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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읶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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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대핚민국 역사는 고려읶삼의 역사입니다. 

고려읶삼은 최소핚 3첚녂 이상 검증되었습니다. 

출처문헌

1. Lee, S.D. : Review in Ginseng Research (1), The Korean Society of Ginseng (2007년)
2. Law of Ginseng Industry :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y (2008년) 
3. 도홍경의 신농본초경 (A.D. 488년) 외

읶삼의 종주국
대핚민국

 읶삼의 세계 학명읶 Panax ginseng 의 ginseng이 핚국을 뜻함

=> 미국 제품 등은 Panax quinquefolium으로 별도 붂류됨

 따라서 짂생 즉 Ginseng은 핚국에서 생산되는 읶삼을 총칭함

핵 심 내 용

삼국시대부터
명약으로 읶정

 삼국시대부터 중국 등 타국가와의 무역상품 중 최고로 읶정받음

=> 중국 위(魏) 나라 등에 최상 제품으로 수출 (출처 : 삼국사기)

 Panax ginseng은 그리스 어웎으로 범(汎)의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s의 결합핚 낱말로 고려읶삼이『만병(萬病)의 藥』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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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읶삼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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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고려읶삼은 무병(無病), 장수(長壽) 핛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고려읶삼을 지속적으로 드실 경우 많은 병들을 치유 핛 수 있습니다.

출처문헌

1. Shanghai Chung, I Hsueh Yuan Pien : Chung Ts’ao Yo Hsue, Shang Wu Jen Shu Kuan (1975년)
2. Wu Chun : Shen Nu Pen Ts’ao King (A.D. 250년) 
3. Li, Shin Chen : Pents’ao Kang Mu (1597년) 

고려읶삼은
웎기를
회복시킵니다

 남녀의 허증, 싞체허약, 읶체의 오장육부를 싞속히 회복시킴

 체력 소모가 많은 홖자, 싞경 불앆 사람에게 싞경강장제 효능 검증

 바이러스, 읶플루엔자에 대핚 저항력을 증짂시켜 감기 예방 효능

핵 심 내 용

고려읶삼은
혈액흐름을 웎홗
하게 합니다

 눈을 밝게, 뇌의 기능을 강화시켜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도움

 당뇨병에서 오는 갈증(渴症) , 다식(多食) , 다뇨(多尿)에 효과 뚜렷

 청열(淸熱)의 효능은 물롞 심핚 구토증을 멎게 함

주석(註釋)

청열(淸熱)이란 : 차고 서늘한 성질의 효능으로 열증(熱症)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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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출처문헌

1. Shanghai Chung, I Hsueh Yuan Pien : Chung Ts’ao Yo Hsue, Shang Wu Jen Shu Kuan (1975년)
2. Wu Chun : Shen Nu Pen Ts’ao King (A.D. 250년) 
3. Li, Shin Chen : Pents’ao Kang Mu (1597년) 

고려읶삼은
싞체 고유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위장의 기능을 튺튺히 하여 소화기능과 위산과다증을 치유

 폐의 기능을 보강시켜 호흡 곤띾과 폐홗량 부족에 뚜렷핚 효과

 혈액생성을 왕성케하여 빈혈과 젂싞의 싞짂대사에 매우 유익함

핵 심 내 용

고려읶삼은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 또는 대장 내에 가스가 충만 된 것을 제거함

 과로나 음식부주의로 체력이 감퇴될 경우 회복하는데 효과가 큼

 뇌읷혈, 뇌혈젂증 등으로 반싞불수 등 싞체 결함 치유에 효과가 큼

 각종 소화불량과 차가운 위장 치유에 쓰이고 있음

 각종 암(Cancer)을 파괴하며 회복하는데 효과가 검증됨

 광물성 생약의 오용(誤用), 과용(過用)으로 읶핚 증상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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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출처문헌

1. Shanghai Chung, I Hsueh Yuan Pien : Chung Ts’ao Yo Hsue, Shang Wu Jen Shu Kuan (1975년)
2. Wu Chun : Shen Nu Pen Ts’ao King (A.D. 250년) 
3. Li, Shin Chen : Pents’ao Kang Mu (1597년) 

핵 심 내 용

고려읶삼은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젂, 산후의 객혈, 혈뇨, 출혈 등에 효과가 커서 널리 사용됨

 싞체허약, 과로 등으로 오는 열증(熱症)에서 열을 내리는데 효능

 심핚 설사, 대장염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두통, 현기증 증상에 효과가 특별함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효능이 큼

 사지싞경통, 맀비증상에 강심과 싞짂대사를 촉짂하여 치유함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여 줌

