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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려인삼(Panx ginsneg Meyer)은 그 뛰어난 약효로 

인해 약 수천년 전부터 인류의 건강식품 및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반도는 고려인삼의 원산지이며 최적의 

생육지로서 고려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위도(북위 33~48o), 

기후, 토양 등 천혜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고려인삼은 고려시대에 세계최초로 개발된 홍삼가공법과 

조선시대에 개발된 인공재배법의 진화된 기술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장일무, 2018]. 한편 고려인삼에 대한 

현대 과학적인 연구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6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인삼의 

연구분야는 원료재배, 성분분석, 효능 및 제품개발로 

나뉘어지며 지금까지 약 6,000여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매년 100편 이상의 최신 연구결과들(그림 

1)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Muhammad R et al., 2019].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고려인삼의 가치는 국내 및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고려인삼의 약리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연구는 1854년에 

미국인 Garriques가 최초로 인삼의 주요 약리활성 

성분으로 사포닌이 존재한다고 확인하였고, 1965년에 

일본 동경대학의 Shibata교수가 TLC방법으로 사포닌의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를 순수 분리한 

이래 지금까지 고려인삼(수삼,백삼,홍삼의 뿌리)에서는 

43종의 진세노사이드가 확인되고 있다[Christensen LP 

2008]. 현대 분석장비의 발달로 사포닌 외에 약리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으로는 phytosterol, polyacetylenes, 

phenoilic compouds,  polysaccharides, alkaloides 

등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인삼사포닌 ginsenos ide 성분과 비사포닌 성분인 

polysaccharide 성분이 중요한 약효의 활성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다[남기열, 1996].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고려인삼의 주요한 약리효능은 중추신경계 안정화 

작용, 뇌기능 활성화, 항암, 면역기능조절, 항당뇨, 

간기능 개선, 심혈관 장애개선, 항동맥경화, 항고지혈, 

혈압조절, 갱년기 장애 개선, 골다공증 개선, 항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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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항피로도 작용, 항염증 작용, 마약해독 작용, 항산화 

및 노화억제 작용 등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이성동, 2007]. 이러한 

고려인삼의 약리효능은 약리활성을 가지는 유효성분들이 

질병 또는 신체부위에 상승작용(synergic effect) 또는 

상가작용(additive effect)으로 직접효과(병적장기회복) 

또는 간접적효과(신체조절기능)로 작용하여 신체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는 ‘adaptogen’ 효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Lee SM 등, 2015]. 이러한 효능을 

가진 고려인삼은 그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지도가 높으나[박채규 등, 2007]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원료의 고가 및 효능의 미전파로 

인지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인삼, 콩, 돼지 등 

10개 생물자원을 국가가 집중관리하여 육성한다는 ‘10대 

국가전략 생명연구’를 선정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2.11). 선정된 10대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은 

인삼, 벼, 콩, 락토바실러스, 김, 생쥐, 세포주, 원숭이, 

돼지, 소 등이다.  이것은 ‘나고야의정서’1 이행에 따른 

자원주권확보 및 바이오 연구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인삼은 

유전체 해독을 통한 우수품종개발, 식물세포주 배양, 

약리효능 연구 등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 자생약용식물 

등의 연구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연합뉴스, 

2018.12.11.). 한국의 특산품이며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고려인삼이 포함된 것은 인삼연구 및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의 관심과 

학회 차원에서도 세부연구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의 경우에는 고려인삼학회 주관으로 매 

4년 마다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고려인삼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여 

1)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
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2010.10.27.-29 일본 나고야에서 한
국을 포함한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 말
라위 등 주요 20개국 정부 대표들이 합의하여 의정서채택.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
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
금전적 이익은 상호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한다는 내용. 
2017.8.17. 한국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의 경우도 고려인삼의 

우수성이 홍보되려면 그 나라의 저명한 연구자를 통한 

국가별 맞춤 효능 연구과제가 수행되어 지속적으로 현지 

학자들에 의한 현지 국가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국가별 유행하는 기능성소재에 대한 DB2를 

구축하여 인  홍삼과의 시너지효과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연구 및 해외국가별 커뮤니케이션이 

축적되면 우리의 우수한 건강식품인 인  홍삼의 해외진출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필자는 최근 12 여년간 

개최(매 4년마다 1회)되었던 국제인삼심포지엄의 주요한 

홍보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삼의 글로벌 

연구전략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글로벌 인삼제품 개발의 플랫폼(Platform)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DB: 데이터베이스 (Data Base)

