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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

에 대한 관심 고조로 수요가 증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또한, 인삼은 고려삼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

로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효자 품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재

배적지의 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시장개방화 가

속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던 인삼산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국내 원료

삼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인삼산업은 유통부문에서도 복잡한 유통구조와 가격 형성의 불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수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안전

성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인삼산업을 둘러

싸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하에서 국내 인삼산업의 실태와 현안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도 인삼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자문위원과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등 관계자,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인삼 재배농가와 소비자분들께 

감사들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정부의 인삼산업 정책 수립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현재 인삼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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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배경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

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삼 재배 및 가공기술, 그리

고 우수한 인삼의 효능과 국제적 신용과 명성 등으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말 이후 국내 인삼산업을 둘러

싼 수요 공급, 유통, 교역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은 2009년 이

후 신규재배면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의 생산 인프

라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의 실

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안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중장기 인삼산업

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

인삼산업의 현황과 실태 및 기초통계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에서 생산된 통계자료와 지자체 

행정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설정, 연구방향 등과 관련하여 인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총 49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삼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및 소비자가 느끼는 인삼산업과 인삼상품에 대한 인

식 파악을 위하여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였다. 인

삼산업이 직면한 당면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출장을 통해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의 현지 출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FTA) 대비 및 수출시장 실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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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시사점

국내 인삼산업의 실태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인삼산업 각 부문의 현안

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인삼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은 크게 재배 생산부문, 경영부문, 수삼과 

제품의 유통부문, 수출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재배 생산부문에서는 기존 경작지의 휴면기간 단축과 새로운 초작지 확

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 경작지의 휴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토양소독, 토양훈증제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초작지는 주산지의 야산 및 한계농지 개발 등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참여자와 영농 승계자

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인삼농가의 경영부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매가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계약재배 물량은 수급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삼재배의 생산비 절감을 위

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인삼재배 과정을 최대한 기계화로 대체하여 노동생

산성을 높여야 된다.

수삼유통 개선을 위해서는 수삼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정보의 공개성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의 도입 운용이 필요하며, 가격 형성의 효

율성과 물류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삼 제품 유통의 신뢰성 구

축을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와 관련 정보의 공개, 그리고 안전성 확인시

스템과 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소 가공업체와 12개 인삼협

동조합의 조직화와 공동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인삼 수출과 개방화 부문에서는 먼저 저년근 중심의 생산자단체의 수출 

대표 브랜드의 집중 육성과 차별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인삼 수출

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한 중 FTA 협상의 전략적 활용과 합리적 타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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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c Development of Ginseng Industry for Higher
Value-added Industrialization

Research Background
  Ginseng is highly recognized around the world as a specialty product in 
Korea. Korea has secured and kept its commanding position as the birth-
place of ginseng because of the accumulated technology for cultivation and 
processing of ginseng, superior efficacy of ginseng, and international credi-
bility and reputation. Since the end of 2000, however, the environment of 
the domestic ginseng industr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 terms of its de-
m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de. Nevertheless, the ginseng in-
dustry in Korea has not dealt with the changes effectively. In particular, 
as newly cultivated areas have declined since 2009,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about the collapse of infrastructure of domestic ginseng industry.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ginseng industry should be analyzed in 
depth, and at the same time, the improvement issues should be addressed 
to prepare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industry. 

Research Meth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 and the basic 
statistical data regarding the ginse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ad-
ministrative data of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istical data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of main producing places, and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Symposiums with experts in ginseng 
were hosted to determine the research contents and direction. A total of 
490 farmers were surveyed to investigate their current management con-
ditions and difficulties. an Moreover, online survey of 1,000 consumer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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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wid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ir purchasing and consumption pat-
terns and their perspectives on the ginseng industry and produc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ginseng industry, the officials were inter-
viewed through business trips to domestic areas. Field trips to China and 
Hongkong were carried out in preparation for the FTA and for the under-
standing of export markets.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The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in each sector of the ginseng industry 
were drawn from the surveys and analysis of domestic ginseng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the development strategies were suggested. The devel-
opment strategi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ginseng 
industry were divided into four areas including cultivation/production, man-
agement, distribution of fresh ginseng and products, and export.
  With regard to the cultivation/production area, it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institutional support for shortening the dormancy period of the existing 
farmland and for securing first planted fields. In order to shorten the dor-
mancy period of the existing farmland, the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
ment is needed, such as the use of soil sterilization and soil fumigants. The 
first planted fields should be secured by developing hills and marginal 
farms of main producing places.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 workforce 
constantly, the personalized support for new participants and farming suc-
cessors is requir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ginseng farmers, the rationalization of 
purchase price of ginseng is needed. For example, for the products culti-
vated under the non-contract cultivation, the fair and transparent pricing 
system which reflects the supply and demand should be established. 
Moreover, in order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for cultivating ginseng, 
the labor-intensive cultivation process should be replaced with mecha-
nization process to increase productivity.
  For the improvement of fresh ginseng distribution, it is required not only 
to secure the transparency, fairness, and openness of information for the 
fresh ginseng trade, but also to introduce and operate diverse transaction 
systems. The efficiency of price formation and product distribu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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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be enhanced. In order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ginseng product 
distribution, it is required to open the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standardization of products and to establish the systems for the safety as-
surance and certification. At the same time, small and medium processing 
companies and 12 ginseng cooperatives should be organized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first.
  For the export and in preparation for liberalization of ginseng, first of 
all, the representative brands for export by the producer organizations, 
based on young ginseng, should be intensively developed and the differ-
entiated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In additi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o develop and expand the export mar-
kets for ginseng. It is also required to use the ongoing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trategically and to reach the reasonable conclusion.

Researchers: Chang-Gon Jeon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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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

품이다.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오랜 기간 축적된 재배 및 가공기술 그리고 국가의 전매품으로 쌓아 온 

국제적 신용과 명성 등으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유지하여 왔

다. 특히 그동안 인삼은 대표적인 밭작물로 한계농지나 노령화 노동력 등 

농촌지역의 유휴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로 인

식되어 왔다.

그러나 인삼 생산은 2009년까지 지속적 증가 추세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신규 재배면적과 총 경작면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

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산부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인삼농가는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판매가격의 정체 현상으

로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삼재배를 위한 신규 

진입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인삼과 인삼제품의 유통부문에서는 수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거래와 

가격형성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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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수삼과 인삼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인삼의 가공부문에서는 1996년 홍삼 전매제 폐지 이후 중소 영

세업체 및 생산농가의 인삼가공산업 참여로 개별 업체별 레시피에 의한 유

사 제품의 난립,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 검사제도의 미흡에 따른 유통

질서 혼란, 외국제품의 국내산 둔갑, 국내 인삼제품의 사기 판매 등 인삼제

품의 생산 유통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부문에서는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 수출액의 비중

이 2012년 3.2%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수출시장 개척과 인삼수출 증대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삼제

품의 안전성 관리 미흡에 따른 수출 제약, 화기삼과 중국삼 대비 국제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의 감소와 가격경쟁력 저하, 고려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의 고착화, 고려삼과 경쟁적인 중국삼(장백산삼)의 국가적 육성책과 국제

시장에서의 고려삼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의 시장점

유율은 정체 또는 감소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인삼의 국제무역뿐 아니라 향후 인삼산업의 기로와 관련하여 현재 인삼 

생산자와 가공업자는 물론 전체 인삼산업계에 민감하게 다가오는 현안으

로  한 중 FTA 협상 추진을 들 수 있다. 현재 7차례 걸친 1단계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서 2단계 협상에서 인삼산업의 입장에서는 인삼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

다. 한 중 FTA와 관련해서는 국내 인삼산업의 입장에서 인삼의 수출전략

과 외국 인삼수입의 방어전략이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인

삼산업의 성장동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신중히 접근해야 될 입장에 있

는 것이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생산자(조직), 인삼주산지 지자체, 식품 안전 관련 정부 기관(보건복

지부, 식약처 등) 간의 법 개정 등을 둘러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여전히 인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국내 인삼산업은 향후 성장산업으로서의 동력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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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느냐, 또는 성장동력 확보가 미흡하여 

쇠퇴산업으로 전환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하에서 국내 인삼산업의 실

태와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고부가가치 중장

기 인삼산업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삼산업이 재배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제반 분야에서 성

장동력이 침체되어 있거나 약화된 상태에서 국내 인삼산업의 제 분야에 대

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진단함으로써 인삼산업이 안고 있는 제반 분

야의 문제점과 현안 및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

별 성장동력원 확보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재배 생산부문, 농가경

영부문, 유통 가공부문, 수출부문 등 분야별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현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야별 도출된 문제점과 현안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개선과제를 설정하고, 개선과제별 발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범위

국내 인삼산업과 관련된 제반 분야 전체가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분야별 

연구범위는 우선적으로 재배 및 생산 분야이다. 국내 인삼의 재배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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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변동사항 그리고 그 요인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삼산업에서 

크게 수삼부문과 인삼제품(가공)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유통체계,

시장구조, 산업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출부문에는 수출상

품의 특성, 수출시장 구조, 국제시장에서의 한국삼 유통체계 등이 포함된

다. 그리고 국내 인삼산업과 관련된 ‘인삼산업발전법’, ‘약사법’ 등 법률의 

제 개정 실태와 이에 따른 관련주체 간의 입장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

재 진행 중이며, 국내 인삼산업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 중 FTA 협상 등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분석 대상의 상품적 연구범위에는 수삼과 인삼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수

삼 부문의 주요 연구범위에는 수삼의 재배, 생산, 유통부문이 된다. 그리고 

인삼제품의 경우 인삼 가공제품이 모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홍삼, 백삼 

등 주로 뿌리삼 제품과 기타 다양한 인삼가공 제품이 주로 포함된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고려삼으로 알려진 국내 인삼주산지가 전

부 대상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국내 인삼 수출시장이 모두 연구범위에 포

함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 중 FTA 협상과 향후 국제시장에서 한국

의 고려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삼(장백산삼)의 주산지인 동북 3

성 등이 포함된다.

2.2. 연구방법

인삼산업의 현황과 실태 및 기초통계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에서 생산된 통계자료와 지자체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특히, 계약재배 물량을 제외한 인삼 유통량의 

약 80%가 거래되는 충남 금산군 지자체의 행정통계나 관련 공무원과의 협

의 등에 의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수삼과 인삼제품 및 인삼가공업체 관

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였다.

인삼산업 분야의 연구내용 설정, 연구방향, 연구내용 등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인삼 전문가(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국립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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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작과학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의 인삼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표 1-1. 인삼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일시 및 참석자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일시: 2013. 3. 5(화)

∙참석자: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생산농가의 경영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가조사도 실시하

였다. 인삼은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속 12개 인삼농협 소속 재배농가 중 

각 농협당 40여 농가를 추출하여 총 49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 중 311명이 응답(회수율 63.5%)하였다.

표 1-2. 인삼 재배농가 조사 개요

단위: 농가

조사

대상수
회수

회수율

(%)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

기간

인삼 490 311 63.5

․재배면적 변동 실태와 원인,

생산 판매 가공 유통 실태

와 문제, 인삼재배 수익성

실태, 향후 의향, 정부정책

요구사항 등

우편조사,

전화조사 및

팩스 온라인

조사

6.24～

8.26

인삼(수삼과 인삼제품)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및 소비요인, 소비자가 

느끼는 인삼유통 가공 및 인삼제품에 대한 인식 파악을 위하여 전국 소비

자 1,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9월 30일부

터 10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관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다. 주

요 조사내용은 수삼 및 인삼제품 구매경험, 구입처, 구입 시 고려사항, 소

비습관 등이다. 또한, 인삼의 가계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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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원데이터를 연도별로 구입하여 분석하였다.

표 1-3. 인삼 관련 소비자 조사 개요

조사수 주요 조사내용 조사 기간 및 방법

소비자

조사
1,000명

․수삼 및 인삼제품 구매경험,

구입처, 고려사항, 애로사항,

소비습관, 중국산 구매의향 등

․조사시기: 2013.9.30～10.7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보고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국의 인삼산업 동향 등에 대한 해외지역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정리하였는데, 중국 인삼산업 동향은 중국농

업부 식품영양발전연구소에 원고를 의뢰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표 1-4. 인삼 관련 해외 전문가 원고 의뢰 개요

제목 의뢰 내용 위탁기관

인삼

중국의

인삼산업

동향과 과제

∙중국인삼 생산과 재배방식, 유통실

태 및 과제

∙중국 동북 3성의 인삼 재배현황 및

육성정책

중국농업부

식품 영양발전연구소

(책임자:

LI Jinghu 박사)

인삼산업이 직면한 당면문제 파악 등을 위해서 국내 현지 출장을 통해 

관계자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삼(장백산삼)의 재배 및 유통실

태 파악과 홍콩 국제인삼시장 조사를 위하여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1

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일원과 홍콩 인삼시장을 조사하였다.

표 1-5. 인삼 관련 해외 현지조사 개요

주요 조사 내용 조사일시

중국
∙중국 연길지역 백두산 인삼 재배현황 및 유통 실

태, 인삼전문시장 방문 등 조사
2013.8.26

～9.1

(6박 7일)홍콩
∙인삼시장에서 한국인삼의 위상 및 유통 현황, 문

제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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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인삼산업 관련 선행연구

3.1.1. 육성 발전방안 관련 연구

서종혁 등(1992)은 인삼의 생산부터 소비, 수출, 정책에 이르기까지 인삼

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현재에도 인

삼산업의 지침서로서 평가되고 있으나, 20년 전의 과제로 현 상황을 반영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려인삼포럼(2003)은 고려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활성화 방안, 인삼산업 다각화 사례, 고려인삼 연구방향, 고려인삼의 유통

구조 혁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발표 자료가 3~5페이지의 발제문 

형태로 구체적 발전방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명환 외(2004)는 제2부에서 인삼산업의 생산, 소비, 가공, 유통, 수출

입, 관련제도 등 부류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 소비자, 판매업체, 가공업체 등 조사도 실시하여 실증적 연구로서

도 가치가 있으나, 10여 년 전에 수행되어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

노재선 등(2006)은 인삼산업의 주요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경쟁

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인삼과 함께 해외시장(홍콩,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조사도 병행하는 등 상세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

졌으나, 제안된 방안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준우(2007)는 경북지역 인삼산업체 조사를 통해 업체의 생산, 마케팅,

수출, 가공, 인력 양성 부문 등을 파악하였으나, 풍기 인삼에 국한되어 있

을 뿐 아니라 발전 방안제시보다는 문제점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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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익성 분석 관련 연구

김봉구 등(2007)은 50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양직묘 수익성을 분석하였

으나, 본 논문은 우량묘삼 자급방안 모색이 목적으로 일반적인 인삼농가의 

수익성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밝훈(2009)은 원료삼 생산 수익의 증대방안

과 원료삼 생산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생산수익결정모형을 설정하

여 분석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익 증대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3.1.3. 유통 시장 관련 연구

정헌배 등(2001)은 수삼의 출하 및 포장규격 표준화 연구에서 일부 유

통실태를 다루고 있으나, 표준출하 규격안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

제이다.

박재기 등(2001)은 국내 인삼과 인삼제품의 시장구조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인삼제품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

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

재의 시장구조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2010)은 국내산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유통질

서 개선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발표 자료가 PPT로 구체적인 

유통 실태 파악이나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전창곤 등(2012)은 인삼 유통경로별 조사를 통하여 수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유통 측면에서의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

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수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4. 소비 관련 연구

이은경(2002)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삼제품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였으

나, 소비확대 전략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피영희(2003)는 한국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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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홍콩, 일본, 대만의 소비자를 조사하여 인삼제품의 소비행태를 파

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소비전략의 제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헌배 등(2005)은 피영희(2003) 논문과 조사항목이나 내용이 거의 동일

하며, 조사대상 국가로의 수출확대 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임병옥 등(2005)은 나무(Tree)분석기법으로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세분시

장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인삼제품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

으나, 2002년에 실시한 조사로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인복 등(2011)은 유기농 인삼의 소비자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

삼 전반의 소비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배모세 등(2012)은 선택형 

실험(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였지만, 홍삼 

추출액 제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소비 전략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3.1.5. 수출 관련 연구

김성엽(2000)은 해외시장별 수출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

안 전략이 기존 선행연구와 큰 차별성이 없다. 김한호(2001)는 인삼 수출

가격에 미치는 환율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김희철 

등(2001)은 인삼산업의 국제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반영하

기에는 시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성명환 등(2004)은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인삼산업의 파급영향과 

해외인삼시장 동향, 고려인삼 수출 및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

로 고려인삼 수출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외 각국의 

인삼현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보고서로 판단된다.

김희철(2008)과 박혜경(2011)은 인삼산업의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수준의 논문이다. 한편, 인삼

의 해외시장 동향 관련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4, 2010)와 이

동필(2005, 2006) 등의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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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수급 분석 관련 연구

성명환 등(1999)은 인삼의 수요함수를 설정하여 2005년까지 인삼 수급

을 전망하였으며, 성명환 등(2004)은 연구내용의 일부에서 인삼 수급모형

을 개발하여 DDA 협상 시나리오별 2013년 수급전망을 실시하였다. 김명

환 등(2008)은 한국농업전망모형 KREI-KASMO의 개발 과정에서 대상 품

목으로 인삼이 포함되어 인삼 생산, 수급, 가격, 수출입 전망이 가능한 모

형을 구축한 바 있다.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인삼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과제는 당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외에는 대

체로 석사학위 논문이나 학회논문 중심이며, 부문별 진단과 이를 통한 발

전전략을 도출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오래되어 현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인삼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농가 

조사와 소비자 등 심층적 조사를 근거로 성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현

황을 반영하고자 하며,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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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삼산업의 위상 및 수급 동향

1.1. 인삼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상징성

국내 전체 농업에서 인삼산업은 단일 품목으로는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인삼산업의 총생산액은 1조 1,088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 재배농가 수

와 수출액은 각각 2만 3,795호와 1억 5,101만 2,000달러로 전체 농가 호수

와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3.2%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인삼 수출액과 비중은 전체 농산물 수출액과 품목별 비중에서 보

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 인삼산업의 산업적 위상과는 달리 한국인삼(고려삼)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삼은 세계시장에서 단일 농산물 품목으로는 김치와 함께 세계적인 인지

도가 가장 높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오랜 재배역사와 축적된 재배 및 가공기술이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건강식품이 개발되고 2001년 9월 산업자원부의 세계 일류상품 55

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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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체 농업 대비 인삼산업의 비중

단위: 억원, 천호, 백만달러, %

구 분
생산액 농가호수 수출액

생산액 비 중 호 수 비 중 수출액 비 중

1980 790 0.9 25,017 1.2 66,000 12.2

1990 1,978 1.1 36,404 2.0 164,945 20.8

2000 3,728 1.2 23,011 1.7 78,986 6.2

2005 5,803 1.7 15,793 1.3 82,475 4.3

2009 9,412 2.0 23,285 1.9 108,916 3.6

2010 9,883 2.3 23,857 2.0 124,204 3.3

2011 10,666 2.6 23,579 2.1 189,346 3.8

2012 11,088 2.6 23,795 2.1 151,012 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각 연도.

세계 일류상품은 2001년 이래 산업자원부(상업통산자원부) 주관으로 수

출품목의 다양화 고급화와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제도로서 인삼

이 가장 먼저 55선에 선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삼은 2001년 삼성경제연

구소가 선정한 한국일등상품 10선에도 선정되었으며, 인삼은 한국관광공사

의 외국인이 연상하는 대표 관광 상품에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인삼은 명

실 공히 세계적인 상품이면서 한국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인삼은 국내 및 세계적으로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상징으로 사랑받고 있

다. 인삼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효능이 있는 ‘상약’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의학 처방에서도 인삼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대

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나 한약재로 선호하는 상품이며, 건강을 위해

서는 상시 평생 복용하면 좋은 약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삼

의 성분을 이용하여 첨단 의약품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삼은 하나의 농산물이기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국제 교역의 대표 품목

으로 되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인정되어 왔

다. 인삼은 조선 8포 무역의 대표상품이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외교적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인삼은 전매제에 의해 왕실과 국가의 주요 재

원이 되었으며, 현재도 농산물 무역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농산물의 대



인삼 수급동향 경영실태 및 현안  13

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인삼은 농산물 중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이면서 수출상품의 상징

이 되었다. 그동안 인삼은 농산물 중 단일품목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농촌의 재배지나 노동력 등 한계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로 인정받았다.

표 2-2. 한국인삼(고려삼)의 세계적인 상징성과 이미지

구 분 주요 내용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강식품

오랜 재배역사와 축적된 재배 및 가공기술
세계일류상품 55선(산자부), 한국일등상품 10선(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이 연상하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 3(관광공사) 등

▪해외 교역과

한국문화의 상징

조선 8포 무역과 홍삼전매로 왕실과 국가의 중요 재원
전통적 명약으로서 상징, 한국문화상징 10(문광부)

▪대표적 수출상품

고소득 작물

단일품목으로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농산물
한계자원(재배지, 노동력 등) 활용 단위당 고소득 작물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상징

동양의학에서 가장 효능이 있는 ‘상약’과 건강식품의 상징
신기능 첨단 의약품 원료의 소재로 다양한 활용

1.2. 인삼 수급구조와 변동 실태

1.2.1. 수급 동향

1970년대 이후 인삼 재배면적은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

적으로는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다. 1970년의 재배면적 3,041ha에 비해 

2009년에는 1만 9,702ha로 약 40년간 6배 이상 재배면적이 증가되었다. 동

기간 인삼 생산량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생산량은 

1970년 1,877톤에서 2009년 2만 7,460톤으로 동기간 약 15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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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대비 2012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

각 17.9%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인삼의 수급 추이

단위: 톤, kg/인

구 분
수 요 공 급

소 비(1인당)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980 3,899 (0.11) 869 4,768 4,768 - 4,768

1985 9,175 (0.24) 2,187 11,362 11,362 - 11,362

1990 9,924 (0.26) 3,844 13,889 13,889 - 13,889

1995 9,035 (0.23) 2,877 12,115 11,971 144 12,115

2000 12,106 (0.26) 1,964 14,080 13,664 413 14,080

2005 13,647 (0.28) 2,144 15,791 14,561 1,230 15,791

2009 23,744 (0.48) 4,056 27,800 27,460 340 27.800

2010 21,306 (0.43) 6,350 27,656 26,944 712 27,656

2011 23,183 (0.46) 4,047 27,230 26,737 493 27,230

2012 23,318 (0.46) 3,195 26,513 26,057 456 26,513

주: 모든 물량은 수삼으로 환산된 물량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인삼 소비량은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그림 2-1. 인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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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생산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인삼소비량

도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인삼소

비량 역시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5.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인삼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한편 인삼 재배농가가 생각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인삼(원료삼) 수급전망

을 보면 ‘국내산 원료삼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견해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원료삼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

표 2-4. 인삼 조사농가의 향후 국내산 원료삼 수급 전망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국내삼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 41 13.4

국내삼 공급량이 지속적이고 서서히 감소할 전망 210 68.4

국내삼 수급은 현상유지 전망 40 13.0

원료삼 생산이 증가하여 충분할 전망 16 5.2

계 307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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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망’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3.4%로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1.8%가 향

후 국내삼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원료삼의 수급불균형이 

향후 국내 인삼산업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으로 ‘국내삼의 수급은 현상 유지 전망’이 13.0%이며, ‘국내산 원료삼의 

공급은 충분할 전망’이라는 대답 비율은 5.2%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수출부문을 살펴보면, 수삼으로 환산된 인삼 수출이 국제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6,350톤 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이후부터 2010

년까지 인삼수출량은 연평균 6.9%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

해 수삼으로 환산된 지난 10년간(2003～2012년) 누적 인삼수입량(8,365톤)은 

동기간 누적 인삼수출량(3만 2,406톤)의 25.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인삼 수출 및 수입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1.2.2. 재배 및 생산동향과 변동 요인

인삼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1990년대에 일정 수준의 연간변동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009년까지 연평균 3.7%의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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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96년 인삼재배면적이 8,940ha까지 감소된 이후 2009년까지는 

연평균 6.3%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

후 현재까지 전체 인삼 경작면적은 연평균 6.4%의 높은 비율로 감소 추세

로 전환되었다. 2012년 총 경작면적은 1만 6,174ha로 경작면적이 최고점인 

2009년의 1만 9,702ha에 비해 17.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삼 생산량

도 경작면적의 변동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 1980년 이후 2009년까지는 

연평균 6.2%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 인삼 총 경작면적 변동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인삼의 총 경작면적 변동은 당해 연도 수확면적과 신규 재배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신규재배면적이 수확면적보다 많으면 

전체 경작면적은 증가된다. 그러나 수확면적이 신규면적보다 많으면 총 경

작면적은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삼 총 경작면적이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은 2008년 이후 신규 재배면적이 수확면적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삼 신규 재배면적은 1980년 이후 2008년

까지 연평균 2.4% 증가율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 2012년까지는 연평

균 12.2%로 매우 높은 감소율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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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인삼 생산량 및 신규 경작면적의 감소 추세는 인삼의 연작

장애에 따른 재배적지와 초작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을 판단된다.

