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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문화 속의 인삼음식

한  복  려

중요무형문화재 38호「조선왕조궁중음식」기능보유자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

Ⅰ. 서  론

예로부터 한국은 인삼의 주산지요, 종주국(宗主國)으로 알려져 왔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삼이나 산삼이 심심찮게 화제로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인삼이 사람

들에게 명약이며 영초(靈草)이자 신초(神草)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3대 동의(東醫) 고전의 하나인《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1433년)에는 인삼의 효능을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오장을 보(補)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놀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멈추고 사기를 몰아낸다. 눈을 밝게

하고 심기를 도우며 위장의 냉증을 치료하고 배가 아픈 것, 가슴과 옆구리가 치밀고 그득한 느낌, 곽란(霍
亂)과 토역(吐逆)을 치료하며 갈증을 없애고 피를 통하게 하며 견적을 헤친다. 기억력을 좋게 하며 오래 먹

으면 몸이 거뜬해지고 오래 산다.1)’
조선은 건국 초부터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식치(食治) 즉, 생활 속의 의학이 살아있는 나라

였음을 우리는 조선시대의 각종 음식 관련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음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사상인 약식동원(藥食同源)이나 의식동원(醫食同源),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약을 잘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론에 맞춘다면 상약(上藥)인 인삼을 식재(食材)로서 사용하여 일상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세계인이 추구하는 건강 트렌드에 맞는 음식이 될 수 있다. 
인삼을 활용한 한식개발 요리는 한식의 세계화에 일조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인삼은 너무 귀한 약재이기에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삼은 말린 것을

가루 내어 이용하거나 달여서 탕약으로 또는 차로 이용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혹 음식 재료로 쓰면 사람들

은 “약으로도 못 먹는 비싼 것을 어떻게 음식에까지 넣느냐”는 핀잔도 있었다. 음식에 이용한다는 것은 고

작 삼복에 먹는 보신 음식인 삼계탕’ 정도였다.
오늘날, 인삼은 지자체들의 노력 결과 이제 몇 몇 지역의 특산물로 건강을 지키는 약선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결과, 인삼을 음식에 활용한 많은 레시피들이 개발, 보급되었고, 이제는 친숙한 식재료로 생활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인삼은 그 효능의 첫 번째가 대보원기(大補元氣)이니 먹는 것으로 우선 몸을 다스린다는 조상들의 전통

적 사고인 식치(食治)와 약식동원(藥食同源) 사상과 일치하여 당연히 건강식품으로 우선이 될 수 있다.

1) 補五臟安精神定魂止驚悸除邪氣明目間心益智療陽胃中冷心腹鼓痛胃脇逆滿癨亂吐逆調中止消渴通血脈破堅積令人不忘

久服軽身延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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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보(藥補)보다는 식보(食補)가 더 우선” 옛말도 있듯이 형편에 맞게 인삼을 여러 가지 음식에 이용하는

것은 보약을 일상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서나 구하기 쉽게 되어 친숙한 식재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니 음식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는 식치(食治)의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의 건강식품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인삼의 효용가치와 요리재료로 써서 개발한 예를 들어 세계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인삼의 어원 및 영양과 성분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A Meyer(1843)로 그리스어에서 파낙스(Panax)는 ‘모든 것’의 의미를 갖는

팬(Pan)과 치료의 의미를 갖는 악소스(axos)가 합성된 단어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은 배당체(glycosides) 성분인 사포닌을 비롯하여 질소함유 화합물로서, 단백질, 아미노

산, 핵산, 알칼로이드, 지용성 성분으로 지방산, 정유,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페놀화합물, 파이토스테

롤(phytosterol), 테르페노이드(terpenoid), 당류로서 단당류와 올리고당, 다당류, 펙틴질 그리고 비타민류와 무

기질 등 매우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인삼은 어느 생약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인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당질 67%, 단백질 13.7%, 지질 2.5%, 무기질 3.9%이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의학서인『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 사용되는 약물 293종 중 감초, 당귀, 복령, 진피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많은 생약이 인삼이라는 사실은 한의약에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

한지 알 수 있다.

2. 인삼의 구성

인삼의 꽃: 4～5월 사이에 작은 꽃을 따서 그늘에 말렸다가 참기름을 묻혀서 거두어들인다. 고약한

창종(瘡腫)으로 통증이 오래 되어도 낫지 않는 경우에 붙이면 그 효능이 더욱 신기하다2).
인삼의 열매(딸): 6～7월에 붉은 것을 따서 손으로 씨를 제거하고 그늘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면 그 효과가 오미자보다 낫다. 이달에 탕을 만들어 복용하면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이 생기게

되어 비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또, 협자(梜子:씨)를 딸 때는 그 속살의 상태가 산수유 같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죽절삼씨는 그 다음으로 좋다3).
삼의 수염뿌리: 일명 수인삼, 소인삼, 절인삼으로 불리며, 약용 부위는 죽절삼 수염뿌리이다. 그 맛은

달면서도 약간 쓰다. 오로칠상(五勞七傷) 및 담해(痰咳), 해수(咳嗽)에 쓰인다. 또 일체의 허창(虛瘡)에
효험이 많다. 다만 사화(邪火)가 있어서 사람이 생각 없이 갑자기 먹어서는 안 된다. 사기(邪氣)를 돋울
지도 모른다.

수삼의 몸체에는 사포닌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노화 촉진의 원인인 유리 래디칼을 억제하는 수용

성 질소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한의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대표적인 한의서에 나타난 인삼에 관한 기록을 살피면 고려인삼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다.

2) 補 花 主治/四五月間 採細花陰乾 漫麻油收之 惡瘡腫痛 久年不愈者傳之則 其功尤神也.
3) 補實主治/六七月採紅手去梜陰乾爲細末服之其功勝五味子是月爲湯服之止渴生津大益脾胃矣或採梜子乎我之肉如

山茱萸者 最良也 竹節參子亦次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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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학에서 보는 인삼의 효능

한의학에서 보는 인삼의 효능은 크게 대보원기(大補元氣), 생진기갈(生津氣渴), 영신익지(寧神益智), 보비

익기(補脾益氣)이다. 인삼은 피로를 없애고 몸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을 보충시켜 빈혈, 저혈압, 심장 쇠

약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 노이로제나 스트레스를 없애며, 갈증을 멎게 하고, 당뇨에 좋

고 위장을 튼튼히 하여 설사를 멎게 하며, 폐결핵과 천식에 좋고, 종기나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있고, 또
살결을 부드럽게 해준다. 
인삼의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 또는 약간 서늘하다고 한다. 색은 황백(黃白)이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과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에 들어간다. 인삼은 소양(小陽)의 기운을 가졌으며, 氣

가 엷고 맛이 진하여 위로 하강하는 작용보다 상승하는 기운이 많아 양(陽) 가운데 약간의 음기(陰氣)를
가진다고 한다.
약성이 온(溫)한 것 이외에도 한(寒)과 량(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3가지 약성이 혼재되어 있다.
맛이 달다고 함은 비위기능을 보하고 그 기능을 촉진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性)이 차다는 것은 진정을 시킨다는 것이고 쓰다는 것은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2) 인삼의 성미와 효능

인삼의 성미와 효능을 기록한 문헌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인삼의 성미와 효능을 기록한 문헌

문헌 내용

『神農本草經』

신농본초경

“맛은 달고 성질은 약간 차다”고 하였으며 “주로 오장을 보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경계를

멎게 하고 사기를 제거하며 시력을 아주 좋게 하고 개심익지한다4).”

