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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삼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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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ginseng in 

Comparison with Korean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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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thesis we aim at analyz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Chinese ginseng in 

comparison with Korean ginseng and searching policy direction for Korea to compete Chinese 

ginseng industry. We summarized the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 of ginseng industry of China. Second, we review the theor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pply the method of analyzing competitiveness to ginseng industry. Third, we 

compar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the ginseng industry between China and Korea 

and found that Chinese ginseng, estimated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t about 

15, still remains high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st and price but lowering price 

competitiveness recen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suggest export promo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ginseng as 

follows; 1) Korean government should enforce trade cooperation with China so as to register 

Korean root ginseng an importable medicine. 2) Korean ginseng producer should develop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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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such as capsules, powders and etc. according to China's consumer purchasing power and 

taste. 3) Korean ginseng should be sold as an differentiated commodity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consumer loyalty to Korean ginseng, makes market share superior to other cheaper 

ginseng products in China. 4) In order to be effective brand marketing and product advertisement, 

there should be established reliable networks to process and distribute Korean ginseng products 

exclusively.

Key words : Chinese ginse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n ginseng  

I. 서  론

  

  인삼은 최근 건강에 한 심이 증 되고 있

는 시 의 조류에 힘입어 세계 건강보조 식품시

장에서 10 권 이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 

방  체 의학  차원의 건강식품으로 각 을 

받고 있는 특용작물이다. 향후 인삼은 세계 으로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것으로 상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인삼의 국제경쟁력 강

화를 해서는 외국삼의  생산구조와  유통, 그리

고 경쟁력을 분석한 후 한국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방향 설정이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재 한국 인삼은 세계 제1  소비시장인 국

시장에서 수출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 인삼시장의 구조 인 변화에서도 원

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근본 으로는 한국인삼이 

국제시장에서 비교우 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78년 개 개방 이후 

국의 인삼산업은 속히 발 하여 재 세계 최

의 인삼생산국이며 수출 국으로 등장하고 있

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의 인삼산업은 소규모

생산방식에서 탈바꿈하여 규모 집약화된 인삼

생산기지가 지속 으로 형성됨에 따라, 인삼 품

종의 다양화, 총생산량, 1인당 소비량 등  분야

에 있어서 속한 발 을 하고 있다. 국 인삼

산업의 성장으로 수출도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 

경우 국 인삼의 수출액은 년에 비해 45.4%

의 증가율을 보 으며 2004년에도 50.4% 증가하

는 등 국 인삼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과 요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이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한․ 간 농

산물 무역이 크게 늘어나는 이 시 에서 한국과 

국 인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주요 

수출 농산물의 하나인 인삼산업의 질  발 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 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

요 경쟁국인 국의 인삼 산업에 한  생산, 유

통  무역 구조에 한 동향을 살펴보고 한․

간 인삼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

내의 인삼농가  정책당국자에게 한국 인삼산업

의 발 을 한 유의 인 정보  정책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국 인삼산업 구조의 변화 동향

1. 국 인삼의 재배 동향 

  국인삼의 재배 분포를 보면 만주지방의 장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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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맥을 심으로 하는 길림성, 흑룡강성 일 이

며, 운남성 서성 등지에서 생산되는 진칠삼 까

지를 합치면 북  25∼44도까지가 인삼의 분포지

가 된다. 국의 인삼 재배면 은 국 통계가 

없어 정확한 면 을 악할 수 없으나 지방의 경

우 1988년에 길림성은 7,000㏊, 료녕성은 900㏊, 

흑룡강성은 70㏊의 재배면 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인삼의 주산지는 주로 동북3성인 길림성, 

요녕성으로서 고려삼을 재배하고 있고 남쪽 운남

성과 서성에서는 칠삼인 Panax Notoginseng

이 재배되고 있으나 비 은 10%미만에 불과하

다. 2000년 통계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길림성

이 국 인삼 생산량의 76.9%를 차지하고 있고 

감숙성 17.7%, 요녕성 2.3%의 순 로 생산되고 

있는데 길림성내의 주요 산지는 통화지구(통화

시, 집안시), 무송ㆍ정우지구(무송시, 정우시), 연

변지구(연길시, 안도 )등 크게 3  지역으로 나

어져 있다.