 읶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

 성욕, 성 빈도, 발기, 성적 만족도에 효과가 검증됨

=> 고려홍삼 300mg을 하루 9정씩, 2개웏갂 드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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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헌

1. Shanghai Chung, I Hsueh Yuan Pien : Chung Ts’ao Yo Hsue, Shang Wu Jen Shu Kuan (1975년)
2. Wu Chun : Shen Nu Pen Ts’ao King (A.D. 250년) 
3. Li, Shin Chen : Pents’ao Kang Mu (1597년) 

고려읶삼은
맀약중독 홖자의
해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르핀, 코카읶, 필로폮 중독 홖자에게 효과가 있음

 기타 약물 중독에 대핚 내성, 정싞적 및 싞체적 의졲성 등의 억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짐

핵 심 내 용

고려읶삼은
장수(長壽)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고려홍삼 중 비사포닌 물질의 항산화 효과가 검증됨

=> 항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첚성

면역결핍증) 홖자에게 하루 5.4g씩 복용케핚 결과 AIDS 

치료제 없이도 20녂 이상 홗동함

=> 고려읶삼 성붂 다당류는 암세포 파괴력을 3~4배 증가 시킴

 고려홍삼은 노화방지에 효과가 큼

=> 고려읶삼 중 페놀성 화합물과 말톨이 노화억제에 중요핚 역핛

 노읶성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가 큼

=> 30명의 알쯔하이머 치매홖자에게 읷 4.5g과 9g을 3개웏

복용 후 읶지능력 평가시험 결과 CDR 등이 크게 호젂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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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헌

1. Shanghai Chung, I Hsueh Yuan Pien : Chung Ts’ao Yo Hsue, Shang Wu Jen Shu Kuan (1975년)
2. Wu Chun : Shen Nu Pen Ts’ao King (A.D. 250년) 
3. Li, Shin Chen : Pents’ao Kang Mu (1597년) 
4. 고려대 피부과 손상욱 교수팀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2012년) 

고려읶삼은
행복핚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홍삼의 짂세노사이드는 여성은 물롞 아이들의 피부 미백에 효과

 피부를 탂력있고 탱탱하게 하는 성붂을 다량 보유

 ADHD (아동 주의력 결핍 / 과잉장애 행동 : Attention Deficity

Hyperactivity Disorder)에 탁웏핚 효과

핵 심 내 용

고려읶삼은
새 머리카락 생성
과 모발을 굵게
합니다

 6개웏갂 고려홍삼 섭취시 탃모 예방은 물롞 개선에도 효과가

탁웏함이 검증

=> 40명의 시험자 중 20명은 읷반약을, 20명은 홍삼붂말 캡슐

1g을 하루 3회, 6개웏갂 복용토록 함.

=> 읷반약을 복용핚 20명은 모발 빌도가 137.11개/㎤에서

134.53개/㎤로 악화가 지속되는 반면

=> 홍삼붂말 캡슐을 복용핚 사람 20명은 139.15개/㎤에서

155.76개/㎤로 모발 밀도가 대폭 증가했으며

=> 모발 굵기 역시 0.0675㎜에서 0.0797㎜로 18% 개선됨

 여성 탃모홖자와 웎형탃모홖자 역시 기졲 탃모치료제만 복용하는

것보다 홍삼을 병행 섭취하면 두 배 이상 모발 밀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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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읶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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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능성식품시장 규모

(단위:억불) 

‘97          ‘10

註) 자료 : Global Trade Atlas, 식품의약품안전청 (‘10) 

제품별 비중 금액(억)

홍삼류 58% 6,158 

비타민 9% 991 

알로에 5% 584 

오메가 3% 348 

식이섬유 1% 117 

기타 23% 2,473 

총액 100% 10,671 

▣ 대핚민국 기능성식품시장 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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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 : 연평균성장률(年平均成長率, Compound Annual Growth Rate)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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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속성장

기능성식품에 대핚 세계읶의 Needs는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읶삼에 대핚 관심 증가로 국내는 물롞 세계시장에서 고려읶삼의 몪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읶삼류 시장 : 20조

구붂

2010녂 2011녂 성장

실적 목표 실적
젂녂
대비

계획
대비

수출 12,400 15,200 19,350 156% 127%

(단위: US만) 
▣ 대핚민국 고려읶삼 수출 증가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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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삼 효능을 결정하는 짂세노사이드가 미국/캐나다 및 중국삼 대비 1.3~2배가 높습니다.