다년생 작물인 인삼은 연작 시 뿌리썩음병이 발생하여 연작을 극도로 기피

하는 작물로서 대체로 밭의 경우 휴작기간은 10년, 논의 경우 6년이 경과

되어야 다시 재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삼을 재배할 경우 초작지를 따라서 

이동경작이 불가피하지만, 인삼 주산지의 초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

정이기 때문에 신규 재배적지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그 결과 

인삼영농을 승계하거나 귀농자 등 신규 인삼농사 진입자들의 초작지 확보

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영농자들의 재작지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삼 초작지 부족으로 인삼재배 한계선이 북상하여 

경작자의 이동재배가 일반화되고, 초작지의 토지임대료가 급상승하여 경영

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 인삼 신규 재배면적 변동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한편 이 같은 신규 재배면적 감소 추세는 실제 농가조사 결과에서도 유

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농가의 현재

(2013년) 재배면적과 과거 최고수준의 재배면적을 비교한 결과, 현재의 재

배면적이 최고 규모의 재배면적 대비 감소하였다는 비중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최고 재배면적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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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9.9%와 26.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감소 추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5. 인삼 조사농가의 영농규모 최대 시기와 현재 비교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증가하였음 80 26.0

변화없음 92 29.9

감소하였음 136 44.2

계 308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농가조사 결과 재배면적의 변동 정도를 보면 면적이 감소한 농가의 경우 

최고 규모의 면적에 비해 51% 이상 감소하였다는 농가 비중이 24.8%로 

가장 높으며,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21% 이상 감소하였다는 비율은 

77.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면적이 증가한 농가의 경우 최고 규모 면적

에 비해 증가율은 51% 이상 증가한 비율과 21～30% 정도 증가한 비율이 

각각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1% 이상 증가한 농가 비율은 

전체의 6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인삼 조사농가의 재배면적 증가 및 감소 변동 내역

단위: 명, %

면적 증감률
면적 증가농가 면적 감소농가

농가수 구성비 농가수 구성비

1～4% 2 2.6 1 0.8

5～10% 13 16.9 7 5.3

11～20% 15 19.5 22 16.5

21～30% 17 22.1 29 21.8

31～40% 6 7.8 18 13.5

41～50% 7 9.1 23 17.3

51% 이상 17 22.1 33 24.8

계 77 100.0 133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20 인삼 수급동향 경영실태 및 현안

인삼 재배면적의 감소가 200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비중이 31.4%

로 사실상 재배면적의 감소가 최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서 재배면적 규모

가 최대치로 나타난 2009년 이후 감소가 이루어진 농가 비중은 전체의 

68.6%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인삼 조사농가의 재배면적 감소 시작 시기

단위: 명, %

구 분 농가 수 구성비

2009년 이전 44 31.4

2009년 23 16.4

2010년 35 25.0

2011년 24 17.1

2012년 부터 14 10.0

계 140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인삼 재배면적 감소는 개별 농가 차원뿐 아니라 주산지 전체의 감소 현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농가의 응답자가 속해 있는(인삼생산자협동조합 등)

조직의 관내 인삼 신규 재배면적의 변동에서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

다는 비율이 69.%로, 신규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

답자의 비율 15.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인삼 조사농가의 관내 인삼 신규면적 변동 현황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7 15.5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7 15.5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10 69.1

계 30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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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판단하는 2009년 이후 인삼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유를 보면 경

영주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신규 경작지 부족(26.3%), 높은 생산비(24.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9년 인삼 신규재배 면적의 감소 요인으로는 위의 3가지 요인

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3가지 요인이 국내 인삼산업의 활

성화를 위한 우선적 해결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장기간의 재배에 따

른 과중한 투자부담(6.2%), 타 작목 대비 상대적 수익성 하락(5.0%), 상대

적으로 낮은 정부지원(2.1%), 재배기간 중 높은 실패(재해 등) 위험(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인삼 조사농가의 신규면적 감소요인

단위 : %

　구 분 퍼센트

연작장애로 신규경작지가 부족 26.3

농가 연령이 높아 노동력 부족 26.8

생산비(경영비)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24.4

타 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서 5.0

긴 재배기간 중 과중한 투자부담으로 6.2

재배기간 중 재해(실패) 위험이 높아서 1.9

한․중 협상(FTA) 등 장래가 불안하여 1.0

긴 재배기간으로 소득회수가 느려서 0.7

적은 계약재배로 판매가 어려워서 0.1

재배기술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0.4

다른 농사에 비해 정부지원이 적어서 2.1

최근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 개정 등 점차 인삼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0.6

기타 4.5

계 100.0

주: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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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농가의 향후 인삼농사에 대한 의향으로는 ‘인삼농사는 짓지만 

점차 재배면적을 줄여 그만둘 예정’이라는 응답 비율이 47.2%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재배면적만 수확하고 그만둘 예

정’(13.0%), ‘인삼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예정’(7.8%)이라는 응답비율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가까운 시기 또는 중기적으로 인

삼농사를 그만둘 것이라는 의향을 나타내어 국내 인삼산업 발전에 매우 부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인삼농사를 지을 예정’(18.6%), ‘인삼농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7.8%)이라

는 비율을 고려하면 전체 응답자의 26.4%만이 향후 국내 인삼산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인삼농사를 

물려줄 예정’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5.2%에 불과한 수준이다.

표 2-10. 인삼 조사농가의 향후 재배 의향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은퇴할 때까지 지금 수준의 인삼농사를 계속 지을 예정 57 18.6

인삼농사는 짓지만 점차재배면적을 줄여 그만둘예정 145 47.2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만 수확하고 그만둘 예정 40 13.0

자녀에게 인삼농사를 물려줄 예정 16 5.2

인삼농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 11 3.6

인삼을 점차 다른 품목으로 바꿀 예정 24 7.8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14 4.6

계 307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한편 국내 인삼의 2012년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을 보면 경기지역이 

2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북지역 19.4%,

강원지역 15.8%, 충남지역 14.4%, 전북지역 1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 5개 지역의 인삼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

어 인삼재배의 지역적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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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지역별 인삼재배 및 생산 실적(2012년)

단위: ha, 호, 톤, 억원, %

구 분 재배면적 농가 수
생산규모

생산량 생산액

경 기 3,519 (21.8) 5,297 (22.3) 4,303 (16.5) 1,831 (16.5)

강 원 2,548 (15.8) 4,652 (19.6) 3,505 (13.5) 1,492 (13.5)

충 북 3,138 (19.4) 4,596 (19.3) 4,296 (16.5) 1,828 (16.5)

충 남 2,324 (14.4) 4,436 (18.6) 4,174 (16.0) 1,776 (16.0)

전 북 2,137 (13.2) 1,723 (7.2) 3,830 (14.7) 1,630 (14.7)

전 남 976 (6.0) 449 (1.9) 1,204 (4.6) 512 (4.6)

경 북 1,253 (7.7) 1,928 (8.1) 4,433 (17.0) 1,886 (17.0)

기 타 279 (1.7) 714 (3.0) 312 (1.2) 133 (1.2)

계 16,174(100.0) 23,795(100.0) 26,057(100.0) 11.088(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1.2.3. 재배형태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인삼의 재배형태는 크게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계약재배는 재배농가가 한국인삼공사, 인삼농업협동조합, 그리고 개별 가

공업체 등과 재배면적, 납품물량, 납품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수확 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재배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미계약재배

는 개인이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수확 후 판매도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배형태이다. 이와 같이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로 이루

어지는 재배지를 각각 지정포와 신고포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2009년 이후 인삼 총 경작면적의 감소 추세하에서 재배형태

별 변동 특성을 보면 2012년 현재 계약재배 면적과 미계약재배 면적의 비

중은 각각 59.4%와 40.6%로 계약재배 면적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도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 면적의 비

중이 각각 34.4%와 65.6%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재배 면적의 비중이 

증가하는 대신 미계약재배 면적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인삼 생산량 중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량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수매량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47.6%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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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인삼의 재배형태별 경작면적 및 생산량 추이

단위: ha, 톤, %

구분
미계약재배(신고포) 계약재배(지정포) 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0
4,485
(65.6)

3,590
(75.3)

2,354
(34.4)

1,178
(24.7)

6,839 4,768

1990
8,955
(73.5)

11,619
(83.7)

3,229
(26.5)

2,270
(16.3)

12,184 13,889

2000
9,811
(78.8)

10,939
(80.1)

2,634
(21.2)

2,725
(19.9)

12,445 13,664

2010
9,742
(51.0)

18,271
(67.8)

9,268
(49.0)

8,673
(32.2)

19,101 26,944

2011
7,646
(43.4)

17,199
(64.3)

9,959
(56.6)

9,538
(35.7)

17,601 26,737

2012
6,570
(40.6)

13,828
(53.1)

9,604
(59.4)

12,229
(46.9)

16,174 26,057

자료: 농협중앙회 및 한국인삼공사.

전체 인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재배형태별 생산량의 변동을 보

면 미계약재배(신고포) 생산량은 2009년 이후 급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그림 2-6. 재배형태별 인삼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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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계약재배(지정포)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계약재배의 생산량 감소율이 계약재배의 증가율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신고포가 지정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고포의 감소가 전체 신규 재배면적의 감소를 주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7. 인삼 재배형태별 신규 재배면적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2008년 이후 지정포와 신고포의 신규 재배면적 감소율은 각각 4.2%와 

19.1%로 신고포의 감소율이 지정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포의 신규 재배면적의 급감현상은 계약에 의해 인삼

을 납품하는 지정포에 비해 수삼 판매 및 안정적 소득확보의 어려움에 기

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인삼 재배농가 현지 조사 결과를 보

면 재배형태별 비중이 계약재배(지정포)가 63.3%이며, 미계약재배(신고포)

가 36.7%로 계약재배 비율이 전국 평균 59.4%(2012)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계약재배 대상 기관은 인삼농협과 인삼공사가 각각 

47.2%와 46.4%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계약재배의 93.6%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나머지 6.4%는 대부분 민간 가공공장과의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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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인삼 조사농가의 계약재배 대상 기관별 비중

단위: %

인삼농협 인삼공사 기타 계

비중 47.2 46.4 6.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2. 인삼 가격동향 및 농가 경영실태

2.1. 인삼가격 동향

수삼의 농가 실질판매가격(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 2010=100)은 

2000년 이후 약간의 연간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

고 있다. 4년근 수삼 750g당 실질도매가격(금산시장1등품 기준, 10편)은 

2000년 4만 714원에서 2012년 3만 206원으로 10년 동안 오히려 25.8% 하락

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수삼의 

그림 2-8. 수삼의 실질수매가격 및 실질도매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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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도매가격이 연평균 2.5%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수삼의 지속적인 실질도매가격 하락 추세는 인삼 재배농가의 소득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 중 실질인삼소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조사 결과 전체 농가소득 중 인삼소득 비중이 73.0%로 

나타나고 있어 인삼 재배농가의 실질농가소득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삼의 평균 실질수매가격을 750g으로 환산하여 금

산시장 1등품 평균 실질도매가격과 비교해 보면 2007년 전까지는 평균 실

질도매가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두 가격이 거

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4. 수삼의 실질도매가격과 등급별 실질수매가격 추이(2010=100)

연도
수삼 도매가격
(원/750g/4년)

실질수삼수매가격(원/kg)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평균

2000 40,714 89,847 58,657 39,148 22,462 52,529

2005 42,799 94,792 61,791 45,290 23,406 56,319

2006 37,046 94,428 61,553 45,115 23,315 56,103

2007 33,965 93,393 60,879 44,621 23,060 55,488

2008 29,410 90,644 59,252 41,164 20,790 52,963

2009 27,449 91,204 59,617 40,477 20,918 53,054

2010 27,511 95,000 60,500 39,500 20,000 53,750

2011 29,668 87,421 56,133 39,293 20,245 50,773

2012 30,206 89,040 57,830 41,032 21,204 52,276

증감률 △2.46 △0.08 △0.12 0.39 △0.48 △0.0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인삼의 수매가격은 일반적으로 5개 등급(1등, 2등, 3등, 4등, 등외)로 나

누어지는데, 등급별 실질수매가격 역시 대부분의 등급에서 상승하지 못하

고 지난 10년간 오히려 실질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미계약재배(신고포)의 실질도매가격과 계약재배(지정포)의 실질수매가

격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중 실질인삼소득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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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수삼 등급별 실질수매가격(2010=100)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인삼 총재배면적과 신규재배면적에서 지정포(계약재배) 면적 비중이 신

고포(미계약재배) 면적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에서 차

지하는 수매량의 비중(2012년 47.6%)이 높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위당 수매가격이 높은 1등품과 2등품의 수매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실질수매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농가의 

실질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5. 인삼의 연도별 등급별 수매량 비중

단위: %

연도 1등품 2등품 3등품 4등품 등외품 수매량
(톤)

2000 0.4 12.5 70.4 - 16.7 2,118

2005 1.0 13.1 74.4 11.6 - 3,121

2009 0.7 7.3 77.4 14.6 - 6,076

2010 0.7 7.3 77.7 14.2 - 6,273

2011 0.9 9.4 74.6 - 15.0 7,384

2012 0.5 6.3 71.0 6.7 15.5 8,9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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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수매량 중 1등품과 2등품의 물량 비중은 2012년 약 7% 수준에 불

과하며, 70% 이상이 3등품이며, 4등품 이하가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가격 수준을 보면 2012년 kg당 1등품의 수매가격이 9만 7,000원 

인 데 비하여 3등품과 등외품은 각각 4만 4,700원과 2만 3,100원으로 1등

품의 46.1%와 2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6. 수삼 수매량 및 계약재배면적 비중

단위: 톤, ha, %

구분
수매물량 재배면적

총생산량 수매량(비중) 총재배면적 계약재배(비중)

2000 13,664 2,118(15.5) 12,445 2,634(21.2)

2005 14,561 3,121(21.4) 14,153 5,297(37.4)

2010 26,944 10,025(37.2) 19,010 9,268(49.0)

2011 26,737 10,080(37.7) 17,601 9,955(56.6)

2012 26,057 12,415(47.6) 16,174 9,604(59.4)

자료: 농협중앙회. 한국인삼공사.

2.2. 인삼농가 경영실태

인삼재배의 실질조수입과 실질소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 이후 인삼의 실질도매가격

과 실질수매가격 모두 하락한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

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높은 1등급과 2등급의 수매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서 대부분 3등품과 4등품 이하 중심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등급의 평균 실질수매가격 수준은 미계약재배 도매가격 수준과 유사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삼의 계약재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생산량 중 수매량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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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사실은 재배농가가 선호하는 계약재배의 실질적 장점은 수매

비율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차원보다는 계약재배 생산물량의 판매처 

확보라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질조수입과 실질소득의 감소 추세는 인삼재배 경영비의 높

은 상승률에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11년

간 실질경영비는 거의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질조

수입과 실질소득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수입과 소득은 

2007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재배의 실질 조

수입, 경영비, 소득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3년까지는 실질조수입과 실질

소득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2007년까지는 거의 변

동이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실질경영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조수입과 실질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

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실질조수입, 실질경영비, 실

질소득의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각각 1.83%, 0.71%, 2.58%로 나타나고 있

어 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7. 인삼재배의 실질 조수입 경영비 및 소득 추이

단위: 천 원/10a

연도 조수입 경영비 소득 소득률

2000 14,311 5,381 8,931 0.62

2005 19,300 6,829 12,471 0.65

2006 19,149 6,159 12,990 0.68

2007 18,832 6,947 11,885 0.63

2008 15,539 5,938 9,601 0.62

2009 14,277 5,801 8,475 0.59

2010 13,285 5,721 7,565 0.57

2011 11,674 4,975 6,699 0.57

증감율 △1.83 △0.71 △2.58

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표준소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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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인삼 재배농가의 실질 조수입 경영비 및 소득 변동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표준소득분석」.

인삼재배의 실질 수익성이나 실질소득의 주요 감소요인은 크게 실질판

매가격의 하락과 상대적인 경영비(생산비)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경영

비 요인을 보면 경영비의 증가는 주로 중간재비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간재 증가는 대체로 제재료비, 종묘비, 대농구상각

비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재배농가의 

그림 2-11. 인삼재배 주요 경영비(명목) 항목별 변동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표준소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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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실질판매가격의 현실화와 경영비 절감이 이루

어져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2. 인삼재배 주요 중간재비(명목) 항목별 변동 추이

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표준소득분석」.

인삼 실질판매가격의 하락, 상대적 경영비의 증가추세 등에 따른 실질 

소득의 하락 추세로 인삼재배의 소득률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2-13. 인삼재배의 실질 소득율 변동 추이

실질소득 소득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인삼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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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조수입과 소득이 급감 추세로 전환된 2006년 

이후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년근 인삼재배의 소득률은 

1980년대 80% 수준에서 2011년 56.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삼 재배농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인삼재배의 수익성과 경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앞의 통계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인삼 재배농가가 생각하는 인삼재배와 타 작목과 수익성에 대한 인식을 보

면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타 작목보다 약간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대로 ‘다른 작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1.9%로 나타나 타 작목과 비교한 수익성에

서 타 작목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좋은 작목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 작목과 수익성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대답한 비율

이 30.1%로 현재 인삼재배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다른 작목보다 매우 낮다’라는 

대답도 6.9%에 이르고 있다.

표 2-18. 인삼 조사농가의 재배 수익성에 대한 상대적 판단

단위: 명, %

수익성 정도 농가수 구성비

다른 작목보다 수익성이 매우 높다 9 2.9

다른 작목보다 수익성이 약간 높은 편이다 117 38.2

다른 작목과 비슷한 수준이다 92 30.1

다른 작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67 21.9

다른 작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1 6.9

계 306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인삼 재배농가가 판단하는 인삼재배의 수익성 변동에 대한 판단을 보면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서서히 감소 추세’라는 응답 비율이 55.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26.8%로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감소 추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2.0%로 나타나고 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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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인삼 조사농가의 재배 수익성 감소 원인

단위: 명, %

수익성 감소 요인　 농가수 구성비

인삼 판매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 54 20.8

인삼재배 생산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 132 50.8

재배적지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기 때문 24 9.2

유통구조가 왜곡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 26 10.0

특정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시장구조 때문 18 6.9

기타 6 2.3

계 260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약하면 현재 인삼 재배농가의 대부분은 타 작목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인삼재배의 수익성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

세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비율이 14.1%이며,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대답한 비율

은 3.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9. 인삼 조사농가의 재배의 수익성 추세 판단

단위: 명, %

　수익성 추세 농가수 구성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82 26.8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 169 55.2

예전과 비슷한 추세 43 14.1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 12 3.9

계 306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인삼 재배농가가 판단하는 인삼재배 수익성의 감소 요인으로는 ‘생산비

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비중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는 ‘인삼 판매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20.8%), ‘유통구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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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10.0%), ‘재배적지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

기 때문’(9.2%), ‘특정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시장구조 때

문’(6.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생산비 또는 경영비의 빠른 상승률과 인

삼의 실질판매가격 하락이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 인삼재배의 수익성

이 감소 추세라고 판단하는 요인으로는 왜곡된 인삼시장 구조, 재배적지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삼 재배농가들은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높은 경영

비의 빠른 상승'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많은 항목의 경영비 중 ‘고용노력비

의 상승’(40.2%)과 ‘제재료비 상승’(29.7%)을 수익성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토지임차료 상

승’(13.1%), ‘농약, 방제비’(7.3%) 등도 수익성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2-21. 인삼 조사농가의 생산비 항목별 수익성 영향 요소

단위: 명, %

생산비 항목　 농가수 구성비

종묘비 17 2.7

비료비 4 0.6

농약 방제비 45 7.3

제재료비 184 29.7

난방비 등의 광열동력비 3 0.5

대농구상각비 2 0.3

영농시설상각비 25 4.0

고용노력비 249 40.2

토지임차료 81 13.1

농기계임차료 9 1.5

계 619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36 인삼 수급동향 경영실태 및 현안

3. 인삼 재배 생산 및 경영부문의 현안 

3.1. 재배 생산부문

인삼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신규 재배면적과 총 경작면적  및 생산

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조사 결과 신규 재배면적의 

감소 추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삼 재배적

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삼 소비량도 연도

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최근 근소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생산량 및 경지면적을 확대시키는 실질적인 대책

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원료 수급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산 인삼 수급의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다음으로 인삼 재배 농가의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며, 채

굴, 선별 등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 재배농

가의 자연 도태와 신규 진입자의 감소로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인삼 채굴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노

동력의 부족으로 채굴작업이 기상조건보다 인력부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인삼재배의 인력부족은 신규 진입인력(귀농 등) 및 영농승계자의 감소 

추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배과정에서의 낮은 기계화율

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삼재배의 보편화된 

기계화 수준은 파종, 이식, 일복가설, 굴착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욱 

필요한 부문은 선별부문과 무인방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이 인삼재배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 현상은 인건비와 경영비 상승으로 

연결되어 경영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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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삼은 장기간의 생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기간 중 자연재

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 재배 초기 막대한 

자본이 투하된 상태에서 태풍, 수해 등 기상요인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

우 전체 농사의 실패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배기간 중 자연재해 등에 대

한 제도적 대응책 수립이 타 품목보다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 외 인삼재배 신규 참여자의 초기자본금과 운영자본금에 대한 높은 부

담감으로 실질적인 신규 진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 조사 결과 귀농 등 인삼재배 신규 진입자들은 토지구입(임대), 예정지 

관리 등 인삼재배를 위한 초기자본금에 대한 높은 부담감과 경영성과의 위

험성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2. 인삼 재배 생산부문 현안

현안 주요 내용

▪재배적지 부족과 신규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 전환

연작장애에 따른 이동경작으로 재배적지

급감 추세

신규 진입자의 인삼재배지 확보의 어려움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채굴, 선별 등 인건비와 경영비 상승으로
경영수지 악화 요인

인삼재배의 낮은 기계화율
▪재배기간중 높은 자연재해 확률 초기 막대한 투하자본의 영농 실패

1.2. 경영부문

인삼 재배농가 경영부문의 가장 큰 현안은 인삼 미계약재배 도매가격과 

계약재배 수매가격을 포함한 실질판매가격이 최근 10년간 거의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재배농가가 선호하는 계약재배(지정포)의 생산량은 다양

한 등급으로 수매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매가격이 높은 1등품과 2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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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매량 비중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이다.