  주산지인 길림성 인삼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신개하 인삼, 장백산 홍삼 등 독특한 

가공기술에 의한 인삼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품

질 수 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장백산홍삼은 

1987년의 제36기 뿌루싸이얼유리카( 魯塞爾尤

裏卡) 세계박람회에서 상을 받음으로서 국인

삼이 세계 으로 인정받았고 한 신개하인삼은 

1988년 제네바의 제16기 국제발명과 신기술의 박

표 1. 국의 지역별 인삼생산 황                                                 (단 : 톤)

지역 국합계 북경 선서성 요녕성 길림성 강성 강서성

생산량 52,168 70 3 1200 40,154 963 206

비율(%) 100.0 0.1 - 2.3 76.9 1.8 1.4

지역 호남성 경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섬서성 감숙성

생산량 3 4 304 20 7 13 9,221

비율(%) - - 0.6 - - - 17.7
  

  자료: 국임업통계연감, 2000

람회에서 상을 받아 이를 계기로 국인삼이 

국제 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 다.

  1949년의 화인민 공화국 건국 당시의 인삼 

재배면 은 불과 200㏊이었고 재배방식도 원시

인 낙후한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 품목은 오직 홍

삼과 백삼 두 가지뿐 이 다. 이 당시 국은 생

산된 인삼을 국가가 량 구매 하고 계획 으로 

매를 함으로써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품목이었다. 즉 국가에서 인삼 생산량 량을 구

매 하고 계획 으로 조달  매를 함으로써 인

삼은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체 으로 

인삼의 수  불균형 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러나 1980년  이래 국인삼 산업의 발 과 함

께 인삼재배면 과 생산량의 비 이 크게 증가하

면서 세계 최 의 생산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에서 재배되는 인삼의 품종은 부분 고려삼인 

Panax ginseng C.A. Meyer이나 1970년 부터 

서양삼인 화기삼(Panax Quenquefolium) 종자를 

도입하여 재배하고 있다. 

  1986년의 경우 국 인삼 완제품 생산량은 

6,000톤이 고 국 인삼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

는 무역량은 2,500톤으로써 공 과 수요가 균형

을 이루고 있었으며, 1987년 신선 인삼의 가격은 

36원/㎏(원화 5,403원)이었고 완제품의 인삼 가

격은 128원/㎏(원화 17,934원) 수 이었다. 국

인삼 공장의 운 형태를 보면 국가가 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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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개인이 국가에 세 을 납부하고 경

하는 방식으로서 한때 이들 업체들을 심으로 

인삼산업은 빠르게 성장하 다. 그 후 시장수요

를 과하는 과잉공 으로 인해 인삼제품의 재고

가 크게 늘어나면서 1989년에 인삼 가격이 ㎏당 

6∼10원(원화:841원∼1401원)으로까지 크게 하락

하기도 하 다. 

  1990년 부터 국정부가 인삼을 의약품에서 

보건식품과 물용으로 인정하면서 시장 수요량

이 크게 증가하 다. 하지만 야생인삼의 공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차 으로 인공재배의 

방식에 의한 인삼재배면 이 증가하면서 생산량

도 속히 증가하 다. 재 국의 인삼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수출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국 인삼은 국내외시장에서 지

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국의 17개의 형 약재 업교류시장의 조

사에 의하면 1990-2001년 동안 인삼 매량은 매

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약간의 가격 

동이 있었지만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인삼의 매가격이 높은 

수 을 유지하면서 많은 기업체와 인삼농장에서 

인삼 재배면 을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인삼은 계  

요인과 시장 수 의 원리에 의하여 다소 동이 

있겠지만 체 으로 볼 때 지속 으로 성장하는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1995년∼1999년까지 인삼생산

량은 완만하게 증가하 으나 2000년에는 인삼생

표 2. 국의 년도별 인삼생산 황                                                    (단 :톤)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 6,200 7,548 8,976 13,080 18,864 52,168 54,604 65,640 57,168