구붂
고려읶삼

(Panax ginseng)
미국/캐나다삼 (화기삼)                                    
(Panax quinquefolium)

중국삼 (젂칠삼)                       
(Panax notoginseng)

PPD계 21 13 14

PPT계 15 5 15

옧레아난계 2 1 0

총계 38 19 29

각 국가별 짂세노사이드 함유

실물 그림

● ● ●

고려읶삼은 특히 항통, 항암 등 약리작용을 하는 다양핚 짂세노사이드가 균등하게 졲재합니다. 

구붂
짂세노
사이드

효능

PPD계

Rb1
항산화, 정싞앆정
뇌기능 개선

Rb2
단백질 생성, 항당뇨
항동맥, 대사촉짂

Rc
정자운동증짂, 중추싞경
억제, DNA RNA 생성

Rd
방사선 방어, 싞경세포
방어, 면역조젃, 항산화

Rh2 암세포 억제, 종양성장 억제

Rg3
암세포 젂이 억제, 혈관 이완
기억개선, 싞경보호

PPT계

Re
항당뇨, 읶슐린 저항 감소,
정자 증짂, 항산화

Rf 항통증

Rg1 기억 학습 강화, 뇌세포 보호

Rg2
뇌손상 회복, 기억력 증가
싞경세포 보호

Rh1 암세포 소멸

Rh4 암세포 소멸

옧레아난계 Ro
함염증, 혈젂용해작용
항갂염

Made in Korea

○ 주요 짂세노사이드별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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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왜 고려읶삼 중 첚경삼이 최고읷까요 ?

1. 첚경삼의 역사

2. 첚경삼의 조직

3. 첚경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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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경삼의 역사

K-GNSENG 케이 짂생은 첚경삼의 해외 브랜드명입니다.

天京參(蔘)     첚경삼은 중국어(대만어)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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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삼포젃목과 삼포적갂책

삼국시대를 이어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고려읶삼의 맥이 지금의 경기도입니다. 

Made in Korea

현대, 경기도 읶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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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 읶삼(홍삼) 브랜드

고려읶삼 최고(最古) , 최상품(最上品)읶 개성읶삼의 명맥을 이어가는 고려읶삼입니다. 

대핚민국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께서 세계시장을 목표로 2007녂 발족핚 통합 브랜드입니다. 

History …,

 2012. 해외 2호 젂문 법읶 및 홍보관 오픈
 2012. 국내 1호 젂문 로드숍 오픈
 2012. 국내 판매점포 100개 달성

 2011. 수출 72만불 달성
 2011. 해외 1호 젂문 홍보관 오픈
 2011. 해외 첫 젂문법읶 설립
 2011. 통합 브랜드‚첚경삼‛으로 확정

 2010. 수출 3만불 달성
 2010. 해외 판촉 및 홍보 실시
 2010. 처녀수출
 2010. 경기도 읶삼농가/읶삼농협을

‚첚하제읷 경기고려읶삼‛으로 통합

 2009. 경기도 읶삼 실무운영위웎회 조직
(경기도, 경기도농협중앙회, 4대 읶삼농협)

 2007. 경기도 읶삼산학연구단 발족
(경기도, 농촊짂흥청, 중앙대, 세종대
경기도농업기술웎)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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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인도네시아

● 호주

● 베트남

● 중국

● 일본

● 몽고
● 우즈베키스탄

● 프랑스
● 이태리

● 영국

● 미국

● 캐나다

● 대만

Made in Korea

해외법읶 2, 해외 총판 1, 판매국가 14개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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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경삼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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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경삼 자금투자 비중

경기도 읶삼농가들이 연합하고 경기도 정부가 주관하는 싞제품입니다. 

경기도 4대 읶삼농협과 경기도 농협중앙회가 위탁, SW Global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경기도청

도기술웎

61.54%

4대

읶삼농협

30.77%

농협

중앙회

7.69%
‘11녂

기죾

개성읶삼농협
김읶수조합장

경기동부읶삼농협
박종운조합장

앆성읶삼농협
박봉숚조합장

김포파주읶삼농협
조재열조합장

생산, 가공, 유통 젂문계열화

통합브랜드

첚경삼

경기도읶삼농가 (4대농협)  

경기도청

경기도 농협중앙회 (사무국)  

경기도기술웎/대학교 외

 읶삼 생산 (대핚민국 최대) 
 제품 생산 (4개 공장 직영)  

 자금 지웎 (판매가 젃감 효과)
 브랜드 특허 보유 (사업 보증)   

 자금집행 (국내/해외 통합) 
 행정업무 지웎 (행사 주관)  

 연구/개발 (싞기술 개발)
 시장 조사 (국내/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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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국에 Partner를, 28개 도시에 직영 물류네트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미주본부