전체적으로 실질도매가격과 5개 수매등급의 평균 실질수매가격은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삼재배의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삼재배

의 실질조수입과 실질소득의 하락 추세는 분석 결과 인삼의 실질판매가격

은 하락추세인 데 비해 인삼재배의 생산비(경영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

내고 있는 항목은 중간재이며, 중간재비 중에서도 제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경영비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인삼재배 경영부문 현안

현 안 주요 내용

▪인삼 실질판매가격의 하락

미계약재배 생산량 도매가격 하락
계약생산량 수매가격 하락
상등품의 낮은 수매량 비율

▪경영비의 지속적 상승과 경영여건

악화

경영비의 지속적 상승 추세
실질조수입 및 소득 감소 추세
인삼재배 수익성의 빠른 하락 추세

▪신규진입에 따른 막대한 초기자본금 초기 신규진입 자본금 확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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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삼 가공 유통 실태

1.1. 수삼 유통실태

수삼거래는 크게 인삼공사나 인삼농협 등과의 계약재배(지정포)에 의한 

납품(수매) 형태와 미계약재배(신고포) 생산량을 시장에 판매하는 시장유

통 형태가 대표적이다. 계약재배의 경우 등급별 가격수준, 계약수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판로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

나, 수매가격 결정은 수급을 반영한 시장가격과는 다르게 결정되는 시스템

이다. 계약재배의 경우 수매등급이 5등급(1등, 2등, 3등, 4등, 등외)으로 너

무 많고 등급 간 가격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실제 등급별 수매량 비중

은 고가품인 1등품과 2등품 비율이 매우 낮고 3등품과 등외품 중심으로 수

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재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율은 크

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미계약재배 인삼의 약 80%는 금산지역으로 반입되어 민간도

매시장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된 후 전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국의 미계약재배 물량 중 금산지역으로 반입되지 않은 물량은 

주산지 농협 판매장을 통한 거래와 직거래형태(농가—소비자, 농가—가공

업자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계약재배 수삼의 유통경로는 크게 생산자가 위탁중개인을 통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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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에게 판매하는 경로와 산지수집상이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경로가 있

다. 위탁중개인과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가 미계약재배 인삼의 중심 경로

이다. 위탁중개상의 경우 재배농가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시장에 출

하하거나 직접 농가와 가격을 합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상인이다. 대부

분의 위탁중개상의 경우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위탁중개상의 경우 대부분 수확연도에 포전거래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수집상 경로는 수집상이 수확철 개별

농가로부터 물량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일종의 기능상으로 취

급물량은 위탁중개상보다 그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미계약재배 수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직접 도매상(도매시장)에 판매

하는 경로, 생산자—가공업체 경로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다.

그림 3-1. 미계약재배 수삼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전창곤 등. 2012.「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계약재배 수삼의 도매가격 형성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에 있는 3개

의 민간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가격이 전국 수삼의 기준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미계약재배 수삼 도매가격의 기준

을 제시하는 도매시장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 생산자조합이 운영하는 농

협수삼랜드, 민간인이 개설한 금산수삼센터, 금산수삼시장 등 3개소가 있

다. 금산 인삼약령시장 외 수삼의 도매거래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영도매시

장이나 공판장은 없는 실정이다.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 3개의 도매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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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계약재배 인삼의 최대 집산지로서 국내 수삼 도매유통의 허브기능

이 수행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 인삼약령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

의 인삼과 약초 복합시장으로 인삼(제품), 약초, 한약재, 한약제제, 가공제

품이 복합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삼과 인삼제품 및 약초 등의 도 소매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금산의 3개 인삼도매시장의 수삼의 

거래집중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표 3-1. 금산 인삼약령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개설일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금산수삼센터 1988. 9. 5 7,719 3,927 229

농협수삼랜드 2008. 8. 26 2,641 1,374 78

금산수삼시장 2011. 9. 01 3,722 4,595 162

자료: 전창곤 외. 2012.「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삼의 도매거래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 초

까지 전국 미계약재배 수삼의 50% 이상이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전국 주산지 재배농가, 중간상인,

도매상 등의 저장물량으로 연중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산지역 

3개 수삼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중 도매시장 내 소매상의 취급량은 전체 도

매거래량의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금산지역 외 상

인에 의해 전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산지역 수삼유통은 

추석 전에는 수삼 중심(수삼 70%, 제품용 30%)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추

석 이후 11월 초까지는 주로 제품용 비중(60%)이 수삼용 비중(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삼의 도매가격은 생산자나 산지수집상 등 직접 시장에 수삼을 출하하

는 출하자와 도매시장 내 등록 도매상이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 형태로 가

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수삼 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수삼시장 

내 중간도매와 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인과 소규모가공업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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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위탁도매상의 경우 수의매매 과정에서 협의와 가격조정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획득하고 있다.

수삼의 가격형성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모양, 크기, 산지, 토양, 색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산 인삼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삼의 등급 수는 약 4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삼의 등

급 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 상인들조차 등급별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거의 구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수삼은 등급을 포함한 표준규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상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등급별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결정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

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3-2. 수삼 도매거래 시 일반적 거래등급 실태

구분 거래등급 종류 거래등급 수

원삼
별대(2), 왕왕왕대(3), 왕왕대(4), 왕대(5), 특대(7),
대(9), 중(11), 소(13), 믹서(17), 대삼계(30), 중삼계(40),
소삼계(60), 잔삼계(100), 짠잔이(150), 실실이(200)

15

난발삼
왕왕왕대난(3), 왕왕대난(4), 왕대난(5), 특대난(7),
대난(9), 중난(11), 소난(13), 잔난, 콩난

9

황삼
황왕왕왕대(3), 황왕왕대(4), 황왕대(5), 황특대(7),
황대(9), 황중(11), 황소(13), 황믹서(17), 황대삼계(30),
황중삼계(40)

10

기타
파삼, 대동가리, 중동가리, 소동가리, 대절삼, 중절삼,
소절삼

7

계 41

주: ( )내는 1채(750g)당 뿌리 수를 나타냄.

자료: 전창곤 등. 2012.「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삼의 수많은 등급과 표준규격화의 어려움은 수삼거래가 경매가 아닌 

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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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삼의 등급 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별 기준가격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삼거래에서 거래교섭력의 거의 0 수준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재배농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고 있다. 재배농가가 수삼을 판매할 경우 적정 판매가격을 제시하거나 합

리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재배농가 

역시 수삼거래에서는 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교섭력이 매우 낮은 수

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삼의 소매기능은 금산지역의 경우 주로 수삼 도매시장 내 중간도

매와 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산지역 도매시장으로부터 전국으로 반출된 수삼은 전국의 약령시장 소

매상이나 인삼주산지 시장의 상인에 의해 소매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수확철인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수삼의 소매기능이 이

루어지지만, 비수확철에 연중 거래되는 수삼의 소매물량은 주로 금산지역 

도매상이나 주산지 수집상의 저장물량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국 최대의 수

삼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산지역 3개 도매시장 내에 있는 소매점포의 

경우 점포규모는 평균 3평 정도의 1칸으로 되어 있으며, 칸당 2～4명 정도

가 시장소유자로부터 1칸을 분양받거나 임대 형태로 개별적으로 소매행위

를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조사결과 미계약재배 인삼의 판매처는 

계약재배 납품처(인삼농협, 인삼공사)를 제외하면 금산지역 인삼도매시장

이 17.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 직접판매(8.5%), 산지수집

상(7.0%), 금산지역 외 인삼시장(2.8%), 인삼제품가공업자(2.4%) 순으로

표 3-3. 인삼 조사농가의 수삼 판매처별 비중

단위: %

금산지역
도매시장

금산이외
도매시장

산지
수집상

인삼제품
가공업자

계약재배
처 납품

일반소비자
직접 판매

기타 계

17.1 2.8 7.0 2.4 60.4 8.5 1.8 1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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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산지수집상에게 판매하는 수삼의 대부분이 금산지역 인삼

시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재배를 제외한 전체 수삼의 

약 61%가 금산지역 인삼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 재배농가가 미계약재배 수삼판매 시 느끼는 문제점으로는 ‘등급별 

가격형성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금산 인삼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삼의 거래 등급이 약 40여 가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등급 

간 명확한 품위 및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격형성의 공정성이 미흡하

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수삼의 도매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유사도매시장 기능)은 전국적으로 금산지역에 3개소

가 있으나, 모두 공영도매시장이 아니고 민간시장 2개소와 농협 공판장 1

개소가 있다. 따라서 수삼 거래에서 시장정보가 생산 분석 분산되지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행위가 개별상인과 생산자 간에 폐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별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13.9%)라는 응

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생산자의 수삼 판매 방법은 계약재배 물

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산 인삼시장에서 몇몇 대규모 중간도매상에게 도

매로 판매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으로서 생산자가 직접 소매할 수 있는 

생산자 소매시장(파머스마켓 등) 또는 직거래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즉, 생산자가 금산시장에 대규모 도매상에게 수의매매 형태로 인삼

을 판매하면 도매상은 시장 내 점포의 중간상인(도 소매 행위 상인)에게 

다시 판매하고, 시장 내 중간 상인들은 자기의 점포에서 소비자나 대량 수

요자에게 도 소매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시장 내 점포를 구매

하여 소유하지 않는 이상 직접 소매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계약재

배 외 물량 중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8.5%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산지 5일장이나 상설시장에서 수확기 판매하거나, 일부 인터넷 등

을 통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가격 등 거래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8%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일반 농산물과 같이 공영도매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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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정보(도 소매 거래가격, 반입량 및 거래물량, 등급별 가격, 시

장별 가격 등)가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된 후 전국으로 분산되어 거래참여

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고 쌍방향 실시간 거래정보가 유통되

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같이 인삼 판매에서 시장정보가 생

산되지도 않고 조사 분석 분산되는 기능도 없어 거래 정보의 심각한 비대

칭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생산자는 자기의 판매가격이 적정한 가

격인지 또는 등급별 가격이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적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1.2%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삼 재배와 생산은 전국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자들이 수확기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시에 판매

할 수 있는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은 금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물량과 일부 현지 직접 판매물량을 제외하면 대량 판매를 위한 

도매시장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매상의 가격후려치기가 심하다’(8.7%)라는 대답은 생산자가 

수삼을 판매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거래가격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산되는 

공영도매시장이나 경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산자

와 도매상 간의 거래형태는 개별적 폐쇄적 거래로서 가격결정도 생산자가 

시장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 구조에서 시장교섭력이 상대

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서 도매상이 제시하는 합의가격 형태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가 공개적 경쟁적이 아니다’(6.9%)라는 대답 역시 수삼 도

매거래가 거래주체 간(생산자와 도매상) 개별 폐쇄적 거래이며, 도매시장 

역시 민간 소유의 시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도매시

장이 없다’는 응답 역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의 접근성

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시장구조가 독점적이다’(4.8%)라는 응답은 

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이 아니고 폐쇄적인 민간도매시장으로서 정부의 관리

대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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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인삼 조사농가의 수삼 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

문제점 구성비

판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적다 11.2

거래가 공개적 경쟁적이 아니다 6.9

등급별 가격형성이 공정하지 않다 20.5

거래 등급이 너무 많다 5.9

수도권에 도매시장이 없다 6.2

가격 등 거래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11.8

유통경로가 너무 단순하다 3.2

유통경로가 너무 복잡하다 1.6

중간상인이 너무 많다 3.5

도매상의 가격후려치기가 심하다 8.7

도매시장 구조가 독점적이다 4.8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13.9

기타 1.7

계 100.0

주: 주요 문제점 3가지를 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농가조사 결과.

1.2. 인삼 가공산업과 제품 유통실태

인삼의 이용형태별로 비중을 보면 전체 인삼 생산량 중 수삼용과 가공용이 

각각 51.0%와 49.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공제품별 

전체 인삼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원료 사용 비중은 홍삼용이 44.5%로 대부분

을 차지하며, 그 외 백삼용과 태극삼용은 각각 4.1%와 0.4%에 불과하다. 가

공용의 경우 수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뿌리삼이 34.5%이며, 가공제품

류가 65.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수삼원료 사용 비중의 변동을 

보면 수삼용은 전체생산량의 약 50% 내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으며, 가공

용의 경우 홍삼용 원료사용량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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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인삼의 용도별 이용 비중

단위: 톤, %

구 분
2005 2012

비고
이용량 비 중 이용량 비 중

수삼용 7,400 50.0 13,289 51.0 ․전량 내수

홍삼용

뿌리삼 1,123 7.6 3,711 14.2 ․수출 20.7, 내수 79.3

제품류 2,281 15.4 7,885 30.3 ․수출 3.3, 내수 96.7

소계 3,404 23.0 11,596 44.5 ․수출 8.9, 내수 90.1

태극삼용 뿌리삼 296 2.0 104 0.4 ․수출 68.1, 내수 31.9

백삼용

뿌리삼 3,515 23.8 591 2.3 ․수출 13.1, 내수 86.9

제품류 185 1.3 477 1.8 ․수출 17.4, 내수 82.6

소계 3,700 25.1 1,068 4.1 ․수출 15.4, 내수 84.6

합 계 14.800 100.0 26,057 100.0 ․수출 4.9, 내수 95.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인삼통계자료집」.

홍삼전매제는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인삼 생

산자들의 항의에 직면하였다. 이에 금산지역 인삼산업 관계자들을 중심으

로 전매제 철폐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었다. 홍삼전

매제가 폐지되면서 홍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홍삼가격의 인하로 홍

삼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홍삼전매제의 폐지는 홍삼 가공제품의 다양화와 홍삼시장의 경쟁구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인삼 

가공업체 수가 급증하여 홍삼산업의 영세성과 홍삼제품 유통질서를 왜곡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의 인삼류 가공업체는 640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금산지역에 입지한 업체 수는 432개소로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홍삼제조업체가 156개소로 전체 인삼 가공

업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와 일부 인삼농협 및 

민간 가공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인 판매망 조직

이 없을 뿐 아니라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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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인삼 제품가공업체의 지역별 입지 현황(2011년)

단위: 개소, %

지역 홍삼 태극삼 백삼
홍삼백삼

태극삼

홍삼

태극삼

홍삼

백삼

백삼

태극삼
기 타 계

충
남

전
체

29

(18.6)

1

(25.0)

297

(99.7)

51

(71.8)

2

(40.0)

55

(67.9)

10

(83.3)

7

(53.8)

452

(70.6)

금
산

22

(14.1)

1

(25.0)

297

(99.7)

48

(67.6)

2

(40.0)

51

(63.0)

10

(83.3)
-

432

(67.5)

전 북 79 - - - 2 8 2 - 91

경 북 6 3 - 13 - 11 - - 33

기 타 42 - 1 7 1 7 - 6 64

계
156

(100.0)

4

(100.0)

298

(100.0)

71

(100.0)

5

(100.0)

81

(100.0)

12

(100.0)

13

(100.0)

640

(100.0)

주: ( )내는 계에 대한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금산군 행정자료.

인삼 가공산업의 가장 큰 특성은 가공업체의 영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지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공업체의 

약 78%가 개별 생산농가나 비법인 영세 가공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전

창곤 외, 2012). 그리고 동 조사 결과 법인 개인 가공업체 8.0%, 주식회사 

5.0%, 기타 법인 8.0%로 나타났다. 인삼가공업체 중 종사자 수가 4인 이하

인 제조업체 수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금

산군 인삼약초과 내부자료). 이에 따라 가공업체의 원료조달 방식으로 ‘일

부는 자가 생산, 일부는 시장 구입’이라는 비중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전량 자가 농사로 충당’ 24.0%, ‘전량 시장과 농가에서 구

입’ 24.0%로 나타나고 있다(전창곤 외, 2012).

인삼제품의 경우 수삼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통경로와 많은 경로 구

성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유통경로는 크게 인삼

공사와 인삼조합의 계약재배 제품의 유통경로와 생산자 및 일반 민간업체

의 제품경로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홍삼제품 중심의 인삼공사 제품의 유

통경로는 주로 직영점과 대리점 경로가 주류 경로이며, 그 외 백화점,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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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입점을 통한 경로 등이 있다. 그리고 인삼조합 제품의 유통경로는 

일부 직영점과 대리점 경로와 함께 전국의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경로가 중심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영세업체나 농가 제품의 경우 자체 직영점이나 대리점 경로는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오픈마켓에 입점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업체 제품의 주 유통경로는 도매

상에게 판매하는 경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

세업체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6～8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인삼 가공제품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전창곤 등. 2012.「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640여 개소의 인삼 가공업체 중 개별 생산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수

삼을 원료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전체 가공업

체의 52%로 나타나고 있다(전창곤 외, 2012). 이에 따라 인삼 재배농가를 

상대로 인삼 가공에 대한 현지 농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자가 인삼을 

수확하여 수삼 형태로 계약물량을 납품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직접 가공하

는 물량 비중은 전체 수삼판매 비중의 5.4%로 상대적으로 가공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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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별 농가에서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인삼

제품을 제조하는 농가 수는 많은 반면 농가당 가공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전체 인삼 가공원료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7. 인삼 가공업체 조직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빈도 수 비 중

개별 생산농가 52 52.0

개별 가공업체(비법인) 26 26.0

법인 개인 가공업체 8 8.0

주식회사 기업 5 5.0

기타 법인 기업 3 3.0

기타 형태 6 6.0

합 계 100 100.0

자료: 전창곤 등. 2012.「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생산자가 수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 가공제품은 홍삼이 약 60% 수준이

며, 다음으로 정과 음료 과자 등 기타 제품이 32.0%로 나타나고 있어 농가 

단위에서의 인삼 가공제품에서도 홍삼가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삼 조사농가의 수삼 가공제품별 비중

단위: %

홍삼 백삼 태극삼
기타(음료, 과자,
정과 등)

계

59.7 8.3 0.0 32.0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생산자가 수삼을 직접 가공한 경우 가공제품의 판매처는 일반 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6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삼제품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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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7%)와 계약처 납품(4.3%) 등 주문생산이 12.0%, 금산 인삼시장 상인 

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자의 인삼가공 원료사용 비중은 전체 생

산량의 5.4%로 영세한 수준이지만, 가공제품의 판매방식 역시 공동판매가 

아니고 개별판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생산자별 가공제품도 다

를 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이라도 레시피나 가공시설이나 설비가 달라 제품

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가공제품 판매 역시 거래교섭력

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판매방법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인삼 조사농가의 인삼가공제품 판매처별 비중

단위: %

금산
지역
시장
상인

금산
이외
시장
상인

제품
수집상

납품(주문생산)
일반
소비자
직접판매

쇼핑몰
전자
상거래

기타 계인삼제품
가공업자

계약
재배처
납품

5.5 4.1 3.3 7.7 4.3 68.0 0.8 0.8 5.5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생산자가 영세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가공제품 판매할 때 느끼는 문제

점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인삼공사 정관장 독점구조다’라는 것

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생산자들이 가내 

수공업적으로 가공한 제품들의 판매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가공제품의 안전성과 위생성이 인정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제품의 레시피도 생산자별로 다르고 소비자도 성분을 알지 못하

는 제품의 판매처 확보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은 인삼가공제품의 대기업 독과점 시장구조하에서 영세 개별적

인 가공업자의 판매처 확보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다’(16.3%)라는 사실은 생산자

에게는 판매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에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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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영세 개별 가공제품은 대형마트나 백

화점 등 소비자의 접근성이 양호한 오픈마켓에 진입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가격이 너무 저렴하다’(12.3%)

는 사실은 개별 영세판매자의 시장교섭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과 함께 소

비자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는 저렴한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

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삼제품의 수가 너무 많다’(10.3%)는 사실은 생산자가 직접 가공하는 

것 외에 영세 가공업자의 제품 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기본적

으로 영세 개별 업체 수가 각각의 개별 레시피로 만드는 상품수가 너무 많

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삼제품 거래정보가 너무 없다’(8.7%),

‘인삼제품 레시피가 제각각이다’(8.5%), ‘소비자가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

다’(8.2%) 등의 사실은 독과점 시장구조하에서 개별 영세업체들의 개별적 

판매전략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3-10. 인삼 조사농가의 가공제품 판매 시 애로사항

단위: %

문제점 구성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 작다 16.3

인삼제품의 제조방법(레시피)이 제조업자별로 다르다 8.5

인삼제품의 브랜드가 너무 많다 10.3

시장이 인삼공사 정관장 독점구조다 22.4

인삼제품 거래정보가 너무 없다 8.7

조합제품과 판매경쟁이 심하다 3.1

유통경로가 너무 복잡하다 3.2

중간상인이 너무 많다 5.1

소비자가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8.2

판매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12.3

기타 1.9

계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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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유통 및 가공산업 현안

2.1. 수삼유통의 현안

수삼 유통부문은 현재 인삼산업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개선되어야 될 부문으로 판단된다. 수삼 유통부문의 특성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기존 상인 중심의 전통적 수삼 유통체계가 시스템과 고객 중심의 

체계적 유통(Orderly Marketing)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삼

의 도매거래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의 투명성 유지, 거래정보의 공개 

등 질서 있는 도매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생산자나 구매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산지역 중심의 수삼 도매유통체계 개선보다는 정부가 

수도권에 수삼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락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에 수삼과 가공제품 전용 도매거래 및 직판소

매시설 설립 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삼의 공정가격 형성, 유통비

용절감, 소비자 신뢰확보 목표로 등급표준화와 품질인증제 도입, 현대적 

유통시스템 전환이 그 목적이다. 동시에 전국의 대표적 인삼주산지 5개 권

역(포천, 강화, 충북, 금산지안, 풍기)의 차별성을 반영한 영업매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방문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

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수삼 유통부문의 낙후성은 급변하는 인삼 소비 및 구매환경 변화에 

대한 기존 수삼 유통시장 참여자의 상황인식과 대처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

라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수삼의 도매거래 

시설이 난립되어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시설과 구

매자 니즈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수삼 거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나 소비자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수삼의 출하 및 유통과정상의 안전성 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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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지 못하여 수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실정

이다. 또한 수확 전 안전성 검사 및 유통 중 안전성 검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수삼 유통체계는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중심의 체제로

서 소비자 니즈(연근, 산지, 가격 등)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삼

유통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수삼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형성 및 거래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표준

규격화가 확립되지 못하고 관행적 등급규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출하자와 

구매자보다는 상인 중심의 거래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거래에서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거의 가지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삼 판매용기 및 규격이 표준화되지 못하여 거래가격과 규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중 모양, 크기, 색깔 등

은 구매자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산지와 연근 요소의 경우 가격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지와 연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인증이나 정보도 제

표 3-11. 인삼 유통부문 현안

현 안 주요 내용

▪수삼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미확립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과정의 불투명성
가격형성의 공정성 미흡
시장정보의 비대칭성과 일방통행
안전성 및 품질 인증제도 미확립

▪수삼 및 거래의 표준규격화 미확립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급과 표시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성
규격과 등급에서의 관행적 거래 지속

▪수삼의 안전성 확보시스템 미흡
수삼재배 과정에서의 안전성 미흡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수삼 유통시설 및 거래제도 문제

전근대적 민간도매시장 중심 도매시설
출하자와 도매상과의 큰 거래교섭력
도매가격결정 방식의 폐쇄성, 제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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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수삼의 거래규격도 대부분 채단위(750g)로 

판매되고 있어 규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 시에는 저울로 계근되어 

판매되는 실정이다. 수삼의 상품화는 일반적으로 채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

아 거래되고 있으며, 명절 선물이나 특별한 용도의 경우 나무바구니에 이

끼를 얹어 비닐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표준화된 포장규격, 포장재, 포

장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2.2. 인삼제품 가공 유통 현안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인삼 가공업체 수의 급증에 따른 인삼제품 생산과 

유통의 문제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현재 전체 인삼 가공업체의 약 80%

가 개별 생산농가 또는 비법인 영세업체로 나타나고 있어 가공업체의 영세

성과 가동률 저하, 판매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인삼 

가공업체 조사 결과, 현재 가공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5.1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2인 이하의 업체 수 비중이 전체의 54%로 나타나고 있다(전

창곤 등 2012).