자료: 국임업통계연감  

산량이 1999년의 18,864톤에서 52,168톤으로 176%

로 크게 증가하 다. 그 이유는 1999년도에 인삼

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그 다음해인 2000년

에 인삼생산량이 폭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인

삼생산량이 이 같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국 인

삼은 국  는 집단농장에서도 재배를 하지만 

거의 개인농장에서 규모로 재배를 하는데 가격

이 오르게 되면 개인농장에서 수확시기가 되지 

않은 인삼을 량 채굴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때

문에 인삼생산량도 비정상 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국 인삼의 유통구조

  국 내에서의 인삼유통의 건은 각 지역 

리  확보여부에 달려있다. 국의 인삼은 길림

성 등 산지에서 반 가공을 거친 후 동성(보령, 

주), 강성(창남), 호북성(무한), 하북성(천

진), 요녕성( 련) 등 주요 집산지에 집산되어 

주로 남방 도시 소비처로 분산 되고 있다.

  남방 지역 인삼집산지의 황을 보면 廣州  

淸平 中藥材 場이 동 보령, 강 창남시장과 

함께 국3  약재 시장으로서 홍콩으로부터 

각국 인삼을 유입시켜 주 인근지역으로의 분배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廣州  淸平 中藥材

場은 원래는 1979년에 개장한 한약재(인삼, 한

약재, 동물류 건강식품등) 재래시장이었으나 2000

년 7월 지방정부에서 건축한 건물로 인삼거래업

체들이 이주하면서 인삼유통시장의 심으로 등

장하 다. 普寧  中藥材 業 場은 1998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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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가공공장 소 비 자
각지도매상

지 리

약  국

백 화 

슈퍼마켓

교역시장

의약품 생산공장

      그림 1. 국 인삼의 유통체계 

월 개장한 국최 의 한약재 문유통시장인데,  

지는 12천 평이고 324개 상 이 입주하 고 상

 당 5∼10평 규모로서 지방정부에서 동 시장에 

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계획 으로 리한다.

  국인삼의 주 소비제품은 뿌리삼 주이나, 

길림삼, 신개하삼은 붉은색의 캔 제품으로 유통

하고 있기도 한다. 인삼가공제품은 산지의 주요 

경 회사나 가공업체가 농민들로부터 원료를 직

 수매하여 가공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외지상인

이 직  원료삼을 수집하여 지가공을 거친 후 

소비지로 반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인삼

은 문 리 을 통해 유통되기도 하나 주로 각

지의 약재도매상을 통해 약국, 백화 , 슈퍼마켓 

등의 소매 으로 유통되는 비 이 높다. 주산지

인 길림성에서 생산되는 홍삼, 백삼 제품의 경우 

일부 생산농가에서 자체 가공 후 산지 교역시장

을 통하여 유통시키기도 하나 품 는 성 정부에

서 인증한 인삼가공공장의 제품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수출용 인삼제품은 “皇 ”  “新開

河”등 유명상표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 인삼의 무역구조

  국인삼의 수출동향은 표 3에서 보듯이 1995

년∼1998년까지와 1999년∼2002년까지 후반 2

개 단계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후반기에 

있어서 수출구조상의 특징을 보면 수출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액상의 증가는 아주 미미한 것

을 알 수 있다. 즉 1999년 이후 인삼 평균 수출

량 4,571톤으로서 반기의 인삼 평균 수출량 

2,381톤에 비해 92%가 증가하 지만 평균 수출

액은 52,414천불로서 반기의 인삼 평균 수출

액 48,948천불에 비해 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한 그 이유는 첫째는 국

제시장에서 인삼수요가 늘어나고 국이 WT0에 

가입하면서 인삼 수출 상국의 범 가 확 되면

서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동남

아와 홍콩, 만 지역으로의 국산 인삼에 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국인삼 수출의 증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인삼 수출단가 수 이 낮아진 것

은 인삼의 수출가격이 여러 번 동을 거치면서 

가격편차가 커진데 원인이 있다. 이기간 동안 인

삼 수출의 평균 단가는 10.55$/㎏ 인데 그  제

일 높게 받았을 때의 인삼가격은 199.28$ 으나 

반면에 제일 낮게 받을 때의 가격은 0.9$ 로서 

가격변동의 폭이 매우 불안하 다. 1997년의 경

우 수출량은 2,424톤으로서 2002년의 물량에 비

하여 51.7%에 불과하 으나 수출 액은 55,651

불로서 2002년의 56,092불과 동소이한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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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가가 kg당 22.96달러에서 11.98달러로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보듯이 국의 국별 인삼수입 황을 