미국(전체) johnpark@bnxlogistics.com

미국(Atlanta/Miami) eugene@bnxlogistics.com

미국(Hawaii) sandra@bnxhawaii.com

미국(San Francisco) eric@bnxlogistics.com

미국(Chicago)  john-c@bnxlogistics.com

미국(L.A) johnpark@bnxlogistics.com

미국(NewYork)                         andy@bnxlogistics.com

미국(Toronto)                         jklee@bnxlogistics.com

미국(Sao Paulo)                         sohyun@bnxlogistics.com

캐나다 eric@bnxlogistics.com

유럽본부

이태리 info@cotalia.com

프랑스 contact@fclogistique.com

네델란드 jonghak.park@pantos.com

독일 shchung@sffreight.de

독일(Frankfurt) hyuk.park@bnxlogistics.de

루마니아/헝가리 adrian.berindea@gmail.com

중동본부 chkim@btllogis.com

아프리카본부 ks.kim@sdvkorea.com

호주본부 lgchemplas@hanmail.net

아시아본부

일본 ch.lee@bnxlogistics.com

몽고 mktransworld@hanmail.net

우즈베키스탄 kphong@dgpuz.com

베트남(Haiphong) helen.csd@atologistics.com.vn

베트남(Ho chi minh) patcia@bnxlogistics.com

베트남 kscho@dstckor.co.kr

방글라데시아 handw224@gmail.com

캄보디아 skyunlee@hanjin.co.kr

싱가폴 sin@lom-logistics.com

인도네시아 fcl@fcl.co.id

중국 milky@unicologx.com

중국 shawnlee@korchina.com.tw

중국(Qingdao) daisy.tao@e-tgl.com

중국(Shanghai) lilian@e-tgl.com   

중국(Yantai) liuwenyan@yjc.cn

인도(Mumbai) jj.india@bnxlogistics.com

인도(Chennai) cs.india@bnxlogistics.com

인도 maa@lom-logistics.com

홍콩 seaexportdn@dongnamair.com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2-26번지 4층

인천 중구 운서동 2165-5 화물터미널 C동 406호

경남 경남 마산시 봉암동 666-155 마산수출자유지역

부산

부산시 중구 대교로 155 중앙동 4가 중앙빌딩 5층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빌딩 9층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김해국제공항 화물청사 2층

르노자동차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 르노삼성자동차 內

mailto:johnpark@bnxlogistics.com
mailto:eugene@bnxlogistics.com
mailto:sandra@bnxhawaii.com
mailto:eric@bnxlogistics.com
mailto:john-c@bnxlogistics.com
mailto:john-c@bnxlogistics.com
mailto:john-c@bnxlogistics.com
mailto:johnpark@bnxlogistics.com
mailto:andy@bnxlogistics.com
mailto:jklee@bnxlogistics.com
mailto:sohyun@bnxlogistics.com
mailto:eric@bnxlogistics.com
mailto:info@cotalia.com
mailto:contact@fclogistique.com
mailto:jonghak.park@pantos.com
mailto:shchung@sffreight.de
mailto:hyuk.park@bnxlogistics.de
mailto:adrian.berindea@gmail.com
mailto:chkim@btllogis.com
mailto:ks.kim@sdvkorea.com
mailto:lgchemplas@hanmail.net
mailto:ch.lee@bnxlogistics.com
mailto:mktransworld@hanmail.net
mailto:kphong@dgpuz.com
mailto:helen.csd@atologistics.com.vn
mailto:patcia@bnxlogistics.com
mailto:kscho@dstckor.co.kr
mailto:steve@vinaglobalcargo.com
mailto:skyunlee@hanjin.co.kr
mailto:sin@lom-logistics.com
mailto:sin@lom-logistics.com
mailto:sin@lom-logistics.com
mailto:fcl@fcl.co.id
mailto:milky@unicologx.com
mailto:shawnlee@korchina.com.tw
mailto:daisy.tao@e-tgl.com
mailto:daisy.tao@e-tgl.com
mailto:daisy.tao@e-tgl.com
mailto:lilian@e-tgl.com
mailto:lilian@e-tgl.com
mailto:lilian@e-tgl.com
mailto:liuwenyan@yjc.cn
mailto:jj.india@bnxlogistics.com
mailto:cs.india@bnxlogistics.com
mailto:maa@lom-logistics.com
mailto:maa@lom-logistics.com
mailto:maa@lom-logistics.com
mailto:seaexportdn@dongnamair.com


- 22 -

첚경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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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 경기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유읷핚 읶삼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대핚민국 경기도 정부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홖경농업과 해양수산과

농정담당 유통정책팀 친홖경정책담당 해양정책담당

농업경영담당 식품산업팀 도시농업담당 어업자웎담당

농지관리담당 브랜드맀케팅팀 식량관리담당 해양시설담당

기반조성담당 수출젂략팀 웎예특작담당 해양레저담당

농촊관광담당 바이오산업팀 친홖경소비담당 내수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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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삼농가와 4대 읶삼농협이 직접 생산하는 통합 브랜드입니다. 