가공업체 간 인삼 제품류의 사용원료, 배합비율, 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상품화로 공동브랜드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유통전략 수립과 

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영세업체나 농가의 경우 판로확

보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수삼과 마찬가지로 인삼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비교 기준

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의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영세 가공업체들의 수많은 인삼제품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어려

움은 인삼제품 장외유통의 요인이 되어 소비자의 신뢰성 저하요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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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세한 인삼 제조업체들이 교외의 폐교 등을 이용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한 고객유인 판매 및 방문판매 등으로 인삼제품의 품질과 가짜상품의 

사기판매(예: 2011년 금산지역 가짜 홍삼정 2만 5,000세트(10만 병) 제조

판매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짜홍삼의 판매는 대부분 방문판

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단체손님 모집 현장 판매, 소비지 아파

트 등의 길거리 홍삼 사기판매 행위, 홈쇼핑 가짜홍삼 판매 등도 나타나고 

있다. 가짜홍삼의 판매는 아주 소량의 홍삼 성분이 들어간 액상제품이라도 

홍삼액이라는 말을 넣어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정상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영세 중소 가공업체 인삼제품의 판로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대

기업과의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삼제품시장 특히 

국내 홍삼시장의 경우 한국인삼공사(KT&G의 자회사)의 ‘정관장’이 소비

자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 및 충성도에 의해 70～80%의 국내시장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삼전매제가 폐지된 후 이 같은 시장

구조하에서는 영세 중소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삼제품의 시장구조는 생산 유통부문에서 생산자조합의 기능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전국에 12개의 인삼조합이 있으며,

각 조합의 인삼제품이 시군 단위 지역 공동브랜드(예: 금산 ‘금홍’, 진안 

‘진삼’ 등), 인삼조합별 브랜드(예: 금산조합 ‘삼지원’, 개성인삼조합 ‘한송

정’, 풍기인삼조합 ‘황풍정’, 김포파주조합 ‘통일삼’, 경기동부조합 ‘임금

님표’, 안성조합 ‘안성마춤’, 충북인삼조합 ‘심누리’, 백제인삼조합 ‘천삼장’

등), 농협중앙회 공동브랜드(한삼인) 등 유사한 인삼조합의 브랜드가 난립

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합별 지역별 인삼제품 브랜드의 난립으로 개별브

랜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수출경쟁력과 

거래협상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 결과 인삼조합별로 원료와 제품이 

적시에 적정 가격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경영적자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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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규모가 축소되는 등 경영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2. 인삼제품 가공 유통부문 현안

현 안 주요 내용

▪인삼가공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경쟁력

영세업체의 개별적 제품 생산구조
제품생산 유통의 공동화 어려움
영세업체 비조직화, 낮은 시장지배력
오픈마켓 입점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인삼제품 유통의

낮은 신뢰성

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기준 부재
제품의 안전성, 품질 보증제도 미확립
장외유통과 사기판매로 신뢰성 저하

▪제품시장의 시장구조의

문제점

국내시장에서의 낮은시장 지배력
수출시장 확보의 어려움과 수출한계

▪인삼농협의 비조직화와

브랜드 난립

제품시장에서 인삼조합의 낮은 경쟁력
개별조합 브랜드로 수출시장 확대 한계
인삼조합의 경영적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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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삼 수출 동향과 개방화 현황

1.1. 인삼 수출실태와 구조

1.1.1. 인삼 교역 현황

우리나라 인삼의 교역 역사는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그 역사가 매우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삼의 교역은 우리나

라 무역의 효시로 인식되고 있다. 인삼의 수출은 1990년 1억 6,490만 달러

로 농산물 수출액의 20.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그 후 2002년까지 인

삼수출액과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점감하여 1995년

에는 12.9%, 2002년에는 5,500만 달러 4.0%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 인삼 수출액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2년 현재 1억 5,100

만 달러로 2002년 대비 2.7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인삼수출액은 연평균 

8.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2%로 지속적인 하

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삼 수출액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인 것은 그동안 농산물의 수출품목

이 다양화되고 절대적인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삼 수출액 비

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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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삼수출액 추이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그림 4-2. 농산물수출액 중 인삼수출액의 비중 추이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전체 인삼류 수출에서 원형삼과 제품의 비중은 2012년 각각 51.2%와 

48.8%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정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홍삼의 비중이 40～60%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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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원형삼 홍삼이 인삼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형삼 홍삼의 비중은 2012년 43.1%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전체 인삼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인삼정의 비

중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음료와 백삼의 비중

이 각각 9.7%와 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삼의 경우 2000년 이후 수

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 인삼류 유형별 수출실적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구분
원형삼(뿌리삼) 가공제품

기 타 계
수삼 백삼 홍삼 인삼분 인삼정 인삼차 음료

1990
394

(0.2)

18,422

(11.2)

68,885

(41.8)

11,281

(6.8)

46,103

(28.0)

13,188

(8.0)

4,039

(2.4)

2,633

(1.6)

164,945

(100.0)

1995 -
7,758

(5.5)

63,473

(47.5)

5,271

(3.8)

43,687

(31.2)

12,873

(9.2)

4,279

(3.1)

2,595

(1.9)

139,936

(100.0)

2000
20

(0.0)

4,172

(5.3)

43,255

(54.8)

2,657

(3.4)

14,017

(17.7)

9,644

(12.2)

5,176

(6.6)

47

(0.1)

78,986

(100.0)

2010
622

(0.5)

9,515

(7.7)

52,695

(42.4)

14,195

(11.4)

19,745

(15.9)

16,726

(13.5)

10,465

(8.4)

241

(0.2)

124,204

(100.0)

2011
591

(0.3)

8,480

(4.5)

108,405

(57.3)

16,536

(8.7)

21,472

(11.3)

21,157

(11.2)

12,389

(6.5)

316

(0.2)

189,346

(100.0)

2012
1,425

(0.9)

10,913

(7.2)

65,100

(43.1)

6,580

(4.4)

22,109

(14.6)

7,544

(5.0)

14,675

(9.7)

22,666

(15.0)

151,012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인삼통계자료집」.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인삼제품 부류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원형삼 홍삼과 홍삼제품을 포함한 홍

삼류가 전체의 69.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삼 수출구조가 

홍삼류 중심 수출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삼류 중에서도 홍삼 중

심의 수출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삼 수출액에서 홍삼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0%로 나타나고 있다. 홍삼류에는 원형삼인 

홍삼 외에 주요 제품으로는 홍삼정, 홍삼분, 기타 홍삼조제품(홍삼분, 홍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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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삼 유형별 수출실적 추이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백삼류가 18.8%를 차지하고 있다. 백삼류에는 

뿌리삼 백삼과 백삼정, 백삼분, 백삼조제품 등이 포함된다. 백삼류의 경우 수

출액은 큰 변동이 없으나 인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인삼제품이 12.2%를 차지하고 있다. 기

타 인삼제품에는 인삼음료, 인삼액즙, 부산물, 수삼 등이 포함된다.

표 4-2. 인삼류 제품부류별 수출실적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구 분 백삼류 홍삼류 기타제품 계

2000 25,006(31.7) 48.739(61.7) 5,241(6.6) 78,986(100.0)

2005 28,630(34.4) 46,325(56.1) 7,520(9.1) 82,475(100.0)

2010 26,418(21.3) 86,457(69.6) 11,329(9.1) 124,204(100.0)

2011 26,117(13.8) 149,933(79.2) 13,926(7.4) 189,346(100.0)

2012 28,252(18.7) 104,128(69.0) 18,632(12.3) 151,012(100.0)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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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출시장별 특성

우리나라가 인삼류를 수출하는 국가는 2012년 79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삼 수출액의 국가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4개국 시장의 점유율이 전체 수출액의 78.1%를 차지하는 과점적 수출

시장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장까지 포함하면 5개 수출시장의 점유

율이 85.9%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인삼류 주요 수출시장인  5개 수출시장의 특성을 보면 중국시

장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인삼수출은 2000년에 

3.2%의 시장 점유율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21.4%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홍콩시장은 2000년대 초반에는 우

리나라 인삼수출의 가장 큰 시장으로서 2000년 홍콩시장의 수출점유율은 

표 4-3. 인삼류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비중

단위: %

연도 중 국 홍 콩 대 만 일 본 미 국 기타 계

2000 3.2 35.1 21.3 22.3 6.5 11.6 100.0

2001 4.1 33.1 11.4 34.7 4.6 12.1 100.0

2002 6.0 18.5 2.4 50.9 6.5 15.7 100.0

2003 4.7 21.4 10.8 43.9 5.6 13.6 100.0

2004 5.6 29.0 11.6 40.2 7.2 6.4 100.0

2005 5.8 26.4 10.0 35.5 10.6 11.7 100.0

2006 8.1 22.2 15.5 32.8 9.6 11.8 100.0

2007 3.9 23.0 18.8 31.1 7.6 15.6 100.0

2008 6.9 32.0 12.3 27.5 8.1 13.2 100.0

2009 6.3 25.7 14.7 31.7 7.6 14.0 100.0

2010 13.0 22.4 19.0 24.0 7.8 13.8 100.0

2011 24.1 20.5 20.0 17.5 5.9 12.0 100.0

2012 21.4 17.6 14.8 24.3 7.8 14.1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인삼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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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였으나, 2012년에는 17.6%로 하락하였다. 홍콩시장은 전 세계에서 

인삼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장 큰 국제인삼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인삼수

출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시장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인삼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

로서 30～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도

별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약 20% 내외 수준에서 정체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일본시장의 점유율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만시장의 경우 연도별로 상대적

으로 변동이 심한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약 

20% 내외의 시장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장도 2000년 이후 약 7%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수출비중이 높은 

5개국을 제외하면 최근 수출시장으로 유망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머징 시장

은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 국가별 인삼수출 비중 변화 추이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인삼류의 수출 부류별 시장 특성을 보면 시장별로 매우 뚜렷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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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중국, 홍콩, 대만 등 중국계 시장은 홍삼(원형삼) 중심이며,

일본,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은 인삼제품 중심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홍삼(뿌리삼) 수출액의 2012년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41.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홍콩 31.4%, 대만 17.6%로 3개국의 비중이 90.2%

를 차지하고 있다.

표 4-4. 수출시장별 홍삼 수출 비중
단위: %

구 분 중 국 홍 콩 대 만 일 본 미 국 캐나다 베트남 계

2000 5.7 50.1 37.6 0.0 6.1 0.4 0.1 100.0

2005 12.8 57.3 20.9 0.0 7.1 0.2 0.2 100.0

2010 21.4 47.4 24.4 0.0 1.7 0.6 0.7 100.0

2011 36.2 30.9 25.1 0.3 1.0 0.7 0.4 100.0

2012 41.2 31.4 17.6 0.3 1.2 1.7 0.6 100.0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홍삼 수출시장의 변화를 보면 중국시장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홍콩과 대만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 중국시장의 인삼수출 구조

단위: 천$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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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콩시장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홍삼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홍삼 수출시장이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

는 추세에 있다.

그림 4-6. 홍콩시장의 인삼수출 구조

단위: 천$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그림 4-7. 대만시장의 인삼수출 구조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그 외 일본시장의 경우 전체 인삼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2012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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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인삼차, 인

삼분 등 인삼제조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일본시장의 인삼수출 구조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한편 우리나라의 인삼류 수입은 크게 원형삼과 인삼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은 2.3%와 90.2%로서 인삼제품 중

심의 수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원형삼의 경우 수입 추세에서 일정한 패턴

이 없으나, 대체로 2008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삼제품의 경우 200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체 인삼류의 수입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삼 수입의 

경우 수입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8년 이후 국내 수삼 생산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수삼 수입액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삼류 수입액이 인삼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9%와 2.1%로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

이다. 원형삼과 제품수입액을 구분하여 수출액 대비 그 비중을 보면 2012

년 각각 0.1%와 5.5%로 인삼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인삼제품은 대부분 홍콩,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현재 인삼류 

수입규모는 MMA 이행계획 물량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국내 인삼 생산량의 변동에 의해 수입량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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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 인삼 생산량과 재배면적의 감소 추세가 지속적

으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인삼류의 수입규모는 증가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

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5. 인삼류 연도별 수입 동향

단위: 천달러

구 분
원형삼

제 품 부산물 계
수삼 백삼 소계

2000 10 218 228 3,010 6 3,244

2005 47 819 866 5,203 1 6,070

2008 17 1,260 1,277 3,697 16 4,990

2010 11 656 667 3,304 46 4,017

2011 17 10 27 3,490 - 3,517

2012
72

(2.3)

1

(0.0)

73

(2.3)

2,829

(90.2)
-

3,135

(100.0)

자료: aT센터(kati.net) 수출입통계,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한편 인삼 재배농가 현지 조사 결과, 생산자가 생각하는 향후 우리나라

의 인삼 수출 전망을 보면 ‘수출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과 ‘현재와 

비슷한 수준 전망’이 각각 34.1%와 33.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앞으로 ‘수출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27.5%로 나타나 

향후 국내인삼산업 전망과 재배면적 전망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밝은 전

표 4-6. 인삼 조사농가의 향후 인삼 수출 전망

단위: 명, %

구분 농가수 구성비

수출규모가 급격히 증가 5 1.6

수출이 서서히 증가 84 27.5

현재와 비슷한 수준 103 33.8

수출이 서서히 감소 104 34.1

수출이 급격히 감소 9 3.0

합계 305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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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소 전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출규모가 급격히 증가’ 또는 ‘수출이 급격히 감소’라고 

대답한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인삼수출에서는 급격한 증가나 감소 등

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 인삼시장 개방화와 경쟁력

1.2.1. FTA 협상과 추진과 인삼시장 개방화 현황 

한국의 농산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은 1994년 4월 한 칠레 협

정 발효 이후 2012년 말까지 8건이며, 45개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인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

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장기간 유예 및 관세철폐 형태로 타결되

어 국내 인삼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우리나라의 FTA 협상 동향

구 분 추진 국가

발효(45)
칠레(2004), 인도(2010,cepa), 미국(2012), 싱가포르(2006),

EU(2011), EFTA(2006), 페루(2011), ASEAN(2009)

타결(2) 터키(2012.3), 콜롬비아(2012.6)

진행(5)
중국(2005), 캐나다(2005), 뉴질랜드(2007), GCC(2007),

베트남(2012), 일본(2012)

준비(12)

(공동연구)

한 중 일, 몽골, 말레이시아, 중미 MERCOSUR,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주 1) ( ) 내는 각각 발효, 타결, 진행 시작연도를 나타냄.

2)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GCC(페르시아만협력회의 6개국), MERCOSUR

(남미공동시장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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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협상에서는 인삼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인삼에 대한 

협상은 DDA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그리고 한

ASEAN 협상에서는 2015년까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2016년부터 20%

감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나, 이후에도 ASEAN 지역으로부터 인삼류의 

수입 가능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EFTA(유럽자

유무역연합)와 한 페루 FTA 협상의 경우 인삼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

다. 그리고 당초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인삼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 미 FTA의 경우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뿌리삼의 

경우 18년간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결정되었다.

표 4-8. 발효 중인 FTA 협정과 인삼 개방화 내용

구 분
양허
유형

대상품목
(개)

제외품목 인삼 관련

한 칠레 10 1,432 쌀, 사과, 배 ㆍ민감품목은 DDA협상 이후 논의

한

ASEAN
9 1,451

쌀, 고추, 마늘, 양
파, 돼지고기 등

ㆍ인삼은 2015년까지 현행관세 유지
․2016년부터 20% 감축

한

EFTA
10 1,387 주요품목 제외

ㆍ인삼품목 제외
․느타리 1개 품목

한 페루 6 1,224 주요품목 제외 ․인삼 등 107개 품목 대상 제외

한 EU 9 1,449
쌀 제외 민감품
목 현행관세

․핵심품목 현행관세 유지
․기타 품목은 15년간 관세철폐

한 미 17 1,531 민감품목 분류 ․인삼은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

자료: 각각의 FTA 협상 결과를 요약 정리함.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한국의 FTA 협상에서는 미국과의 18년간 장기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외에는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한 미 FTA의 경우에도 국내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기간이 18년간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

국의 소비자들이 북미 지역의 화기삼과 한국의 고려삼에 대하여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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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고려삼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으로 미

국삼에 대해 시장이 개방되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타결되어 발효 중인 한-미 FTA 인삼류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

삼, 백삼(본삼, 미삼, 잡삼), 홍삼(본삼, 미삼, 잡삼) 등 7개 핵심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은 18년으로 결정되었다. 현행 관세는 수삼 백삼 222.8%이며, 홍

삼류는 754.3%이다.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등 홍삼가공품 9개 품목의 현행 

관세율은 754.3%이며, 관세철폐기간은 15년이다. 백삼분 등 2개 품목의 현

행관세는 18%이며,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이다. 그리고 인삼차, 홍삼차, 인삼

음료 등 인삼 관련 조제식료품의 현행 관세율은 20%이며,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이다. 인삼원료 의약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양허하였다.

품목별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은 핵심 9개 품목은 20년, 홍삼 가공품 9개 

표 4-9. 한 미 및 한 EU FTA 인삼제품 양허내용

구 분 현행 관세 한 미 FTA 한 EU FTA

핵심품목

▪222.8～754.3%
▪수삼 백삼
22.8%

▪홍삼류 754.3%
▪총 7개 품목

▪품목:수삼, 백삼(본
삼, 미삼, 잡삼), 홍삼
(본삼, 미삼, 잡삼)

▪관세철폐: 18년
▪ASG 20년 적용
▪TQR 5.7톤, 3%씩
증가

▪현행관세 유지

홍삼가공품 ▪754.3%

▪홍삼엑스, 홍삼엑스
분 등(9개 품목)

▪관세철폐 15년
▪ASG 18년 적용

▪6개 품목
▪관세철폐 15년
▪ASG 18년 적용
(잎, 줄기 등 3개
미적용)

백삼분
▪18%
▪백삼분 2개 품목

▪관세철폐 15년 ▪관세철폐 15년

조제식료품 ▪20%
▪인삼차, 홍삼차, 인삼
음료 등

▪관세철폐 10년

▪관세철폐 10년
(엑스, 엑스분 등
13년)

의약품 ▪3개 품목 ▪즉시 철폐 ▪즉시 철폐

자료: 각각의 FTA 현상 내용 중 인삼부문을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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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18년으로 합의되었다. 인삼 가공품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물량은 

초기 62톤이며, 최종 연도는 103톤이다.

한 미 FTA 협상에서 인삼 관련 주요 핵심품목 7개에 대한 저율할당관

세(TRQ: Tariff rate Quotas)는 초기연도 5.7톤을 시작으로 매년 3%씩 증

량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저율할당관세(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

물량 등과 같은 의미이다.

다음으로 한 EU FTA 협상 내용 중 인삼류 협정 주요 내용을 보면 한

EU FTA에서 인삼산업분야 시장개방은 한 미 FTA에 비해 인삼제품의 주

요 7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국

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외 홍삼가공품, 백삼분, 조제식료품 등의 경우 전체적으로 한 미 

FTA와 유사한 양허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UR 협상 이후 인삼제품의 최소시장접근(MMA) 이행계획과 실적을 

보면 1995년 이후 인삼류의 관세 특성은 저율양허 관세로서 16년간 관세

율은 22.3%포인트 감소에 불과하였다. 수삼과 백삼류의 양허관세율은 

표 4-10. UR 협상의 인삼 MMA 이행계획 관세율

단위: %

연 도 물 량
관 세

수삼 백삼류 홍삼류 종자 등

1995 34.1 245.1 829.7

2000 46.7 232.7 787.8

2005 56.8 222.8 754.3

2009 56.8 222.8 754.3

2010 56.8 222.8 754.3

2011 56.8 222.8 754.3

2012 56.8 222.8 754.3

주: 기본세율은 20%이며, 수입추천대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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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45.1%에서 2011년 222.8%로 감소하여 연간 평균 3.7%의 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인삼제품에 대한 저율관세 양허로 

그동안 MMA 이행물량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이후 MMA 이행물량 실

적률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 번도 목표치를 초과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1. UR 협상의 시장접근물량 및 이행실적

단위: 톤, %

연 도 물 량 관 세 이행량 이행률

1995 34.1 20 34.1 100.0

2000 46.7 20 22.0 47.1

2005 56.8 20 42.8 75.3

2009 56.8 20 50.0 88.0

2010 56.8 20 21.0 37.0

2011 56.8 20 -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인삼통계자료집」, 각 연도.

그러나 한국의 인삼제품 양허관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요 인삼 수출국

의 인삼제품 수입관세는 저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주요 인삼 수출시장의 관세율(수입) 현황

구 분 품목별 관세율(%)

홍 콩 전품목 무관세
일 본

뿌리삼, 의약품(인삼정)식품(인삼차) 각각 4.7%, 무관세12%
대 만

뿌리삼, 인삼정 인삼분캡슐, 타브렛 각각 5%, 15%50%
중 국 뿌리삼, 제품류 각각 20%
베트남 뿌리삼, 제품류 각각 무관세, 제품별 0～50%

미 국

뿌리삼(재배, 야생)액즙 및 엑기스인삼음료기타인삼함유 식품

Free1%0.2￠/ℓ (탄산, 우유, 가공음료)6.4% (인삼차, 과자 등)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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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한 중 FTA 추진과 인삼시장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FTA 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9개국과 협정이 발효되었고, 7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 동향

구 분 추진 국가

발효
홍콩 마카오(2003), 싱가포르(2009), ASEAN(2007), 파키스탄
(2009), 페루(2010), 칠레(상품 2005, 서비스 2008), 대만(2010),
뉴질랜드(2010)

진행
한국(2005), SACU(2004), 아이슬란드(2007), GCC(2005), 노르웨이
(2008), 호주(2005), 스위스(2011)

준비
(공동연구)

인도(2003), 한 중 일

주 1) ( ) 내는 각각 발효, 타결, 진행 시작연도를 나타냄.

2)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GCC(페르시아만협력회의 6개국), MERCOSUR

(남미공동시장 4개국)

한 중 FTA 협상은 2012년 5월 2일 양국이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2013년 9월 2일 중국(웨이팡)에서 양국 간 7차 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

을 완료하고, 2013년 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재 양국은 FTA 협상을 2014년 상반기까지 2단계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9월 7차례의 협상으로 완료된 1단계는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에 대한 합의이며, 2단계는 1단계의 협상

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협상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은 포괄적인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민감 분야 보호방식 합의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1단계 협상 결과를 요약하면 상품분야는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일반은 10년 내 관세철폐,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 개방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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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단계 협상에서 한 중 FTA 개방수준은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로 결정하였다.