『名醫別錄』

명의별록

“성질이 약간 溫하고 독이 없다”고 하였고 “腸胃의 냉증, 배가 부으며 아픈 증세 胸肋이 막히

는 증세, 곽란으로 인한 구토를 치료하고 중초를 조화시키며 갈증을 멎게 한다. 혈맥을 통하게

하며 굳은 積을 破하고 기억력을 증가시킨다5).”

『本草備要』

본초비요

“생것은 달고 쓰며 약간 凉하다. 가열한 것은 달고 溫하다”고 하였다.
귀경(歸經)은 비(脾), 폐(肺)二經으로 들어간다.
인삼은 元氣를 크게 보양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며 安神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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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예로부터 칠효(七效)라 하여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인식하고 귀한 약재로

대하였다.

표 2. 인삼의 칠효

인삼의 칠효(七效) 의미(풀이)

보기구탈

(補氣救脫)

원기를 보하고 허탈을 구한다.-피로회복(疲勞回復), 체력증진(體力增進) 

원기를 보하여 줌으로써 남녀의 모든 신체 허약을 회복시켜준다. 각종 급, 만성 질환으로 인해

체력이 쇠약해졌을 때 또 일시적 허탈상태에 효과가 있다. 피로회복 및 체력 증진에 좋다.

익혈복맥

(益血復脈)

혈액을 만들며 맥절(脈絶)을 부활(復活)시킨다.-빈혈(貧血), 저혈압(低血壓), 심장쇠약을 치료

혈액을 왕성하게 생성시켜 폐, 비의 기능을 돕고 빈혈로 인한 전신의 신진대사이상을 개

선함과 동시에 조혈 및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 빈혈, 저혈압, 심장쇠약을 치료한다.

양심안신

(養心安神)

心을 양(養)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노이로제, 자율신경실조(自律神經失調)에 좋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부전이나 심장의 과부하로부터 야기되는

정신불안을 해소시켜준다. 각종 스트레스를 비롯해 신경성 가슴 두근거림에도 효과적이다.

생진지갈

(生津止渴)

진액을 생기게 하며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조(枯燥)를 滋潤케 하며 糖尿病에 좋다.

인삼은 폐와 비위기능 부족을 개선하여 전신의 기능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인체가 필요로 하

는 체액을 충당하여 줌으로써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당뇨병 치료에도 유효하다.

보폐정천

(補肺定喘)

폐를 補하고 천식을 멈추게 한다.-폐결핵과 천식에 좋다.

폐의 기능이 약하여 일어나는 천식 및 해수 등의 증상을 보하는 기능으로 담, 기관지 삼출

액을 배출시킨다. 아울러 비위의 기를 도와 정기를 충실하게 해 준다. 폐결핵이나 천식에

효과적이다.

건비지사

(健脾止瀉)

胃腸을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胃腸炎, 泄瀉, 便秘, 食慾不振에 좋다.

腸管을 튼튼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돕는다. 
위장병, 변비, 식욕부진, 설사병에 좋다.

탁독합창

(托毒合瘡)

독을 제거하며 瘡(부스럼)을 아물게 한다.-옹절(癰癤), 피부병, 살갗 거치른데 좋다.

체내의 독소를 제거해 주고 대사기능부전으로 인해 발생되기 쉬운 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인체 내의 여러 가지 암과 종양을 파괴, 소멸하여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며 피부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살갗을 부드럽게 만든다. 암, 종기, 피부병에 효과적이다.

3. 문헌을 통해 알아보는 인삼의 유래와 기원

약용으로서 인삼을 뜻하는 ‘蔘’자가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2천여 년 전인 전한원제시

대(前漢元帝時代 BC 48～33) 후기에 사유(史遊)가 쓴『급취장(急就章)』에서 볼 수 있다.
인삼의 유래는 표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3. 인삼의 유래와 기원

시기 고서 내용

BC 48～33 급취장(急就章) 인삼기록 처음 등장

451 명의별록(名醫別錄) 인삼을 상약으로 분류

483～496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인삼을 상약으로 분류

513 중국의 기록들
백제 무령왕12년 양무제에게 인삼선물

(513년 백제 무령왕 12년 4월 양(梁)의 무제(武帝)에게 인삼을 보내다)

627 책부원귀 신라에서 중국으로 인삼을 보냄 

4) “主補五藏, 安精神,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益智”.
5) “療腸胃中冷, 心腹鼓痛, 胸肋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 通血脈, 破堅積, 令人不忘”.



- 7 -

인삼의 기원은 기원전과 기원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4. 문헌상에서 본 인삼의 기원-기원전(紀元前)

시기 고서 내용

BC 33～48년경 前漢 元帝時 史遊의『急就章』 蔘의 이름이 처음 등장

BC 50～AD년경 前漢末『春秋諱』「禮傳」中 蔘에 대한 記事가 있음.

BC 37년경 고구려 長白山 一帶에 蔘農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음

BC 11년경 백제 온조왕 백두산에서 인삼을 발견 재배함.

표 5. 문헌상에서 본 인삼의 기원-기원후(紀元後)

시기 고서 내용

196～220 년경
後漢 建安年間 張仲景 著

『傷寒論』6)
蔘 처방 중 21個方.

483～496 년경
陶弘景의『神農本草經』7)

『名醫別錄』8)
蔘을 모든 약 중의 상위에 놓음.

1596년
이시진의

『本草綱目』9)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인삼의 주산지.
-삼국에서 다량의 인삼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약용으로 사용

-근거(문헌내용중 일부)
 〇 遼東이 고려(고구려의 뜻)임을 明示

 〇 고려즉시요동(高麗即是遼東(중국에서 指稱)
 〇 신라국소공자유수족상여인형10)

 〇 인삼견용다시 고려백제자11) 

고려시대 서긍(徐兢)
(宋: 1123년)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

주요 산품(産品)으로 주곡(主穀)들과 과일‚ 각종 水産物‚ 工産
品‚ 춘주산 인삼(春州産 人蔘)과 복령(伏苓)‚ 유황(硫黃)‚ 나주

산 백부자(羅州産 白附子) 등 대표적 名産들을 고루 소개12)

4. 문헌에 나타난 전래되어 온 인삼음식 

탕, 분말, 정과, 차, 인삼당, 미음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인삼탕의 문헌 기록

재료를 넣고 푹 끓여 진하게 우려내어 마신다. 인삼 단독으로 끓이기도 하고 다른 약재와 섞어 끓이기도

한다.

 6)『상한론(傷寒論)』:후한시대(後漢時代(AD196～220) 장중경(張仲景):1백 131방의 처방 중 인삼이 사용된 처방이 21방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365종의 약이 올라있는데, 이책에는 본초(本草)를上品. 中品. 下品藥으로 구분하고 있다. 
초약(草藥) 중 상품지상(上品之上)으로 기록된 것이 인삼이다. 上品藥은 ‘주량명, 무독, 다복용하여도 인체에 해가 복

불상인(主養命, 無毒, 多服不傷人)’이고 그 뜻을 풀이해 보면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독이 전혀없으며 아무리 오

랫동안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8)『名醫別錄』435～546년에는 고구려에서 인삼(산삼)을 중국에 보냄. 
 9)『本草綱目』: 인삼은 뿌리가 황색이므로 黃蔘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지라(脾)에 영향을 미친다(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에 입각하여 기록).

10) 新羅國所貢者有手足狀如人形.
11) 人蔘見用多是高麗百濟者 ‘今所用者, 皆是遼蔘, 其高麗, 百濟, 新羅三國今皆屬朝鮮夋其蔘猶來中國互市亦可收子於十
月下種如種藥法.......

