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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삼은 고대 동양에서 귀한 약재로 이용되던 ‘하늘의 정기를 받은 상약’으로, 자랄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한정된 곳에서만 자생할 수 있다. 또한 자라나는 땅마다 다른

모양과 특징을 지녀,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중국과 히말라야 등의 전칠삼, 북미의

화기삼 3 종류가 서로 효능을 뽐내며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 인삼시장은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고려인삼의 무대였으나, 북미

화기삼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중국 전칠삼의 대규모 생산 공세에 밀려 고려인삼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웰빙 트렌드 속 인삼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오히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 파마톤社가

인삼가공제품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고려인삼 최대 라이벌 북미를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와 주정부의 품질보증정책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캐나다는 생산․품질개선․효능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인삼 재배면적 1위의 중국은 저렴한 생산비로 저가 인삼 전략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홍콩은 수입인삼으로 가공제품을 만들어 역수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종주국으로서 위상이 위태하던 고려인삼의 경우 최근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인삼산업

진흥책이 마련되는 등 종주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인삼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는 등 반격의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

이제 우리 인삼산업은 인삼 종주국이자 미래 선도자로서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① 새로운 가치의 개척자 : 동양의 약이던 인삼이 천연 신약 개발의

원천이자 다양한 산업소재로 그 가치를 확장하고 있고, ② 건강식품 시장의 주인공

: 커져가는 건강식품 시장의 핵심 소재이자 주인공으로 위치를 선점하는 중이며, ③

기술과 문화의 종가 : 인삼 생산기술 발전과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로 인삼 종주국

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인삼 삼국지의 승자가 되기 위해 ‘천년 인삼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세계 시장에서

인삼 종주국으로서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메가시티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과 관세혜택 등 수출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2) 확고한 전략목표에

의한 R&D추진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인삼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세계 인삼연구의 메카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생산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삼산업 달성을 위해 생산기술보급과 강소농․생산자조합 구성을 유도하고, (4)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를 통한 신뢰 확보방안으로 표준등급제 도입, 이력추적제와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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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삼이야기

하늘의 정기(精氣)를 받은 상약(上藥)

□ 인삼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고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귀한 약재로 이용

○ 가장 오래된 한의학 서적으로 알려진 중국의 ‘상한론’(傷寒論)에

기재된 약재 중의 하나

- 5세기경 저술된 최초의 약물학서 ‘신농본초경’에 장복하여도

부작용이 없고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상약으로 분류

- 우리나라 의학(東醫學)의 결정체인 ‘동의보감’에도 심신양면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주약(主藥)으로 기술

□ 하늘의 정기를 받은 인삼은 탁월한 효능으로 다른 약초에 비해

다양한 병증에 사용

○ 서기 500년 경에 이미 원기회복, 혈액순환 개선, 신경안정, 소화기능

강화 등 7가지 효능을 이용1)

인삼(홍삼)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 인삼은 특이하게 1채(750g)단위로 거래되며, 특별한 등급과 상품명이 존재

- 생김새 : 원수삼(가장 잘생긴 삼), 난발삼(잔뿌리가 많은 삼), 파삼(모양, 품질이 낮은 삼)

- 크기 : 1채를 구성하는 삼의 숫자가 기준, 원수삼을 기준으로 왕왕대(3～4뿌리가

750g), 왕대(5～6), 특대(7～8), 대(9～12), 중(13～17), 소(18～22)

- 홍삼은 크기, 모양, 조직치밀도 등 크기과 질을 반영한 천삼, 지삼, 양삼으로 구분

수 삼 백 삼 태극삼 홍 삼
밭에서 수확한 생삼 수삼을 햇빛이나열풍에건조 수삼을끓는물에데쳐서건조 수삼을 껍질째 쪄서 건조

1) 신농본초경에 기록된 원기회복, 혈액순환, 정신안정, 당뇨완화, 호흡기강화, 소화기 강화, 피부 재생 및 해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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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마다 다른 모양의 인삼

□ 인삼은 환경과 토양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자랄 수 있는 지역은

위도 22～48°의 서늘한 기후대로 한정

○ 전 세계적으로 인삼속(Panax)에 속하는 식물의 숫자도 10종

미만으로 적은 편

- 25℃ 전후의 선선한 기후와 반음지 조건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일대와 북미지역 등 2군데에서만 자생