보면 1999년 미국산 인삼 수입량은 1,280톤, 액

은15,696천불로서 체 수입액의 46.8%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캐나다 수입 인삼이 

1,275톤, 액은 15,496천불로서 46.3%로서 미국, 

캐나다산의 수입비 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3 가 한국이나 액으로는 1,348천불, 비율

은 4.0%에 불과하 다. 2000년 이후부터 미국산

의 수입비 이 격히 어든 반면에 캐나다산의 

표 3. 국의 인삼 수출 황                

구       분 서양삼 산삼 기타인삼 계

1995

수량(톤) 1,148 3 1,230 2,381

액(천불) 29,891 47 15,417 45,355

수출가격(US$/kg) 26.04 15.67 12.53 19.05

1996

수량(톤) 1,416 0 982 2,398

액(천불) 30,992 0 18,526 49,448

수출가격(US$/kg) 21.89 0 18.87 20.62

1997

수량(톤) 1,697 0.9 727 2,424

액(천불) 36,793 33 18,825 55,651

수출가격(US$/kg) 21.68 36.37 25.89 22.96

1998

수량(톤) 1,619 6 699 2,324

액(천불) 32,276 82 12,980 45,338

수출가격(US$/kg) 19.94 13.67 18.57 19.51

1999

수량(톤) 2,689 0.1 1,459 4,148

액(천불) 38,089 2 15,203 53,294

수출가격(US$/kg) 14.16 2 11.42 12.85

2000

수량(톤) 2,371 18 2,472 4,861

액(천불) 34,448 62 16,416 50,926

수출가격(US$/kg) 14.53 3.41 6.64 10.48

2001

수량(톤) 2,501 1 2,093 4,595

액(천불) 34,429 22 14,894 49,345

수출가격(US$/kg) 13.77 22 7.12 10.74

2002

수량(톤) 2,437 1 2,245 4,683

액(천불) 34,418 18 21,656 56,092

수출가격(US$/kg) 14.12 18 9.65 11.98

자료: 국해 통계연감

비 이 크게 늘어 2002년에는 체 인삼 수입액

의 88.4%까지 증가하 으나 미국인삼은 8.6%, 

한국산은 2.8%로 크게 감소하 다. 국의 인삼  

수입 동향을 보면 수입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액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업체들 간의 경쟁에 의하여 수입단

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산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서양 화

기삼  인삼차, 인삼정제 등이며 국내 주요도

시를 심으로 한 강력한 마 과 꾸 한 홍보

를 통해 지속 으로 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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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의 국별 인삼수입 동향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홍콩 북한 기타 계

1999

수입량(톤) 179 1,280 1,275 38 9 11 2,792

수입액(천불) 1,348 15,696 15,496 614 167 160 33,481

단가(천불/톤) 7.53 12.26 12.15 16.16 18.56 14.56 11.99

2000

수입량(톤) 152 450 1,906 - 10 10 2,528

수입액(천불) 1,317 5,130 25,583 8 98 48 32,184

단가(천불/톤) 8.66 11.4 13.42 - 9.8 4.8 12.73

2001

수입량(톤) 2 214 2,607 36 9 1 2,869

수입액(천불) 549 2,712 30,324 296 94 8 33,983

단가(천불/톤) 274.5 2.67 11.63 8.22 10.44 8 11.84

2002

수입량(톤) 4 185 2,344 - 2 22 2,557

수입액(천불) 877 2,657 27,337 - 37 13 30,921

단가(천불/톤) 219.25 14.36 11.6 - 18.5 0.59 12.09

  

자료: 국해 통계연감. 2003년

표 5. 국의 종류별 인삼 수입 황                                          (단  : 톤, 천불)  