12) 人蔘欄‘赤有生熟二種, 生者色 白而虛 入藥則味金, 然而涉夏則損蠧不若經湯釜而 熟者可久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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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인삼탕의 문헌 기록

출처 내용

목은시고 제31권
저자: 이색(李穡, 1328～1396)

즉사(卽事)
나무 위엔 바람 소리 초당은 냉랭한데 / 樹上風聲冷草堂
화로 속의 불기운에 인삼탕 보글보글 / 爐中火氣沸蔘湯
시월 달 지나고 나니 몹시도 추운 날씨 / 小春過了天寒甚
궤안 기댄 서생은 머리에 서리 내린 듯 / 隱几書生鬢似霜

신증동국여지승람제41권
황해도(黃海道)

평산도호부(平山都護府) (1530년)

김식(金湜)의 시에, “비 개인 공관(公館)에 더위 티끌 없는데, 전일 산을 보던

나그네지금 또 왔네～물에 스치는새 볏잎은 부드럽기가 이끼 같구나. 일미

의 인삼탕(人蔘湯)에 일백 근심 사르니, 무어라 술을 마시며 시재주를 허비하

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7년
임진(1532년) 11월 4일(무신) 

상이 미령하다

상이 미령하였다.【내의 홍침이 “초하루부터 오늘날까지 심장과 폐 사이에

열기가 있어 혀 위에 창(搶)이 생겼기 때문에 지보단(至寶丹)을 인삼탕(人蔘
湯)에 타서 올렸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9년
갑진(1544년) 11월 10일(을사)

의원 박세거․홍침․유지번이 진찰하고 증세와 처방을 말하다.
～ 박세거 등이 다시 의논하여 양격산(涼膈散)에 건갈(乾葛)․승마(升麻)를
첨가한 것과 지보단(至寶丹)․인삼탕을 조제하여 들여야 한다고 아뢰고 즉시

달여 올렸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9년
갑진(1544년) 11월 11일(병오)

의원 박세거․홍침․유지번이 진찰하고 증세와 처방을 말하다.
～ 지난 밤에 흉격(胸膈)에 번열(煩熱)이 나므로 지보단․인삼탕․야인건수

를 올렸더니 번열증이 조금덜했으나 심열과 갈증은 전처럼그치지않았습니

다.” 하였다. 

산림경제 제3권 구급(救急) 
뱀에게 물렸을 때(1715년)

～ 모저미(母猪尾 어미돼지 꼬리) 끝을 갈라 피를 내어 입속이나 콧구멍속에

넣어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웅황(雄黃) 가루를 인삼탕(人蔘湯)에 타 먹이면

사독이 제거된다. 《동의보감》

일성록

정조10년 병오(1786년) 5월 29일(신미)
천품이 차가운 자는 인삼탕(人蔘湯)에 넣어서 먹고, 천품이 더운 자는 죽엽탕

(竹葉湯)에 넣어서 먹습니다. ～

이암유고(1634년) 송인(宋寅)의 시문집

각 개인 문집 등에도 인삼탕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 완당전집 제2권 서독(書牘) 아홉 번째[九] 의 기록은

나의 병은 난 지가 이미 80～90일이 지났고 또 이렇게 해를 넘기는 동안에

확실히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나, 먹는 것은 그대로 대냥쭝(大兩重 3
냥쭝과 같은 말)의 인삼탕을 날마다 으레 두 사발씩 마시다가, 신년 이후에야

비로소 죽(粥)같이 부드러운 중증반(重蒸飯)을 먹어보는데, 떠 넣는 것은 몇

숟가락도 되지 못하네.
라고 하여 완당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 계속 인삼탕을 드셨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해동역사 한치윤 (1765～1814)

江漢集卷之二十五

황경원(黃景源) (1709년～1787년)

연경재전집 硏經齋全集外集卷六十四

성해응(成海應) 1760년～1839년

五洲衍文長箋散稿 이규경 (1788～?)

완당전집 김정희 (1786～1856)

이상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는 인삼을 탕으로 달여 차처럼 마셨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조실록을 통해 인삼이 임금의 옥체가 미령할 때 달여 올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홍만

선의 <산림경제>에는 구급법으로 인삼탕을 사용하였으며, 각 개인의 문집마다 인삼탕을 달여 마셨던 기록

과 병구완을 위해 인삼탕을 복용한 것 등을 알 수 있다.
명나라의 의학자였던 오곤(吳昆, 1551～1620)은 인삼죽에 대해, ‘반위(反胃), 토혈(吐血), 신물(酸水)나는

증세를 치료한다. 인삼은 가루로 만들고 생강은 즙을 취하되 각 반 냥씩을 물 2되에 달여서 1되가 되면 좁쌀

1홉을 넣어 달이고 묽은 죽을 만들었다가 배가 고파질 때 먹는다’고 기록하였는 바 우리나라도 인삼죽의

활용이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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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삼가루 쓰임의 문헌 기록

인삼을 말려 가루를 내어 사용한다.

표 7. 인삼가루의 쓰임 문헌 기록

출처 내용

일성록 정조5년 (1781년) 
2월3일(병오)

왕대비전이 드실 1돈쭝의 인삼가루〔人蔘末〕를 10첩(貼)에 한하여 지어 들이라고 명하

였다. 탑교(榻敎)13)이다.

일성록 정조5년 (1781년) 
2월22일(을축)

왕대비전에 인삼정말(人蔘正末 인삼가루) 2돈쭝을 10첩(貼) 지어 들이라고 명하였다.  
탑교(榻敎)이다.

3) 인삼정과의 문헌 기록

正果는 식물의뿌리, 줄기, 열매등을 통째로 또는썰어서 날 것 혹은삶아서꿀이나설탕으로 조린 것이다.
1700～1800년대에는 전과와 과편을 밀전과라 하였으며,『증보산림경제』에서는 正果로 표현하였다.
문헌에 나와 있는 인삼을 이용한 음식 중 최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인삼정과이다.
인삼정과는 마른삼을 삶아 꿀이나 설탕물에 조린 것이고, 수삼정과는 수삼을 찌거나 삶아 쓴맛을 빼고

설탕과 꿀을 넣고 조린 것으로 삼모양이 잔뿌리까지 그대로 붙어 있게 통째로 조린 것이다.
정과는 정약용의 <아언각비>에서 “꿀에 졸인다”하여 흔히 꿀에 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규합총

서>에 꿀에 졸이는 방법과 꿀에 재워서 오래 두었다 쓰는 방법이 나와 있다.
1600년대 영접도감 의궤의 인삼정과와 1800년대 의궤에도 대추, 복분자, 수박, 맥문동, 순, 인삼, 건포도, 
송이 등 다양한 정과 중 인삼정과도 들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선혜청에서 사옹원에 공상하는 선료(膳料) 중에 삼고가미(蔘苦價米) 일개월의

료미(料米)십오석’이라는 기록이 있다.
인삼정과를 올리는 것을 감한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 유밀과를 금지하였던 것처럼

급증하는 사용에 제동을 걸어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인삼정과의 문헌 기록

출처 내용

영접도감잡물색의궤

(迎接都監雜物色儀軌) 1609년 조리법은 없으며 인삼정과의 이름과 분량만 나와 있다.