그림 1.   전세계 인삼발표 논문 수
*출처:   Muhammad R et al,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2019) 
The Pubmed/Medline Database Search term(MesH): 
1994~2018.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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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고려인삼학회의 역사

고려인삼학회에서 개최한 역대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기술하기 전에 우선 고려인삼학회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인삼학회는 1975.9.2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관에서 고려인삼학회(The Society of Korean 

G i n s e n g )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976 . 5 . 2 9 : 

한국화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고려인삼학회(Korean Journal of Ginseng Science) 

제1권 1호(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77.11.1: 인삼정보 

제1권1호(창간호)을 발행하고 1980.4.1: 법인등록 절차를 

협의하고 1987.12.1: 인삼용어집을 발간하게 된다. 

1990.3 고려인삼학회지 ‘Korean Journal of Ginseng 

Science’가 International Serials Data System으로부터 

등록 및 Coden K INHEK 부여받는다(ISSN번호 

1226-8453). 1990.7.7: 국제인삼심포지엄을 개최 

(매 4년마다 개최). 그 전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및 KT&G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991.2.28: 고려인삼학회지 합본 2종 제작(합본 II 

1982-1986, 합본 III 1987-1990)하고 1992.2.29: 

韓中 인삼과학세미나 개최. 1992.10.28: 서울시 서초동 

학회사무실로 이전하여 서초동 시대 개막. 1992.12.28: 

학회사무실을 서울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이전. 

1994.3.8: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고려삼 학술연구 

협약’체결(3년간)하고 (사)고려인삼학회 설립허가,  

1995.11.10: 인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함. 1996.1.11: 인삼사업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하고 1997.1.21: 법인설립허가를 농림부로 변경함. 

1997.7.31: ‘고려인삼연구 20년사’ 발행. 1998.11.17: 

학회의 영문명칭을 ‘The Korean Society of Ginseng’으로 

변경하고 학회지 표지의 영문명칭도 ‘Journal of Ginseng 

Research(JGR)’로 변경함. 1999.7.8: 홍콩 국제인삼대회 

참여, 2001.11.17: 고려인삼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됨. 2004.4.13: 충남 세계인삼엑스포 

조 직 위 원 회 와  업 무 협 약  체 결 ,  2 0 0 5 . 1 0 . 3 . : 

한국학술진흥재단(약어 학진으로 표기)으로부터 학회지 

JGR 학진 등재지 승격확정 및 학회 30년사 편찬함. 

2007.3.26: 학회지의 SCI 등재추진위원회 개최 및 

대한한의학회와 협력협정 제결,  2007.5.10: ‘고려인삼 

연구와 산업’ 산업지 창간호 발행(1997. Vol.1, No.1). 

2008.7.17: 홍삼의 유효성연구에 대해 ‘대한한의학회’와 

업무계약 체결. 2009.6.26: 고려인삼학회 home page 

재단장 및 영문 home page 개설함. 2010.3.31: 학회지 

JGR 34권 1호의 전논문을 영문으로 발간 및 2010.6.18: 

학회지 JGR의 SCIE 등재결정됨. 2010.12.1: 학회지 

JGR의 SCOPUS3 등재 결정, 2011.3.21: PubMed4 

Central 등재결정됨, 2012.9.4: 中國 장춘 인삼대회 참석, 

2013.8.11: 학회지 JGR의 출판을 Elsevier로 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2014.1.5: JGR의 Elsevier 발간시작(Vol.39, 

No.1), 2015.11.19: JGR의 분류(classification)항목이 

‘Integrative & Complementary Medicine’으로 

새롭게 소속됨, 2015.12.21: 학회 회원명부 책자 

인쇄, 2016.3.1: JGR 투고시스템의 변경(EVISE) 및 

학회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약자 IF)5 3.898로 

‘Integrative & Complementary Medicine’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 2018.7.1: JGR의 IF 4.053으로 이분야의 세계 

1위 유지함. 본 학술지의 글로벌화는 오훈일 학회장님 

시절 국제학술지의 등재에 노력하고 박정일 학회장님 

시절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후대 학회장들과 임원들의 

지속적 노력에 의해 지금까지 높은 IF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박정일 학회장시절 학회사무실에 비전 3.0(IF 3.0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이라는 작은 현수막을 걸어두었던 

