藥性論≫ 味辛苦寒無毒 味辛苦大寒無毒
味苦辛溫無毒.
荗在根下並生,
生西戎及廣南諸州

≪唐本草≫

苗似薑黃 葉根都似鬱金 -

花白, 質紅, 末秋出莖心 花春生於根, 苗並出 -

根黃赤, 取四畔子根,
去皮, 火乾之

根有黃靑白三色,
其作之方法 鬱金同爾

-

生蜀地及西戎.
嶺南 , 不堪噉

- -

四月初生苗似薑黃 - -

≪本草圖經≫
花白, 質紅,
末秋出莖心

花紅白色,
在根際, 春末方生,
其花先生, 次方生葉

五月有花作穗, 黃色, 頭微紫

根黃赤,
取四畔子根, 削皮

根黃色,
類生薑而圓, 有節

根如生薑, 而荗在根下, 似鷄鴨卵, 大 不常.
九月採, 削去麤皮, 蒸熟, 暴乾.
此物極 硬難擣冶,
用時熱灰火中煨, 令透熟, 乘熱入臼中, 擣之, 卽
碎如粉

蜀中 佳 江, 廣, 蜀川多有之
生西戎及廣南諸州,
今江浙或有之

≪本草綱目≫

其根大 如指頭,
長 , 寸許,
體圓有橫線, 如蟬腹狀, 爲蟬肚鬱金,
外黃內赤, 人以沈水染色, 亦微有香氣 

- 形雖似鬱金, 而色不黃也

와 약용부 도 유사하다 하 으나, 莪朮은 이와는 달리 

뿌리 아래라고 하 으므로, 鬱金과 薑黃의 약용부 는 

Rhizoma이고 莪朮은 Radix이다.   

7. 주요 본 서의 鬱金, 薑黃, 莪朮의 

  항목별 재구성 

鬱金은 꽃이 희고 늦가을에 엽  가운데에서 나오며, 

약용부 는 사반자근이고, 크기는 손가락 만하며 길이는 

1  정도이고, 몸통은 둥 며 매미의 배처럼 횡선이 있

고, 거피하며 불에 말리고, 겉은 노랗고 속은 붉으며, 물

에 담그어 염색하고, 산지는 四川省이므로 기원종은 C. 

longa이고 약용부 는 Rhizoma 에서도 측근임을 알 

수 있다.

薑黃은 꽃이 백색이고 에 뿌리 기에서 싹과 나란

히 나오며, 뿌리는 황청백 3가지이고 산지는 浙江, 廣東, 

四川省이므로, 기원종은 C. longa를 제외한 3종으로 추정

되며. 그리고 약용부 는 Rhizoma임을 알 수가 있다.

莪朮은 꽃이 노란색이고 음력 5월에 피며 쪽 끝부분

만 약간 보라색이고, 뿌리 아래에 나란히 달리며 달걀이

나 오리알처럼 생겼지만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색깔은 

노랗지 않고, 西戎과 廣東, 廣西, 雲南 등에서 생산되었

고, 江 , 浙江에서도 가끔 생산된다. 따라서 C. longa를 

제외한 종의 Rhizoma 아래에 있는 Radix이다.

8. ≪本草拾遺≫, ≪日華子本草≫, 

  ≪東醫寶鑑≫의 薑黃 기원과 기미 

薑黃에 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本草拾遺≫

에서는 3년 이상된 生薑이라 하 고 藥性은 뜨겁다고 

하 다. ≪日華子本草≫와 ≪東醫寶鑑≫에서 이것을 답

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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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주요 본 서의 鬱金, 薑黃, 莪朮의 기미, 꽃, 지하부, 산지