표 4-14. 한 중 FTA 추진 1단계 협상 주요 내용

구 분 시 기 주요 내용

1차
2012. 5. 14

(중국 북경)

포괄적인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
과의 정합성 등 협상원칙 확정

민감 분야 보호방식 합의
2차

2012 7. 3～5

(한국 제주)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 방식 합의
양허제외, 관세부분감축, 관세장기감축 등 포함

3차
2012. 8. 22～24

(중국 산동성)

상품 분야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 합의

일반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은 10년 초과 철
폐,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나 계절관세 적용 합의

4차
2012. 10. 30～11. 1

(한국 경주)

민감품목(관세철폐 유예) 선정과 비중에서 첨예
한 대립

민감품목(초민감품목)으로 한국은 농수산 분야,
중국은 제조업 분야도 주장(미타결)

5차
2013. 4. 26～4. 28

(중국 하얼빈)

상품분야 기존 논의 바탕으로 품목군별 자유화

수준 의견 교환

상품이외 분야 각 분야 작업반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협상 기본지침 문안과 협상포함 여부 논의

6차
2013. 7. 2～7. 4

(한국 부산)

상품분야에서 자유화 수준과 모댈리티(협상기본
지침)에서 의견접근

비상품분야는 모댈리티 문안 합의도출, 의견접근

7차
2013. 9. 3～9. 5

(중국 웨이팡시)

상품분야는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
여 일반은 10년 내 관세철폐, 민감품목은 10년 초

과 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등으로 부분 개장

개방수준은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이며, 품목수에서 나머지 10%는 전체 협상대상 1

만2,000개 품목 중 10%인 1,200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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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에서 나머지 10%는 전체 협상대상 1만 2,000개 품목 중 10%인 

1,200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선정에 첨예한 대립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인삼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전략산업 

또는 수출산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육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

대국의 주장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품목이다.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식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

에서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양면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가

공식품의 경우 위협보다 기회요인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

료농산물이나 신선농산물의 경우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이 더욱 클 것으

로 예상되며, 특히 인삼류의 경우 국내 인삼산업의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15. 한 중 FTA 체결 시 인삼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

구 분 주요 내용

기회요소

한국산 고부가가치 인삼제품류(홍삼)의 수출 증대 전망
한국의 우수한 인삼가공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중국의 소득 향상에 따른 다양한 제품 수요 증대
한국산 고품질 인삼제품의 시장개척의 용이성

위협요소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동북3성 수삼의 수입 급증 전망
국내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급감 전망
국내 인삼 및 제품의 가격하락과 인삼산업 전체의 쇠퇴
전통적 고려삼의 국제명성과 인지도 및 가격경쟁력 저하
고려삼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문화체계 붕괴 등

만약 인삼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부라도 개방된다면 기회

요인으로는 홍삼 중심의 고부가가치 뿌리삼의 수출증대, 우수한 인삼가공

기술의 해외진출 확대, 고부가가치 인삼제품의 수출증대 등의 효과 등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국내 인삼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요

인으로는 국내 인삼생산량 감소에 다른 중국 동북3성 인삼의 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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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국내 인삼생산의 감소, 국내 인삼제품 가격의 하락, 고려삼의 국

제적 명성 하락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 중 FTA 협상 관련 개방의 폭과 그로 인한 수출시장의 확대와 

개척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이다. 그동

안 중국시장에 대한 인삼류 수출은 6년근 홍삼 외 4～5년근 뿌리삼(홍삼,

백삼, 태극삼, 수삼 등)의 수입이 원칙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허가, 검

역 등 까다로운 절차와 과다한 검역비 등으로 인삼류의 중국시장 진출과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그동안  6년근 홍삼만 약품으로 인정하

고, 저년근(4～5) 뿌리삼은 중국내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못하여 인삼제품,

특히 뿌리삼 제품의 수출제약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12년 8월 29일부터 5년근 이하도 식품(식품첨가제) 사용을 허

가하였으나, 5년근 이하는 식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5년근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인삼가공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길

림성의 경우 인삼 가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길림성에 진출한 

‘한국인삼공사’도 5년근 이하 인삼을 원료로 한 인삼차, 봉밀편 등 3종의 

식품으로서의 제품 생산이 허가되어 생산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길

림성의 인삼 가공공장(식품공장)의 운영은 공장설비, 생산관리, 위생환경,

검사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사하여 질량기술감독국(길림성 또는 연변자치

주 산하기관)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장백산 인삼의 최대 산지

인 길림성 위생국에서는 2012년 8월 중국 중앙정부의 ‘인삼 신자원식품 비

준 공고’에 따라 2013년 5월 홍삼제품을 식품으로 제조 이용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중국이 저년근 인삼의 식품으로서의 사용과 제조를 허가하고 길림성에

서는 홍삼을 식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합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삼 

식품류의 중국 수출에는 관세와 비관세 측면 모두에서 여전히 많은 장벽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도 국내 고려삼과 유사한 동북 3성 지

역의 인삼을 중약재로서 보호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성장품목으로 육성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이 약재와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는 등 관련 



78 인삼 수출 및 개방화 현황과 현안

제도의 경직화로 인삼 관련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에서 뿌리삼은 약용으로 분류하고 조제품(가공품)은 보조식품으로 분류하

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중국산 인삼이 한국과 같이 코덱스에 식품으로 등록되거나 또

는 중국산 인삼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등의 합의가 있어

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렵다면 제품별로 구분되어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인삼 성분 함량에 관계없이 인삼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중국수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동등

한 수준으로의 식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길림성을 중심으로 동북 3성에서 인삼을 성장산업 또는 수출진흥산

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중 FTA 협상에서 국내산 인삼만 초민감

품목으로 주장할 경우 오히려 중국시장의 진출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인삼

산업이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최선의 협상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국이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중 FTA 협상

에서 가능한 인삼류 개방화 형태와 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3. 인삼산업 경쟁력

인삼산업의 경쟁력은 대체로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고려삼의 품질경쟁력은 외국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연구진(성균관대 조재열 유전

공학과 교수,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2012년 9월 24일 ‘홍삼 유래 산성다

당체에 의한 대식세포의 분자적 활성 기전’ 연구결과 발표)에 의해 인삼에

만 있는 우수한 약효성분이 인삼사포닌(약 30여 종의 진세노사이드) 외에 

산성다당체로 규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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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면역기능의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사포닌이 아닌 비사

포닌 계열인 산성다당체의 면역력 조절 메커니즘이 세계 최초로 규명되어 

홍삼의 국내산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 외 고려인삼의 홍삼

에 함유된 다당체는 폴리다당체로 항종양활성, 면역조절활성(면역력 증강),

혈당조절활성 기능이 규명되고 있다. 그 외 많은 연구와 분석 결과 고려삼

의 인삼사포닌 종류가 30여 종으로 가장 많고 산성다당체 함유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표 4-16. 주요 인삼 품종의 품질경쟁력 비교

구 분 고려인삼 서양삼 중국(삼칠삼) 중국(죽절삼)

원산지 한국, 만주 북미 동부 중국 운남 중국 운남, 일본

인삼사포닌 함량 3～4% 4～5% 4～5% -

인삼사포닌 종류 34종 14종 15종 8종

산성 다앙체 7.47% 2.09% 2.25% -

수용성 단백질 38.0mg/g 11.4mg/g 17.0mg/g -

향기성분조성비 1.29 0.06 0.58 -

자료: 김희철(2008).

한편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은 품질경쟁력은 높은 수준인 반면 상대적으

로 높은 생산비(경영비) 구조로 국제 인삼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

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인삼산업은 호당 재배면적이 영세하

여 높은 생산비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단위당 생산비가 중국, 캐

나다, 미국보다 각각 5.9배, 2.5배, 3.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지 농가 조사와 2차 통계치 분석 결과 경영비 중 제재료비, 고

용노력비, 토지임차료, 대농구상각비, 종묘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비의 경우 재배 특성으로 인하여 자가노력비와 

토지자본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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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주요국의 인삼 재배규모 생산비 단수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캐나다 미 국 비교우위

호당면적(ha) 0.95 3∼5 4∼6 5∼10 열위

생산비

비교

원/kg 21,317 3,590 8,604 6,440 열위

비교(%) 100.0 16.8 40.4 30.2

단수(kg/10a) 504 553 850 800 열위

자료: 농림식품수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7, 2009).

표 4-18. 인삼 재배유형별 소득 및 경영비

단위: 천원/10a

구 분 4년근 6년근 평균(가중)

조수입

금액 13,286 23,899 17,687

수량(kg) 648 655 651

단가(원) 20,500 36,487 27,129

경영비

종묘비 457 989 678 (9.8)

무기질비료비 100 205 144 (2.1)

유기질비료비 447 374 417 (6.0)

농약비 395 534 453 (6.6)

광열·동력비 133 138 135 (2.0)

제재료비 1,457 2,209 1,769 (25.6)

대농구상각비 666 1,312 934 (13.5)

영농시설상각비 46 146 87 (1.3)

수선비 43 112 72 (1.0)

토지임차료 811 1,008 893 (12.9)

고용노력비 989 1,294 1,115 (16.1)

기타 177 280 220 (3.2)

계 5,721 8,600 6,915 (100.0)

소 득 7,565 15,299 10,772

소득률(%) 56.9 62.1 59.1

자료: 농촌진흥청, 2011, 「농축산물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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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의 특화지수를 이용한 무역경쟁력을 보면 먼저 한국의 인삼

수출 특화지수는 0.96으로 주요 인삼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고려삼의 수출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수출특화지수가 0.8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시장에서 캐나다와의 수출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인삼은 고려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삼의 수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

해 중국과 미국의 수출특화지수는 각각 0.21과 0.2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0.42로 나타나 수출보다는 수

입에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9. 인삼의 수출특화지역 분석 결과

자료: 성명환 등. 2004.「고려인삼 중장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그리고 인삼 수출입 비교우위지수(RCA)로 평가된 한국의 인삼 수출경

쟁력은 8.2로 홍콩의 8.7보다는 약간 낮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수출 비교우위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홍콩의 경우 각국으로부터 원료삼을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수

출 비교우위지수는 6.1로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가 4.3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수입 비

교우위지수는 홍콩이 23.8로 가장 높아 제1의 글로벌 수출시장으로서의 특

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4.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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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과 중국의 수입 비교우위지수가 상대적으

로 높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내 인삼의 수출시장으로서 홍콩과 중국이 주요 

목표시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입 비교우위지수는 0.1로 나타나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수입 우

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9. 인삼의 수출입 비교우위 분석 결과

구 분 RCAX(수출기준) RCAM(수입기준)

홍 콩 8.7 23.8

중 국 6.1 4.7

미 국 0.7 0.3

캐나다 4.3 0.6

한 국 8.2 0.1

자료: 성명환. 2012. “한 중 FTA 인삼 협상 대응방향.”(한 중FTA 협상 인삼산업 대응방

향 토론회 발표 논문).

2. 인삼 수출과 시장 개방화의 현안

2.1. 인삼 수출의 현안

인삼 수출의 현안이나 문제점으로는 먼저 인삼 수출시장 구조의 취약성

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인삼류 수출 국가가 2012년 79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몇몇 아시아 시장 의존도가 더욱더 심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인삼류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4개국의 비

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다. 수출 시장 수는 증가하지만 아시아 4개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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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시장 개

척 대상으로 부상되는 신시장(이머징 마켓)이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동

남아 국가를 제외하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삼제품별 수출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

삼류 수출은 인삼제품별로 시장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삼류 수출시

장별 수출상품은 중국, 대만, 홍콩시장은 홍삼(뿌리삼) 시장이며, 일본과 

기타 국가는 인삼제품 시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수출 시장별 선호하는 

재품이 있지만, 새로운 인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홍삼시장에서는 제

품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시장에서는 홍삼 등 뿌리삼의 비중을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특정 브랜드 중심의 수출시장 점유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관장’ 중심의 홍삼 수출시장 구조는 다른 브랜드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이나 홍콩시장에서 6년근 중심의 ‘한국홍삼=정관장’이라는 인

식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수출시장, 특히 홍콩시장에서 특정 브랜드인 ‘정

관장’ 외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인삼 수출시장에서 중소업체 

브랜드의 절대적 경쟁 열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내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정관장’을 판매하거나, 한국 내 인삼조합 등에게 OEM

물량을 발주하여 자체적인 브랜드로 한국홍삼이나 기타 홍삼제품 뿌리삼

(백삼 등)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업체의 마케팅 

전략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정관장’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정관장’ 중심의 홍콩 인삼시장에서 한국산 홍삼의 시장점유

율은 크게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업체의 홍콩시장 진출 경

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홍콩시장 내 상인들의 공통적 인식은 ‘정관장’ 외 

다른 한국산 홍삼 브랜드는 품질면에서 ‘정관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식

하고 있어 여전히 정관장의 가격전략은 고가격 전략인 반면, 다른 브랜드

는 저가격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삼의 품질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추세에서 홍콩의 많은 업체들이 한국 

내 생산자조직(인삼조합)이나 가공업체의 OEM 물량으로 저가격전략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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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경우 ‘정관장’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된다.

넷째, 수많은 수출브랜드의 난립과 경쟁 심화로 국제시장에서 특정 브랜

드 외에는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국내 인삼제품 가공업체 중 50여 개 

업체가 인삼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많은 브랜드 난립

과 치열한 경쟁으로 수출시장에서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 브랜드와 차별화를 통해 

수출시장에 진입을 시도한 인삼농협의 경우에도 조합별로 브랜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삼농협의 공동브랜드인 ‘한삼인’의 홍콩시장 진출도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수출인삼의 공동브랜드화와 단일 조직화를 통한 상품

과 유통전략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0. 인삼 수출 개방화 부문 현안

현 안 주요 내용

▪인삼 수출구조의 취약성과
제품별 수출
시장 구조의 문제점

일부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
향후 수출 이머징 마켓의 제약
인삼제품별 수출시장 고착화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시장개척의 한계

▪수출시장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특정브랜드 중심 수출시장 지배력 강화
중소업체 제품의 수출시장 진입 한계
주류 수출시장 시장점유율 확대 한계

▪수많은 수출브랜드의
난립과 경쟁심화

중소업체, 인삼조합 브랜드 난립으로
인지도 및 경쟁력 저하

중소업체 제품 경쟁력 열세와 출혈 수출
중소업체 및 인삼조합 대표브랜드 부재
중소업체 제품 경쟁력 열세와 출혈 수출

▪FTA 협상 대응과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요인 존재

FTA 협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식품으로 시장진입 제도적 애로요인
미국시장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 존재

▪국가 및 조직차원의
유통 홍보전략

시장별 상품별 체계적 유통전략 부재
국가 및 조직 차원의 홍보전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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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의 우수성에 대한 미흡한 홍보전략을 들 수 

있다. 고려삼 수출시장 다변화의 한계로 인해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지역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홍

콩시장에서조차 홍삼의 효능이 잘못 인식되어 있어 수출시장 개척에 한계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려삼(홍삼)의 승열작용 고착화에 대한 인식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소비계층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려삼과 유사한 중국삼(백두산인삼)의 주산지인 연

길 지역 인삼 상인들은 백두산 인삼이 고려삼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여 고려삼의 품질 가치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섯째, FTA 협상과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다. 2012

년에 중국 정부에서 저년근 인삼의 식품 제조 사용 허가와 2013년 길림성 

위생국의 6년근 홍삼의 식품 제조 사용 허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삼식

품의 중국시장 진입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한 중 FTA 협상 전략에서도 인삼을 민감품

목 또는 초민감품목 등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

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식품의약국(FDA) 건강기능성 신소재 등록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인삼제품의 수출제약 요인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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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목적은 국내 인삼 소비자들의 수삼과 인삼제품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등 인삼수요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인삼산업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조사대상 소비자의 인구통계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조사대상 소비자 수는 1,000명이며,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분

포는 경기 23.8%, 서울 21.1%, 부산 7.1%, 경남 6.3%, 인천 5.7%, 경북

5.1%, 기타지역 각각 3% 내외이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평균 연령은 42.3세이며, 이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

은 남자 50.9%(509명), 여자 49.1%(491명)이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

른 기혼자와 미혼자의 비율은 각각 67.7%와 32.3%로 기혼자의 비중이 높

다. 응답자 학력은 대졸이상 63.0%, 전문대졸업 16.0%, 고등학교 이하 

21.0%로 상대적으로 고학력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은 일반사

무직 31.9%, 무직 16.3%, 자영업 12.4%, 전문직종사자 9.3%, 서비스관련 

종사자 7.1%, 생산기술 종사자 5.8%, 공무원 교원 3.7%, 임시직 일용직

1.8%, 기타 11.7%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 가족 수는 4명 37.4%, 3명

28.8%, 2명 14.7%, 5명 9.0%, 1명 7.9%, 6명 이상 2.2%이다. 그리고 응답

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500만 원 수준이 전체의 5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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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소비자 조사 대상자의 특성 종합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성별
남자 509 50.9

여자 491 49.1

결혼여부
미혼 323 32.3

기혼 677 67.7

연령분포

19∼29세 186 18.6

30∼39세 221 22.1

40∼49세 245 24.5

50∼59세 246 24.6

60∼69세 102 10.2

지역분포

서울 211 21.1

부산 71 7.1

대구 49 4.9

인천 57 5.7

광주 29 2.9

대전 30 3.0

울산 23 2.3

경기 238 23.8

강원 30 3.0

충남 39 3.9

충북 30 3.0

전남 34 3.4

전북 35 3.5

경남 63 6.3

경북 51 5.1

제주 10 1.0

동거

가족수

1명 79 7.9

2명 147 14.7

3명 288 28.8

4명 374 37.4

5명 90 9.0

6명 17 1.7

7명 2 0.2

8명 3 0.3

직업분포

자영업 124 12.4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 71 7.1

생산기술 종사자 5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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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소비자 조사 대상자의 특성 종합(계속)

구 분 빈도 수 비 중

직업분포

일반 사무직 종사자 319 31.9

전문직 종사자 93 9.3

임시직/일용직 18 1.8

공무원/교원 37 3.7

무직 163 16.3

기타 117 11.7

학력분포

중학교 졸업 이하 21 2.1

고등학교 중퇴/졸업 189 18.9

전문대 재학/졸업 160 16.0

대학교 재학/졸업 542 54.2

대학원 재학 이상 88 8.8

월 가구

평균소득

분포

100만 원 이하 20 2.0

100만∼200만 원 이하 113 11.3

200만∼300만 원 이하 182 18.2

300만∼400만 원 이하 198 19.8

400만∼500만 원 이하 200 20.0

500만∼600만 원 이하 114 11.4

600만∼700만 원 이하 58 5.8

700만∼800만 원 이하 51 5.1

800만 원 이상 64 6.4

2. 소비자의 인삼구매 및 소비에 대한 인식

2.1. 수삼구매 및 소비

2.1.1. 수삼 구매 

최근 5년간 수삼 구매경험이 있는 비율이 43.5%, 없다는 비율이 56.5%

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인삼이 쉽게 구입하여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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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의 필수적인 부식품이거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일반 또는 건강식품

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 소비자의 최근 5년 내 수삼 직접 구입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있다 435 43.5

없다 565 56.5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수삼구매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수삼구매 목적은 ‘음식조리용’이  

4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용 보양식품 건강약재용’ 32.4%, ‘선물

용’ 20.9%로 세 가지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음식 조리용

으로 구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만 아직까지 수삼 구매목적은 

약재용 보신용 등의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 소비자의 수삼 구입 목적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수 비 중 빈도 수 비 중

가정에서 먹는 탕재용 141 32.4 133 30.6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용 91 20.9 72 16.6

가정에서 먹을 음식 조리용 174 40.0 144 33.1

가정 내 술 담그는 재료 10 2.3 64 14.7

술안주용 1 0.2 5 1.1

기타 18 4.1 17 3.9

계 435 100.0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수삼의 구입 빈도는 수삼이 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품으

로 1,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5년간 수삼 구입 경험이 있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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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목적도 일반 음식용보다는 약재나 

일부 조리용, 선물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삼 구매자의 구입 빈

도도 6개월에 1회 또는 1년에 1회 정도 구입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개월에 1회 구입이 13.1%, 1개월이나 2개월 주

기로 비교적 구매 횟수가 많다는 비중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소비자의 수삼 구입 빈도

구 분 빈도 수 비 중

1개월에 1회 정도 10 2.3

2개월에 1회 정도 20 4.6

3개월에 1회 정도 57 13.1

4개월에 1회 정도 16 3.7

5개월에 1회 정도 22 5.1

6개월에 1회 정도 157 36.1

1년에 1회 정도 153 35.2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수삼 구매 시 1회 구입량 및 구입횟수 변화 정도를 보면  응답자의 수삼 

구입 횟수와 1회 구입량 변화 정도는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의 비율이 

59.5%로 농산물 중 상대적으로 고가이면서 용도가 제한적인 수삼의 소비

표 5-5. 소비자의 수삼 구입량과 구입횟수 변화 정도

구 분 빈도 수 비 중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8 1.8

이전보다 약간 늘어났다 75 17.2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259 59.5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 67 15.4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26 6.0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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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약간 늘어났다’와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의 비율이 각각 

17.2%와 15.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보다 크게 늘어

났다’는 비율은 1.8%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유통매장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 인삼농협 매장 21.8%, 인삼 전문시장이나 

약령시장 16.3%, 시내 인삼전문 매장 9.7%, 재배농가 직접구매 8.0%, 인터

넷 구매 7.1% 백화점 5.7% 등 다양한 구매처에서 구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6. 소비자의 수삼 구매처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전문적 인삼시장/약령시장 71 16.3

산지의 인삼농협 95 21.8

대형유통매장 126 29.0

백화점 25 5.7

재배농가에 직접 구매 35 8.0

시내 인삼 전문 매장 42 9.7

인터넷 구매 31 7.1

기타 10 2.3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의 1회 수삼 구매액 규모는 3만～5만 원이 24.6%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규모는 인삼 수확기 중품 1채(약 750g) 정도의 규

모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10만～20만 원 23.4%, 5만～7만 원 18.4%, 7～

10만 원 16.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0만～20만 원 규모는 대체로 상품 

1채 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명절 등의 선물용이나 가정용 술 담그는 원료 

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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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소비자의 수삼 1회 구매 비용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1만 원 미만 14 3.2

1만∼3만 원 미만 42 9.7

3만∼5만 원 미만 107 24.6

5만∼7만 원 미만 80 18.4

7만∼10만 원 미만 71 16.3

10만∼20만 원 미만 102 23.4

20만 원 이상 19 4.4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자가소비나 선물

용 모두 국내산 산지(각각 53.6%, 52.6%)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

배연수(각각 22.1%, 28.5%)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여부 사항이 선

물용이나 자가 소비용 모두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표 5-8. 소비자의 수삼 구입목적별 구입 시 고려사항

단위: 명, %

구 분
선물용 자가 소비용 단체/행사용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국내산 여부 229 52.6 233 53.6 213 49.0

재배연수 124 28.5 96 22.1 84 19.3

수삼 모양 14 3.2 14 3.2 27 6.2

수삼 크기 33 7.6 27 6.2 61 14.0

수삼 색깔 3 0.7 2 0.5 4 0.9

판매시장 5 1.1 11 2.5 10 2.3

유기농 인삼 여부 7 1.6 15 3.4 2 0.5

잔류농약성분 여부 1 0.2 11 2.5 6 1.4

신선도 19 4.4 26 6.0 23 5.3

기타 0 0.0 0 0.0 5 1.1

계 435 100.0 435 100.0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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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삼과의 구분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생산자가 생각하는 인삼 유통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수입삼의 국내삼 둔갑과 차별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

물용과 자가소비용 구매 시 고려사항은 큰 차이는 없으나, 선물용에서 재

배연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 소비용에서 잔류농약이나 

유기농 여부 등 안전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단체나 행사용으로 구입할 경우 중요한 고려사

항으로는 국내산 여부, 재배연수는 동일하나 수삼 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수삼의 

안전성, 과다한 등급규격, 등급별 가격의 신뢰성,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의 

접근성 등으로 4가지 요인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수삼의 안전성을 믿기 어렵

다’(29.7%)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삼의 

등급문제로서 ‘등급이 너무 많아 구분하기 어렵다’(17.5%), ‘등급별 가격을 

믿기 어렵다’(18.6%) 등 과다한 등급 수와 등급별 가격에 대한 불신 비율

이 전체의 36.1%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수삼 구매처에 대한 접근성이 양

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비율이 16.8%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수삼의 ‘가격이나 산지에 

대한 정보 부족’, ‘상인이나 점포에 따라 규격이나 설명이 다름’ 등의 사항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은 수삼의 과다한 등급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

에서 수많은 등급별 가격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수삼의 안

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매 결정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삼을 구매하려고 해도 소비지에서 수삼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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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소비자의 수삼 구매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수