조선왕조실록-영조

7년(1731년) 12월 26일(을묘)

“국상[國恤] 3년 동안의 제수(祭需) 가운데 인삼정과(人蔘正果)의 소비가 매우 많으

니, 무익한 것으로 유익한 것을 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

다. 성상께서 만일 하례를 변경하여 위로로 삼는 절차에 따라 특별히 영원히 폐지할

것을 명하신다면, 실로 성덕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영조 27년
신미(1751년) 11월 23일(을유)

“～모든 제사에 있어서 한과라고 이름한 것은 한결같이 모조리 없애 인삼정과(人蔘
正果)와 같은 등속들도 또한 감제(減除)하여 이를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

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영조 42년
병술(1766년) 7월 7일(을해)

병술년 내외연 의궤(內外宴儀軌)를 가지고 들어오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 작

년의 예(例)에 의하여 정지하고 인삼정과(人蔘正果)는 고례(古例)를 따라 특별히 감하

며, 모두 지화(紙花)와 오미(五味)를 쓰고, 진작(進爵)은 ～이하생략

연려실기술 별집 제2권
사전전고(祀典典故) 국상(國喪)

영종(英宗 영조(英祖)) 7년 선의왕후(宣懿王后) 국상 때에 혜청 제조(惠廳提調) 김재로

(金在魯)가 아뢰어서 3년 안의 제물 가운데서 인삼정과(人蔘正果)를 파하게 하였다.

13) 탑교(榻敎): 임금이 의정(議政)을 불러서 친히 전(傳)하는 왕명(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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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삼차의 문헌 기록

인삼을 단독으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갈근, 진피, 생강 등과 같이 합하여 끓여 마시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전래되어 온 인삼음식을 문헌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표 9. 인삼차의 문헌 기록

출처 내용

1610년 영접도감미면색의궤

(迎接都監米麵色儀軌)

광해 2년에는 뉴거차인삼(杻炬茶人參)이 나오는데, 이는 고정차(苦丁茶)라 하

여 목의 갈증을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재촉해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으

며 피부나 위장, 안색도 좋아진다는 효능이 있는 차이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11년기미(1619) 
8월5일 (을묘)

사옹원이 다례 거행 때의 과실로 접대소를 추고하도록 청하다

사옹원이 아뢰기를, “오늘 차관을 위한 다례를 행할 때에, 접대소에서 올리는 인

삼차를 마땅히 사전에 준비하여 기다렸어야 하는데 다례를 거행할 때에 즉시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에 든 분량이 석 잔에도 차지 않아 어전에 올리

는 것은 부득이 꿀물로 바꾸어 올렸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 이하 생략

표 10.『承政院日記』왕실에서의 인삼 사용 기록

재료별 분류 갈(葛), 강(薑), 귤(橘), 삼(蔘), 곡물류(穀物類)

삼(蔘) 삼(蔘)을 이용한 茶名

茶名

인삼을

이용한

茶名

삼귤차(蔘橘茶) 삼길차(蔘吉茶) 삼령차(蔘苓茶) 삼부차(蔘附茶) 삼소차(蔘蘇茶) 삼연차(蔘蓮茶) 
삼유차(蔘楺茶) 삼차(蔘茶) 삼출차(蔘朮茶) 단삼차(單蔘茶) 독삼차(獨蔘茶) 만삼차(蔓蔘茶) 
사삼차(沙蔘茶) 삼강차(蔘薑茶)

인삼과 함께 귤, 복령, 자소엽, 생강 등과 섞어 달여 마셨던 탕이자 차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다게(茶偈)에는 다약(茶藥)이 나오는데 차(茶)와 약(藥), 탕(湯)을 같이 보았다.
1568년 개판된 자기산보문(仔虁刪補文)의 ‘헌다약게(獻茶藥偈)’에는, “금장묘약급명차 봉헌제산달도중

(今將妙藥及名茶 奉獻諸山達道衆)”라 하여 풀이를 하면 ‘지금 묘약과 명차를 올려 여러 산의 도인들에게

바치나니’ 라 하여 다약(茶藥)이 약과 차임을 뜻했다. 따라서 선왕에게 진다(眞茶)만 올린 것이 아니라 과일

을 올리듯이 귀한 인삼차 등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 때에는 인삼과 꿀 등을 ‘다약(茶藥)’이라 했다 하는데 다약(茶藥)은 차로 쓰이는 약 즉 대용차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당속(糖屬)중 인삼당의 문헌 기록

설탕(꿀)에 졸여 굳혀 내는 것이다.
당속류는 주로 연회 의궤의 진어찬안(進御饌案)이나 진어과합에서 각색당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잔치마다 조금씩 다르나 옥춘당, 팔보당, 인삼당, 오화당, 청매당, 추이당, 수옥당, 호도당, 문동당 등이다. 

인삼당은 설탕에 졸여 굳히며 인삼향을 넣은 사탕이다.
궁중의궤에 나오는 각색당중 인삼당(人蔘糖)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인삼당의 문헌 기록(의궤)

1827년 1828년 189년 1848년 1873년 1877년 1887년 1892년 1901년 1902년

3½斤 2斤 6斤 2斤 2斤 3斤 3匣 10封 4斤 20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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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삼속미음의 문헌 기록

인삼을 사용하여 미음을 끓이는데 주로 속미음에 많이 사용하였다.

표 12. 조선왕조실록의 인삼속미음 기록

純祖 15년 12월 15일 약원의 건의로 대전과 왕대비전, 중궁전 등에 인삼속미음을 매일 달여 들이게 하다.

純祖 22년 12월 26일 가순궁이 들 인삼속미음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다.

純祖 34년 11월 13일 1냥쭝의 인삼과 속미음을 달여 들이라고 명하다.

純祖 34년 11월 13일 약원에서 왕세손에게 3돈쭝의 인삼과 속미음을 달여 들일 것을 보고하다.

표 12의 기록으로 보아 내의원의 처방에 따라 湯이나 茶, 米飮의 형태로 진상되었는데, 왕실의 큰일을

앞두고 미리 내의원에서 타락죽을 드시게 하던 것과 같이 인삼을 넣은 속미음도 자주 올려 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미음은 궁중의 영향으로 반가에 까지 많이 전파되었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인삼의 음식 활용 역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고대 삼국시대: 인삼차, 인삼주, 인삼가루(인삼분말), 인삼농축액(湯) 등이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할 뿐 구체적 문헌이 없다.
고려시대: 인삼차, 인삼주, 인삼가루(인삼분말), 인삼농축액(湯) 등이 한약재 등 약용의 목적으로 제조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인삼차, 인삼주, 인삼가루(분말), 인삼농축액(湯), 인삼당(人蔘糖), 인삼정과(人蔘正果), 인삼속미음

등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생강과 함께 차로 활용되거나 기타 다른 재료들과 합하여 차로

달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인삼당과 정과는『영접도감의궤』부터『연회식의궤』등『시의전

서』,『조선요리제법』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는 않으나 음식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음식 재료로서의 인삼

1) 요리재료로서의 구비 조건

① 인삼의 영양성: 생명유지와 생리현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물로부터 매일 40 여 가지 이상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여야만 한다.
② 인삼의 안정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나 생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③ 인삼의 기호성: 식품의 색깔, 냄새, 맛, 형태, 조직감 등 기분을 좌우하여 식욕을 증진하거나 소화액의

분비하여 영양효과를 증진

④ 인삼의 경제성: 식품의 생산이나 구매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됨. 적정가격이었을 때 식품으로

서 가치를 가진다.
⑤ 인삼요리의 활용성: 식품의 특성이 질병예방이나 치료측면에서도 이용된다.