*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인삼의 모양과 색, 성분의 차이까지도 발생

○ 약효와 경제성이 인정되는 인삼은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중국의

전칠삼(田七蔘,) 북미의 화기삼(花旗蔘) 등의 3종에 불과

- 화기삼은 고려인삼에 비해 주뿌리가 짧고 단순한 형태이며 중국의

전칠삼은 울퉁불퉁한 모양에 검은 색을 띤 것이 특징

산악지방의 전칠삼(중국삼) 남방, 평야지의 전칠삼 화기삼(미국삼)

○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와 만주, 연해주 일부지역에서 자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발견

- 전칠삼(또는 삼칠삼)은 중국 운남성, 호북성 지역과 히말라야산맥

일대, 인도 일부, 태국 일부에 자생하며 7~8종의 변종이 존재

- 미국과 캐나다 일부지역에서 나는 화기삼은 원래 2종이 존재하였으나

1895년 인공재배에 성공한 Panax quinquefolius만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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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람에게 사랑받은 인삼

□ 인삼은 고대 동양에서 귀한 약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고려인삼의 뛰어난 약성으로 공물이나 선물로도 활용

○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위(魏), 수(隋), 당(唐)나라와의 외교활동이나

교역에 사용된 귀한 물품

- 진나라 때 문헌인 <국정백록(國定百錄)>에 ‘고구려 곤포인삼송거

(高句麗昆布人參送去)’라 하여 인삼의 교역내역이 기록

* 신라에서 인삼은 628년 선덕여왕이 당 태종에게 공물로 보내는 등 친교와

무역의 가장 중요한 품목 (삼국사기)

○ 일본이 조선에 요청한 교역품목에 인삼은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으며

일제시대에도 많은 양의 인삼을 수탈한 역사가 존재

□ 1637년 네덜란드인에 의하여 고려인삼이 처음으로 서구에 알려진

후 1688년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하멜에 의해 효능이 소개

○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인삼’을 특히 귀히 여겨 사람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인삼을 구해 바쳤다고 기록

-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도

자신의 건강비결은 인삼이라 언급

○ 근래에 들어서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쇠약해진 건강을 위하여 인삼을 복용

인삼의 매력에 빠졌어요

▷ 런어웨이를 주름잡는 모델, 세계적 록그룹도 인삼 매니아

- 세계 톱모델 나오미 켐벨은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톱의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로 매일 마시는 인삼즙을 소개

- 70～80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록그룹 ‘스콜피언스’도 한국하면

‘인삼’이 생각나며 먹으면 힘이 솟는다고 술회
나오미 켐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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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걷는 종주국, 뛰는 경쟁국

역전된 세계 뿌리삼2)시장

□ 70년대 후반까지 세계최대의 생산․수출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점차 시장점유율이 하락

○ ‘고려인삼은 혈압을 낮추고, 화기삼은 높인다’, ‘고려인삼은 체온을

올리고 화기삼은 낮춘다’ 등의 잘못된 연구결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 높은 가격경쟁력, 효능에 대한 연구, 국가품질보증 정책 등의 3박자

전략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삼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경쟁국의 마케팅전략에 대한 미약한 대응과 고려인삼

효능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수출량이 점차 감소

□ 최근 세계 인삼 시장은 북미 외에도 유럽, 중국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

○ 세계 뿌리삼 시장규모는 약 2억 8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은 캐나다로 우리나라는 뒤를 이어 2위를 차지

-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대만 등 효능이 뛰어난 고려인삼을

선호하는 국가가 늘어나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다시 회복추세

* 세계최대의 수입국(46.9%)인 홍콩에서 우리나라 인삼은 한 때 3%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캐나다(30%)에 이어 2위(26%)로 회복('10 aT)

뿌리삼 수출 상위 10개국

(‘09, 단위 : 백만달러)

수출 전체 10개국 캐나다 한국 미국 중국 홍콩 대만 폴란드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금액 279.3 274.2 84.3 64.1 46.9 44.2 20.9 9.2 2.1 0.8 0.7 0.6