구      분 서양삼 산삼 기타인삼 계

1999

수량(톤) 2,774 4 14 2,792

액(천불) 33,010 170 301 33,481

수입가격(천불/톤) 11.9 42.5 21.50 11.99

2000

수량(톤) 2,505 6 17 2,528

액(천불) 31,696 317 171 32,184

수입가격(천불/톤) 12.65 52.83 10.06 12.73

2001

수량(톤) 2,819 0 50 2,869

액(천불) 33,039 0 944 33,983

수입가격(천불/톤) 11.72 - 18.88 11.84

2002

수량(톤) 2,529 0 28 2,557

액(천불) 29,994 0 927 30,921

수입가격(천불/톤) 11.86 - 33.10 12.09

 

자료: 국해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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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캐나다산은 2002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물량기 으로 84%이상 수입이 증가하 다. 국 

내 형할인 , 약국, 백화  등에서 유통되고 있

는 서양 삼 가공제품은 직 이나 지 리인

을 통해 정식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 매하고 

있다. 주로 유통 매되고 있는 서양 삼 랜드

로는 鷹牌, 康富來, 萬基牌, 金日牌 등이 있는데, 

서양 삼을 수입하여 홍콩이나 국에서 포장한 

것으로 특히 鷹牌의 경우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

아 국 내 시장 유율이 서양 삼 에는 가장 

높다.

  한편 표 5와 같이 국에서 수입하는 인삼의 

종류별 황을 보면 미국  캐나다 등 서양 삼

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고려 삼 등 기타 인삼

이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 삼의 평균 

수입단가가 톤당 11 천불내외인데 비하여 한국  

고려삼을 포함한 기타 인삼의 수입가격은 평균 

18∼33천불까지 1.4∼3배 정도 높아 한국 삼은 

아직 서양삼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을 인

정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의 인삼수입은 주로 남방도시의 수입상이

나 리  등을 통해 이루어져 각 지역의 지 

리 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서양삼 등 수입삼

은 홍콩을 경유하여 국 최  인삼집산지인 

동성의 보령, 주의 분배상을 거쳐 남방 주요도

시와 북경 등 내륙지방으로 유입된다. 

  인삼은 국 국가약품 감독 리국에 의해 1999

년 4월 24일 발표된 수입약품 리법에 의거 약품

으로 등록되게 됨에 따라 재 수입약품으로 등

록을 받아야 수입 유통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재 국정부는 뿌리삼에 하여 수입약품등록

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서양삼에 

한 수입허가는 수입신청을 하면 품질에 이상이 

없는 한 부분 수입허가 된다. 한국산 뿌리삼의 

경우는 아직 수입약품등록이 안된 상태로 한국산 

뿌리삼의 정상 인 수입은 재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인삼 제품류는 보건식품 등록을 받아 

정식수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국 국가약품감독 리국 場監督司에서

는 2000년 3월 24일자로 각 지방 생 련기 에 

긴 통지문 ｢ 법수입 고려삼 계속 조사처리에 

한 긴 통지｣를 통해 불법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고려인삼에 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 다. 이 통지문을 보면 1999년 5월 

1일 이  수입된 고려 인삼에 하여는 정상 인 

통  차를 거쳤는지를 조사하고 만약 해 을 

거치지 않았다면 압류조치하고 수 의로 고발 

조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 유통되는 부

분의 한국산 인삼은 홍콩 등을 통해 비공식 유입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방지역의 경우 홍콩을 

통해 유입된 홍삼이 그램 단 로 포장되어 매

되거나,  반입품이 배포되어 값싼 타국삼과 혼

합되어 유사품으로 재포장 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 같은 국정부의 한국산 인삼의 수입에 

한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로 원료삼인 뿌리삼의 

경우 사실상 국 수출길이 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Ⅲ. 국과 한국 인삼의 국제경쟁력 비교

1. 국과 한국인삼의 가격경쟁력 비교

  한국과 국의 인삼 생산 황을 비교해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국의 인삼생산량은 매년 증가

하는 추세로서 연평균 24%의 지속 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국 내에서 타 

작물에 비하여 수익성이 높고 외화벌이가 가능한 

인삼 재배를 국 지방정부가 극 권장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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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리고 국 국내에서 새로운 약과 특수