인삼은 한방 약재이므로 한방의 기본이론인 음양오행에 근거를 두고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한․

냉․온․열(寒․冷․溫․熱)의 성질과 오미(五味)인 시고(酸), 쓰고(苦), 달고(甘), 맵고(辛), 짠(鹹)맛을 인체

에 작용하는 방향과 흐름에 맞추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2) 식재료로서의 인삼의 특징

① 인삼의 약간 쓰면서 감춰진 단맛은 인삼만이 갖는 독특한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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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삼은 맛과 색이 고기류, 야채류, 산채류 등 많은 식품 재료들과 잘 어울린다. 
③ 인삼은 맨손으로도 쉽게 자르고 끊을 수 있어 조리가 매우 용이하다. 묻어있는 흙만 씻으면 폐기율

(waste ratio, 廢棄率)이 없는 재료이다. 다른 식품들과 함께 사용해도 맛의 조화가 잘 되고 음식을 조리

할 때 버려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 식품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삼은 구이, 튀김, 조림 등 여러 가지

로 조리 과정 중에도 인삼의 독특한 맛과 향취를 잃지 않는다.
④ 약재로 이용되는 백삼이나 홍삼에 비해 수삼은 향미가 좋고 쓴맛이 적으며 맛이 부드러워 노약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여성의 기호에도 잘 맞는다. 

3) 실속 있게 인삼 잘 고르는 법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3년 근에서 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4년에서 완성된다. 질 좋은 4년 근 수삼을 실속

있는 가격으로 구입해 먹는 것이 수삼의 영양을 온 가족이 다함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로부터 인삼은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을 최고 등급으로 쳤다. 사람처럼 머리와 몸통, 팔 다리가 달려있

고 부위별로 균형 잡힌 인삼이 좋다. 몸통에 2～3개의 굵은 뿌리가 있고 모양이 완벽한 것이 좋은 인삼이다.
또, 몸통의색이뽀얗고빨간반점이나검은반점이 없고잔뿌리가원형을유지하며많이붙어있는것이좋다.

4) 수삼 깨끗하게 손질하여 이용하는 법

① 생삼의 손질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겉의 흙과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는 단계. 수삼을 물에 5분 정도

불린 후 물뿌리개 등을 이용해 수압으로 흙을 씻어 낸다. 그런 후 다시 헹구고, 우선 오목한 그릇에

물을 담고 인삼을 10분 정도 담가둔다. 인삼에 딱딱하게 붙어있는 흙이 불면서 살짝 문질러도 잘 떨어

지게 된다. 단, 물에 담궈 두면 수용성 사포닌이 용해되어 나올 수 있으므로 오래 담궈 두지 않도록

한다.
② 흙을 대충 닦은 다음 칫솔을 사용해 흐르는 물로 사이사이에 낀 흙까지 잘 닦아낸다.
③ 잔뿌리를 다듬는다. 미삼이라고도 불리는 잔뿌리는 쓴맛이 강해 요리 전에 잘라내지만 물에 충분히

우려 쓴맛을 뺀 후 나물로 무쳐 먹거나 차를 끓일 때 함께 넣기도 한다.
④ 뇌두 부분을 잘라낸다. 일반적인 요리에 인삼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용두를 잘라내는 것이 기본이지

만 정과 등 모양새를 살리는 요리에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⑤ 인삼이 통째로 들어가는 요리 외에 일반적인 요리에 가장 많이 쓰는 손질법은 둥글게 썰기, 몸통을

가로로 놓고 얄팍하게 저미기 등이다.
⑥ 샐러드나 말이, 꼬치구이를 할 때는 몸통을 길이로 채 썰어 적당한 굵기로 사용한다.
⑦ 서양식으로 응용해 소스나 잼을 만들 때는 길이로 가늘게 채 썬 상태에서 가로로 놓고 잘게 다진다.
⑧ 쓴맛을 없애려면 차가운 물에 식초를 타서 그 물에 5～10분간 담가둔다.

5) 수삼 보관하는 방법

① 보관기간이 1주일 이내일 경우 - 이끼 보관

그늘진 곳에 대량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자나 빈 그릇에 인삼과 이끼를 겹겹이 쌓은 후 충분히

수분을 공급(분무)하여 보관하고, 1주일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 - 냉장고 보관

수삼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에서 쉽게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수삼이 건

조해지기 전에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무을 뿌려준 뒤 비닐이나 랩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한다. 이때 비닐에

숨구멍을 만들어야 2개월 내의 유지 보관이 가능하다. 꺼낸 후 오래 두면 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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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기 보관 - 모래 속 보관

가을이후 대량, 장기보관에 좋은 방법으로써 모래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깨끗한

모래에 겹겹이 묻어놓아 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며 골판지로 된 과일상자에 넣어 기온의 변동이 없는

광 또는 지하실에 보관하며 수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가을에서 겨울동안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6) 인삼 요리시 조리의 요령 

약용으로는 4년, 5년, 6년생들을 많이 쓰나, 식용으로는 대개 삼년～4년 사이의 것을 쓴다. 솎아낸 1～2년
생도 쓰는 경우가 있다.
인삼은 조금 쓰면서도 단맛이 있고 인삼향을 가지는 파나센(panacene)이라는 그윽한 향취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한정식 집에 가면 처음 내오는 음식(전채)이 꿀에 찍어 먹어도 얇게 저민 수삼이기 쉽다. 쓴맛이

있는 것을 식사하기 전에 조금만 먹으면 식욕이 나기 때문이다.
또 인삼을 주재료로 하여 구이, 튀김, 정과도 만들지만 대부분은 고기요리, 음료, 떡, 과자, 김치 따위에

부재료로 쓴다. 인삼은 다른 식품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어 나물을 무칠 때 생채를 할 때, 죽을 쑬 때에

조금만 넣어도 그 향취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다. 특히 취를 볶을 때에 인삼을 조금 넣으면 좋다.
몸통은 얇게 저며 꿀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회로 하거나 고추장 양념, 참기름 소금장을 발라 살짝

구워 낸다. 나물이나 죽, 탕처럼 모양을 내지 않아도 되는 요리들에는 뿌리를 넣어도 된다. 상추나 풋배추, 
오이들을 겉절이로 할 때에도 삼을 조금 섞으면 그 향기 때문에 더 상큼한 맛을 준다.
인삼정과는꿀에조려반건조시킨상태이므로잘게썰어떡에섞거나위에얹고과자위에장식으로쓸수있다.
수삼으로 요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개발하는 음식을 선정한다.
- 생육 기간(3, 4, 5년생)에 따라 크기와 향이 다르므로 음식에서도 다르게 쓴다.
- 맛과 향의 차이로, 요리종류에 따라 인삼부위를 나누어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컷팅 방법에 따라 요리에 맞는 모양과 맛의 조화를 보여준다(편, 어슷썰기, 원형, 다지기, 갈기, 끓인

액, 분말 등)
- 생것과 익힌 것의 맛의 차이와 조직감 조리 후의 색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요리를 선정한다.
- 익히는 조리법에서는 많이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것으로 쓸 때는 향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담음새를 고려한다.

<주의사항>

-성질이 더운 약재이므로 열이 나는 증세, 고혈압에 주의

-폐열(肺熱), 폐기불리자(肺氣不利者)는 복용을 금한다.
-임신 중 금지

-과량으로 먹으면 신경과민, 자극감수성, 불면증 등 발생 우려

-생삼은 수분이 73～74%이므로 더운 성질을 가져 상온에서는 물론 냉장에서 장시간도 보관이 어렵다.