때가 생각난다. 한편 2019년은 인문과학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는 시대로 본 학회도 이에 발맞추어 

인문학적 국문학술(정보)지 ‘인삼문화(Journal of Ginseng 

Culture)’를 창간(창간호 Vol.1, 2019 March)하여 

고려인삼의 과학적 학술활동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의 

역사적 근기를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국제인삼심포지엄 최근 12년간 홍보결과분석: 

2010년~2018년

3)   SCOPUS: 네덜란드 엘세비어 출판사가 만든 전세계 우수 학술
논문의 인용지수

4)   Pubmed: 생명과학 및 생물의학 주제에 대한 내용 및 요약을 
담고있는 데이터베이스(Medline)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검
색엔진 

5)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의 약자로서 저널의 인용정보(과
학기술/사회과학 분야의 누적논문수 및 인용횟수를 통한 비교평
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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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품의 구비조건으로 일부 학자는 해외매출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20~30%를 상회하여야 

글로벌 제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의 주력 

수 출 품 목 인  반 도 체 ,  스 마 트 폰  뿐 만 아 니 라  최 근 

한류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코파이, 라면, 만두 등도 

글로벌 푸드(global food)로 발돋음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려인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반도체와 

비교될 만큼 중국과 일본에서 선호하였던 글로벌 

푸드였다[장일무, 2018].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우수한 효능을 가진 고려인삼의 글로벌 건강식품 및 

글로벌 푸드(Global food)로의 도약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12년간 (사)고려인삼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국제인삼심포지엄의 홍보결과를 요약하면 그동안의 

소비자들의 고려인삼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를 알수 있고 

발표에 참석한 저명 해외연구자들의 연구동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제10회	국제인삼심포지엄(Th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nseng)

- 일시: 2010.9.13~16, 장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 학회장: 오훈일 교수, 조직위원장: 최광태 박사

- 주제: 선천성 면역반응 활성화를 통한 면역효능 

입증,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효능, 

만성간질환 환자 대상 치료효능

- 매스컴 홍보: MBC(2010-9-14) 홍삼이 간질환 

치료, YTN(2010-9-14) 홍삼 남성 간질환 치료에 

효과적, MBN(2010-9-14) 홍삼 간질환 치료에 

효과입증, KBS아침뉴스(2010-9-15) 홍삼성분이 지방간 

억제한다, SBS모닝와이드(2010-9-15) 간질환에는 

고려인삼이 특효약, 신문 및 온라인: 조선일보(2010-9-

15) 인삼 또다른 효험 독감백신효과 높이고 간기능 개선, 

서울경제(2010-9-15) 이집트 모사드 박사팀 홍삼의 

간기능 개선효과, 파이낸셜뉴스(2010-9-15) 홍삼먹으면 

성기능 회복 및 간질환 치료효과, 머니투데이(2010-9-

15) 신종플루 박테리아성 질환에 홍삼효과, 메트로(2010-

9-15) 홍삼 간질환 개선에 도움, 포커스(2010-9-15) 

홍삼 간암치료에 효과있어, 시티신문(2010-9-15) 홍삼 

면역력 높이고 신종플루도 막아낸다, 노컷뉴스(2010-9-

15) 홍삼 챙겨주는 아내 이유 있었네, 경향신문(2010-

9-17) 홍삼 간질환 개선에 효과적, 식품저널(2010-9-

11) 제10회 국제인삼심포지엄 개최, 세계일보(2010-

9-12)  인삼효능에 대한 국제인삼심포지엄 개최, 

연합뉴스(2010-9-14) 이집트 연구팀 홍삼 간질환 

개선도움, 연합뉴스(2010-9-14) 홍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보호효과, 연합뉴스(2010-9-14) 인삼, 항체 

역가 높인다, 연합뉴스(2010-9-14) 세계인이 홍삼의 

효과에 주목한다, 세계일보(2010-9-14) 홍삼 백신접종과 

병용하면 예방효과 증가, 국민일보(2010-9-14) 꾸준한 

인삼복용 항바이러스 효과, 국민일보(2010-9-14) 홍삼 

백신접종과 병행하면 효과↑, 연합뉴스(2010-9-14) 

제10회 국제인삼심포지엄 개최하여 면역증가 효과 발표 등 

다수 보도. 