비중 100.0 97.38 30.19 22.95 16.80 15.83 7.48 3.30 0.75 0.29 0.25 0.21

자료 : Global Trade Atlas(GTA 집계 40개국 수출액 기준)

2) 수삼, 백삼, 건삼, 홍삼 등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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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금액 1,215 880.4 258.4 137.1 82.24 56.95 52.92 41.53 38.47 34.65 33.51 25.32

비중 100.0 72.5 21.27 11.29 6.77 4.69 4.36 3.42 3.17 2.85 2.76 2.08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경쟁국이 버는 가공제품시장

□ 인삼 가공제품의 수요도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에 따라 증가추세이며,

그 중 홍삼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

○ 전 세계적인 시장규모는 약 12.2억 달러(‘09)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미국이 약 2억6천만 달러(21.3%)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

인삼 가공제품 소비 상위 10개국 시장규모

(‘09,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ICON Group International, Inc.

□ 현재 세계 인삼가공제품 시장 점유율 1위는 독일의 세계적인 제약기업

베링거잉겔하임의 자회사인 파마톤社(스위스)의 ‘진사나’

○ 사포닌 캡슐제품 ‘진사나’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30~40%, 연간

매출 3억 달러(약 3,000억원)에 달하는 독보적인 제품

- 원료삼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지만 유효성분 함량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공정과 효능이 강한 G115 사포닌으로 차별화

□ 북미권에서는 인삼을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시장에는 정관장을 모방한 짝퉁 상품이 범람

○ 미국의 GNC(General Nutrition Centers), 캐나다의 온타리오인삼

조합 등 전문회사가 우리인삼을 부분원료로 다양한 인삼제품을 판매

○ 중국, 대만, 홍콩에는 우리나라 홍삼이 가장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짝퉁 상품이 존재하며 우리 인삼의 이미지를 실추

* 우리나라의 인삼, 홍삼제품은 가까운 일본, 중국 이외에는 인지도가 매우 미약



RDA 27호

6

interr●bang

지피지기 백전불태(Ⅰ), 최대의 라이벌 북미

□ 미국은 북미산 인삼을 최초로 아시아에 알린 국가이며 막대한 연구

투자와 제품개발로 최근까지 세계 인삼시장을 석권

○ 국가와 주정부의 품질보증정책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홍콩

등 주요 수입국에 인지도를 높여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등극

- 최대 생산지인 Wisconsin주 등의 적극적인 정책과 Vanderbilt 의대 등

연구기관의 효능연구를 바탕으로 인삼강국으로 재탄생

○ 대부분을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는 세계3위의 수출국으로,

12% 정도만 내수로 소비되며 대부분 가공제품 형태로 유통

* 최근 캐나다로 인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계의 인삼

다소비 도시 상위 10위 내에 뉴욕 등 3개 도시가 포함되는 특이점도 존재

□ 캐나다는 최근 인삼생산․수출에서 세계 1위국이며, 생산․품질개선․

효능 연구에 집중하여 미국의 인삼산업을 추월

○ 1970년 퀘백 주에서 시작된 인삼재배는 현재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 생산의 90%를 차지

- 수삼이나 인삼성분의 미용․한방제품, 건강보조식품을 슈퍼체인 등

소매점이나 약국에서손쉽게 구할 수 있는잘정비된 유통구조가 장점

* 최근 인삼이 감기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자국의 연구결과에 따라

콜드픽스(상품명)와 같은 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

○ Guelph대, Toronto대와 같은 연구전담 인프라가 미국보다 강력하며

기업체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특징

화기삼(花旗蔘) 명칭의 유래

▷ 1784년 시작된 미국과 청나라와의 교역에서 중국사람들이 미국국기를

성화기(星花旗), 미국을 화기국(花旗國)이라 기록한 것에서 유래

- 아시아권에서는 이때서야 비로소 미국인삼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미국의

인삼이라는 뜻인 화기삼이라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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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불태(Ⅱ), 급성장 중인 중국계 경쟁국들