7) 한국의 4대 지역 인삼의 특징 

① 금산 인삼

인삼향이 강하며 내공 및 균열 발생이 적으며 치밀하다.
전체가 투명한 적갈색이며 백태가 적다.
인삼의 맛이 진하며 부드럽다.

② 강화 인삼

강화인삼은 토질과 기후조건이 인삼 재배에 적합하여 6년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육질이 탄탄하고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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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거우며 향이 강하고 유효 사포닌의 함량이 높아 달여도 농도가 진해서 질 좋고 상품가치가 우수하다.

③ 풍기․영주 인삼

풍기인삼의 특징 소백산맥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풍기인삼은 타지방 어느 곳 인삼보다

내용 조직이 충실하고 인삼향이 강하며, 유효 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다. 신진대사의 기능에 효과가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 풍기 인삼에는 타지방 인삼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④ 파주 인삼

파주개성인삼(홍삼)은 맛, 성분, 조직 등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투명한 적갈색이며 백태가 적고

매우 단단하며 탄력이 좋다. 
농진청 약초연구소에서 개발한 온실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한 청정재배로 키운 인삼은 잎이 부드러워 샐

러드와 쌈 채소, 통째로 갈아 만든 녹즙, 고급 튀김 요리 등 인삼의 잎, 줄기 식재료로 활용가치가 높다.  
수경재배 인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 줄기를 모두 활용하는 기능성 채소로 활용가치가 높아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과 가공을 통한 신소비 창출로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6. 인삼요리개발의 실제

1) 선약으로 만드는 금산인삼식품

표 13. 최초 금산 인삼 식품 개발

음식 이름 내용

주식류

삼계탕 영계를 백숙으로 하면서 뱃속에 찹쌀, 수삼, 마늘, 대추를 넣고 무르게 삶는다.

인삼닭죽 닭을 무르게 삶아 찹쌀을 넣어 죽을 쑤는데 인삼다린 물을 합하여 넣고 같이 끓인다.

속미음 차조, 대추, 황률, 인삼을 물을 붓고 오래 오래 고아 체에 내려 소금 간을 하여 마신다.

인삼칼국수

부식류

수삼김치
김치에 수삼을 넣을 때에는 젓갈을 많이 넣지 말아야 삼의 신선한 맛이 제대로 나며 삼을

넣은 김치는 여느 김치보다 더 빨리 익는다. 국물김치, 특히 백김치에 넣으면 시원하다. 

수삼튀김 수삼을 넙적넙적 썰어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도 좋고 찹쌀가루를 묻혀 튀고도 맛있다. 

인삼잉어탕/인삼자라탕/인삼닭곰탕/인삼닭찜/인삼초교탕/인삼산적/인삼구이/인삼전/인삼새

우잣즙무침/인삼겨자채/인삼생채/인삼겉절이

후식

음료

수삼꿀회 수삼을 도톰하고 작게 썰어 꿀을 찍어 먹는다.

인삼음료
인삼과 생강을 같이 달여서 차게 식혀 여름 음료로 하면 갈증이 빨리 해소되니 인삼을

가지고 만드는 음료수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인삼주

인삼주는 식욕을 돋우고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만큼 건강주라고 부를 만하다. 수삼 삼

백 그램을 물기를 잘 닦아 병에 넣고 소주 작은 것으로 열병과 설탕을 한 두 컵 쯤 붓

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봉해 두면 된다. 

수삼차

수삼을 차로 만들어 따뜻하게 마실 때는 삼을 통째로 갈거나 얇게 저며서 꿀에 재어 두었

다가 필요한 양만큼 떼내어 뜨거운 물만 부우면 된다. 요즈음에는 뜨거운 에는 얼음물

에 타서 마시면 매우 청량감이 있다. 

수삼정과
수삼 저민 것에다 설탕이나 꿀을 수삼 중량의 적어도 60%쯤 넣어 은근하게 조리면 정

과가 된다. 이 때 삼은 통째로 한번 살짝 데쳐서 한다.

인삼경단/인삼단자/인삼약과/인삼강정/인삼산자/인삼매작과/인삼대추초/인삼배숙/인삼원소

병/인삼수정과

출처: 선약금산식품, 1990.4 금산군 황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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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인삼음식 전시 개요

구분 전시 주제 내용

SectⅠ

인삼의

다양한

쓰임새

인삼통정과의 탄생 및 조리과정, 발전 양상을 관련 문헌과 조리도구, 현대의 상품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전시함으로써 인삼요리의 역사성을 드러낸다.

수삼이 식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육기간(3, 4, 5년생)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2) 한약한재 부럽지않다.‘맛있는 음식’금산인삼요리

표 14. 맛있는 음식 금산 인삼 요리

요리활용 개발음식명

보양요리
탕/인삼곰탕, 임자수탕 삼계탕 구이/약밥통닭구이

죽/닭누룽지죽, 인삼장국죽 찜/갈비찜구이, 배추수삼선, 개성무찜, 닭버섯찜

일품요리

밥/수삼영양솥밥, 수삼비빔밥, 수삼볶음밥, 수삼불고기덮밥

국수/쟁반국수, 수삼스파게티, 수삼물김치냉면, 수삼콩칼국수

볶음/수삼우육사와꽃빵 튀김/태국식 스프링롤, 치킨커틀릿  찜/대구찜

매일반찬

생채/수삼너비아니생채, 수삼두부무침, 수삼고추장생채, 콩나물수삼초채, 삼색냉채, 수삼겨자채무침

튀김/수삼찹쌀가루튀김, 모듬튀김
구이/인삼고추장구이, 수삼고기산적

김치/백김치와 오이소박이, 인삼 연어말이

후식

떡/수삼단자, 수삼부꾸미

과자/수삼란, 수삼매작과, 수삼강정, 수삼다식, 수삼맛탕

화채/미삼떡수단.수삼과일밀크셰이크. 수삼배숙

오절판

출처: 맛있는 보약 금산인삼요리. 한복려. 여성중앙21. 2001년

3) 약식동원(藥食同源) 인삼음식의 세계(출처: 2006 세계금산인삼엑스포전시 충천남도농업기술기술원)

전시만을 위한 음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일상 음식에서부터 향토성을 가진 관광 상품으로

세계화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음식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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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한

뿌리의

변신”

-맛과 향의 차이로, 요리종류에 따라 인삼부위를 나누어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컷팅 방법에 따라 요리에 맞는 모양과 맛의 조화를 보여준다(편, 어슷썰기, 원형, 다지

기, 갈기, 끓인 액, 분말 등)
-조리법으로 적합한 요리를 선정한다.
 (생것과 익힌 것의 맛의 차이)
 익히는 조리법에서는 많이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것은 향과 신선함을 줌을 보여준다.