鬱金 薑黃 莪朮

   기미
味辛苦 味辛苦 味苦辛

寒 大寒 溫

   식물 苗似薑黃 葉根都似鬱金 -

   꽃

花白, 質紅 花紅白色 黃色, 頭微紫

末秋出莖心
花春生於根, 苗並出,
春末方生,
其花先生, 次方生葉

五月有花作穗

   지하부

根外黃內赤,
人以沈水染色

根有黃靑白三色 形雖似鬱金, 而色不黃也

取四畔子根,
大 如指頭, 長 , 寸許,
體圓有橫線, 如蟬腹狀, 爲蟬肚鬱金

類生薑而圓,有節
荗在根下並生,
似鷄鴨卵, 大 不常

去皮, 火乾之 其作之方法 鬱金同爾

九月採, 削去麤皮, 蒸熟, 暴乾.
此物極 硬難擣冶,
用時熱灰火中煨, 令透熟, 乘熱入臼中,
擣之, 卽碎如粉

   산지 生蜀地及西戎.
嶺南 , 不堪噉

江, 廣, 蜀川多有之 生西戎及廣南諸州,
今江浙或有之

   기원 C. longa의 Rhizoma  側根 C. longa의 Rhizoma C. longa 이외 종의 Radix

Table 8. ≪本草拾遺≫, ≪日華子本草≫, ≪東醫寶鑑≫의 薑黃

鬱金 薑黃 莪朮

≪本草拾遺≫ 味苦寒
色赤

性熱不冷
經種三年巳上老薑

味苦
色靑

≪日華子本草≫ -
熱無毒,
江南生 , 卽爲薑黃

南中薑黃根也.
海南生 , 卽名蓬莪朮.

≪東醫寶鑑≫
심황
性寒味辛苦無毒.
形如蟬肚 , 佳

性熱味辛苦無毒.
一名片子薑黃.
經種三年以上老薑, 能生花, 根節 硬,
氣味辛辣, 八月採根, 切片暴乾

性溫味苦辛無毒.
能生花,根節 硬, 氣味辛辣.
根如鷄鴨卵大 不常, 此物極 硬難搗,
熱灰火中煨令透熟乘熱入臼內搗之, 卽碎如粉

Table 9. ≪本草從新≫, ≪本草求眞≫, ≪植物名實圖 ≫의 薑黃

본 서 내용

             ≪本草從新≫                 今 中所用 , 多爲薑黃.

             ≪本草求眞≫                 外黃內赤, 色鮮微香帶 眞, 人多以薑黃充之

             ≪植物名實圖 ≫                 根極黃. 其用以染黃 , 則薑黃也

Table 10.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鬱金

시기 수입 수출

세종 5년(1423년) 일본 石城管事 平滿景이 鬱金 20근 정포 380필

세종 8년(1426년) 日本 筑州 石城管事 宗金이 鬱金 20근 정포 240필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라도 남원도호부, 순창군, 구례 , 
       장흥도호부 
       순천도호부, 낙안군 

土貢

성종 10년(1479년) 琉球國王 尙德이 鬱金 100근 가로 大藏經 요구 받다

성종 14년(1483년) 琉球國王 尙圓이 鬱金 150근 毘盧法寶 1藏
綿紬 5천 필, 綿  5천 필

선조 36년(1603년)
鬱鬯酒의 鬱金이 부족하다고 該司가 보고하니 該曹는
심황(深黃)으로 용하라 하 는데 이는 잘못이다

鬱金은 수입산, 
심황은 국내산

蓬莪朮

세종 5년(1423년) 源道鎭이 蓬莪朮 20근 정포 760필

세종 6년(1424년) 일본 石城管事 平滿景이 蓬莪朮 10근 정포 550필

성종 14년(1483년) 蓬莪朮 50근 축주(筑州)의 승천사(承天寺)
축주 자  요구받다



大 韓 本 草 學  誌 ― Vol. 24, No. 3, 200926

9. ≪本草從新≫, ≪本草求眞≫,    

  ≪植物名實圖 ≫의 薑黃

≪本草從新≫, ≪本草求眞≫에서는 鬱金이 薑黃으로 

체되었다 하고, ≪植物名實圖 ≫에서는 염색하는 데 薑

黃을 사용한다 하므로 기존의 鬱金이 薑黃으로 이름이 

바 었음을 알 수 있다.  

10.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에는 鬱金과 蓬莪朮은 있으나 薑黃은 

없으며, 鬱金은 경상도와 라도에서 심황을 재배했고, 

鬱金 용으로 사용한다고 하 으므로 수입산은 鬱金, 국

내산은 심황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찰 

≪ 한약 ≫3)과 ≪ 한약 외한약(생약)규격집≫4)에 수

록된 한약재의 규격기 이 처방에서 사용한 한약재의 기

원이 다른 경우로는 桂枝
9), 藿香10), 枳實11), 皂莢과 皂角

子
12)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행 규정을 용하여서는 

원래 처방의 약효를 기 하기 어렵다. 鬱金, 薑黃, 莪朮의 

경우도 행 ≪ 한약 ≫ 제9개정
3)의 규정이 기존 처방

의 것과는 기원과 약용부 , 그리고 약성에서 문제 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국
13), 일본25), 북한26), 만28), 베트남27) 등 6개

국 공정서에는 기원종으로 Curcuma longa는 모두 수록

되었지만, C. wenyuzin, C. kwangsiensis, C. phaeocaulis

를 수록한 나라는 한국과 국이며, C. aromatica는 북한‧

만이, C. zeoaria는 일본․베트남․ 만 그리고 북한이, 

C. zanthoides는 북한이 유일하게 수록하고 있다. 

C. longa의 Rhizoma를 5개국은 薑黃이라 하지만 일본

은 鬱金이라 한다. Curcuma속  일부종의 Radix를 5개

국은 莪朮이라 하지만 일본만은 C. zedoaria의 Radix를 

莪朮이라 한다.  