비중
빈도
수

비중
빈도
수

비중

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음 73 16.8 10 2.3 20 4.6

수삼의 안전성을 믿기 어려움 129 29.7 52 12.0 32 7.4

등급이 많아 구분하기 어려움 76 17.5 73 16.8 51 11.7

등급별 가격을 믿기 어려움 81 18.6 130 29.9 80 18.4

가격이나 산지에 대한 정보 부족 38 8.7 69 15.9 72 16.6

상인, 상점 따라 규격, 설명 다름 18 4.1 55 12.6 76 17.5

시설의 낙후 및 판매방법이 비공개 7 1.6 19 4.4 34 7.8

한 번 구매한 상품은 환불 불가 7 1.6 13 3.0 34 7.8

반드시 현금 결제 1 0.1 8 1.8 18 4.1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거의 없음 5 1.1 5 1.1 17 3.9

기타 0 0.0 1 0.2 1 0.2

계 435 100 435 100 435 1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한편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에 대해 막연하게 ‘국내산의 안전

성을 어느 정도 믿는다’(58.5%)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국내산이라도 잘 믿

지 못한다’(28.3%)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국내

표 5-10.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국내산이니 확고히 믿음 111 11.1

국내산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믿음 585 58.5

국산이라도 잘 믿지 못함 283 28.3

국산의 안전성을 전혀 믿지 못함 13 1.3

안전성은 상관하지 않음 8 0.8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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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고히 믿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1.1%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은 상관없이 구매한다’는 비중은 0.8%에 불과하

여 소비자가 수삼 구매에서 안전성 문제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

전성에 대한 어떤 인증제도나 표시제도가 없기 때문’(43.9%)이라는 이유와 

‘인삼 재배 시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42.2%)이

라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

자들의 대부분은 인삼재배에는 많은 농약이 사용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증

제도나 표시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현재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인식으로는 가격형

성의 공정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지 않는 수삼거래의 특성에 따라 적정가격

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판매상인이 제시하

는 가격수준을 믿는다’(30.8%)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점포에 표시된 가격

만 믿고 구매한다’(57.9%)라는 비중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1. 소비자의 국내산 수삼 안전성 불신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인삼 재배 시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고 알고 있음 125 42.2

안전성에 대한 어떤 제도나 표시도 없기 때문 130 43.9

무조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잘 믿을 수 없음 28 9.5

기타 13 4.4

계 2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그 외 ‘수삼가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중

은 3.2%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구매한다’(6.1%)라고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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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94.8%가 수삼 구매 시 적정가격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거래 시 구매자가 가격결정이나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교섭력을 거의 가지지 못하는 판매자 중심

의 일방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표 5-12. 소비자의 수삼 구매 시 가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전문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음 14 3.2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매 134 30.8

판매점의 가격표시 참고 252 57.9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구매 27 6.1

상관하지 않음 8 1.8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할 때 가격수준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보면 대체로 

약간 비싸거나 또는 비싸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가격인식은 ‘약간 비싼 수준이다’(59.6%), ‘매우 비싼 수준이다’(10.8%)라

표 5-13. 소비자의 수삼 가격수준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매우 비싼 수준이다 108 10.8

약간 비싼 수준이다 596 59.6

적정한 수준이다 128 12.8

약간 싼 수준이다 12 1.2

매우 싼 수준이다 1 0.1

잘 모르겠다 155 15.5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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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비싸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이 적정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2.8%에 그치

고 있으며, 특히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5.5%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수삼의 적정가격 수준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할 때 관련 정보도 가지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지표도 없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적정 가격수준(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가격 수준 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수삼구매 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보면 ‘현재 가격보다 20～30% 싸져야 된다’라는 비율

이 44.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현재보다 10～20% 싸져야 된

다’(27.3%), ‘현재보다 30～40% 싸져야 된다’(12.5%)라는 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재의 수삼 가격 수준에 대해 

적정가격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삼 구매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 수준보다 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

은 결과는 실제로 현재의 수삼가격 수준이 적정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련 정보나 기준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데 따른 인식으로 판단된

다. 가격 관련 정보(가격결정 방식 등)의 비대칭성과 가격결정 방식과 가격

수준에 대한 비공개성 등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5-14. 소비자의 현재 가격 대비 적정가격이라고 느끼는 수삼가격 수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현재보다 10% 미만 싼 수준 50 7.1

현재보다 10∼20% 싼 수준 192 27.3

현재보다 20∼30% 싼 수준 316 44.9

현재보다 30∼40% 싼 수준 88 12.5

현재보다 40∼50% 싼 수준 33 4.7

현재보다 50% 이상 싼 수준 25 3.6

계 704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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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상

인이 말하는 수삼의 연근(4년근 또는 6년근 등)이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조사 결과 소비자의 수삼가격에 대한 인식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연근에 대한 인식으로는 가격과 마찬가

지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지 않는 수삼거래의 특성상 수삼의 

연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대체로 ‘판매상인이 

제시하는 연근 정보를 믿는다’(45.1%)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점포에 표시

된 연근 정보만 믿고 구매한다’(44.6%)라는 비중이 전체의 89.7%로 가격

에 대한 인식 88.7%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수삼

의 연근 판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중은 

4.8%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구매한다’(3.4%)라고 

대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93.1%가 수삼 구매 시 연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연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거래 시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연근

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5. 소비자의 수삼 구매 시 연근 판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전문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음 21 4.8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매 196 45.1

판매점의 연근표시 참고 194 44.6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구매 15 3.4

상관하지 않음 9 2.1

합 계 435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2.1.2. 수삼 소비확대 방안 

국내산 수삼의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사항으로는 안

전성 확보, 등급별 공정한 가격 형성, 복잡한 등급규격 조정, 판매시장의 시



100 인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설현대화와 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필요 사항의 우선순

위에서 볼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특정 사항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

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수삼을 좀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등급별 적정가격에 대한 정보와 

객관적 기준이 공개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수삼을 사고 싶을 때 쉽게 

살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수삼 소비 확대의 필요 사항으로는 ‘수삼의 안전성 

보장과 품질인증시스템 제도의 도입’(16.7%)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수삼의 등급별 가격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형성’(15.1%),

‘수삼의 등급과 규격이 조정되고 통일되어야 함’(13.8%), ‘수삼 생산에서 

유통과정까지 생산 유통이력시스템 도입’(12.8%), ‘수삼 판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1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삼의 생산 유

통이력제 도입의 목적을 안전성 확인 및 확보로 간주하고 생산 유통이력

시스템을 품질인증시스템의 한 방법으로 본다면 소비자의 소비확대를 위

한 최대 관심은 역시 ‘수삼의 안전성과 품질인증’(29.5%)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외 ‘수삼 거래방법 공개와 반품 등 거래서비스 개선’(9.5%),

표 5-16. 소비자의 국내산 수삼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 분 비 중

소비지에 수삼시장을 많이 만들어야 함 8.2

수삼의 안전성 보장과 품질 인증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 16.7

수삼의 등급과 규격이 조정되고 통일되어야 함 13.8

수삼의 등급별 규격별 가격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형성 15.1

수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 유통이력시스템의 도입 12.8

판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 개선 10.2

수삼 거래방법이 공개되고 반품 등 거래 서비스의 개선 9.5

수삼 구매 시 신용구매 등 현금 구매 이외의 다양한 방법 6.7

수삼의 복용방법이나 조리 방법 등 서비스 구축 7.1

합 계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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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에 수삼시장을 만들어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8.2%), ‘수삼 복용방

법이나 조리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 홍보체제 구축’(7.1%), ‘수삼 구매 시 

현금결제 외 다양한 결제 방법 도입’(6.7%)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소비자들의 수삼 소비는 ‘현재 수준 유지’가 69.8%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지만, ‘소비를 늘릴 예정’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25.0%나 되어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비율 5.2%를 고려하면 향후 국내산 수삼의 소비

는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7. 소비자의 향후 수삼 소비 확대 의향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늘릴 것이다 250 25.0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698 69.8

줄일 것이다 52 5.2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수삼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들의 수삼소비 확대 정도를 보면 ‘현재보

다 10～20% 더 늘리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으며,

표 5-18. 소비자의 수삼 소비 확대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현재보다 10% 미만 54 21.6

10∼20% 115 46.0

20∼30% 60 24.0

30∼40% 10 4.0

40∼50% 7 2.8

50% 이상 늘림 4 1.6

계 25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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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30% 더 늘리겠다’(24.0%), ‘10% 미만 정도로 늘리겠

다’(2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인삼(고려삼)과 성분과 모양이 거의 유사한 중국 인삼(백두

산 인삼 또는 장백산 인삼)에 대한 구입 의향을 조사하였다. 만약 현재 진

행되고 있는 한 중 FTA 협상 결과 국내 고려삼과 유사한 중국 인삼이 국

내에 들어온다면 조사 대상 소비자들의 40% 이상이 구입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인삼의 구입 의향은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가격이 싸다면’이라는 조건하에서 구입하겠다는 비율이 40.6%

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중국산 인삼이 수입될 경우 구매 

조건만 맞으면 상당부분 국내산 인삼(고려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산 인삼이 수입되어도 가격과 품질에 관계없

이 국내산 인삼을 구입’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4.0%로 서로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만약 안전성이 보장되고 국내산 인삼가격보

다 싼 중국산 인삼이 수입된다면 국내산 인삼과의 소비 대체가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산 인삼과의 경쟁에

서 국내산 인삼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사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19. 소비자의 중국 백두산인삼 수입 시 구입 의향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중국 인삼이 수입돼도 가격, 품질 상관없이 국내 수삼 구입 440 44.0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가격이 싸다면 구입 406 40.6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 관계없이 가격이 싸다면 구입 11 1.1

일단 중국 인삼을 구매, 먹어본 후 계속 구매 여부 결정 49 4.9

잘 모르겠다 94 9.4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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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삼제품 구매 및 소비

2.2.1. 인삼제품 구매와 소비

최근 5년 이내에 인삼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중은 69.6%로 

동기간 수삼 구매 경험이 있는 비율 4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삼과는 달리 인삼제품은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처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0. 소비자의 최근 5년 이내 인삼제품 직접 구입 경험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있다 696 69.6

없다 304 30.4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인삼제품을 구입한 목적으로는 ‘가정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식품

용’이라는 비율이 68.0%로 같은 목적인 수삼 구입 비중의 3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용’이라는 비율이 

25.7%로 역시 동일 목적의 수삼 구입 비중 20.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표 5-21. 소비자의 인삼제품 직접 구입 목적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가정에서 본인 식구들의 건강식품용 473 68.0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용 179 25.7

가정에서 상시 먹는 기호식품 43 6.2

기타 1 0.1

계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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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해 ‘가정에서 상시 먹는 음식용(기호식품)’이라고 대답한 비율

은 6.2%로 동일 목적의 수삼 구입 비중 40.0%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인삼제품의 구입 목적은 수삼과는 달리 대체로 건강식품용과 선물

용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삼제품 구매빈도는 ‘6개월에 1회 정도’와 ‘1년에 1회 정

도’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67.3%로 인삼제품 역시 수삼과 마찬가지로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구매 빈도는 수

삼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삼제품 역시 생활필수품이

나 항상 먹는 식료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높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개월 이하에 1회 정도 구입 빈도인 비교적 

구입 빈도가 많은 경우 인삼제품과 수삼이 각각 24.1%와 20.0%로 서로 유

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삼제품과 수삼의 구입 빈도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2.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입 빈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1개월에 1회 정도 23 3.3

2개월에 1회 정도 51 7.3

3개월에 1회 정도 94 13.5

4개월에 1회 정도 27 3.9

5개월에 1회 정도 32 4.6

6개월에 1회 정도 230 33.0

1년에 1회 정도 239 34.3

계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인삼제품 구입 빈도(횟수)의 변화 정도를 보면 수삼과 마찬

가지로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2.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전보다 약간 늘거나 크게 늘었다’라고 대답

한 비중이 21.5%로 ‘이전보다 조금 줄었거나 크게 줄었다’ 비율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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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인삼제품의 구매빈도가 근소한 증가 추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3.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입량/구입횟수 변화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17 2.4

이전보다 약간 늘었다 133 19.1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434 62.4

이전보다 조금 줄었다 87 12.5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25 3.6

계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조사 대상 소비자 1,000명 중 인삼제품을 선물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비율

은 홍삼제품이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삼음료(47.7%),

인삼차(35.7%), 뿌리삼(26.3%), 인삼주(20.2) 순으로 나타나 인삼제품 중 선

물용으로 가장 많이 구매되는 제품은 홍삼제품과 인삼음료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4. 소비자의 인삼제품 선물 받은 경험
단위: %

구 분 홍삼제품 뿌리삼 인삼차 인삼분말 인삼음료 인삼주

있다 72.0 26.3 35.7 14.0 47.7 20.2

없다 28.0 73.7 64.3 86.0 52.3 7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조사 대상 1,000명 중 인삼제품을 선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한 선물을 받는 빈도를 보면 인삼제품별 가격수준이나 사용 용도의 

특성으로 차이가 나고 있지만, 대부분 ‘1년에 1회 정도’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나타나 인삼제품이 자주 주고받는 선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홍삼제품, 뿌리삼, 인삼차, 인삼분말은 ‘1년에 1회 

정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삼음료는 ‘지금까지 2회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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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삼주는 ‘지금까지 한 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5. 소비자의 인삼제품 선물 받은 빈도
단위: %

구 분
홍삼
제품

뿌리삼 인삼차
인삼
분말

인삼
음료

인삼주

지금까지 한 번 20.3 31.6 24.6 32.1 19.7 38.6

지금까지 2～3회 29.3 18.6 27.7 18.6 33.5 18.3

1년에 1회 33.3 39.9 35.0 35.0 26.6 32.2

1년에 2～3회 16.8 9.1 10.6 13.6 13.8 8.4

1년에 수차례 0.3 0.8 2.0 0.7 6.3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인삼제품별 선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홍삼제품 720명, 뿌리삼 263명, 인

삼차 357명, 인삼분말 140명, 인삼음료 477명, 인삼주 202명)으로 한 비중임.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인삼제품 구매처는 대형유통업체(30.5%), 백화점(27.3%)이 

전체의 57.8%로 소비자들의 최대 구매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삼

의 동일한 구매처 비중인 3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구매 비중이 수삼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대형마트와 백

화점에서 다양한 인삼제품을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표 5-26.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처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대형유통업체(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212 30.5

백화점 190 27.3

소비지 인삼제품 전문매장 84 12.1

전문 인삼시장이나 약령시장 81 11.6

산지의 인삼농협 58 8.3

인삼 가공공장에서 직접 구입 40 5.7

인터넷 구입 19 2.7

기타 12 1.7

계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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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비지 인

삼제품 전문 매장’(12.1%), ‘전문 인삼시장이나 약령시장’(11.6%), ‘산지의 

인삼농협’(8.3%0, ‘인삼 가공공장 직접 구입’(5.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주요 인삼제품은 주로 홍삼제품이며, 그 외 인삼

차, 인삼음료, 뿌리삼 등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

의 주요 인삼제품 구입 비중은 ‘홍삼제품(뿌리삼, 홍삼정, 홍삼엑기스 등)’

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인삼차(14.5%), 인삼음료

(10.0%), 기타 뿌리삼(백삼, 태극삼, 흑삼 등)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7. 소비자의 주요 구입 인삼제품
단위: %

구 분 비 중

홍삼제품(홍삼, 홍삼정, 홍삼엑기스 등) 58.9

뿌리삼(백삼, 태극삼, 흑삼 등) 9.6

인삼차 14.5

인삼분말 5.1

인삼음료 10.0

인삼주 1.4

기타 0.4

계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가 인삼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대체로 브랜드, 가격수

준, 원료의 연수(연근), 제품 원산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삼제품의 

구매 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선물용으로 인삼제품을 구

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39.5%), ‘가격 수준’(21.0%), ‘원료의 재배

연수’(11.8%), ‘제품 원산지’(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가 

소비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가격 수준’(28.3%), ‘브랜드’(23.3%), ‘제품 

원산지’(14.7%), ‘원료의 재배연수’(1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물용

과 자가 소비용의 큰 차이는 선물용의 경우 ‘브랜드’ 고려 비중이 훨씬 높

은 수준이지만, 자가소비용의 경우 가격 수준, 원료연수, 제품 원산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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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물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장 등에서 행사용이나 단체용으로 구입할 경우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 수준’(1.7%)으로 선물용이나 자가 소비용의 비율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브랜드’(25.7%), ‘제품 원산

지’(1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료의 재배연수’(6.5%)에 대한 비중

은 선물용이나 자가 소비용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인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용도와 크게 관계 없이 공통적으

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은 ‘브랜드’와 ‘가격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품 원산지’, ‘원료 재배연수’, ‘품질인증 여부’, ‘원

료의 산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8.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 용도별 고려사항
단위: 명, %

구 분
자가소비용 선물용 행사/단체용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브랜드 162 23.3 275 39.5 179 25.7

가격수준 197 28.3 146 21.0 290 41.7

원료의 재배연수 93 13.4 82 11.8 45 6.5

제품 원산지 102 14.7 81 11.6 75 10.8

품질인증 여부 50 7.2 41 5.9 26 3.7

구성성분 32 4.6 22 3.2 16 2.3

사용원료의 산지 30 4.3 22 3.2 20 2.9

제조회사명 12 1.7 19 2.7 17 2.4

유통기한(제조일자) 5 0.7 4 0.6 15 2.2

포장디자인 3 0.4 3 0.4 9 1.3

유기농제품 10 1.4 1 0.1 4 0.6

기타 0 0.0 0 0.0 0 0.0

계 696 100.0 696 100.0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가 인삼제품 구매 시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대

체로 제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제품의 안전성, 제품정보의 부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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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품질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수많은 제조업체 상품으로 선택의 어려

움 등 5가지 사항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수많은 종류의 인삼제품의 가격이 적정

한지에 대한 판단 곤란’이라는 비율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서 ‘구매를 해도 제품의 안전성을 믿기 어

렵다’(15.7%), ‘품질인증표시, 가격, 산지에 대한 정보 표시가 없어 선택하

기 어렵다’(13.2%), ‘상품품질에 대해 잘 모르며, 판매상인의 설명이 다르

다’(12.8%), ‘제품 브랜드와 제조업체가 많아 선택하기가 어렵다’(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인삼제품 구매의 애로사항으로는 제품의 

적정가격 수준, 안전성, 품질 가격 원료산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

족, 수많은 제조업체의 유사상품 판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같은 인

삼제품 구매 시의 애로사항은 대체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

체가 영세한 중소기업 수준이거나 또는 가내 수공업 정도의 수준으로 브랜

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체별 동일상품(예: 홍삼엑기스, 홍

삼차, 홍삼음료 등)의 레시피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제품별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A제조업체의 홍삼정 상품과 B제조업체의 홍삼정 

상품이 각각의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레시피나 성분 함

유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 선택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

세업체의 인삼제품이나 인삼 생산자의 가내수공업 제품 등 오픈마켓보다

는 개별적인 판매루트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인삼제품들의 경우 성분을 포

함한 제품 정보의 라벨링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가격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사항으로는 ‘식품인지 약품인지 구별이 곤란’(7.9%), ‘제품의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6.8%)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삼과는 

달리 인삼제품 구매처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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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삼제품, 특히 홍삼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식품인지 건강보조식품

인지 약품인지 의약보조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

태에서 판매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5-29. 소비자의 인삼제품 구매 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비 중

인삼제품을 파는 곳을 잘 찾을 수 없다 2.3

구매를 해도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 15.7

인삼제품의 브랜드와 제조업체가 많아 선택하기 어렵다 11.4

홍삼 등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26.6

품질인증표시, 가격, 산지에 대한 정보 표시가 없어 선택하기 어렵다 13.2

상품의 품질에 대해 잘 모르며, 판매하는 상인에 따라 설명이 다르다 12.8

한 번 구매한 인삼제품은 반품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매해야 된다 3.2

인삼제품의 복용방법이나 성분 등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6.8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선택하기 곤란하다 7.9

기타 0.1

계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인삼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체로 국내산 제품

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또는 확고히 믿는다는 응답 비율이 66.7%로서 국

내산 수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69.6%)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나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수삼에 

비해 매우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 기업 제품의 안전성은 믿고,

타 제품은 믿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인삼제품 시장구조가 특정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브

랜드 인지도 및 홍보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특

정 기업 제품을 제외한 타 제품에 대한 비신뢰성 비율을 포함하여 국내산 

제품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비율은 32.6%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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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소비자의 인삼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모든 국산의 안전성을 확고히 믿는다 76 7.6

국산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믿는 편이다 591 59.1

특정 기업만 믿고, 타 제품은 믿지 못한다 155 15.5

국산의 안전성을 별로 믿지 못한다 156 15.6

국산의 안전성을 전혀 믿지 못한다 15 1.5

안전성은 상관하지 않는다 7 0.7

합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국내산 인삼 제품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원료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 도입이 없고, 제품의 품질인증제 등

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 원료가 되는 인삼은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6%로 나타나 결국 인삼제품 안전성에 대한 비신뢰성

(45.6%)이 원료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산 인삼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우선적

표 5-31. 소비자의 인삼제품 안전성 불신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수 비중

원료삼이 되는 인삼농사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 64 19.6

원료 인삼의 안전성에 대해 생산이력제, 품질인증제 등의 제

도가 없기 때문
114 35.0

제품 생산공장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하기 때문 62 19.0

영세기업들이 원료를 다른 원료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 70 21.5

그냥 무조건 국산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 13 4.0

기타 3 0.9

계 32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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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소비자의 홍삼제품 구입 시 가격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수 비 중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잘 알고 구매한다 34 4.9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매한다 187 26.9

인삼제품 판매점에 적힌 가격 표시를 보고 구매한다 372 53.4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99 14.2

가격에 대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4 0.6

계 696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인삼제품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은 제조업체의 영세성

에 따른 양호하지 못한 경영여건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품에 대

한 불신이 ‘영세업체들이 원료를 다른 원료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

이라는 비율이 21.5%, ‘제품생산 업체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하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9.0%로 인삼제품 생산의 영세성 불신 요인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40.5%로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유로는 원료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영세한 소규모 제품 생산업체들의 

값싼 원료 사용에 대한 우려감과 불안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인삼제품(홍삼제품)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에 대한 인식으로는 

소비자가 홍삼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에서 대체로 ‘홍삼제품 판매점에서 표시된 가격표를 보고 구매한

다’(53.4%)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매한다’(26.9%)

라는 비율이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삼제품이 

대체로 공산품인 관계로 상인의 말만 믿고 구매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삼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제품가격에 대해 전

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중은 4.9%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의 구매를 보고 구매한다’(14.2%)라고 대답한 비율까지 고려하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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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94.5%가 인삼제품 구매 시 객관적인 관련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 중 홍삼제품의 가격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약간 비싼 수준이다’ 60.2%, ‘매우 비싼 수준이다’ 25.9%로 전체 86.1%가 

대체로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홍삼제품의 가격 수준에 대한 인식은 수

삼의 가격 수준에 대해 ‘비싼 수준이다’라고 느끼는 비율 70.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3. 소비자의 홍삼제품 가격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매우 비싼 수준이다 259 25.9

약간 비싼 수준이다 602 60.2

적정한 수준이다 88 8.8

약간 싼 수준이다 1 0.1

매우 싼 수준이다 0 0.0

잘 모르겠다 50 5.0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홍삼제품의 가격 수준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인삼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현재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보에 대해 홍

보 등을 통해 설득시키거나, 인삼제품 시장구조 개선이나 영세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해 가격을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홍삼제품의 적정 가격 수준(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홍삼제품 구매 시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가격 수준)을 보면 ‘현

재 가격보다 20～30% 싸져야 된다’라는 비율이 42.6%로 가장 높으며, 다

음으로 ‘현재보다 10～20% 싸져야 된다’(26.9%), ‘현재보다 30～40%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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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된다’(1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현재의 홍삼제품 가격 수준에 대해 적정가격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홍삼제품 구매나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수준보다 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4. 소비자의 홍삼제품 구입에 용이한 가격 수준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현재보다 10% 미만 싸져야 됨 38 4.4