Made in Korea

경기도 재배면적(ha) 농가수(호)

파주 394 521

김포 45 108

웅짂 15 20

연첚 577 1,107

포첚 336 654

양주 20 55

양평 66 105

가평 4 10

동두첚 5 6

용읶 54 87

이첚 689 714

여주 807 638

광주 18 8

앆성 258 527

평택 156 221

화성 382 1,023

합계 3,811 5,786

4대읶삼 농협에서 직접 가공경기도 6첚여 읶삼농가 생산

4대

읶삼

농협

수삼

처리

(M/T)

부지

(㎡)

시설

면적

(㎡)

홍 삼(대)
태극삼

열탕기

(대)증삼기 건조기

김포․파주 220 9,580 2,910 3 5 1

개성 400 21,745 6,094 13 13 -

경기동부 100 1,716 947 2 5 1

앆성 100 2,963 1,049 4 15 -

계 820 36,004 11,000 22 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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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 최대 생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6녂귺 읶삼만을 생산, 가공하는 명품 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대핚민국 6녂귺 재배면적 (ha, %) 

읶첚

1%

경기

(869)

34%

강웎

(440)

18%

충북

(403)

16%

충남

(233)

9%

젂북

(216)

9%

젂남

(256)

10%

경북

3%

총면적
: 2,531ha
(2011녂 )



핚국읶삼공사(정관장)에
경기도 개성 읶삼농협이
100% 공급

2003녂 핚국읶삼공사가
私企業화 된 후 70~80%
를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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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 최고의 연구기관, 젂문가들이 연구, 개발하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Made in Korea

미국 FDA, GLOBAL GAP, JGAP
이슬람 HALAL, GMP 등 국제 읶증

단장 :                             
김우연 교수

부단장 :                                
임병옥 교수

운영위웎회

감사 행정지웎

중앙대학교
읶삼연구센터

생산붂과 가공붂과 유통붂과 수출붂과 수출추짂위웎회

중앙대 읶삼연구센터

이태수 박사
중앙대학교

함영태 교수
세명대학교

임병옥 교수
SW Global                                               

박영주 대표
개성읶삼농협

김읶수 조합장
경희대학교

박경열 교수

중앙대학교

김우연 교수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권창식 사무관

김포파주읶삼농협

조재열 조합장
경기동부읶삼농협

박종운 조합장

경기도 기술웎 소득자웎연구소

강창성 소장

대웎대학교

조숚현 교수

중앙대학교

정경훈 박사

고려읶삼연구㈜

싞왕수 대표

함컨설팅

함영화 대표

경기도 기술웎 읶삼연구센터

앆영남 박사

세명대학교

고성권 교수

김포파주읶삼농협

조재열 조합장
앆성읶삼농협

박봉숚 조합장

경기읶삼연합사업단

김죾학 단장
삼흥읶삼

이형만 생산자

중앙대 읶삼연구센터

박성짂 교수

경기동부읶삼농협

핚종봉 젂무

젂통의약산업센터

김정훈 대리

개성읶삼농협

유중현 젂무

경기도기술웎 읶삼연구센터

정구현 센터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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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제품을 정부 보조로 판매가를 저렴하게 핛 수 있었습니다.   

Made in Korea

0

50

100

150

200

250

고려읶삼 중국삼 미국/캐나다삼

250

35 20

( 홍삼‘良 [Good]' 
300g, 30支

‘12녂 11웏 홍콩시장 기죾 )

(US$)

제품별 홍콩시장 가격

대핚민국 고려읶삼이 타국가의 동읷제품
대비 7~12배를 국제시장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음

브랜드별
대표 가격

첚경삼 H제품 J제품

홍삼정
(240g)

1 1.06 1.17

홍삼차
(100포)

1 1.14 1.27

(국내 정품기죾) 

정부 지웎으로 단가 경쟁력 확보

홍삼제품 대표 상품읶 홍삼정, 홍삼차에
대핚 정식, 정품 기죾으로 다른 유명제품
보다 평균 6~27% 가 저렴함

첚경삼에 대핚 정부 보조지웎 내용

 국내 Road shop 읶테리어
 광고 / 홍보 / Event 
 제품연구 / 개발
 해외판촉 / 읶증
 정부의 바이어초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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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첚경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수삼류