-  시 사 점 :  고 려 인 삼  및  홍 삼 의  면 역 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컸으며 이는 2009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신종플루’6로 인한 면역에 

대한 관심과 이전 2003년 홍콩에서 발병하여 중국, 

홍콩, 일본, 동남아에서 발병하였던 ‘사스’7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대하였던 환경적 

영향도 컸던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후 2015년 우리는 

‘메르스’8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공습을 다시 한번 받게 

되면서 면역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6)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의 약어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7)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8)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2년 이집트 과학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하는 급성호흡기질병

그림 2. 제10회 국제인삼심포지엄 사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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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USA) 에모리대학(Emory University) 

의대 미생물면역학과 강상무 교수는 신종플루(H1N1 

바이러스)에 대한 고려홍삼의 예방효과에 대해 발표하여 

홍삼의 면역효과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Milano University, I taly) 

스칼리온(Francesco Scaglione) 교수는 고려인삼의 

탁월한 면역증진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편 이집트 

국립연구소(National Research Center, Egypt)의 

모사드(Mosaad) 박사에 의해 발표된 ‘고려홍삼의 

만성간질환 치료효과’도 간질환 및 피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집트에서는 생약을 활용한 

간기능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었고 중동(사막지역)에서는 

간피로 회복 및 면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제11회	국제인삼심포지엄(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nseng)

-일시:   2014.10.27.~30, 장소: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학회장: 김시관 교수, 조직위원장: 이동권 교수

-주제:   인삼의 새로운 기능 남성난임 개선 및 정자질 

개선

매스컴 홍보: MBN(2014-10-27) 홍삼 애 못갖는 

남성에 효과, YTN(2014-10-27) 인삼의 새로운 효능 

남성 난임 고친다, YTN SCience(2014-10-28) 인삼의 

새로운 효능 남성난임개선, News Y(2014-10-27) 

인삼  홍삼성분 정자 질향상에 도움, JTBC(2014-10-

28) 인삼  홍삼 장기간 복용하면 남성불임 개선에 효과, 

신문: 파이낸셜뉴스(2014-10-28) 인삼 정자무력증 

등 男 난임에 효과, 국민일보(2014-10-28) 남성난임 

개선에 고려인삼 효과, 메트로(2014-10-28) 인삼 

불임 남성치료에 효과, 문화일보(2014-10-28) 精力에 

좋은 蔘 임상실험서 입증, 경향신문(2014-10-29) 아빠 

되고픈 당신 인삼을 주목하라, 동아일보(2014-10-

29) 건국대서 국제인삼심포지엄, 경향신문(2014-10-

31) 인삼 남성 성기능 장애개선에 도움, 조선일보(2014-

11-5) 안데스의 산삼, 마타  인삼 정자수 늘리고 

운동성 높여, 신문/온라인: 연합뉴스(2014-10-27) 

인삼  홍삼성분 정자질 향상에 도움, 헬스조선(2014-

1027) 인삼이 클라미아이로 인한 성기능저하 막아, 

경향신문(2014-10-27) 인삼  홍삼 장복하면 남성 

정자 양과 질 개선, 서울신문(2014- 10-27) 인삼  

홍삼성분이 정자의 질을 개선, 서울경제(2014-10-

27) 이탈리아연구팀 인삼  홍삼성분 정자질 향상에 

도움, 파이낸셜뉴스(2014-10-27) 인삼 무정자증 등 

남성 난임에 효과, 아시아경제(2014-10-27) 인삼 

장기복용시 男정자 질향상에 도움, 스포츠조선(2014-

1 0 - 2 7 )  인 삼   홍 삼 성 분  정 자 질  향 상 에  도 움 , 

데일리메디팜(2014-10-27) 인삼  홍삼 장기간 복용시 

남성난임에 도움, 국민일보(2014-10-27) 홍삼먹으면 

정자수도 운동성도 좋아져, 연합뉴스TV(2014-1027) 

인삼  홍삼성분 정자질 향상에 도움, 뉴시스헬스(2014-

10-27) 인삼  홍삼 장기간 복용시 남성 난임에 도움, 

뉴스투데이(2014-10-27) 카이 교수 남성 난임개선위해 

인삼함께 복용 효과적, 일간경기(2014-10-27) 인삼  

홍삼성분 정자질 향상에 도움, 문화일보(2014-10-28) 

정력에 좋은 삼 임상실험서 입증, 기타 온라인신문 등 다수 

보도.