현재보다 10∼20% 싸져야 됨 232 26.9

현재보다 20∼30% 싸져야 됨 367 42.6

현재보다 30∼40% 싸져야 됨 129 15.0

현재보다 40∼50% 싸져야 됨 51 5.9

현재보다 50% 이상 싸져야 됨 44 5.1

계 861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2.2.2. 인삼제품 소비확대 조건

국내산 인삼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사항으

로는 대체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 인삼제품의 판매가격 공개, 많은 인삼제

품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제공,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동일제품 동일 레시피

제 도입, 성분과 효능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소비확대 조건이 수삼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항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삼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항으

로는 ‘인삼제품의 안전성 보장 및 품질 인증제도 도입’(20.0%)과 ‘생산에

서 유통까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14.2%) 등 수삼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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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체의 

제품별 가격 공개로 소비자의 객관적 선택기준을 제공해야 된다’(16.1%),

‘수많은 브랜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14.5%), ‘동일한 상품이면 업체와 관계없이 동일 레시피로 제조

되어야 된다’(13.5%), ‘제품의 복용이나 성분, 효능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11.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하면, 먼

저 제품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며, 다음으로 제품의 성분

효능 가격 등 소비자가 선택하는 데 객관적 기준이 되는 관련 정보가 공개

되고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동일 상품에 동일 레

시피 적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소비자의 국내 인삼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구 분 비중

인삼제품별로 제조업체의 판매가격이 공개되어 선택을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 16.1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정보를 담는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14.2

많은 인삼제품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14.5

인삼제품의 안전성 보장 및 품질 인증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20.0

동일한 인삼제품이면 업체별로 레시피가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13.5

복용이나 성분, 효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6

인삼제품 판매 점포가 늘어나고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어야 한다 10.2

계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향후 소비자들의 인삼제품 소비확대 의향은 ‘현재 수준 유지’가 72.9%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를 늘릴 예정’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23.3%나 되어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비율 6.1%를 고려하면 향후 국내

산 인삼제품의 소비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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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소비자의 향후 인삼제품 소비 확대 의향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늘릴 것이다 210 21.0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729 72.9

줄일 것이다 61 6.1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인삼제품 소비를 늘리겠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확대 정도를 보면 ‘현재보

다 10～20% 더 늘리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으며, 다음

으로 ‘20～30% 더 늘리겠다’(22.9%), ‘10% 미만 정도로 늘리겠다’(2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7. 소비자의 인삼제품 소비 확대 정도

단위: 명, %

구 분 빈도 수 비 중

10% 미만 49 23.3

10∼20% 미만 99 47.1

20∼30% 미만 48 22.9

30∼40% 미만 8 3.8

40∼50% 미만 3 1.4

50% 이상 3 1.4

계 21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만약 한 중 FTA 협상 결과 중국의 백두산 인삼(장백산인삼)을 원료로 

한 중국의 인삼제품이 수입된다면 조사 대상 소비자들의 40.4%가 구입 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백두산 인삼을 원료로 한 수입 인

삼제품의 구입 의향은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가격이 싸다

면 구입’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0.4%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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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인삼제품이 수입될 경우 구매 조건만 맞으면 상당

부분 국내산 인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산 

인삼제품이 수입되어도 가격과 품질에 관계없이 국내산 인삼제품을 구입’

이라는 응답도 42.5%에 달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5-38. 소비자의 중국산 인삼제품 구입 의향

단위: 명, %

구 분 빈도수 비 중

수입되어도 가격이나 품질 관계없이 국산 제품만 구입 425 42.5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고, 가격이 싸다면 구매 404 40.4

중국산의 품질과 안전성 상관없이 가격이 싸다면 구매 13 1.3

일단 중국 제품을 구매하여 먹어본 후 계속 구매 여부를 결정 53 5.3

잘 모르겠다 105 10.5

계 1,000 100.0

자료: 소비자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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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와 당면과제

1.1.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와 SWOT

1.1.1. 인삼산업의 환경 변화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대내적 환경 변화로는 인삼의 재배 생산 여건 변화를 들 수 있

다. 인삼 경작의 특성인 연작장애 등으로 국내에서 점차 재배적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2009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 추세로 나타나

고 있다. 신규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국내 수요량에 

대한 공급능력이 저하되면서 인삼의 수입량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리고 인삼재배의 노동력 고령화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삼 생산의 경영비(생산비) 상승과 인삼 실질가격의 정체 또는 하

락으로 경영여건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인삼수요의 소비자 니즈 및 구매태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소득증

가, 식품소비의 웰빙 추구로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고품질 상품

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 인삼을 통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향후 인삼에 대한 수요는 수삼과 인삼제품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수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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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은 판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삼의 유통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현재는 국내 

수삼의 도매거래 시설이 특정 지역(충남 금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민간 도매시설로서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비지의 다양한 유통기구 확산과 분화로 전통

적인 인삼제품 유통경로가 더욱 분화되고 다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인삼산업의 대내적 환경 변화

변화 여건 변화 내용

▪ 생산

재배 환경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
이동경작 패턴의 고착화와 품질저하 우려
국내 수요량 대응능력 저하와 수입량 증가 전망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상승으로 경영여건 악화

▪ 소비

수요 환경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상품에 대한 니즈 급증
인삼을 통한 건강 웰빙 관심고조와 소비량의 지속적 증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요구 증대
신뢰성 있는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 충성도 심화

▪유통환

경

수삼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 급증
체계적 도매유통기구의 탄생 움직임(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인삼제품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경쟁심화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환경에 대한 니즈 급증

▪인삼제

품 환경

인삼제품의 일반 및 건강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인삼의 제약 및 약용 수요에 대한 수요 증대
첨단 제조방법과 배양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인삼제품의 규격, 표시, 인증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법 제

도적 환경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수삼의 안전성 확보 등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약용 인삼제품의 안전성 강화

수삼유통과 함께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도 크게 변화하

고 있다. 인삼이 전통적인 한약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인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제품류가 개발 시판되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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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제품류 개발로 소비자의 인삼제품에 대한 

선택폭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인삼제품도 대규모 소매점포 등에서 대량으

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인삼제품에 대한 구매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인삼제품이 개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의 인삼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보증, 규격화, 표시제도, 인증제도 등에 대한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

인삼산업을 둘러싼 법 제도적 환경 변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

안 인삼산업은 수삼과 제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인삼산업발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수삼과 인삼제품의 안전성과 유통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증대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삼산업발전

법의 개정 요구가 부상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생산자, 가공업자,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그에 따른 인삼의 생산 및 유통 여건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약업사와 산지수집상의 

감소 등 인삼유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

한 근본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삼산업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인삼

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인삼시장의 지속적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어 국내 인삼산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금까

지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 중 FTA 협상은 향후 국내 인삼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인삼산업 육성정책도 국내 인삼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고려삼과 성분이나 모양이 유사한 중국 동북 3성, 특

히 길림성의 인삼산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

하는 등 인삼산업 육성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삼

품종 개량 및 상품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국내

외 시장에서 고려삼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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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삼시장의 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콩 등 국제 인

삼시장에서 중국, 미국, 캐나다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로 나타나 시장점유율 확대나 새로운 시장개척에 한계가 나

타나고 있다.

표 6-2. 인삼산업의 대외적 환경 변화

변화 여건 변화 내용

▪시장개방화

가속화

1995년 이후 지속적 시장개화 추진과 국내 인삼산업 영향
한-EU, 한-미 FTA 타결, 한-중 FTA 추진중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인삼산업 영향 관심 고조

▪중국 인삼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중국정부(길림성 등)의 인삼산업 육성정책 활성화
중국 동북 3성의 인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추세
중국의 인삼품종 개량 및 상품 개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동북 3성의 인삼가공시설 현대화 등 인삼을 주력산업화 육성

▪국제인삼시장

의 구조변화

국제시장에서 중국 미국 캐나다삼과의 경쟁 심화
중국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중국시장에서 백두산인삼보다 고려인삼의 품질을 평가 절하
화기삼과 중국삼에 비해 국제시장 가격경쟁력 열세
홍콩과 중국의 고부가가치 인삼제품 역수출 현상 증가

1.1.2. 인삼산업의 SWOT 분석

인삼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한국의 인삼산업의 기회요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향후 인삼 

소비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비자의 수삼과 인삼제품의 안전

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인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삼을 원료

로 이용하는 고품질 건강식품 산업화와 최첨단 제약산업화가 활성화 추세

에 있으며, 수요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FTA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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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으로 인삼 수출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한

중 FTA의 협상 타결에 따른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정부의 인삼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중장기 지원정책도 수립

운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위협요인도 환경 변화와 함께 새롭게 나타나

고 있다. 국내 재배적지의 부족으로 인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추세 

전환 등 국내 생산 재배환경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 경영여건 및 수익성도 악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체계적이고 폐쇄적인 수삼 및 인삼제품 유통질서에 따른 

신뢰성 하락과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브

랜드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에 따른 영세 및 중소업체의 수출증대의 한계로 

국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다. 또한 한 중 FTA 협

상 추진 등 지속적인 인삼시장 개방화에 따른 수입 인삼의 증가와 국내 인

삼산업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 고려삼과 유사한 동북 3

성 지역 인삼(장백산 인삼) 재배면적 확대와 수출산업으로서의 집중 육성

정책 시행으로 국제시장에서 고려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그리

고 중국, 캐나다, 미국삼이 국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려삼은 가격경쟁력 열세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삼재배와 가공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 인삼산업은 많은 강점 

요인을 가지고 있다. 고려삼은 국제시장에서 전통적 약효와 고품질 의약품 

및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으며, 약효 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삼의 장구한 국내 재배역사로 국내 생산자들은 

우수한 재배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삼제품 제조기술 및 시설과 

우수한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의약품과 건강식품으로서의 다양한 인

삼제품 개발과 품질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분야(R&D)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토양 및 기후조건에서 

우수한 고려삼 재배의 최적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약점도 노출되고 있다. 특정 브랜

드 중심의 인삼제품 시장구조와 중소업체의 위축으로 전체 산업 활성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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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제품 브랜드 난립과 특정 브랜

드를 제외하면 국가 대표브랜드 부재와 국제시장에서 낮은 인지도로 국제

시장에서 일부 인삼상품이 외면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삼 재

배농가 및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영여건과 수

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중국, 미국)의 제도적 시장진입 규제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시장개척 확대의 애로사항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관련 법 제도적 사항에 대한 정부, 지자체, 제조업체, 생산자 간 첨예

한 대립도 지속되고 있다.

표 6-3.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SWOT 분석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소비자의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고
조와 인삼 소비량의 증가 전망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의 소비증대 전
망

▪인삼의 고품질 식품산업화 추세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과 수요 확대
▪FTA의 지속적 추진과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

▪국제시장에서고려삼 인지도증가 추세
▪정부의 인삼산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지원정책 수립 운용 등

▪재배적지의부족등재배환경악화추세

▪경영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 추세

▪국내 비체계적 인삼 유통질서와 시장

구조

▪한 미, 한 중 FTA 타결 및 추진으로

국내 인삼시장 개방의 가속화

▪중국의 인삼산업 육성정책과 국제시

장에서의 고려삼과의 경쟁 가속화

▪중국, 캐나다, 미국삼의 국제시장 잠

식과 고려삼의 시장점유율 하락

강점요인(S) 약점요인(W)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전통적

약효 및 고품질 상품 인식

▪국내 우수한 재배기술 및 제품 제조기

술 자원 및 인력 확보

▪약품과 식품으로서의 다양한 인삼제품

의 우수성과 연구개발 분야의 활성화

▪인삼제품을국가수출전략상품으로육성

▪토양 및 기후조건에서 인삼재배의 최

적지

▪특정 브랜드 중심의 인삼제품 시장구
조

▪국제시장에서 고려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고착화

▪국내 수많은 제품 브랜드 난립과 충돌
▪인삼 재배농가 및 제조업체의 영세성
▪주요 수출시장의 제도적 시장진입 규
제

▪국내 관련 법 제도적 사항에 대한 정부
지자체 생산자 간 첨예한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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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삼산업의 당면과제 

1.2.1. 인삼 재배 생산부문

인삼의 연작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재배적지(또는 초작지)

의 확보가 향후 국내 인삼산업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경작지에 대하여 휴작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일정

한 규모의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재배적지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 수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 인력

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노동력의 기계화 대체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 보급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 개

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삼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품목으로

서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인삼 재배농가의 규모나 전체 

재배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 민간기업에 의한 관련 기계의 생산 보급이 결

코 쉽지 않는 시장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삼재배의 수익성 

저하와 생산량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기계화율의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삼재배의 기계화율 제고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인삼재배 신규 진입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젊은 영농자의 진입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삼의 재배 중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삼 소비

자 및 생산자 조사를 통해 향후 인삼 수요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원료삼인 수삼의 안전성 확보라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유기농 재배 등 재배방법의 다양화, 재배에서 유통까지 생산이력제 

또는 품질인증제 도입, 인삼재배의 GAP 확대, 계열화사업 확대, 인삼 안전

성 검사방법 개선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내재해성, 내연장장

해성 품종 개발과 생산지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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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인삼 재배 생산부문 당면과제

당면과제 주요 내용

▪인삼 재배적지 확보
기존 경작지 휴면기간 단축
새로운 재배적지 확대
연작장애 해소 방안 마련

▪지속적 생산 인력 확보
인삼재배 기계화 확대와 생산비 절감
신규진입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은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인삼재배 중 안전성 확보

생산이력제, GAP, 지리적표시제, 인증제 등
유기농 재배 등 재배방법 다양화
계열화사업과 안전성 일관관리체계 도입
재배중 안전성 검사방법 개선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고품질 품종개발 및 종묘삼 보급 확대
생산지이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1.2.2. 인삼재배 경영부문

인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삼재배의 계열화 확대와 수매등급 중 상등급의 수

매비율 확대 등 수매제도 개선과 수매가격의 현실화 조정, 미계약재배의 

거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재해 대응을 통한 위험부담 감소 등

이 경영안정을 위한 당면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 외 인삼농사 경영의 안

정성 유지를 위하여 보험제도, 자조금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삼재배 신규참여 희망자에 대한 재배지 확보와 초기부담금 완화 

및 경영성과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삼 재

배농가의 규모 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재배과정의 

맞춤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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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인삼재배 경영부문 당면과제

당면과제 주요 내용

▪인삼 판매가격 현실화
계열화와 수매제도 개선(상등급 상향조정) 등
수매가격의 현실화와 조정
미계약 재배물량의 거래방법 개선

▪생산비절감 및 재해 대응
재배의 기계화 확대로 생산비 절감
재배중 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등
재배농가의 조직화와 자조금제도 도입 등

▪신규진입 지원 강화
재배기술의 체계적 교육과 이양
신규진입 초기 자본금 지원

1.2.3. 수삼 유통부문 

수삼 유통부문에서는 기존의 전근대적이고 관행적인 거래 및 유통시스

템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 및 상품

의 표준규격화를 통한 판매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구매자 중심의 유통체

계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거래등급의 표준화와 간소화, 거래

상품에 대한 각종 표시제 개선, 거래상품의 안전성 및 품질표시제 도입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검

토되어야 될 것이다. 거래제도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생산자, 유통상인, 구

매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수삼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래시설 현대화는 수삼 생산

량과 유통량 규모, 기존 거래시설의 기능과 역할 규모, 인삼거래의 시장구

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거래시설을 추가로 설립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거래시설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거래시스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

한 신중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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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수삼 유통부문 당면과제

당면과제 주요 내용

▪수삼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확립

거래정보 공개 등 거래투명성 확보
시장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가격결정 방식 개선

▪거래의 표준규격화와 구매자

중심 유통체계 확립

거래 등급의 표준화 및 간소화
표시제(가격, 산지, 원산지, 연근 등) 표준화
거래상품의 안전성,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

▪거래 인삼의 안전성 확보
생산 유통이력제 도입
안전성과 품질 관련 인증제 도입 등

▪수삼 거래시설 및 거래제도

개선

기존 도매시설의 현대화와 거래제도 개선
인삼공영도매시장 건설과 경쟁체제 구축

1.2.4. 인삼가공 및 제품유통 부문

인삼 가공 및 제품유통의 시급한 당면과제는 가공업체의 규모화와 조직

화를 통한 공동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삼 가공산업의 문제는 업체의 

영세성에 의한 가동률 저하와 영업활동의 불안정성, 비표준화 레시피에 의

한 개별상품 생산과 개별브랜드 난립, 인삼제품의 안전성 미확립, 자체적

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영

세구조의 인삼 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규모화가 절실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는 중소 영세업체의 공동유통시스템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삼제품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12개의 인삼협동조합의 단일 조직화와 공동브랜드

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소업체와 인삼협동조합의 공

동유통을 통하여 인삼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 및 장외유통 등 사기판매 

행위 근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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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인삼제품 가공 유통부문 당면과제

당면과제 주요 내용

▪영세 가공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

유사 제품별 조직화
공동유통대응 전략 마련
공동브랜드 개발과 오픈마켓 진입 등

▪인삼제품 유통의 신뢰성 제고
동일 상품에 대한 표준레시피 제도 도입
공동화를 통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증
장외유통 등 사기판매 근절

▪인삼제품 시장구조 개선
인삼협동조합 단일 조직화와 공동브랜드화
영세 민간업체의 조직화와 공동브랜드화
대기업과의 상품차별화 등

1.2.5. 인삼수출 개방화 부문

먼저 인삼 수출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기존 특정 브랜

드 외 대표적 수출브랜드의 육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시장에

서 인지도와 충성도가 높은 기존의 특정 브랜드 외에 저년근(4～5년근)을 

중심으로 한 중소업체의 다양한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 대표공동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중소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

브랜드와 12개 인삼협동조합의 공동브랜드화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수출인삼의 공동브랜드화와 함께 수출인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강

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려삼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고착적이고 부정적인 고려삼의 효능(승열작용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삼제품의 신 시장 확대와 수요증대를 위

해 잠재적 수출시장별 수요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삼제품 선정과 시장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제품별 시장별 차별된 유통전략

이 필요하며, 특히 잠재적 유망시장으로 부상되는 이머징 수출시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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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집중 관리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홍콩, 대만 

등 홍삼 중심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제품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식품으로서의 인삼과 홍삼제품 수출이 적극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 중 FTA의 합리

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양허형태와 상품분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인삼산업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

장을 개척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전략이 균형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표 6-8. 인삼 수출 개방화부문 당면과제

당면 과제 주요 내용

▪인삼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취약성 개선

제품별 시장별 유통전략 수립
수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집중 관리 및 투자
홍삼 중삼 수출에서 다양한 수출제품 개발

▪수출시장 구조 개선
특정브랜드와 기타 업체의 브랜드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에 따른 주류시장 점유율 확대

▪중소업체와 인삼협동조합의

수출 대표브랜드 육성

인삼협동조합 중심 수출 대표브랜드 육성
중소업체의 수출 대표브랜드 육성
중소업체의 수출시장 진입방법 다양화

▪수출시장 홍보전략 개선
시장별 상품별 홍보전략 개선
국가 차원의 홍보 지원

▪한 중 FTA의 전략적 대응
양허형태와 상품분류에 대한 검토
중국시장에 대한 인삼식품 수출기회 확대 등

1.2.6. 법 및 제도 부문

정부의 인삼산업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간의 견해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인삼산업법 개정(안) 추진의 가장 기본

적인 목적은 인삼류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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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삼산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와 지자체

의 입장에서는 현행 ‘인삼산업법’의 범위 내에서도 정부가 제기하는 인삼

류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인삼산업법 내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삼

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등 제도적 장치(규정)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보건복지부)와의 견해 조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식약처(보건복지부)의 약사법(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

부 개정으로 인하여 인삼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산지 생산자

(단체) 또는 유통업자들의 충분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약

사법 개정이 국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여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삼이 한약재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

안 마련을 통해 정부(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인삼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2.1. 재배 생산 부문 

2.1.1. 재배적지 및 초작지 확보

기존 경작지의 휴면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인

삼은 연작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작물이지만, 국내에서 새로운 초작지가 

제한되어 주산지에서의 인삼 신규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경작지의 휴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객토와 절토, 토양소독, 토양훈

증제 사용의 화학적방제 등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재배연수, 지역

별 토양 특성 등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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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초작지 확보는 인삼 주산지를 대상으로 야

산 및 한계농지 개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삼 재배면적의 감소추세 요인으로 ‘재배적지 부족’이라는 요인이 

‘노동력 부족’ 요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가 생각하는 향후 인삼 재배적지 확보 방안으로는 

‘신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논 객토사업 등 기존 농지의 활용도 제고’라

고 대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더 이상의 인삼 재

배적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기존 자원, 특히 인삼 반

복 재배기간이 밭보다 짧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많은 논을 최대한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야산 개발과 놀

고 있는 한계농지의 개발과 임대 등’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7.8%로서 향

후 인삼재배 적지 확보에 대한 생산자의 견해는 객토사업 등을 통한 논의 

활용 제고와 야산과 한계농지의 개발을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의 94.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9. 인삼 조사농가의 향후 재배적지 확보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인삼 재배환경이 비슷한 중국 동북 3성 지역과 계약재배 확대 2 0.7

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북한지역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공장 운영 14 4.6

국내 야산 개발과 놀고 있는 한계농지(밭 등)의 개발과 임대 등 115 37.8

신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논 객토사업 등 기존농지 활용 제고 171 56.3

기타 2 0.7

계 30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2.1.2. 지속적 재배 생산인력 확보

인삼 재배적지 확보와 동시에 인력자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삼재배 신규 참여자(귀농자 등)에 대한 재배적지 확보, 재배지 관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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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금 및 기술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신규 참여자의 초기 진입

자금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의 완화와 함께 신규 진입자에 

대한 맞춤 기술지원과 지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영농 승

계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및 운영자금 확대 지원 등 영농지원제도의 강화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인삼재배 후의 은퇴농가에 대한 은퇴연금 

지급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은퇴 생산자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기술이전,

멘토 역할 수행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3. 인삼재배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재배기간 중 인삼의 안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재배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삼 이력추적관리

(Traceability) 시스템과 우수농산물(GAP)인증 제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야 된다. 특히, 인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

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GAP 제도

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삼표준경작법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

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력추적제도나 GAP 인증 활성화와 함께 인삼의 유기농 재배와 

친환경재배 등 재배방법 다양화도 필요하다. 이 같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 조직화된 인삼농협과 한국인삼공사 등 기존의 대

규모 가공업체 등과의 계열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대규모 공동브랜드화

를 통해 원료삼의 품질관리, 인삼제품의 표준화, 규격관리 등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삼조합별 계약재배는 재배와 제품의 표준화가 이

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출하단계에서 안전성 검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성 검사는 의무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 대상 표

본과 검사횟수를 늘리며, 자체 검사업체의 검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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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GAP 인삼의 품질분석 결과

구분 차별화 품질 특성

향기

성분

매우

높음

▪SPME법(GAP 인삼의 휘발성 성분 차별화가 인정)
▪DSC법(GAP 인삼의 향이 강함)

물성

특성
높음

▪경도, 부착성, 탄력성 등이 높음
▪GAP 인삼의 품질이 일정

가공

적성
높음

▪백삼제조 회수율은 양호, 색택 및 조사포닌 함량은 낮은 편
▪홍삼제조 조사포닌 함량이 높고 색택이 우수

화학

성분
낮음

▪수분함량이 낮아 가공제품화 시 회수율이 높음
▪사포닌 조성 중 수삼에 주로 많은 성분함량이 높음
▪유리당 함량은 높고, 유기산 함량은 낮음
▪총 유리아미노산 및 arginine 함량이 낮고, serine 함량이 높음

농약

잔류
낮음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더욱 안정적인 경향을 보임

자료: 이가순, 김관후 등(2009).

인삼의 재배 생산 부문에서 마지막으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이 이루어

져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내재해 내연작장애 고품질 품종 개발에 대한 투

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동시에 고품질 종묘삼의 안정적 생산과 

보급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리고 초작지, 재작지 등 재배 가능 적지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인삼 재배지에 대한 지역별 지번별 데이터베이

스 구축도 필요하다.