그리고 일본은 C. longa 이외 종의 Rhizoma는 인정하

지 않는다. 국은 片薑黃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C. 

wenyujin의 뿌리 기를 단하여 말린 것이라 하 다. 莪

朮은 C. wenyuzin의 Rhizoma이고, 이를 단하여 말리면 

片莪朮이 아니라 片薑黃이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한약 ≫ 제8개정
2)과 제9개정3)을 비교하면 薑黃

에서는 가공방법을 첨가하고, 莪朮에서는 기원종을 C. 

zedoaria에서 C. phaeocaulis, C. kwangsiensis, C. 

wenyujin으로 변경하 으며, 鬱金에서는 기원종을 C. 

longa에 C. wenyujin, C. kwangsiensis, C. phaeocaulis를 

첨가하 다. 따라서 한국의 규정은 국과 같으나 다만 

片薑黃은 설정되어있지 않다.

≪식품공 ≫
29)에서는 鬱金이 정식 명칭이고 薑黃과 

심황은 異名이며 C. domestica, C. longa, C. aromatica

의 뿌리( 기)라 정의하 다. 蓬朮은 C. zedoaria의 뿌리

( 기)라 하 으므로 정의의 정확도는 떨이진다.

≪中國藥典≫
13,20-24)에서는 1977년 부터 재까지 C. 

longa의 Rhizoma를 薑黃이라 하 고, 1990년 부터 재

까지 鬱金과 莪朮의 경우는 C. aromatica를 C. wenyuzin

으로, C. zedoaria를 C. phaeocaulis로 개정하 다. 

C. aromatica는 잎뒷면에 柔毛가 있으나, 화서의 축과 

포편, 소포편, 화통에는 柔毛가 없으며, 화 은 긴원형으

로 갈라져 있으며, 국 남쪽에서 일부 재배하기는 하나 

워낙 소량이라 상품화 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C. 

zedoaria는 국에 없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32-35).

≪中國藥典≫ 2005년 13)에서 규격기 은 약용부 가 

뿌리 기이고 기미와 약효가 동일한 薑黃과 莪朮, 片薑黃

은 정유함량에서는 薑黃은 7.0% 이상이나 莪朮은 1.5%, 

片薑黃은 1.0% 이상이고, Curcumin은 薑黃에서만 설정되

어 1.0% 이상이다. 따라서 C. longa의 Rhizoma는 정유 

함량이나 curcumin 함량에서 특이하여, 이를 다른 종의 

Rhizoma와는 달리 이름하는 근거가 된다. 薑黃, 片薑黃 

그리고 莪朮은 溫하나 鬱金은 寒하다.

본 서  ≪唐本草≫
14), ≪本草圖經≫14), ≪本草綱

目≫
15)에서는 기미, 식물, 꽃, 지하부, 산지 등 5개 항목으

로 서술되어 있어, 기원종을 추정할 근거가 된다.  

이들 본 서에서 鬱金은 辛苦하고, 寒하며, 薑黃과 식

물과 유사하고, 꽃은 늦가을에 잎 기 가운데에서 나오

며, 흰색이고, 약용부 는 四畔子根으로, 겉은 노랗고 속

은 붉으며 물에 담그어 염색하고, 크기는 손가락 만하며 

긴 것은 1  정도이고, 몸은 둥 고 매미의 배처럼 橫線

이 있으며, 거피하고 불에 말리고, 산지는 사천성이라 하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C. longa의 Rhizoma 에서도 

측근임을 알 수 있다. 

본 서의 薑黃은 辛苦하고 大寒하며, 꽃은 에 뿌리

기에서 싹과 나란히 나오며 백색이고, 약용부 는 黃

靑白 3가지이고 산지는 浙江, 廣東, 사천성이라 하 다. 