한 약의 생산 확 를 하여 국내의 약 공장에서 

인삼의 원료에 한 수요가 늘어났고 국민들의 

생활수 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식품에 한 수요

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연 

평균 인삼 생산량 증가율은 4.8%에 불과하다. 그 

원인을 볼 때 재배 지의 감소, 생산성 둔화, 채

산성 악화가 주된 이유로 설명 될 수 있고 그리

고 농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에 원인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국의 인삼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

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990∼2001년 인삼의 

가격은 비록 약간의 동이 있겠지만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국인삼의 도매가격

은 kg당 67원(한화 8,271원)으로 한국인삼의 도

매가격 Kg당 30,821원의 약 1/4 수 으로서 국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표 6. 한국과 국의 인삼생산 추이                                                (단 : 톤)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국(A) 6,200 7,548 8,976 13,080 18,864 52,168 54,604 65,640 24%

한국(B) 11,971 10,147 11,259 11,478 14,500 13,664 13,215 16,662 4.8%

A/B 0.51 0.74 0.79 1.14 1.30 3.33 4.13 3.93 5

자료: 국임업통계연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7. 한  인삼 가격의 비교                                                   (단 : 원/kg)

년도 한국(A) 국(B) 비율(A/B)

1995 26,312 57.00(5,229) 5.03

1996 27,033 63.00(5,896) 4.58

1997 28,037 60.00(6,449) 4.35

1998 26,765 58.00(10,170) 2.63

1999 29,413 64.00(8,771) 3.35

2000 30,821 67.00(8,271) 3.73

주: ( )안은 원화로 환산한 액이며 한국은 생삼기  국은 수삼기 임. 

자료: 국통계연감. 2003년,  산군청 자료, 2001년 상반기 기 .

났다. 한편 2002년 세계 최  인삼시장인 홍콩인

삼 시장의 평균 수입가격을 기 (국별 뿌리삼류 

기 )으로 할 때 한국산은 155.1$/kg, 미국산 

31.3$/kg, 국산 12.9$/kg로서 한국 인삼의 가

격이 미국산에 비해 4.9배, 국산에 비해 12.0배

에 달해 한국산 인삼의 가격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이처럼 낮은 것은 

농 노동력 부족과 노임 상승, 기계화 부진 등을 

통한 생산비 감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비자

들의 선호하는 인삼제품의 개발부재, 그리고 홍

보와 매 진 등 시장개척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된다. 국내에서 한국 고려인삼에 

한 소비자들의 일반 인 평가는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며 체온상승효과가 있기 때

문에 겨울에만 복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인삼의 로확 에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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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장에서 한국인삼은 동성 지역에서 소득

층과 고력 층을 심으로 그 효능이 탁월하다는 

인식으로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일반 소비자들의 

소득수 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병후 회복이나 

특별한 경우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 이다.

2. RCA지수에 의한 경쟁력 비교

  한국 인삼의 국시장에서의 비교우 를 측정

하기 하여 비교우 를 계측할 수 있는 지표인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를 사용하 다. RCA지수는 교역 국가들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구조를 이용하여 도출되어 무역

이론 반에 걸친 이론  검토가 이루어진 지수

이다. RCA지수는 BelaA. Balassa(1965)에 의해 

처음 개발된 지수로서 원래 세계시장에서 각국의 

비교우 를 비교하도록 있으므로 여기서는 RCA 

지수 산출법에 의하여 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인

삼의 비교우 를 분석해본다. 한국과 국간 인

삼의 경쟁력 비교에 이용된 RCA지수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국시장에서 i국의  j품에 한 RCA

  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인삼수입액




  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의 

총 수입액




  국의 인삼의 총 수입액     






  국의 농산물의 총 수입액

  어떤 국가의 는 그 국가의 특정시장(i는 

여기서 국)에 수출한 특정상품(j)의 비 이 i시

장에서 차지하는 해당국가의 시장 유율에 한 

비율이다. 한 는 해당국가의 i시장 수출

에서 j상품이 차지하는 비 의 i국 수입에서 j상

품 수입이 차지하는 유율에 한 상  비율

이라고 할 수 있다. >1란 것은 i국에 수출

한 j상품이 차지하는 비 이 i국에서 j상품이 차

지하는 해당국가의 시장 유율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i시장에서 j상품의 평균