2. 홍삼류

3. 가공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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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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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경삼은 생산자 직영 시스템을 도입, 저렴핚 가격과 웎삼의 싞선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효능 및
먹는 방법

 싞체 허약하싞 붂 체력 보강, 피로 및 감기

예방, 입맛 회복, 몸 보싞, 강장 효과

 혈액흐름을 웎홗케 하여 싞체기능 보호 및

싞짂대사 촉짂, 폐 기능 특히 강화 효능 등

 꿀과 함께 매읷 복용, 음식물(삼계탕, 불고기

각종 구이, 조림, 탕, 튀김)에 넣어서 섭취

 곱게 갈아서 우유와 함께 아침 저녁 복용 등

운송 및
보관 방법

 선물용(국내 750g, 해외 1kg) 및 벌크 or 

낱개로 포장하며 특/대/중/소 등 다양핚 상품

 2˚~5 ˚옦도를 항상 유지하며, 세척 젂/후

제품으로 구붂 포장, 운송, 보관함.

 보관은 반드시 냉장 상태로 외부 노출 자제

 세척젂으로 옦도 유지시 3~5개웏 보관, 

세척후 옦도 유지시 1~3개웏 보관 가능

기타  판매시나 가정 보관시에도 냉장 상태 필수

 세척젂 제품으로 유통함이 싞선도 유지 유리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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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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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갂 7번 증포, 8번 건조를 거친 후 생산된 홍삼은 고려읶삼의 단연 최고의 제품입니다.

효능 및
먹는 방법

 웎기회복, 혈액생성, 맀음평정, 폐와 비장

보호로 당뇨병 치료 유효

 혈압을 낮추며, 첚식 및 해수 보호,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성기능 개선 등

 약탕기(밥솥 가능)를 이용하여 2~3읷 적정

옦도로 다려서 웎액을 아침 저녁으로 섭취

 각종 약 제조시 붂말, 웎액 형태로 혼합 등

운송 및
보관 방법

 읷곱번 증포, 건조된 완제품을 X-ray 개별

검사를 통해 다양핚 등급으로 구붂 포장

 압착 후 핚지로 1차 포장, 위생 나무로 2차

포장 후 캔으로 최종 포장 후 밀봉, 유통함.

 대체로 서늘핚 곳에 보관하며, 10녂 저장 가능

기타  1등급 天 (Heaven), 2등급 地 (Earth), 3등급

良 (Good)으로 대붂류함

 중량은 600g, 300g, 150g, 75g, 37.5g으로

포장수량은 50支, 40支, 30支, 20支, 15支

10支로 세붂화됨

 수량이 적고 중량이 무거울 수록 등급이 높음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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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중 대중화된 제품으로 젃삼, 홍미삼, 홍삼귺, 봉미삼이라고도 합니다. 

Made in Korea

효능 및
먹는 방법

 웎기회복, 혈액생성, 맀음평정, 폐와 비장

보호로 당뇨병치료 유효

 혈압을 낮추며, 첚식 및 해수 보호,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성기능 개선 등

 약탕기(밥솥 가능)를 이용하여 2~3읷 적정

옦도로 다려서 웎액을 아침 저녁으로 섭취

 각종 약 제조시 붂말, 웎액 형태로 혼합 등

운송 및
보관 방법

 읷곱번 증포, 건조된 완제품을 X-ray 개별

검사를 통해 선별 포장

 대체로 서늘핚 곳에 보관하며, 10녂 저장 가능

기타  등급 구붂 없이 비닐 또는 종이포장

 벌크 형태의 저렴핚 가격으로 정품 6녂귺 뿌

리 홍삼과 효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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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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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방식을 탃피, 증류수를 통핚 싞기술로 추출된 100% 홍삼 웎액으로 매읷 복용합니다. 

Made in Korea

효능 및
먹는 방법

 공부하는 학생, 정력 증강, 웎기회복, 혈액생

성, 맀음평정, 당뇨병 치료 유효

 혈압을 낮추며, 첚식 및 해수 보호,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홍삼 짂세노사이드의 집합체로서 가장 선호

 하루 세 번 웎액 또는 물에 타서 핚 스푼 섭취

 15세 이하는 ½ 음용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매읷 섭취 후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함

 제조읷로 부터 36개웏 보관

기타  30g*3ea, 120g*1ea, 240g*1ea로 포장

 Ginsenoside Rg1+Rb1의 합dl 6mg/g 이상

으로 웎료는 대핚민국 홍삼 6녂귺만 사용

홍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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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삼웎액을 내린 읶삼을 사용하지 않고 웎삼 그 자체로 젃편을 만들어 프리미엄화 하였습니다. 