따라서 기원종은 단일종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C. longa

는 아니며, 약용부 는 Rhizoma임을 알 수가 있고, 꽃이 

황색인 것은 C. wenyuzin, 청색인 것은 C. phaeocaulis, 

백색인 것은 C. kwnagsiensis으로 추정된다. 

본 서의 莪朮은 苦辛하고 溫하며, 꽃은 음력 5월에 

피며 노란색이고 쪽 끝부분만 약간 보라색이며, 약용부

는 뿌리 아래에 나란히 달리고, 달걀이나 오리알처럼 

생겼지만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색깔은 노랗지 않고, 

西戎과 廣東, 廣西, 雲南 등에서 생산되었고, 江 , 浙江

에서도 가끔 생산된다고 하 다. 따라서 C. longa를 제외

한 종의 Rhizoma 아래에 있는 Radix이다.   

鬱金을 ≪本草拾遺≫
14)에서는 색이 붉다고 하 고, ≪東

醫寶鑑≫에서는 심황이라 하여 색깔이 매우 진한 노란색

이고 매미의 배처럼 측선이 있다고 하 으므로 재 C. 

longa의 Rhizoma임을 알 수가 있다. 

薑黃을 ≪本草拾遺≫
14)에서는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3년 

이상된 생강이라 하 고 약성은 뜨겁다고 하 다. ≪日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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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本草≫14)와 ≪東醫寶鑑≫17)에서 이것을 답습하 다. 그

리고 ≪本草圖經≫에서도 시 에 늙은 생강을 薑黃으로 

사용하는 가 있다고 언 하 다. 따라서 ≪本草拾遺≫

와 ≪東醫寶鑑≫에서는 薑黃을 자 그 로 생강으로 오

해한 측면이 있다. 

鬱金을 深黃이라 한 것은 ≪東醫寶鑑≫ 이외에도 ≪鄕

藥集成方≫
30)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世宗地理志≫31)

에서는 深黃의 재배지에 한 언 을 찾을 수 있으니, 경

상도, 라도 남원도호부, 순창군, 구례 , 장흥도호부, 낙

안군, 순천도호부에서 심황이 재배된다 하 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31)에는 1423년, 1426년, 

1479년, 1483년에 일본 사 단이 鬱金을 가져왔고, 1603

년 선조 36년 1월 3일 鬱鬯酒의 鬱金이 부족하여 該司에

서 該曹에 보고하 더니, 해조에서는 심황(深黃)으로 

용하라 하 는데 이는 잘못이다 하 다. 이런 기록은 鬱

金은 수입산, 심황은 국내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서

의 鬱金은 薑黃보다 색이 더 노랗다는 의미가 있고, 심황

도 이와 동일하다.  

蓬莪朮은 1423년, 1424년, 1483년에 일본이 조선으로 가

져왔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일본이 조선에 鬱金과 莪朮

만 가져오고 薑黃에 한 기록은 없는 것은 재 ≪日本藥

局方≫
25)에 鬱金과 莪朮만 수록한 것과 일맥상통하며, 鬱

金은 C. longa의 Rhizoma, 蓬莪朮은 C. zedoaria의 

Radix로 추정된다.

결  론

鬱金, 薑黃, 莪朮의 기원과 약성을 ≪ 한약 ≫ 제9 

개정과 다른 나라의 약 과 역  본 서의 것을 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urcuma longa의 뿌리 기를 약 에서는 薑黃이라 

하지만, 역  본 서는 鬱金이라 하 다.

2. C. longa 이외 종의 뿌리 기를 약 에서는 莪朮이

라 하지만, 역  본 서에서는 薑黃이라 하 다. 

3. Curcuma 속의 뿌리를 약 에서는 鬱金이라 하지만, 

역  본 서에서는 莪朮이라 하 다.  

4. ≪中國藥典≫에서 뿌리 기는 따뜻하고 뿌리는 차

다고 하지만, 역  본 서에서는 이와는 반 이다. 

5. C. longa의 뿌리 기를 ≪세종실록지리지≫와 東醫

寶鑑, 그리고 식품공 에서는 鬱金 는 深黃이라 

한다. 이는 일본이 조선에 鬱金과 蓬莪朮만 가져 온 

것과, ≪日本藥局方≫에 鬱金과 莪朮만 수록된 것과 

이들의 기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한약서 처방의 鬱金, 薑黃, 莪朮은 

약명은 각각 행 약 의 薑黃, 莪朮, 鬱金에 해당하며 

약성은 뿌리 기는 차고 뿌리는 따뜻하므로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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