인 유율에 비해 i국가 총 수입  j상품 수입의 

유 비 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i국의 j상품은 세계평균에 비해 외교역 상의 비

교우 를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가 1보다 작다면 그 상품의 수출성과는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경쟁력이 상

국가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표 8의 1996년 이후 RCA 추정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삼이 아직 비교우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RCA지수가 9.00으로 제일 높았

다가 그 이후로 7.5∼2.7정도로 낮아지는 추세인

데 그 이유를 보면 1990년  후반부터 국이 인

삼을 수입약품의 리 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

라 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인삼의 정식통 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측의 사정을 

보면 1996년 홍삼  매제 폐지에 따른 인삼수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인삼의 품질 하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 으로 RCA지수가 1999년을 기 으로 상

승세에서 하강세로 변동하고 있어 한국의  

국 인삼수출 경쟁력은 2000년 이후 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총체 으로 볼 

때 RCA지수는 1보다 크므로 한국 인삼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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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시장에서의 한국인삼의 비교우 지수                                  (단 :천불)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국의 한국인삼 수입액 
()

255 181 1,125 1,348 1,317 549 877

국의 한국 농산물 

수입액(


)
26,963 46,592 39,470 37,854 58,964 68,395 95,632

국의 인삼 수입액

(


)
35,048 40,220 37,115 33,481 32,184 33,983 30,921

국의 농산물 총수입액  






 (억불) 110,5 101,8 83,3 82,0 112,0 118,4 124,4

/


 0.095 0.0039 0.0295 0.036 0.022 0.008 0.009

/


 0.0073 0.0045 0.0303 0.04 0.04 0.02 0.03




/




  0.0032 0.0039 0.0044 0.004 0.0029 0.0029 0.0002

RCA 지수 2.96 1.00 6.48 9.00 7.59 2.76 3.6

자료: 국통계연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에서 아직 비교우 가 있는 것으로 단된

다. 그 이유는 한국이 국으로 수출한 총 농산

물 에서 인삼의 수출비 이 크고 한 국의 

총 인삼수입액에서 한국 인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 도 아직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성  분석에 의한 경쟁력 비교  

  국 정부가 1990년  후반부터 인삼을 농산물

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수입규

제를 하게 되면서 한국 인삼의  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

면 국의 보건당국으로부터 수입에 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

기 때문에 인삼수출의 비 세  장애요인으로 작

용하게 된다. 한 유통과정에 있어서도 약사법

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 약국 이외에서는 매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층을 확 시키는데 어려

움을 겪게 된다. 국에서는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입 세율은 서양 삼이 40%, 

산삼과 기타 인삼이 30%이다. 인삼음료  인삼

농축액 등은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조제

식품의 세율에 따라 세가 부가되고 세율은 

재 35%이다. 

  이 같은 국 내에서의 인삼에 한 상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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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과 유통제한으로 인해 한국 인삼의 

국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

인을 갖게 된다. 첫째, 국은 인삼시장에서 한국

과 경쟁 계를 의식하여 한국산 인삼 수입에 

한 원천  쇄를 하고 자국산 인삼산업을 보호

하기 해 수입약품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다.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등록신

청 차의 복잡성  과다한 비용, 성분․함량에 

한 검사를 실시하는 약품 문가 원회의 까다

로운 자료요구 등 자의 인 해석에 따른 수입허

가의 장기간 소요(평균 1∼2년) 때문에 사실상의 

비 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국 당국은 1999년 5월 1일부터 수입약

품 리방법을 제정하여 모든 수입 뿌리삼은 수입

약품등록을 하여야만 수입유통이 가능하도록 하

기 때문에 한국산 인삼제품  한국담배인삼공

사 8개 품목(고려삼원, 고려삼톤, 활력정캡슐, 정, 

정환, 천삼보), 개성인삼조합 1개 품목(드링크), 

성약품 1개 품목(슈퍼 진생골드-F캅셀)만을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 정식 차에 따라 수입할 

수 있게 하 다. 