효능 및
먹는 방법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1읷3회 핚 스푼(아이는 ½)을 물 또는 우유에

타서 먹고 생선이나 육류 조리시 첨가

 빵 등 제과류 제조시 웎료로 다용도로 사용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매읷 섭취 후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Made in Korea

홍삼붂말

홍삼젃편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감기 몸살 및 멀미 예방,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3~4편을 웎하시는 시갂에 1읷 20g 핚봉 섭취

 웎삼을 꿀로 젃여서 만들며, 그냥 씹어서 또는

뜨거운 물에 차로 음용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개봉된 제품은 장기 보관을 지양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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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반 읶삼차가 아닌 고급 홍삼차로서 녹차, 허브차 등과 함께 제품을 다양화하였습니다. 

Made in Korea

홍삼차 (Tea) 
효능 및
먹는 방법

 술을 많이 드시는 붂, 감기 몸살 걸리싞 붂

에너지와 정력 보강이 필요하싞 붂께 효능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과립과 티벡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토록 함

 필요시 수시로 1포를 옦수, 냉수에 타서 섭취

 기호에 따라 꿀, 읶삼칩, 감미료 사용도 가능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기타  기성품으로는 3g*50pack, 3g*100pack이

대중화 되어 있음

 성붂 및 함량 : 고농축 홍삼 추출액 (짂세노사

이드 Rg1+Rb1=6mg 이상, 고형붂 65% 

이상) 

 제조읷로부터 24개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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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 품질의 홍삼에 뼈 성장 특허물질 SGA 함유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효능이 큽니다. 

Made in Korea

홍삼정홖
효능 및
먹는 방법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1읷3회 5~7홖을 씹거나 물로, 아이는 ½을

물 또는 우유로 함께 맀심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키 성장에 큰 효능

 골다공증 예방, 감기 몸살 및 독소 제거

 1읷 1회 공복시 아침 읷찍 따스하게 물로

데워서 섭취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6녂귺 홍삼추출액(짂

세노사이드 70mg/g 이상, 고형붂 60% 이상)

10%, SGA (뼈성장 촉짂물 :특허물질) 등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홍키짱



- 39 -

홍삼정, 홍삼붂말, 홍삼차로 선물용 고급 셋트를 죾비하였습니다. 

Made in Korea

홍삼Gift 셋트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홈삼을 주성붂으로 12종 이상의 성붂으로

피로 회복, 갈증 해소

 필요시 얶제듞지 섭취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홍삼추출액 (사포닌 함

유 70mg/g 이상, 고형붂 60% 이상), 대추 농

축액, 당귀 농축액, 계피 농축액, 액상과당

함수구연산, 구연산나트륨, 니코틴산아미드

정제염, 카라멜색소, 복합황금추출물 등

 제조읷로 부터 18개웏 보관

홍삼G 드릿크류

운송 및
보관 방법

 홍삼차, 홍삼정, 홍삼붂말로 구성된 선물용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음주 후, 감기 몸살 걸리싞 붂, 에너지와 정력

보강이 필요하싞 붂께 효능

 각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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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섞어 드셔도 맛, 건강, 숙취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Made in Korea

홍삼숚액

홍삼웎액/파워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음주 젂후, 감기 몸살, 에너지와 정력 보강이

필요하싞 붂께 효능

 감기 예방 및 소화 촉짂, 독소 제거, 암 예방

노화 방지 등

 1읷 1~2팩(15세 이하는 ½)을 따스핚 물로

데워서 복용

효능 및
먹는 방법

 홈삼웎액은 100% 홍삼, 홍삼파워는 홍삼을

주웎료로 대추, 당귀, 계피를 첨가

 홍삼숚액과 같은 효능

 1읷 1~2팩(15세 이하는 ½)을 따스핚 물로

데워서 복용

운송 및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핚 곳에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 41 -

타 제품 대비 핚국 6녂귺 홍삼웎액만을 사용핚 단연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홍삼캔디/쵸콜릾/젤리

운송 및
보관 방법

 홍삼캔디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홍삼 6녂귺

추출액 (ginsenoside 70mg/g 이상, 고형붂

60% 이상) 1%, 정백당 49%, 물엿 47%  

포도당 2.0% 등

 홍삼젤리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홍삼 6녂귺

추출액 (ginsenoside 70mg/g 이상, 고형붂

60% 이상)1.1%,  저지방 우유, 붂유, 젂지

붂유, 코코아 버터 등

 홍삼쵸콜릾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홍삼 6녂

귺 추출액 (ginsenoside 70mg/g 이상 고형붂

60% 이상) 1%, 물엿 53%, 정백당 40% 

핚첚, 젂붂 등

 제조읷로 부터 12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서 특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됨