조리이용 방법 음식명

통째

건강삼계탕, 인삼삼겹살들깨찜, 인삼연저육찜, 인삼닭김치, 인삼게장, 연계

찜인삼오곡밥구이, 인삼장산적, 인삼장아찌, 인삼채소간장장아찌, 인삼족

편, 인삼통정과고임떡, 통정과장식편,
인삼양갱, 인삼건정과

세로로

토막

썰기

인삼볶음밥, 인삼밥, 인삼팔보반, 인삼이색절편찜, 인삼콩튀김무침, 인삼마

늘닭조림, 인삼깐풍생선, 인삼장조림, 인삼해물꼬치, 생선인삼간장구이, 두
부인삼된장구이, 인삼그라탕, 인삼약식, 인삼건정과구절판, 인삼꿀차

길이로

썰기

인삼단호박영양밥, 인삼조림김밥, 인삼들깨오리탕, 인삼시금치유부조림, 인삼

닭오븐구이, 인삼맛돼지갈비구이, 인삼닭꼬치구이, 유산지에 싼 인삼오븐구

이, 인삼느름적, 인삼화양적, 인삼닭섭산적, 인삼초회, 인삼채소피클, 인삼

가나페, 작은생선인삼마리네이드

편썰기

인삼주먹밥, 인삼완두스프, 인삼양배추볶음, 인삼채소오믈렛, 인삼단호박채

볶음, 인삼난자완스인삼배추겉절이, 인삼생채, 인삼튀김만두샐러드, 인삼닭

냉채, 인삼밥전, 인삼전, 인삼닭마늘구이, 인삼라이스피자, 인삼롤캐비지그

라탕, 인삼육포, 인삼칩, 인삼민치커틀렛, 인삼나박김치, 인삼하드롤샌드위

치, 인삼빙자병, 인삼꽃빵, 인삼구색고물정과, 인삼숙절편, 인삼크레이프

채

인삼닭찹쌀죽, 인삼북어탕, 인삼우육사와 화권, 삼색인삼선, 인삼구절판, 
인삼잡채, 인삼양배추샐러드, 인삼쌀전병말이, 인삼편육채, 명태껍질인삼

채, 인삼취나물, 인삼밀적, 인삼연어말이, 오징어인삼말이, 인삼육회, 인삼

대추단자, 인삼치즈샌드위치, 인삼도넛

다짐

인삼튀김볼밥, 인삼대추미음, 양인삼고음, 율무인삼응이, 인삼물만두, 인삼

스프링롤, 인삼두부선, 인삼떡갈비, 인삼김부각, 인삼개피떡, 인삼롤빵, 인
삼찰부꾸미

기타

인삼시금치두부무침, 인삼과일쨈, 인삼약고추장, 인삼잡과병, 인삼오색인

절미, 인삼증편, 인삼설기, 인삼오색매작과, 인삼두부스낵, 인삼전병, 인삼

쌀강정, 인삼버터스틱, 인삼약과, 인삼갈수, 인삼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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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시 주제 내용

SectⅡ

<대장금>

속의 인삼요리

“임금님의

 보양음식”

드라마 대장금 속에 등장한 보양보신을 위한 인삼요리를 드라마의 주요 장면

과 함께 전시한다.

인삼의 효능은 궁중음식에서 더 찾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인삼이 크게 부각되도록 역사 기록에 부합되고 약선요리로 화려하고 푸짐하

게 꾸민다.

SectⅢ

쌀과인삼의

어우러짐

“인삼, 이제야

제대로 만났다”

충남 지역의 특산물인 쌀 음식과 만남. 인삼 요리를 통해 쌀의 소비를 증대하

기 위한 전시

인삼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음식은 곡물음식임을 주지시키고, 타 지역의 쌀

과 차별화한다. 인삼 소비와 동시에 쌀 소비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SectⅣ

인삼음식의

국제화

“진정한

퓨전요리, 
인삼요리”

외국의 음식(서양요리, 케익, 쿠키 등)과의 만남. 
인삼요리를 통해 인삼요리의 국제화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적인 웰빙 음식과 한국의 전통요리을 적용하여 인삼이 빠질 수 없음을 강

조한다.
-외국 음식을 쉽게 접하는 젊은 세대와 한국음식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외국인

을 위한 음식임을 보여준다.
-외국 요리에도 인삼이 잘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 국제적인 음식임을 강조한다.

SectⅤ

인삼을 활용한

간식과 후식

“건강과 맛을

함께 챙긴다” 

새로운 맛과 모양으로 간식과 디저트를 만들어 신세대 감각으로 접근한다.

-간식이나 후식에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

조한다. 

SectⅥ

인삼가공식의

포장 제안

“다양한 표정이

있는 인삼음식”

인삼으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식은 상품화되어야 소비자에게 빨리 전달되며

인삼소비를 증대시킨다. 세련된 감각의 포장방법, 사먹기 편한, 선물로 전달하

기 편한 포장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에 있던 가공식에 인삼을 접목하여 상품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포장전

문가의 도움으로 차후 더욱 나은 포장의 방법을 제시한다.
-속 포장, 겉포장, 낱개 포장, 단위 포장, 기존 포장 용기 이용, 아이디어 포장

방법 등으로 인삼개발 품목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SectⅦ
충남의 인삼요리

 “인삼요리는

우리가 최고”

충남지역 인삼음식 전문식당의 음식과 지역 음식연구회 회원들의 음식을 전

시한다.

-새로운 전시방법에 지역민을 동참하게 하여 영향을 받아 다른 지역과의 차별

화를 유도한다.
-지역민의 힘으로 인삼축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

는다.
-출품자의 전시품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출품한 인삼요리에 대하여 더욱 발

전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유도한다.․

4) 개발품목

 드라마 <대장금> 속의 인삼요리 - “임금님의 보양음식”
    -개발 방향

     드라마 대장금 속에서 인삼의 효능을 궁중음식에서 더 찾아내어 역사적 기록에 부합되고

     약선 요리로 인식되는 요리, 보양보신을 위한 인삼 요리를 개발

    -개발품목(12품)

       
족편, 계삼채, 연저육찜, 화양적, 연계찜구이, 갈비수삼구이, 명태껍질수삼채, 고임떡, 닭섭산적, 인삼을

넣은 두부선, 오리 고기를 이용한 인삼 음식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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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과 인삼의 어우러짐 - “인삼, 이제야 제대로 만났다”
  -개발 방향

   우리와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은 식재료 중 쌀을 인삼과 같이 음식에 적용하여 12품의 인삼요리를

개발하였음. 충남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과 쌀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타 지역 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음식개발

  -개발품목(12품)

   
인삼타락죽․전복죽․야채죽, 인삼골동반, 라유소스에 볶은 인삼 볶음밥, 회덮밥, 인삼단호박영양밥, 인삼

튀김덮밥, 인삼주먹밥, 라이스피자, 인삼밥전, 라이스버거, 인삼라이스볼튀김, 인삼메밀소바  

     
인삼음식의 국제화 -“진정한 퓨전요리, 인삼요리”
   -개발 방향

    외국음식을 쉽게 접하는 젊은 세대와 한국음식에서 건강을 찾으려는 외국인을 위한 음식임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서양음식에 인삼을 적용하여 24품의 인삼요리를 개발. 외국의

음식(서양요리, 케익, 쿠키 등)과 만남 인삼요리를 통해 인삼요리의 국제화 방향을 전망할 수 있도록

개발

   -개발품목 (24품)

   

완두인삼스프, 난자 완스, 깐풍 생선, 인삼 류산스, 수삼양배추샐러드, 인삼을 넣은 돼지 립 구이, 인삼 닭

오븐구이, 인삼 연어 말이, 수삼을 넣은 월남 쌈, 토마토 수삼 마리네이드, 수삼팔보반, 수삼 삼겹살 들깨

찜, 햄버거스테이크, 인삼 롤 케비지 그라탕, 오징어 수삼 말이, 수삼채소오믈렛, 수삼 시금치 유부조림, 
두부소스를 얹은 수삼 그라탕, 수삼 생선까스, 수삼양배추 볶음, 만두튀김 샐러드, 물만두/찐만두, 수삼 버