  둘째, 한국산 인삼을 모방한 가짜 인삼제품의 

량 유통으로 한국산 인삼에 한 성가가 하락

하고 있다는 이다. 인삼 문가가 아니면 구분

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한국산 조제품이 유

통되고 있어 국 소비자의 한국인삼에 한 불

신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제품명의 한

표기와 상표를 한국산과 동일하게 인쇄해 국인

삼을 한국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제품들이 유통되

고 있다.

  셋째, 국에서 한국인삼의 정상 인 유통경로

가 사라질 기에 처하고 있다. 국 국가약품감

독 리국 場監督司에서는 2000년 3월 24일 시

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산 인삼에 해 각 지방 

생 련기 에 긴 통지문 ｢ 법수입 고려 삼 

계속 조사처리에 한 긴 통지｣를 통해 불법 수

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고려인삼에 하여 강력하

게 단속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넷째, 한국인삼의 가격경쟁력이 열세라는 이

다. 한국산 홍삼은 재 정식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으로 유입된 한국산 홍삼의 지 

유통가격이 국산에 비하여 약 3배 이상으로 높

아 특수한 경우 특수한 소비층에만 매된다. 한

국산 홍삼의 품질에 한 국 소비자들의 인식

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기도 하지만 

국인삼의 가공기술이 향상되고 소비자들의 인식

이 개선되면 한국산 홍삼제품에 한 수요가 

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다섯째, 한국 인삼의 품질경쟁력은 아직 강세

이나 앞으로 한국산 인삼이 고품질이라는 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다. 국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산 인삼에 한 

지명도와 함께 품질의 우수성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 서양 삼의 품질인지도가 차 높

아지고 있으며 국산도 상당한 수 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삼과 경쟁 계에 있는 

국인삼산업의 황과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후 

한국 인삼의  국 수출 증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 다. 분석결과 한국 인삼의  국 수출

의 감소 원인은 국시장에서 한국 인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값싼 국 삼이나 서양 삼으로 

체 소비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1995년 이후 국

이 인삼을 수입의약품으로 등록함에 따른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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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 

국 미국 캐나다 등 경쟁국에서는 가 인삼 생

산  수출 홍보 등에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반면에, 고려인삼은 고가품이므로 가격경쟁력

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처하기 한 고려인삼의 우수한 특성과 효능에 

한 홍보와 다양한 제품 개발이 미흡하 을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삼 련 제도가 각기 다

른 나라들을 상으로 한 수출 정책을 추진

하지 못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세계 최 의 인삼 소비국인 국이 WTO 가입

으로 향후 국의 값싼 인삼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 로 국인들이 특

히 선호하는 고려인삼도 국으로 수출량이 증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외국삼과 차별화된 고

 원료수삼 생산, 가공, 유통, 홍보 등의 활성화

에 한 책 강구가 시 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 인삼 수출 증 를 한 정책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인삼을 수입약품으로 등록하기 한 정

부차원의 통상 력이 필요하다. 국의 수입약품 

등록은 표면 으로는 모든 제품에 해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는 자국삼 보호를 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뿌리삼의 수입을 원천 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통상 력 추진이 요구

된다.

  둘째, 한국 삼을 모방한 유사품의 매행태에 

한 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재 홍콩에

서 시행 인 telecheck sticker(구매시 의 화

를 통한 진품여부 확인제도)의 극 도입이 필요

하다. 

  셋째, 국인의 소비패턴이 약효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뿌리 삼임을 감안하여 서양 삼과는 

질 인 수 에서 차별화된 방향으로 근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 구매력에 부응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소비자 구매력 수 에 맞

춰 다양한 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소포장 는 

단품포장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인삼제품의 경

우도 국인의 소비특성을 감안하여 뿌리삼의 맛

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일례

로 뿌리 삼 만을 약간 굵게 가루를 내어 티백에 

넣은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제품 문 취 을 지정함으로써 

조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  지역별 리

 체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국인에 

한 한국제품 신뢰감 고취하여야 한다. 

  여섯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의 

넓은 지역을 감안하여 가장 향력 있는 고매

체는 TV 고이나, 비용 효과 측면을 감안하여 

장기 으로 검토하고 단기 으로는 버스나 지하

철 고 등 의 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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