□ 중국은 인삼 재배면적으로는 세계 1위국이나 기술, 품질 불균일 등의

이유로 세계 시장에서 저가형 인삼으로 평가

○ 인삼의 약리효능에 대한 의학용 소재발굴에 주력하여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며 항암신약 3종외 다양한 제품을 개발

- 중국농업과학원, 길림인삼과학원 4개 전담연구소와 약 1,000여명의

인삼전담 연구인력,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강점

* 인삼종자 표준을 우리나라에 앞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재를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응이 시급

○ 세계 뿌리삼 시장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국으로 넓은 땅과

저렴한 생산비가 강점

-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인삼 GAP기준과 표준재배매뉴얼을 확립

하는 등 품질관리에 집중하여 고급품 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

- 중국삼 중 가장 품질이 우수한 동북 3성의 인삼산업을 집중 육성

하여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3)도 병행

* '07년 이후에는 발해가 당에 공물로 인삼을 보낸 고문헌을 근거로 ‘고려인삼’이

중국동북지방의 특산물이었으며 현재의 ‘장백삼’이라는 주장도 제기

□ 홍콩은 전세계 인삼수입량 1위이며 수입인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북미, 중국 등에 역수출하는 전략으로 부를 축적

○ 관세장벽이 없는 세계 자유 무역항이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인삼재배가 전혀 없음에도 세계적인 인삼수출국 지위를 확보

- 세계적인 인삼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홍콩의 평가가 곧 세계의

평가가 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매우 중요한 시장

* 중국, 홍콩, 대만 등에도 열을 올린다하여 여름철이나 더운지방은 우리나라의

인삼대신 화기삼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

3) '06년 4월 발표된 ‘길림성 인삼산업 가속화발전 추진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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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에서 찾은 반전(反轉)의 희망

□ 우리나라 인삼수출은 ‘90년 1억 6,5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되다가

’06년 이후 점차 회복 추세

○ 세계 최대의 인삼수입국인 홍콩시장에서의 점유율도 ‘05년

2.8%에서 현재는 26%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

* 홍콩시장 점유율 : (‘95) 17.2 → (‘00) 17.9 → (‘05) 2.3 → (‘10) 26%

□ 국민소득의 증가와 웰빙트렌드의 여파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

○ 수출이 줄어든 이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성 연구와

벤처기업 창업 붐, 가공인삼기술 발달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 높아진 소비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관리와 여성, 어린이 등

새롭게 부상한 소비층을 위한 제품개발로 시장이 다양화

* 1인당 소비량도 최근 급격히 증가 (‘95) 0.23 → (‘05) 0.28 → (‘09) 0.48kg/1인

□ 홍삼제품의 생산액은 5,817억원(‘10)으로 국내 건강식품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며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삼은 엄격한 품질관리,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으로 연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 그간의 한국인삼공사 위주의 시장에서, 농협의 한삼인, 동원F&B,

인삼생산자 단체 등으로 생산업체가 다양화되고 경쟁력도 강화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10, 단위 : 억 원)

총액 홍삼
개별

인정형

비타민

무기질
알로에 오메가3 인삼

프로

바이틱스

HCA

(다이어트)

식이

섬유

프로

폴리스

10,671 5,817 1,129 991 584 348 341 317 208 117 9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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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은 반격의 기회

□ 우리나라는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부차원의 인삼산업 진흥책을

마련하는 등 종주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담당부처, 생산자단체, 기업,

연구소를 아우르는 ‘인삼산업발전대책’을 마련(‘11, 농식품부)

- 개량형 해가림 시설, 기계화 등 생산효율과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표

* 우리나라는 18세기에 세계 최초로 인삼의 인공 해가림재배법을 개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배기술이 답습상태로 기계화된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생산비가 단점

- 복잡한 유통방식의 개선, GAP․이력추적제를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

□ 후발 선진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던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과 서양인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도 활성화

○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강점인 품종육성, 동의보감 등에 기재된

약리효과 구명 등 연구성과가 점차 가시화 (‘11, 농촌진흥청)

○ 내수시장을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제품은 쓴 맛을 싫어하는 서양인들이

선호하는 캡슐, 음료 등의 형태로 맛, 효능 등에서 수출에 유리

* 충남대 등에 의해 어린이 성장효과, 아토피 경감 등의 효과를 밝혀졌으며

진세노피아, 야쿠르트, 카페베네 등에서 차(茶)류, 비타민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