- 시사점: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다이옥신9, 프탈레이트10 

9)   다이옥신(Dioxin): 2개의 산소원자와 2개의 벤젠고리가 연결
되어 있고 그 외에 염소가 결합되어있는 방향족 화합물. 화학
구조는 매우 안정하여 물에 잘 녹지 않고 지방에 잘 녹기 때문
에 체내에 흡수되면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독성발현. 다이옥신
류(PCDD,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는 75종류, 
퓨란류(PCDF, PolyChlorinate Dibenzo-Furan)는 135종류
로 구성. 

10)   프탈레이트(Phthalate): 프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
는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으로 화
장품,장난감,세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됨 

그림 3. 제11회 국제인삼심포지엄 사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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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각종 환경호르몬11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현대인은 

정자의 운동성 및 활력이 감소하여 남성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성 난임은 여성 난임에 비해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홍삼은 환경호르몬에의해 저하된 

정자의 활력성을 증가시켜 남성의 난임을 개선한다. 

한국에서는 분당차병원의 홍재엽 교수가 이에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건국대학의 김시관 교수는 

동물실험으로서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용기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산타키아라병원(Samta 

Chiara Hospital, Italy)의 비뇨기과 토마소 카이(Tomoso 

Cai) 교수가 고려인삼의 정자의 질 및 활동성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의 난임 

및 정자의 활동성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필자가 카이 교수와 인터뷰해본 결과 전세계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이탈리아 남성들은 남성 정력(精力)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각종 

환경호르몬은 계속 발생하고 증가한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호르몬의 독성을 

방어하고 예방하는 홍삼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간헐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제12회	국제인삼심포지엄(The	12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nseng)

- 일시:   2018.10.23.~26, 장소: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Drgon City Hotel)

-학회장: 오세관 교수, 조직위원장: 나승열 교수

-주제:   고려인삼 및 홍삼의 암종양 억제 및 항암피로도 

개선효과, 피부노화 예방에도 도움 

매스컴 홍보: SBS(2018-10-30) 모닝와이드 우리집 

면역력을 부탁해, MBN뉴스(2018-10-25) 홍삼  인삼 

종양억제와 항암 피로도 낮춰, 신문: 조선일보(2018-

11-5) 암환자 인삼  홍삼 먹으면 항암 피로 줄고 종양도 

억제, 중앙일보(2018-10-29) 항암치료 환자 피로도 

개선, 암종양 억제 돕는 홍삼 효능확인, 동아일보(2018-

1 0 - 2 5 )  홍 삼   인 삼  항 암 치 료  피 로  줄 여 준 다 , 

11)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 일명 내분비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or)로 불리며 외부환경에서 들어와 생체 내
분비기관이 분비하는 호르몬을 교란시킴. 생명체는 수많은 호르
몬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란되면 생체이상 및 독성.

경향신문(2018-10-31) 홍삼과 인삼 암유발 종양 

억제하고 항암치료 피로도 낮춰, 매일경제(2018-10-

25) 홍삼  인삼효과 임상해보니 항암치료 피로도 줄여, 

파이낸셜뉴스(2018-10-24) 제12회 국제인삼심포지엄 

홍삼  인삼이 암종양 억제하고 항암 피로도 낮춰, 

헤럴드경제(2018-10-25) 홍삼 항암피로도 개선효과 

탁월, 브릿지경제[비바100](2018-10-25) 홍삼  인삼 

항암치료와 피부노화 예방도움, 이데일리(2018-

10-30) 홍삼 암종양 억제 및 항암 피로도 개선에 

효 과 ,  온 라 인 신 문 :  서 울 신 문 ( 2 0 1 8 - 1 0 - 2 3 ) 

26일까지 국제인삼심포지엄 인삼  홍삼 기능 발표, 

국민일보(2018-10-23) 홍삼 암 억제, 항암 피로도 

개선 효과입증, 세계일보(2018-10-26) 홍삼 암종양 

억제 및 항암 피로도 개선에 효과, 한국경제(2018-

10-23) 홍삼  인삼 종양 억제하고 항암치료 피로도 

낮춰, 아시아투데이(2018-10-23) 홍삼 암종양억제 

및 항암 피로도 개선 효과, 이데일리(2018-10-

23) 홍삼 암 종양억제 및 항암 피로도 개선에 효과, 

식품저널(2018-10-30) 고려인삼 복용 승열작용 없다, 

한국농어민신문(2018-10-30) 고려인삼 복용해도 

승열작용 안나타나 등 다수 보도.    