섯유산지 오븐구이, 수삼 닭 꼬지 구이

     
인삼을 활용한 간식과 후식 - “건강과 맛을 함께 챙긴다”
   -개발 방향

    인삼을 약으로나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젊은 층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삼을 새로운 맛과 모양을 겸비한 간식과 디저트

요리로 18품을 개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발전시켜 대중화하기 위해 신세대감각으로 접근

하여 개발

   -개발품목(18품)

   

수삼빙자병, 수삼대추단자, 수삼잡과병, 수삼오색 인절미, 수삼개피떡, 수삼설기, 수삼메밀전, 인삼튀김, 수
삼크레이프, 수삼롤빵, 수삼도넛, 수삼맛동산, 인삼꽃떡, 인삼스프링롤, 수삼샌드위치, 찹쌀팬케잌, 수삼하

드롤샌드위치, 미삼꿀차(미삼떡수단,보리수단, 원소병 제안) 

인삼 가공식의 포장 제안 -“다양한 표정이 있는 인삼음식”
   -개발방향

    인삼으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식이 상품화되어야 소비자에게 빨리 전달되며 인삼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한다. 세련된 감각의 포장방법, 사먹기 편한, 전달하기 편한 포장방법으로 개발

   -개발품목(26품)

   

인삼약과/수삼을 넣은 김부각/인삼컵양갱/수삼고추장부각,비단부각/삼단인삼양갱케잌/인삼정과를 넣은 케잌/
인삼쌀강정/참깨인삼샤브레/인삼매작과/인삼단자/인삼다식,인삼랑,인삼정과/인삼을 넣은 보리개떡/인삼증편/
인삼갈수/인삼약고추장/인삼주/인삼경단/모 찌/인삼약식/인삼을 넣은 쨈류 /인삼을 이용한 밑반찬류/수삼야

채간장장아찌/인삼구절판/인삼모듬스낵/인삼육포다식/수삼을 넣은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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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인삼요리 - “인삼요리는 우리가 최고”
   -개발 방향

    출품자의 전시품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출품한 인삼요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충

남지역 인삼음식 전문식당지역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인삼 음식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의 전시와 다른 새로운 전시방법에 동참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차별화하고 자력으로 인삼 축제를 발

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발품목(119품)

   

인삼빙사과, 인삼구절판, 인삼육포, 인삼정과, 인삼양갱, 인삼방울증편, 인삼매작과, 인삼쌀강정, 
인삼곶감말이, 인삼맛탕, 인삼부꾸미, 삼색냉채, 인삼불고기덮밥, 인삼김치, 인삼오이소박이, 인삼백

김치, 인삼고추장구이, 인삼우엉산적, 두부수삼무침, 한천수삼냉채, 인삼고들빼기김치, 인삼말쌈, 인
삼콩찰편, 산야초 삼색경단, 구선왕도고떡케잌, 한방약식, 홍삼한과, 인삼차, 인삼생즙, 인삼식혜, 인삼

수정과, 인삼양갱, 오미자과편, 인삼장아찌, 홍삼고추장, 인삼간장, 인삼된장, 인삼조청 (이상 38품)

금산군

인삼소머리국밥, 인삼당귀갈비찜, 산야초불고기,인삼곰탕, 삼계탕, 인삼홍탁, 인삼어죽, 인삼추어탕, 
인삼튀김, 인삼오리주물럭, 인삼돌솥밥, 인삼오리전골, 인삼잡채, 인삼탕수육, 인삼냉면, 인삼칼국수, 
인삼초밥, 인삼김밥 (이상 18품)

금산요

식업소

배인삼쨈(아산), 인삼닭안심찜(천안), 사과안심선(예산) (이상 3품) 기 타

   

음식명 출품자

인삼양갱, 인삼산약떡, 인삼쌀강정, 인삼영양떡, 인삼약식케익, 인삼약과, 인삼약식, 생강약식, 녹차

약식, 인삼연밥, 인삼비단산자, 인삼대추마늘튀김, 인삼마늘전, 인삼 건정과, 인삼떡케익, 보양구절

판, 흑미인삼죽, 보양삼계탕, 인삼깨강정, 인삼고추장장아찌, 황기화채 (이상 21품)
금산군

수삼 완자 진주공, 구운 돼지와 수삼, 수삼 닭봉 구이, 수삼과 호박병, 수삼 화전, 수삼과 월과채, 
수삼과 판나코타 (이상 7품)

금산군

인삼봉황, 인삼삼색구름떡, 인삼보슬산자, 인삼꽃송편, 인삼곶감오림, 인삼떡케잌, 인삼꽃다식, 인삼

모듬꽃떡, 인삼란, 인삼육포, 인삼오색쌀다식, 인삼오색한과, 인삼정과, 인삼폐백닭, 인삼대추오림, 
인삼구절판, 인삼약과 (이상 17품)

계룡시

인삼김밥, 인삼부각, 인삼송편, 대추송편, 인삼배숙, 인삼매작과, 인삼다식, 닭고기인삼초 (이상 8품) 서산군

인삼꽃다식, 구기자인삼약과, 구기자인삼떡, 구기자인삼꽃떡, 구기자인삼한과, 생맥산, 
구기자인삼엿 (이상 7품)

청양군

Ⅲ. 결  론

1. 인삼요리의 세계화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세계 일류 10대 상품 중에 반도체와 함께 인삼을 선정한 바 있다. 그리

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002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한국하면 김치, 태권도와 더불어 고

려인삼을 가장 먼저 연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천혜의 유산이며 1500여 년 전 중국 양나라의 도홍경이 그의『명의별록』에서 우리나라의 삼을

최고로 쳤던 인삼이 세계로 알려지는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음식으로의 활용을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차를 끓여 먹거나 탕으로 푹 달여 마시는

것에 만족해 왔다. 보다 맛있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인삼은 있는 그대로 먹어져 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인삼을 활용하는 길이 보다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는 불로장생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도 활력적으로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병은 먹거리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예가 전체 병인(病因)의 3/4을 차지한다고 지적한 일도 있듯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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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예로부터 약을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먼저 치료하는 즉, 약(藥)과 식(食)이 하나라는 ‘약식동원(藥食
同源)’의 사상이 이어져 내려왔다.
이는 서양에서 ‘적당한 식품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사상과 일치한다.
식(食)이란 곧 생명이란 의미에서 출발할 때 우리나라의 약용음식, 즉 약선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식재료

이자 약용식물이 바로 인삼이다. 
강장제, 스테미너식, 웰빙식으로서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화 일번지로서의 으뜸식품이다.
한식은 아름다운 색의 조화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점

점 더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부각시켜 세계 식품 소비 트랜

드에 맞는 현대인들의 음식으로 우수한 식단이 된다는 인식을 교육시키고 체험시켜야 한다. 조리를 하는

이들이 한국만이 가진 우수한 식품인 인삼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법을 잘 개발하여 제안하고 외식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도록 노력하면 세계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한국음식이 되리라 본다. 특히 한국을 찾는 정

상들의 오찬이나 만찬 ,국제적인 학술대회 및 포럼(forum)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들을 그 기회에 한

식을 제대로 대접해야 하고 그 음식 안에 은연중에 인삼을 써서 인삼음식을 통해 인삼을 알리며 동시에

한국을 약선의 나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외국의 한국음식축제나 공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수한 의식동원의 정신이 녹아있는 한국의 음식과 약이(藥餌)를 결합시켜 기능성과 웰빙, 그리고 약선식

을 가미하여 궁중음식부터 지역의 음식까지 아울러 건강지향의 음식이 되도록 조리방법을 체계화하고 개발

된 음식을 활용해서 익숙한 입맛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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