여성용 홍삼(진세노피아) 어린이용홍삼젤리(야쿠르트) 홍삼라테 (카페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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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려인삼의 반격,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인삼 종주국이자 미래 인삼산업의 선도자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인삼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추진

○ (새로운 가치의 개척자) 한약재 등 한정된 용도에서 천연 신약

개발의 원천이자 다양한 산업소재로 인삼의 가치를 확장

○ (건강식품 시장의 주인공) 점차 확대되어 가는 건강식품 시장의

핵심 소재이자 주인공으로 그 위치를 선점

○ (기술과 문화의 종가(宗家)) 종주국으로서 인삼산업을 이끌어 온

생산기술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천년(千年)인삼 프로젝트

▷ 인삼 종주국이자 미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삼산업 발전전략

- 1,600년에 걸쳐 이어 내려온 우수한 고려인삼의 이미지를 포함하면서, 다가올

천년을 대비하는 인삼발전전략의 의미로 천년 인삼을 강조

- 생산, 가공, 유통 등 인삼산업 전반 효율화․투명화를 통해 인삼산업 선진화를

이루고, 고려인삼 국가브랜드 구축과 공격적 마케팅, 과학적 연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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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의 개척자

천연물 신약 소재로의 재발견

□ 1,600년 전부터 귀중한 약재로 사용되어온 인삼은 현대과학과 만나

최고의 천연물 신약소재로 각광

○ 인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의 항당뇨, 항암, 심장강화, 혈압조절

효능 등이 증명되면서 암 치료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증명

* 인삼 폴리아세틸렌 성분과 진세노사이드 Rh2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Rg1, Re, Rb2는 면역력을 증강('09 생명연 등)

다이옥신(Dioxin)의 독성을 해독하는 진세노사이드

▷ 인간이 합성한 물질 중 가장 맹독성 물질이자,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중

하나인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의 독성을 해독하는 인삼

- 다이옥신을 투여한 쥐들은 18일 만에 사망하였으나 다이옥신과 홍삼 추출물

KRG-WE를 투여한 쥐들은 생존율이 높으며 번식률도 유지('10, 충북대)

○ 이 외에도 피로회복, 스트레스 경감, 방어작용 강화, 기억력 증진,

협심증과 심근경색 예방, 난치성 빈혈치료 효과 등도 존재

* 진세노사이드는 발암물질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효소를 억제하고, 체내에서

글루타티온 등 항산화물질을 생성

□ 이미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인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이용한 다양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

○ 중국은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각종 규격을 제정하였을 뿐 아니라

‘Rg3'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암 전이억제 신약을 개발

○ 일본에서는 인삼뿐 아니라 인삼열매를 이용한 불임치료제제인

‘소원미정’ 등도 개발되어 일반의약품으로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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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성 산업소재로 개발

□ 인삼고유의 향기성분은 현대의 스파, 아로마테라피 등의 웰빙 바람

속에서 신산업 소재로 주목

○ ‘파나센’(Panacene)은 독특한 향을 내는 인삼의 향기물질로, 인체

보온작용과 원기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제공

○ 인삼의 아로마테라피, 피부관리 용품 시장은 남성, 실버인구가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하면서 급속한 성장이 예상

* 국내 피부관리, 스파 등 스트레스 관련 산업 시장은 1만여 개 점포에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10 매일경제)

인삼 아로마 오일(한국) 인삼 피부관리스파(한국) 진세노사이드 화장품(한국)

□ 화장품과 생활용품 시장에도 진세노사이드의 노화방지, 피부재생

기능성을 이용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

○ 아모레퍼시픽은 세계 최초로 피부노화개선 기능의 진세노사이드

화장품을 개발하여 ‘09년 대한민국 10대 기술로 선정

* 아모레퍼시픽의 한방 헤어케어 브랜드 ‘려(呂)’는 출시 이후 국내 샴푸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단일 브랜드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