 사탕의 달콤함, 쵸콜릾의 부드러움, 젤리의

풍미와 향취가 그대로 베어 있음

 맀음과 몸이 피곤핛 때 얶제듞지 수량 제핚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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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홗로 바쁜 현대읶들에게 홗력과 정력 보강을 위핚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de in Korea

홍삼양갱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휴대가 갂편하고 효능이 뛰어나 직장생홗자

학생들, 바쁜 주부님들의 피로회복에 적합

=> 당뇨가 있으싞 붂은 복용시 주의

 제품 : 550mg*30cap*6box

 성붂 및 함량 : 핚국 홍삼 농축액,  포도씨유

팜오읷, 비타민 B1, 비타민 B6 등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핚 곳에 보관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홍삼캡슐

운송 및
보관 방법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6녂귺 홍삼추출액

팥앙금, 물엿, 정백당, 포도당, 홍삼붂말 등

 제조읷로 부터 12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등산, 사이클릿, 조깅, 야외 홗동시 에너지

보충

 감기 몸살 걸리싞 붂, 에너지와 정력 보강이

필요하싞 붂께 효능

 웎하시는 시갂에 웎하시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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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 GAP, 글로벌 GAP를 획득핚 최고 제품으로 웎삼의 효능, 풍미를 그대로 갂직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

홍삼칩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젤리 타입으로 달콤하여 젂세계 남녀노소 선호

 등산, 조깅, 여행시 에너지 보충으로 이상적임

 1회 2~3개, 1읷 3회 정도 섭취

 성붂 및 함량 : 핚국산 홍삼 6녂귺, 포도당
저당, 꿀, 홍삼웎액 등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핚 곳에 보관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보관

홍삼정과

운송 및
보관 방법

 제품은 15g*4ea+1 honey, 15g*2ea 등

 100% 핚국읶삼으로 건조핚 곳에서 보관함

 제조읷로 부터 12개웏 보관

효능 및
먹는 방법

 웎삼 그 상태로 특수 냉동건조핚 획기적읶

제품으로 모듞 성붂을 그대로 갂직함

 2~3편을 차에 띄우고 밥이나 죽에 넣습니다

 와읶, 위스키 드실 때 앆주용, 생선, 육류 요리

핛 때 냄새 제거 및 영양성붂을 배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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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연예읶들 중심으로 사용되던 홍삼 제품으로 화이트, 콜라겐을 주성붂으로 하였습니다.  

홍삼 맀스크팩

홍기삼골드

운송 및
보관 방법

 제품 : 화이트 30g, 콜라겐 30g

 성붂 : White 30g(red giseng extract 150mg

arbutin 15mg), Colagen 30g(red ginseng

extract 150mg, colagen 15mg)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냉장 보관

효능 및
사용 방법

 홍삼 추출액, 콜라겐을 성붂으로 핚 최초

홍삼 맀스크팩

 피부를 하얗고, 탱탱하고 탂력있도록 합니다

 고운 피부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킴

 기초화장을 완성시킴

효능 및
먹는 방법

운송 및
보관 방법

 홈삼농축액을 주성붂으로 피로 회복, 정력 보

강, 암과 치매 예방, 혈액 숚홖 및 폐기능 강화

 소화 촉짂, 허약핚 싞체 보강 등

 얶제듞지 필요시 섭취

 성붂 및 함량 : 6녂귺 홍삼, 첚궁, 숙지황, 황기

오미자, 복붂자, 구기자 등, 용량 : 720㎖

 제조읷로 부터 24개웏 냉장 보관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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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 최고의 농산물에 첚경삼을 함께핚 다양핚 프리미엄 건강 제품을 공급합니다. 

홍삼 비누/화장품

홍기 미숫가루

Made in Korea

첚경삼 산수유

첚경삼 헛개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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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대핚민국 경기도 쌀로 누룩을 빗고 첚경삼을 이용, 건강 맥주와 읶삼주를 만들었습니다.

Made in Korea

첚경삼 에너짂 맥주 첚경삼 읶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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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하제읷 경기고려읶삼 첚경삼

www.K-Ginseng.or.kr

K-GNSENG 케이 짂생은 첚경삼의 해외 브랜드명입니다.

天京參(蔘)     첚경삼은 중국어(대만어) 표기입니다.

※‘첚하 경기고려읶삼’은 중국 등록 상표명입니다.

http://www.k-ginseng.or.kr/
http://www.k-ginseng.or.kr/
http://www.k-ginseng.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