2.2. 인삼재배 경영부문

2.2.1. 인삼 판매 및 수매가격의 현실화

지난 20년간 인삼의 실질판매가격과 수매가격은 정체 내지 감소로 나타

나고 있다. 인삼재배의 계열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와 수매제도를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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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행 수매상품의 등급 간 규격의 표준화와 상위등급의 수매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등급 간 수매가격 폭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인삼

재배의 생산비(경영비)에 대한 지역별 연근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생산비 변동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매가격 책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계약재배 물량의 거래제도 개선으로 수급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2.2.2. 생산비 절감 및 재해 대응 강구

인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비 절감과 재

해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분석 결과 판매가와 수매가는 정체 또는 감

소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비 또는 경영비는 증가 추세로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인삼재배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인삼재배 과정을 최대한 기계화로 대체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

러나 인삼재배의 기계화는 해당 기계의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기

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삼재배에 맞는 기종의 개발은 정부의 지

원으로 이루어지고, 보급은 기계의 공동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인삼은 재배기간 중 자연재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작목이기 때문에 

한 번 자연재해가 나타나면 전체 재배기간에 걸쳐 경영이 악화되고 심할 

경우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배기간 중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마

련되어야 된다. 현재 인삼의 재해보험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사업의 참여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보험금 부담금과 보상요율 등에 대한 생산자와의 합의가 이루

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삼 자연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주나 차광막 등 내재

해 장비나 시설에 대한 생산농가 부담금의 완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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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함께 전국 인삼협동조합의 단일 조직화로 체계적인 인삼대표조직 

육성사업을 통한 자조금제도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수삼유통 부문

2.3.1. 수삼 도매거래 시스템 개선

수삼 도매거래의 체계적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수삼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정보의 공개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 도입 운용을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형성의 효율성과 물류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등급별 가격, 연근, 산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표시제(가격, 연근, 원산지 등)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등급 수로 난립되어 있는 수삼의 등급기준과 등급 

수를 재조정하고, 거래단위와 거래규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3.2. 수삼 도매거래시설 시설현대화와 정비

수삼 도매거래의 체계적 유통질서 확립은 국내 인삼산업의 문제점과 개

선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래시설 통합정비

와 시설현대화에 대한 유통인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수

삼 도매거래시설 건립 추진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수삼 거래시설이 포

함(계획)되어 있으며, 전국 인삼 재배농가 조사 결과 많은 농가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삼 도매거래시설 현대화 방안은 크게 현재 전국 미계약재배 유통수삼

의 80% 정도가 반입되고 수삼 도매거래시설이 집중(3개 시장)되어 있는 

금산지역 도매거래시설을 현대화하고 정비하는 방안(제1안), 전국의 생산

자와 소비자가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도매거래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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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리고 두 지역의 도매거래시설 운영으로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방안

(제3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제1안은 기존 금산 약령시장 중심의 수삼 도소매 거래시설 통합정비와 

시설현대화(이전사업 등 고려) 방안으로 기존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체계

적인 수삼 도매거래가 가능하면서 전통적인 인삼 집 분산지와 유통 중심

지로서의 지역경제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2안은 기존의 금산지역

의 도매거래시설이 전부 민간 시설로서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과 정비사

업 추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도매시장을 건립하여 운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안은 두 지

역(금산지역과 수도권지역)에 수삼 도매거래 시설을 개장 운용함으로써 수

삼거래의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출하와 구

매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거래시설을 신규로 건립할 것인가 또는 특정 지역(예: 충남 금산

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수삼 도매거래 시설의 통합을 통한 규모

화와 시설현대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 주민과 상인을 포함하

여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2.4. 인삼가공 제품유통 부문 

2.4.1. 인삼제품 유통의 신뢰성 제고

현재 인삼제품 역시 수삼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는 관련 정

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교섭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구매자 중심

의 시장구조가 아니고 판매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인삼제품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생산자 가내수

공업 형태로 생산 유통되고 있으나, 동일한 인삼제품 상품이라도 업체별로 

레시피나 제조방법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가 구매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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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레시피와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원료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삼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가격, 원료 등) 공개와 함께 안전성 확인시스템과 인증시스템 구

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4.2. 인삼제품 시장구조 개선

조사와 분석 결과 인삼제품의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의 신뢰성 확보는 일

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중소업체나 개별 인삼농협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인삼제품 생산업자 중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삼 

생산농가 단위의 가내수공업적 생산형태의 조직화와 공동화는 매우 어려

운 상태이다.

따라서 조직화와 공동화의 대상은 중소 가공업체와 12개 인삼협동조합

의 조직화와 공동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향후 인삼제품의 시장

구조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 12개 인삼농협의 공동브랜드,

민간 중소업체 중심의 공동브랜드가 경쟁하는 구조가 전개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중소업체 중심의 조직화와 공동브랜드화는 우

선적으로 제품 생산기반과 생산되는 제품의 유사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전국의 제품 생산업체 중 홍삼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직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가공업체의 인삼제품 제조기반(시설, 기술, 인력 확보 등), 시장점유

율, 상품의 국내외시장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선

별적 육성이 필요하다. 민간 중소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를 위해서 동일 레

시피로 생산되어 공동브랜드화가 이루어진 인삼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비지 공동물류센터 및 공동판매장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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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삼수출 개방화 부문 

국가적 수출 대표브랜드의 집중 육성과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민간 대기업 브랜드 외에 중소업체의 다양한 수출제품에 대한 차별화

된 국가 대표 수출브랜드 개발과 수출업체의 집중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인지도가 높은 ‘정관장’ 브랜

드의 경우 6년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12개 인삼농협 공동브랜드나 민

간 중소업체 조직의 공동 수출브랜드는 ‘정관장’과 차별화된 저년근(4～5

년근)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대표 수출브랜드의 수출시장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저년근 

대표 수출브랜드의 경우 생산자조합(인삼농업협동조합 등)이 ‘한국인삼수

출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동일 공동브랜드의 수출구조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인삼 수출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이다. 고려삼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잘못 인식된 약리적 효능 등에 대한 정

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출시장별 인삼제품의 잠재적 수출 

유망품목 선정과 육성, 시장진입, 수출상품화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잠재적 유망시장으로 부상되는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 중 FTA 협상의 전략적 활용과 합리적 타결

이 필요하다. 중국도 인삼산업을 자국의 수출 주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려삼 수출전략과 정면충돌되지 않는 접점에서 

협상타결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류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

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인삼 수출과 국내 전체 인삼산업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인삼류 

수입에 대해 양허할 경우 국내 인삼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

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특히 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대중국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며, 중국 외 미국 

등 다른 수출시장 진입의 유리한 조건 확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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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도적 부문

먼저 현행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인삼류(수삼 및 관련 제품) 안

전성 검사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주산지 생산자 단체의 경우 인삼 

재배기간 중 그리고 유통 전 잔류농약성분 검사 횟수와 검사 샘플 수 확대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출하 전 

및 유통 중에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 강화조치가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

되지 못한 수삼이나 제품의 출하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사법(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관련해서는 개정 

‘약사법’ 시행 유예기간(2014년 9월) 이전까지 합리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 시 단기적으로 국내 인삼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인

삼산업법’에서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조, 관리

자, 품질검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현행 인삼산업법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제조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

면 한약재 인삼류의 품질검사와 불량품 회수, 폐기,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인삼산업법에 의해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2.7. 생산자의 인삼산업 발전방안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생산자가 생각하는 인삼산업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발전 대책을 보면 크게 유통체계 개선, 높은 생산

비와 재해에 대한 지원, 영농후계자 육성과 부족한 노동력 해결, 재배적지

의 확보 등 4가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생산자들은 ‘적정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인삼유통체계 개

선’(19.2%)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생산비에 대한 지원대책’(16.3%), ‘젊은 영농후계자 육

성’(12.1%), ‘신규로 농사지을 재배적지 확대’(10.2%)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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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재배기간 중 재해 발생에 

대한 지원제도 수립’(9.9%), ‘계약재배 수매량 증대로 안전한 판로 확

보’(9.3%), ‘정부의 적극적 수출시장 개척’(9.2%) 등도 상대적으로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한-중 FTA 협상에서 인삼

품목 제외’(5.0%), ‘12개 인삼농협의 통합과 상품 및 공동브랜드화 추

진’(4.6%), ‘연작장애가 적은 신품종 개발’(4.3%), ‘독과점 시장구조 개

선’(3.8%), ‘신규 경작자에 대한 초기 부담재원 지원’(3.6%) 등 다양한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6-11. 인삼 조사농가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우선순위

단위: %

구 분 구성비

신규로 농사지을 땅을 계속 확대 10.2

젊은 인삼농사 영농후계자 육성 12.1

적정한 인삼판매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인삼유통체계 개선 19.2

높은 생산비에 대한 정부지원 16.3

젊은 신규투자자에 대해 초기 부담금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3.6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수립 9.9

공사나 조합의 계약재배 및 수매량 증대로 안전한 판매 9.3

정부의 한 중 협상(FTA) 대상품목에서 인삼 제외 5.0

생산성이 높고 연작장애가 적은 새로운 품종 개발과 농가 보급 4.3

최근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 개정 등 철회 1.7

‘인삼공사’와 ‘정관장’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 3.8

12개 인삼협동조합의 통합과 공동 상품 및 공동브랜드화 추진 4.6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9.2

금산지역 중심의 수삼시장 개편 1.2

기타 0.8

계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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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인삼 조사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부문 우선적 개선 사항

단위: 명, %

구 분　 농가수 구성비

수도권에 수삼공영도매시장 개장 124 20.8

인삼제품에 대한 국가 품질인증 94 15.8

인삼제품에 대한 표준규격화 46 7.7

12개 인삼조합 공동브랜드 개발 운용 등 공동

운영체제 구축
107 18.0

전국 주산지 인삼제품 시장의 시설현대화 리모

델링 추진
25 4.2

수입품의 고려인삼 둔갑 방지를 위한 엄격한

차별화시스템 구축
197 33.1

기타 3 0.5

계 596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

한편 인삼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으

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외국산 둔갑 방지와 국내산 인삼의 차별

화 방지시스템 구축’(33.1%), ‘인삼유통체계 개선’(20.8%), ‘12개 인삼조합

의 공동운영체제 구축’(18.0%), ‘인삼제품에 대한 국가 품질인증제 도

입’(15.8%), ‘인삼제품에 대한 표준규격화’(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외국삼의 국내삼(고려삼) 둔갑 방지와 차별화시스템 구축’은 향후 인

삼시장이 개방될 것을 우려하여 현재 생산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우려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수삼공영도매시장 건설’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삼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정

한 수삼 판매가격 결정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건설 등에 대한 생산자의 요

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2개 인삼조합의 통합과 공

동운영체제 구축’은 현재 인삼 생산자협동조합이 각각 별개의 제품을 생산

할 뿐만 아니라 별개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개별 조합별로 생산 가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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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출 전략을 수립 운용하고 있는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어 생산

자들은 인삼조합의 통합과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전략 수립 운영시

스템 구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제품에 대한 국가 품질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많은 영

세 가공업체와 생산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인삼제품을 만

들어 국내외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유사브랜드 충돌 등 

시장 및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데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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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

품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인삼 재배 및 가공기술, 그리고 국가

의 전매품으로 쌓아온 국제적 신용과 명성 등으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

상을 확보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인삼 생산은 2009년까지 지속적 증가 추세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신규 재배면적과 총 경작면적이 감소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

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산부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인삼농가는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과 판매가격의 정체 현상으

로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인삼재배를 위한 신규 진

입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인삼의 유통부문에서는 수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거래와 가격 형성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수삼

과 인삼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 수출액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국제시장에서 수출시장 개척과 인삼수출 증

대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향후 우리나라 인삼산업과 관련하여 민감한 현안으로 다가오는 한

중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도약이냐 정

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삼산업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하에서 국내 인삼산업의 실태와 현안을 심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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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고부가가치 중장기 인삼산업의 발전전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인삼 수급구조 및 경영실태와 현안 

국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인삼 총생산액은 2012년 기준 1조 1,088

억 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 및 농

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 재배농가 수와 수출액은 각각 2.1%와 

3.2%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970년대 이후 인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

으나, 전체적으로는 2009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 소비량도 생산량과 유사

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약간의 감소 또는 정체 현상

을 나타내고 있다. 수삼으로 환산된 인삼 수출은 국제시장 여건 변화에 따

라 연간 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 6,350톤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인삼수출량은 연평균 6.9%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 총 경작면적이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은 2008년 이후 

신규 재배면적이 수확면적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 인삼 생산량 및 신규 경작면적의 감소 추세는 인삼의 연작장

애에 따른 재배적지와 초작지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삼 주산지의 초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 재배적

지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인삼 신규 재배면적 감소 추세는 실

제 농가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조사 대상 농가의 현재(2013년) 재배면적과 과거 최고수준의 재배면적

을 비교한 결과 현재의 재배면적이 최고 규모의 재배면적 대비 감소하였다

는 비중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삼 재배면적의 감소가 시작된 

시기는 2009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비중이 31.4%로 사실상 재배면적

의 감소가 최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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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수삼의 농가 실질판매가격(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 2010=100)은 

2000년 이후 약간의 연간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미계약재배(신고포)의 실질도매가격과 계약재배(지정포)

의 실질수매가격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중 실질인삼소득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삼의 지속적인 실질판매가격 

하락 추세는 인삼 재배농가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 

중 실질 인삼소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삼

재배의 실질조수입과 실질소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재배의 실질 수익성이나 실질소득의 주요 감소요

인은 크게 실질판매가격의 하락과 상대적인 경영비(생산비)의 증가로 설

명될 수 있다.

□ 인삼유통구조 실태와 현안

수삼거래는 크게 계약재배(지정포)에 의한 납품(수매) 형태와 미계약재

배(신고포) 생산량을 시장에 판매하는 시장유통 형태가 대표적이다. 계약

재배의 경우 등급별 가격수준, 계약수량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물량에 대한 판로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나, 수매가격 결정은 수급

을 반영한 시장가격과는 다르게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계약재배의 경우 수

매등급이 5등급으로 너무 많고 등급 간 가격차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실

제 등급별 수매량 비중은 고가품인 1등품과 2등품 비율이 매우 낮고 3등품

과 등외품 중심으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계약재배 인삼의 약 80%는 금산지역으로 반입되어 민간도매시장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된 후 전국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

게약재배의 유통경로는 위탁중개인과 도매상을 통한 유통경로가 중심 경

로이다. 미계약재배 수삼의 도매가격 형성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내에 있는 

3개의 민간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 가격이 전국 수삼의 기준가

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삼의 가격 형성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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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모양, 크기, 산지, 토양, 색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수삼은 등급 수가 너무 많아 표준규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상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등급별 판매가격이 결

정되고 있어 소비자는 가격결정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인삼 가공업체 수의 급증에 따른 인삼제품 

생산과 유통의 문제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현재 전체 인삼 가공업체의 

약 80%가 개별 생산농가 또는 비법인 영세업체로 나타나고 있어 가공업체

의 영세성과 가동률 저하, 판매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 간 인삼 제품류의 사용원료, 배합비율, 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상품화로 공동브랜드화가 어려운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들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유통전략 수립과 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이 거의 없

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영세업체나 농가의 경우 판로확보가 매

우 어려워 대부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삼과 마찬가지로 인삼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비교 기준이 없기 때

문에 많은 종류의 인삼제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삼 수출 및 개방화 현황과 현안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의 비중은 2012년 3.2%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만, 비중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물 수

출액에서 차지하는 인삼의 비중이 감소 추세인 것은 그동안 농산물의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절대적인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삼 수출

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인삼류 수출에서 

원형삼과 제품의 비중은 2012년 각각 51.2%와 48.8%로 비슷한 수준이

지만 일정한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삼제품 부류별 수출액 비

중을 보면 원형삼 홍삼과 홍삼제품을 포함한 홍삼류가 전체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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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삼 수출구조가 홍삼류 중심 

수출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삼류 중에서도 홍삼 중심의 

수출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삼 수출액에서 홍삼

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류를 수출하는 국가는 2012년 현재 79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4개국 시장의 점유율이 전체 수출액의 78.1%를 

차지하는 과점적 수출시장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시장까지 포함하면 

5개 수출시장의 점유율이 85.9%에 이르고 있다. 인삼류의 수출 부류별 시

장 특성을 보면 시장별로 매우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 홍콩, 대

만 등 중국계 시장은 홍삼(원형삼) 중심이며, 일본,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은 인삼제품 중심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 수출의 현안으로는 수출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인삼수

출의 시장별 점유율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몇몇 아시아 시장 의존도

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시장별 수출상품이 중국, 대

만, 홍콩시장은 홍삼(뿌리삼) 시장이며, 일본과 기타 국가는 인삼제품 시장

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 중심의 수출시장 점유와  

수많은 수출브랜드의 난립과 경쟁 심화로 국제시장에서 특정 브랜드 외에

는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인삼은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장기간 유예 및 관세철폐 형태로 타결되어 

국내 인삼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한 중 FTA 협상은 현재 1단계 협상이 완료되고 전

체 품목수의 10%인 1,200개 품목 중 개방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 

상품을 분류하는 2단계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삼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전략산업 또는 수출산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육성하는 분야

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주장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품목이다.

따라서 한 중 FTA 협상에서 가능한 인삼류 개방화 형태와 수준에 대해 다

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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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최근 5년간 수삼 구매경험이 있는 비율이 43.5%, 없다는 비율이 56.5%

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인삼이 쉽게 구입하여 먹는 

식생활의 필수적인 부식품이거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일반 또는 건강식품

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삼구매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수삼구매 목적은 ‘음식조리용’이  40.0%로 가장 높고, 다

음으로 ‘가정용 보양식품 건강약재용’ 32.4%, ‘선물용’ 20.9%로 세 가지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수삼의 구입 빈도는  6개월에 1회 또는 1

년에 1회 정도 구입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하는 장소는 대형유통매장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지 인삼농협 매장 21.8%, 인삼 전문시장이나 

약령시장 16.3%, 시내 인삼전문 매장 9.7%, 재배농가 직접구매 8.0%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1회 수삼 구매액 규모는 3만～5만 원이 24.6%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수삼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자가소비나 선물용 모두 국내산 산지(각각 53.6%, 52.6%)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배연수(각각 22.1%, 28.5%)로 나타나고 있

다.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는 수삼의 안

전성, 과다한 등급규격, 등급별 가격의 신뢰성,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의 접

근성 등으로 4가지 요인이 전체의 8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에 대해 막연하게 ‘국내산의 안전

성을 어느 정도 믿는다’(58.5%)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국내산이라도 잘 믿

지 못한다’(28.3%)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인증제도나 표시제도가 없기 때문’(43.9%)이라는 이유와 ‘인삼 재배 

시 농약을 많이 살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42.2%)이라는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산 수삼의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사항으로는 

안전성 확보, 등급별 공정한 가격형성, 복잡한 등급규격 조정, 판매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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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와 환경개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필요 사항의 우

선순위에서 볼 때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특정 사항에 치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이내에 인삼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비중은 

69.6%로 동기간 수삼 구매 경험이 있는 비율 4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인삼제품을 구입한 목적으로는 ‘가정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건강식품

용’이라는 비율이 68.0%로 같은 목적인 수삼 구입 비중의 32.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 선물용’이라는 비율이 

25.7%로 역시 동일 목적의 수삼 구입 비중 20.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소비자들의 인삼제품 구매처는 대형유통업체(30.5%), 백화점(27.3%)이 

전체의 57.8%로 소비자들의 최대 구매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삼

의 동일한 구매처 비중인 3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인삼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대체로 브랜드, 가격수

준, 원료의 연수(연근), 제품 원산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가 인삼

제품 구매 시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주요 사항으로는 대체로 제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제품의 안전성, 제품정보의 부재, 상품품질에 대한 객

관적 자료 부족, 수많은 제조업체 상품으로 선택의 어려움 등 5가지 사항

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사항으로는 대체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

인삼제품의 판매가격 공개, 많은 인삼제품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제공,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 동일제품 동일 레시피제 도입, 성분과 효능에 대한 명확

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인삼산업 당면과제와 발전전략

재배 생산부문의 당면과제는 재배적지 확보, 지속적 생산인력 확보, 수

삼의 안전성 확보,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

라 기존 경작지의 휴면기간 단축을 위한 객토, 절토, 토양소독, 토양훈증제 

사용의 화학적방제 등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실시하여 재배연수, 지역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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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특성 등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

고 있다. 초작지 확보는 인삼 주산지를 대상으로 야산 및 한계농지 개발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인삼 재배 인력자원 확

보를 위해서는 신규 참여자에 대한 재배적지 확보, 재배지 관리, 초기자금 

및 기술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영농 승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운영자금 확대 지원 등 영농지원제도의 강화와 은퇴농가에 대한 다양한 배

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삼 이력추적관리

(Traceability) 시스템과 우수농산물(GAP)인증 제도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야 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력추적제

도나 GAP 인증 활성화와 함께 인삼의 유기농 재배와 친환경재배 등 재배

방법 다양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재해 내연작장애 등 고품질 품종 개발

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고품질 종묘삼의 안정적 생산

과 보급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인삼재배의 경영부문의 당면과제로는 인삼판매가격의 현실화, 생산비 

절감 및 재해 대응 대책 마련, 신규 진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삼재배의 계열화를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

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매상품의 등급 간 규격의 표준화와 

상위등급의 수매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인삼재배의 생산비(경영비)에 대한 

지역별 연근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생산비 변동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매가격 책정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계약재배 물량의 거래제도 개

선으로 수급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인삼재배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종의 개발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보급은 기계의 공동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해 대응책으로는 인삼의 재해보험제도가 빨리 도입

되어야 되며, 보험금 부담금과 보상요율 등에 대한 생산자와의 합의가 이

루어져야 될 것이다.

수삼유통의 당면과제로는 수삼의 체계적 유통시스템 확립, 거래의 표준

규격화와 구매자 중심의 거래시스템 확립, 거래시설 및 거래제도 개선 등

이 필요하다. 수삼거래의 투명성, 공정성, 정보의 공개성 확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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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거래제도 도입 운용 검토가 필요하며, 가격형성의 효율성과 물류효

율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가 수삼 구매 시 등급별 

가격, 연근, 산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표시제(가

격, 연근, 원산지 등)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많은 등급 수로 난

립되어 있는 수삼의 등급기준과 등급 수를 재조정하고, 거래단위와 거래규

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삼 도매거래의 체계적 유통질서 확립을 위

한 거래시설 통합정비와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삼가공 및 제품유통부문의 당면과제로는 가공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

인삼제품 유통의 신뢰성 제고, 제품시장구조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삼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성분, 규격 등), 관련정보

(가격, 원료 등) 공개와 함께 안전성 확인시스템과 인증시스템 구축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다. 인삼 가공업체의 조직화와 공동화의 대상은 12개 인삼협

동조합의 조직화와 공동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삼 수출 및 개방화 부문의 당면과제로는 인삼수출시장의 다볍화와 취

약성 개선, 수출시장구조 개선, 수출 대표브랜드 육성, 수출시장 홍보전략 

개선, 한 중 FTA의 전략적 대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대기업 브랜드 외에 중소업체의 다양한 수출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국가 대표 수출브랜드 개발과 수출업체의 집중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12개 인삼농협 공동브랜드나 민간 중소업체 조직의 공동 수출브랜드는 

‘정관장’과 차별화된 저년근(4～5년근)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인삼 수출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서 

홍보, 수출시장별 유망품목 선정, 시장진입 제약요건 완화, 수출상품화 전

략 수립 등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한 중 FTA 협상의 전략적 활용과 합리적 타결이 필요하다. 특

히 인삼류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인삼 수

출과 국내 전체 인삼산업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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