○ 기초 화장품부터 얼굴 팩, 샴푸 등으로 인삼을 사용한 제품들이

다양화되는 추세

- 농협 브랜드인 한삼인의 ‘머리에’, LG생활건강 ‘리엔모강비책’,

함소아 ‘아름다울 결’ 등 다양한 인삼 생활용품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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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시장의 주인공

건강보조식품의 절대강자

□ 건강식품 시장은 최근 10년 간 지속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홍삼 제품은 50% 이상의 시장을 차지

○ 기능성 식품 시장은 ‘10년 800억 달러 규모로,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능성 식품 소비가 증가

*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는 ’97년 대비 약 5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

○ 건강식품으로서 인삼은 과거의 수삼, 백삼위주에서 홍삼제품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홍삼이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중

- 홍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등장하며, 특유의 쓴 맛 없이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 제품들도 개발

□ 이제는 포화상태인 건강보조 홍삼 제품에서 탈피하여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하는 제품 차별화․다양화가 진행

○ 홍삼의 체지방 축적억제 기능을 이용한 여성용 다이어트 제품과

어린이 성장발육 촉진 등 특정 소비층을 위한 시장도 확대

- 운동능력 감소 억제, 골다공증 예방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관장의 다이어트식, 강화군의 인삼쌀과자 등이 인기

- 대상웰라이프, 야쿠르트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캔디형,

젤리형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 중

명품 고려인삼에 도전하는 짝퉁 인삼

▷ 중화권내 정품시장 규모가 300억 원 정도라면 짝퉁

시장은 5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10년 aT)

- 정품 홀로그램, 인쇄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서 중국

현지 여행 시 사기 피해를 피해야 할 것



RDA 27호

14

interr●bang

현대 약식동원(藥食同源)의 대표선수

□ 면역력 증진부터 항암효과까지를 지닌 인삼이 이제는 일상 식생활

속에서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키는 요리로 변신

○ 인삼은 뿌리뿐 아니라 줄기, 잎, 열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웰빙 채소로도 활용이 가능

- 삼겹살 등 고기요리를 먹을 때 쌈으로도 활용되는 인삼의 잎은

뿌리 못지 않게 풍부한 진세노사이드를 함유

○ 인삼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막걸리와 맥주 등의 술로, 김치와

장아찌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

- 김포시의 ‘인삼쌀맥주 갤러리’에는 인삼맥주 판매와 함께 인삼을

곁들인 파스타, 샐러드 등 이태리 퓨전 요리를 제공

인삼 갈비찜 인삼 마 샐러드 인삼어죽

□ 인삼으로 다양한 한식, 퓨전 음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삼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음식점들도 탄생

○ 풍기의 인삼음식전문점 ‘약선당 ’은 풍기인삼, 소백산의 산채,

영주의 한우를 결합한 고유의 향토음식을 개발

○ 서울의 ‘산내리 한정식’에서는 마와 인삼에 특유의 드레싱이

곁들여진 샐러드를 제공

○ 금산에는 꿀에 찍어 먹는 인삼튀김, 인삼과 궁합이 잘 맞는 민물

고기로 만든 인삼어죽 등 다양한 인삼 음식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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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문화의 宗家

미래형 인삼재배 기술개발을 통한 종주국의 위상 강화

□ 세계 최초로 인삼 인공재배, 해가림재배, 홍삼제조 등 인삼생산 역사를

이끌어온 종주국의 위상을 계승하기 위한 미래형 생산기술을 개발

○ 식품첨가물 등 산업소재활용을 위해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생산비가 낮은 수경재배와 직파재배법을 개발(‘10, 농촌진흥청)

- 쌈 채소, 녹즙 등과 같은 외식업체의 대량소비형 식재료로 적합하며,

보급형 건강보조식품, 천연화장품 원료로서도 수요증가가 예상

* 세계 시장규모 : 50억 달러(‘15), 국내시장 : 2,000억원 이상, 연 20% 증가

○ 미래에 닥쳐올 기후변화나 이상기상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인삼전용 식물공장 등의 융복합 기술개발도 강화

- LED 인공광원,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수경재배기술 등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확시기와 영양성분의 조절이 가능

- 특히 인삼 재배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보존하고 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기술

* 인삼 식물공장은 연관된 IT, BT, ET 등의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동반하여