- 시사점: 고려인삼 및 홍삼은 암종양 억제 및 항암 

피로도 개선효과 및 피부노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현대인에 있어서 암은 아직도 무서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암환자에 있어서 화학적 

그림 4. 제12회 국제인삼심포지엄 사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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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법과 더불어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한데 암환자가 

암치료 中 혹은 치료 後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 홍삼의 객관적 근기를 확보하였다는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 국내 고려대 안암병원의 김열홍 

교수가 주관하여 대규모 임상실험을 실시한 대장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 중 홍삼섭취시 항암피로도가 개선되는 

임상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암치료중 항암제와 

동시 섭취하여도 안전하며 항암에 따른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USA)의 경우도 세계적 암센터 

중의 하나인 텍사스 MD앤더슨 암센터(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스리남(Sriam 

Yennurajalingam) 교수는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여러종류의 미국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인 항암피로도를 개선하여 고려인삼은 

서양인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스리남 교수와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에서는 암환자들이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고려인  홍삼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면역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중국은 급속한 공업발전과 함께 미세먼지가 중국 

자국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과 함께 황사,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계절에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나 피부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는 날이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 모습이 된 것도 낯설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겨울철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에 ‘삼한사미(三寒四微)’ 

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홍삼의 피부에 대한 방어효과 연구가 

관심을 끌었는데 인도(India) 라자스탄대학(Rahasthan 

University, India)의 고얄(P.K Goyal)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홍삼은 랫드(Rat)의 피부에 이식된 피부암 세포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또한 한국 경희대학교의 황재성 

교수에 의하면 홍삼의 성분들은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미백효과도 나타낸다고 발표하였다. 미세먼지12는 예전에는 

황사라는 이름으로 봄철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12)   미세먼지: 10 μm 이하의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대기가스, 도로 주행중 생기
는 먼지에서도 발생함.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
진 물질이며 대기오염이 증가함에따라 증가함.

있었지만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앞으로는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  홍삼의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어효과 연구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인삼의 대표적은 

효능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면역기능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인삼의 피부에 대한 연구는 미세먼지 

등을 방어하고 예방하는 면역증진/조절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 도출시 국내/외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려인삼 연구의 글로벌화 전략 및 방안

고려인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가장 

인기있는 건강식품중의 하나로 한반도(북위 33~48도)가 

원산지이다. 고려인삼은 4,500-5,000년 전 민간에 

의해 약용으로 사용되면서 영약, 선약, 불로초 등으로 

불리며 경험적으로 인정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복용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세계에 

분포한 주요한 인삼종(種)은 고려인삼(Panax ginseng), 

화기삼(Panax qu inquefo l ium), 죽절삼(Panax 

japonincus), 전칠삼(Panax notoginseng) 등이다. 최근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The Korean Ginseng 

research Institut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려인삼(P. 

ginseng)과 화기삼(P. quinquefolium), 죽절삼(P. 

japonicus)은 근연상 동일종이었으나 자생지역의 환경 및 

생태학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생한 관계(지역편중성)로 

형태적 형질이 변형된 상태라고 보고된 바 있다[장일무, 

2018]. 그러나 중국 의학서인 『명의별록(名醫別錄)』 중에 

『고려인삼찬(高麗人參讚)』에서 당시 고려인삼의 약효가 

가장 우수하다고 기록하고 있으며[한국인삼사편찬위원회, 

2002], 고대 중국의 진(秦)나라 시황제 (始皇帝, BC220)가 

고려인삼으로 추정되는 불로초를 구하러 한반도의 

삼신산(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에 방사(方士)의 벼슬을 

가진 서시(徐示)를 보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고려인삼의 약효에 대한 중국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은 중국 제나라 

무제(BC 83-96)때 저술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효능은 그 이후 중국의 

의학서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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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I

최 근 에 는  미 국  및  E U 1 3를  비 롯 한  서 양 에 서 도 

대체의약품으로서의 천연물에 대한 관심집중과 함께 

고려인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 우수한 효능이 전파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고려인삼의 글로벌 연구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①   최신연구의 신속공유를 위한 2년 주기 미니심포지엄 

도입

현재 국제인삼심포지엄은 매4년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삼 전분야(원료재배, 

제품 가공 및 기술, 성분 및 분석, 효능)에 걸쳐서 전세계 

연구자들이 연구하였던 결과를 4년마다 발표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최근 국제적 연구동향 및 