성장함에 따라 산업적 가치가 높고 단순한 형태의 교육용, 가정용 시스템도 개발

수경재배 인삼 LED 이용 인삼생산 가정용 수경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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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元組)․명품(名品)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 ‘고려인삼의 종주국’, ‘명품인삼’이라는 2가지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개발과 의료관광 등 산업의 외연확대 노력이 진행

○ 서양인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우리만의 신비한 설화 등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고려인삼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

- 오랜 역사, 지역만의 경관, 숨은 이야기, 전통성 등을 결합하여

‘인삼=대한민국’로 통할 수 있는 ‘퓨전창작국악’ 등 상품을 개발

○ 한방건강진료, 효능체험 등을 제공하는 인삼건강테마파크

(Ginseng Health Thema Park), 문화관광시장 조성 등이 추진

* 인삼 스파와 식음료, 인삼상품 등으로 이어지는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지속적 흥미와 소비를 모두 유발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진안, 영주․풍기 인삼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문화콘텐츠를 결합시켜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

○ 인삼은 한국의 세계 일류 10대 상품4)으로서, 최근 일고 있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관광 및 홍보로도 활용 가능

- ‘06년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는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 우리 인삼 바로알리기를 강화할 예정

* 한국관광공사는 고려인삼을 체험하는 ‘한류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관광 프로

그램을 운영(’11년)하면서, 관광 콘텐츠로서 고려인삼의 가능성을 확인

세계인삼엑스포,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난다

▷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소프트

파워와 우리인삼의 효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

- 힐링체험, 인삼캐기, 퍼포먼스등매우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어방문객들의 오감만족과건강욕구를충족시킬 예정

- ‘세계인삼학술대회’나문화콘텐츠가뒷받침된다면더욱격이높아질전망

※ ‘11. 9. 2～10. 3, 금산군 국제인삼 유통센터(www. insamexpo.or.kr)

4) ’02,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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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세계 인삼시장 점유율 1위 달성전략 수립 시급

□ 개방화된 세계 시장에서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이 집중된 중장기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

○ 인삼 품질관리부터 다양한 제품과 국가 브랜드 개발, 이미지

마케팅과 적극적인 홍보 등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전략을 마련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단일 창구로 하여 고려인삼 유래와 이용 역사, 우수성 등을

상징하는 공통문구와 국가인증마크를 지정하여 모든 상품과 마케팅에 적용

□ 항공으로 4시간 거리 이내에 위치한 43개 메가시티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과 홍콩과 같은 관세전략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필요

○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는 새로운 문화트렌드의 탄생, 전파의

중심지로 모든 트렌드 리더들이 거주하는 중요 거점

- 특히, 미국의 뉴욕, LA, 시카고, 런던, 파리 등은 거리와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식인들이 많아 특별관리가 필요

- 세계 인삼소비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상위 10개국에 대한

별도의 전략홍보 및 마케팅팀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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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에 따른 인삼산업발전 R&D 추진

□ 세계적인 수준의 인삼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국내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세계인삼과학상’을 운영하는 등 세계 인삼연구의 메카로 육성

○ 국내 연구진 지원과 국제 연구교류의 교량역할을 담당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ISO(국제표준기구) 등에 대한 대응 연구,

‘세계인삼과학상’ 운영 등 종주국 위상제고 업무도 전담

○ 자연과학뿐 아니라 경제, 인문학 연구를 접목하여 문화콘텐츠,

국제의료관광 등 문화상품도 개발

- 인도, 태국 등은 고유의 전통의학지식을 상품화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수익산업으로 육성

* 크로아티아, 체코등의동유럽의료관광단지는국가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은효자산업

한 때 우리인삼산업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이론들

▷ 인삼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 ‘승열작용’과 ‘인삼의 농약검출’ 루머는 정확한

검증이나 재확인없이 문제를 부풀려 홍보한 경쟁국 마케팅전략의 산물

- 승열작용은 인삼(홍삼)의 혈류개선효과로 인한 일시적 체온상승을 자의적으로 해석

- ‘농약검출’은 북미수출 초장기 농약이 검출된 것이 미국, 중국의 확대전략에 의해

우리 인삼에는 농약을 자국산대비 10배 이상 쓰는 것처럼 전세계로 루머가 확산

□ 홍삼의 약리효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의 주요경쟁국과 차별화된 연구개발, 기술강화가 필요

○ 단기적으로는 세계인의 사망원인인 1～5위를 차지하는 각종 암과

성인병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

- 특히, 서구에 많은 비만, 고지혈증 해소기능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화기삼 등과의 차별화 마케팅에 적극 활용

-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지역연구기관의 협력체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인력양성과 연구결과의 제품화 등 산업활성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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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인삼산업 달성

□ 높은 생산비용과 경영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기술

보급과 강소농․생산자조합구성 유도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우량품종 보급 확대, 기계화, 현대식 해가림시설 개발 등 품질과

생산비절감 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체계 구축

○ 특화된 강소농과 대규모 생산자조합 결성지원으로 자조금 운영,

정보공유 등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을 지원

○ 논재배 및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으로 대량생산을 통한 대중화와

품질 고급화전략을 동시에 추진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를 통한 신뢰 확보

□ 높은 소비자가격, 수입인삼의 국내산 둔갑, 품질보증 불안 등으로

낮아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표준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현행의 난립된 등급을 표준화하고,

인삼 가공품은 국가기관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 신뢰도를 제고

○ 이력추적제를 확대하여 원산지, 유통 관리에 의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산지시장 육성으로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확대

* 인삼 품종, 연근, 원산지 판별 기술(’11, 농진청 개발)을 실용화하여 수입

인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

○ 농업인합자회사 등의 설립으로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확대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

- 특히 영세농가는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하고, 생산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기능성식품 벤처, 농업인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매방식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직거래망 구축을 통해 유통 불투명성을 개선



RDA 27호

20

interr●bang

통계로 보는 농업

인삼산업 현황

❍ 국내 인삼산업 동향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배면적(ha) 9,375 12,445 14,154 16,405 17,831 19,408 19,702 19,010

◦재배농가(호) 23,172 23,011 15,793 15,856 19,850 24,298 23,285 23,857

-신규면적(ha) 2,564 4,216 3,862 4,496 4,875 5,263 4,287 3,372

◦경영규모(ha/호) 0.40 0.54 0.90 1.03 0.89 0.80 0.85 0.80

◦생 산 량(톤) 11,971 13,664 14,561 19,850 21,818 24,613 27,460 26,944

-수확면적(ha) 2,872 2,776 3,449 3,801 3,962 4,314 4,516

◦생산액(억원) 2,839 3,728 5,803 7,069 7,990 8,749 9,412 9,883

❍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천$)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39,936 78,986 82,475 89,060 92,075 97,229 108,916 124,204

홍 콩
47,547

(34.0)

27,735

(35.1)

21,780

(26.4)

19,799

(22.2)

21,134

(23.0)

30,900

(32.0)

27,989

(25.7)

27,789

(22.4%)

일 본
41,029

(29.3)

17,621

(22.3)

29,316

(35.5)

29,231

(32.8)

28,665

(31.1)

26,791

(27.5)

34,484

(31.7)

29,809

(24.0%)

대 만
25,630

(18.3)

16,851

(21.3)

8,213

(10.0)

13,814

(15.5)

17,348

(18.8)

11,984

(12.3)

16,068

(14.7)

23,565

(19.0%)

미 국
12,082

(8.6)

5,098

(6.5)

8,775

(10.6)

8,514

(9.6)

7,019

(7.6)

7,898

(8.1)

8,310

(7.6)

9.631

(7.8%)

중 국
1,985

(1.4)

2,554

(3.2)

4,751

(5.8)

7,173

(8.1)

3,568

(3.9)

6,752

(6.9)

6,830

(6.3)

16,148

(13.0%)

베트남
1,318

(0.9)

2,631

(3.3)

3,229

(3.9)

3,452

(3.9)

5,741

(6.2)

4,621

(4.8)

6,185

(5.7)

7,143

(5.7%)

기 타 2,181 2,313 6,341 7,077 9,392 8,283 9,050 10,119

수출국 65 71 72 71 78 83 78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