기술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간격을 단축해서 

해외 연구동향을 좀더 빠르게 공유하자는 의견이 학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인삼심포지엄은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소규모 미니 국제심포지엄을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인삼학회 발간 학술지인 ‘J Ginseng Res(JGR)’의 경우 

현재 국제학술지(SCIE)로 발돋음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해외학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도 제주도에서 개최(이동권 

13)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독일,프랑스, 아일랜드, 벨
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회원국 28개국으로 
1994.1.1. 결성

학회장)된 춘계학술대회의 경우 해외학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학회차원에서도 적지않게 

놀라워 했던 기억이 있다. 이것은 고려인삼학회의 

위상이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학술지의 국제화로 높은 IF(학술지 영향력지수) 제고 

덕분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바를 고려한다면 

미니심포지엄의 개최는 학회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외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어 최신 연구결과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고려인삼연구의 해외확대를 위한 해외 심포지엄 개최

본 학회에서 주관한 역대 국제인삼심포지엄(학회주관前 

역대 전매청,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개최 포함) 

경우 모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으며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예외 2006년 제9회 국제심포지엄 충남금산 

다락원 개최). 필자의 경험으로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장소로는 서울이 해외 학자의 방문, 상호커뮤니케이션 

및 매스컴 홍보 등 여러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곳은 괜찮을 수 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인삼심포지엄의 경우는 그 상징성 및 홍보측면에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미니 

심포지엄의 경우는 해외의 경우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해외에서 개최하면 그 나라 저명학자들의 연구발표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현지 유행 기능성 소재와 인  홍삼과의 

그림 5. 전세계 주요 인삼 種의 분포 및 특성  *출처: Baeg IH & So SH, J Ginseng R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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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도 함께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학자들의 고려인삼에 대한 연구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연구하는 인삼품종도 우리와 

같은 Panax ginseng 이므로 학회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학술지인 ‘JGR’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은 영향력지수 IF(Impact 

Factor)로 평가되는데 JGR의 경우는 2016년 IF=3,898, 

2018년 IF=4.053으로 통합대체의약(Integrat ive 

& Complementary Medicien)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본 학술지의 좋은 평가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학자들의 학술지 투고를 유도할 수 있고 고려인삼인 

P. g inseng의 효과 제고에도 이바지 한다. 따라서 

해외 미니심포지엄을 홍콩 및 중국본토 등 중화권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는 약 15년~20년 전 한국인삼공사 정관장과 

일본약용인삼연구회(日本藥用人蔘硏究會)14간 매 2년마다 

일본에서 개최되어 활발한 연구성과(藥用人蔘 리뷰책자 

발간)를 내고 일본에서 고려홍삼을 홍보하는데 지대한 

공을 이룬바 있지만 지금은 쇠퇴하여 현재 일본연구자들의 

고려인삼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험은 

고려인삼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③ 현지화 기능성 도출

고 려 인 삼 은  국 내 에 서 도  한 국 식 약 처 로 부 터 

면역력개선 등 여러 기능성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능성은 국내제품에서도 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시에도 제품에 표시할 수 있어 인삼제품의 

해외수출시 수출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선호하는 

기능성이 다르다. 따라서 국가별로 선호하는 기능성을 

선정한 후 국가별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시 현지 제품화 법적 규격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결과 확보후 제품화등록을 

위한 근기자료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와 제품화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산학연 및 인삼학회차원의 

14)   日本藥用人蔘硏究會: 日韓高麗人蔘 진곤림 사장이 주도, 일본
내 30여명의 학자로 구성, 고려인삼을 연구하고 한국인삼공사 
연구진과 매2년마다 연구회 개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④ 해외 현지학자 공동연구

현지화 기능성은 현지 저명학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삼의 제품화를 고려하면 

고려인삼과 현지 유행 기능성 소재와 시너지 효과연구를 

수행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다. 다만, 이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지 제품화 법적규격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여 근기자료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각국마다 제품화에 대해 요청하는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제품에 배합되는 주원료와 

최종제품의 객관적 효능검정 연구결과를 필요로 한다. 

연구가 종결되면 현지 학자들의 홍보를 통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글로벌 제품화에 대한 근기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국내 및 해외연구 브레인풀(brain pool) 구축

해 외  각 국 별  D B 를  구 축 ( 학 회  국 제 위 원 회 /

학술위원회)하여 고려인삼연구를 유도하고 학술대회에 

발표를 유도하여 인삼연구에 대한 해외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19년 인삼학회 워크숍 도출의견, 2019.2.14). 

이럴 경우 국내 학자와 해외 학자간의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인삼연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학자 브레인풀 구성과 함께 국내 

신진학자(young frontier researcher)들의 브레인풀도 

구성하여 학술대회 발표시 신진학자 발표세션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이동권 학회장 

시절 일부 실시). 역량있고 무엇보다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자(자격조건예; 국제학술지 IF 5.0 

이상, 연령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인삼연구를 유도한다면 

고려인삼 연구의 글로벌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융복합 공동연구

식품/천연물/약학/의학 등 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삼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방안이다(‘19년 인삼학회 

워크숍 도출의견, 2019.2.14). 이것은 현재도 필요에 

따라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의 

학술대회에서도 고려인삼 세션을 구성하여 국내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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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다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증가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학자들이 자신의 주력연구 분야에 

인삼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첨가하여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융복합 인삼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연구결과 도출도 가능하고 연구저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⑦ 과학적 원리규명

인  홍삼의 과학적 효능 규명은 현재처럼 제품화를 

고려하여 100% 농축액이나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효능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효능기전 

규명에는 농축액수준으로는 규명할 수 없을 때가 많으므로 

성분수준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생리활성을 도출하고 

기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19년 인삼학회 워크숍 

도출의견, 2019.2.14). 새로운 기능성의 기전 연구결과는 

글로벌 수준의 학회지에 발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고려인삼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일부는 효능기전의 연구를 수행하되 인삼학회 

연구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필요에 맞추어서 

수행하면 될 것이다. 

⑧ 高 가치창출을 위한 기능성 소재와 상승효과 

(synergy) 연구

고려인삼은 우리선조의 우수한 유산으로 그 탁월한 

효과로 인해 전세계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생약과 달리 최소 5년~7년(묘삼(苗蔘)15 1년 포함 

4년근, 6년근 경우 총5년~7년)이 소요되어 해외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제품으로 도약하려면 100% 원료성 천연제품 

이외에도 기능성 소재를 배합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two track 연구). 이럴경우 이에대한 객관적 

근기자료(國際學術論文, 特許 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efficacy based on data, 국제적 분쟁사전예방). 

따라서 해외 기능성소재와 인  홍삼과의 시너지 효과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려인삼의 산업발전을 

위해 제품과 연관된 연구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2014년 국제인삼심포지엄(김시관 학회장, 

건국대학교)때 홍삼+녹용(鹿茸) 분야를 발표세션으로 

15)   묘삼(苗蔘): Seedling, 1년생 어린 인삼의 뿌리

한 것도 좋은 예이며 이로인해 홍삼+녹용 제품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생성시켜 국내 인삼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발표주제로서 인  홍삼과 해외 각국의 

유행성 기능성 소재를 혼합한 연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연구가 

확대된다면 해외각국의 맞춤형 글로벌 인삼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⑨ 원료의 안전성확보

글로벌 시대에는 정보의 동시대화로 해외 위해물질의 

정보는 몇시간만에 국내로 알려지고 공유된다. 글로벌 

제품화를 위해서는 인삼원료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배경이다. 2019년 국내에도 PLS16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2019.1.1. 시행) 이는 규정된 

작물보호제(지정농도 범위내는 적합)이외에는 모든 항목이 

분석기기의 검출한계 이하(<0.01 ppm)로 검출되어야 

적합하다고 판정되므로 무엇보다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료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부적합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 공동연구 기능성 소재의 경우에도 해외 

각국의 위해성분 법적규정을 살펴보고 사전에 혹은 동시에 

소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도움과 학회 

각분야 연구자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이 필요하다.

16)   PLS: 농약허용기준강화 (Positive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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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 약

최근 12년간 고려인삼학회가 개최한 국제인삼심포지엄 

(총 3회, 1회/4년)의 홍보결과를 검토하여 국내외 

인삼연구에 대한 트렌드(Trend)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인삼연구의 글로벌 플랫폼(Global 

P l a t f o r m)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고 려 인 삼 연 구 에  대 한  글 로 벌 화  전 략  및  방 안 을 

제시하였다(표 1).

표	1.	고려인삼	연구의	글로벌화	전략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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