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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중 1920-1930년대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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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제어

20세기 초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

•인삼

어났다. 인삼 재배법과 상업의 발전으로 인삼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고 근대적

•신문 광고

제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인삼 제품이 개발되었다. 자연히 이들 제품의 판매 경

•일제강점기

쟁도 치열해졌다. 당시 신문 광고에는 이러한 제품의 개발 동향과 판매 경쟁이 상

•1920~1930년대

세히 나타난다.

•인삼녹용

1920년 이전까지는 신문에 나타나는 인삼에 관한 광고는 매우 적었다. 아직 신

문이 일반화되지 못했고 인삼 산업도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면서 인삼 광고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
다. 1920년대 신문에 실린 인삼 광고는 인삼의 전통 한방적 효능과 신비함을 강조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인삼과 녹용을 복합 처방한 제품의 광고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제품이 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복용한 사
람들의 체험담도 이때 광고에 등장한다. 또한 당시 이미 통신판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925년에는 인삼제품을 매일 배달한다는 광고도 등
장한다. 당시 뿌리삼은 그 크기와 품질에 따라 현재보다 훨씬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음이 광고에 여실히 드러난다. 1920년대 인삼 제품은 액제, 환제, 농축액 등
전통 한방 제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인삼 광고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 시기에는 대학의 교수, 의학박사,

약학박사 등의 직함을 가진 전문가가 광고에 등장한다. 이들이 인삼을 추천한다
거나, 성분이나 약효를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들의 실험 노트까지 광고에 등장하
여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인삼 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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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 1931년에는 현대적인 정제의 광고가 등장한다. 이후 비타민이나 다른 특
정 성분을 강화한 인삼 제품이 등장하고, 병약자를 위한 인삼 미음도 등장한다.
1938년에는 최승희와 같은 무용수나 유명 영화배우를 모델로 사용하는 광고도

등장하게 되면서 인삼광고는 더욱 현대화되고 대중화 된다. 1920~1930년대 인삼
광고는 당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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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x of modern culture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led to numerous changes in the country’s ginseng industry. With the development of ginseng cultivation technology and commerce,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ginseng increased, and various ginseng products were developed using
modern manufacturing technology. Consequently, competition for the sales of
these products became fierce. At that time, newspaper advertisements showed
detailed trends in the development and sales competition of ginseng products.
Before 1920, however, there were few advertisements of ginseng in newspapers. This is thought to be because newspapers had not yet been generalized,
and the ginseng industry had not developed that much.
Ginseng advertisements started to revitalize in the early 1920s after the launch
of the Korean daily newspapers Dong-A Ilbo and Chosun Ilbo. Such advertisements in this period focused on emphasizing the traditional efficacy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mysterious effects of ginseng. There were many advertisements for products that prescribed the combination of ginseng and deer antler,
indicating the great popularity of this prescription at the time. Furthermore,
advertisements showed many personal experience stories about taking such
products.
Mail order and telemarketing sales were already widely used in the 1920s .
In 1925, there were advertisements that ginseng products were delivered every day. The advertisements revealed that ginseng roots were classified more
elaborately than they are now according to size and quality. Ginseng products
in the 1920s did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scope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formulations such as liquid medicine, pill, and concentrated extract.
In the 1930s, ginseng advertisements became more active. At this time,
experts such as university professors and doctors in medicine or in pharmacy
appeared in the advertisements. They recommended ginseng produc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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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ed the ingredients and medicinal effects of the products. Even their experimental notes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ppeared in the advertisement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ginseng products. In 1931, modern tablet
advertisements appeared. Ginseng products supplemented with vitamins and
other specific ingredients as well as ginseng thin rice gruel for the sick appeared
at this time. In 1938, ginseng advertisements became more popular, and advertisements using talents as models, such as dancer Choi Seunghee or famous
movie stars, models appeared. Ginseng advertisements in the 1920s and 1930s
clearly show a side of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at the time.

I. 들어가며

서 ‘과학적 이미지’를 가진 매약(賣藥)3)으로 발전하게 되
었다.4)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 후 1919년까지 헌병경찰통치

때마침 창간되어 보편화 되기 시작한 민간지 신문들

를 통해 억압적 통치를 했으나,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

은 이러한 제품을 홍보하기에 적합한 매체였다. 이 시기

어난 대규모의 항일민중봉기를 계기로 보다 우호적인

신문에 게재된 인삼 광고를 주제로 연구한 것은 최근에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민영 언론체의

발표된 김5)의 논문이 유일한데, 전반부는 인삼의 역사

허용, 해외 시찰단 구성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허용하였

전반에 관해 서술했고 후반부는 인삼제품 광고를 다뤘

다. 일간신문의 경우, 이전에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

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한의학술잡지에 인삼이 작은

총독부 기관지만 있었지만, 192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

부분을 차지한 한약업자 광고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6)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근대화 초창기인 1920~1930년

보 등의 민족신문이 창간되었다.1)
20세기 초반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인삼업 장려를 위한

대 신문에 나타난 인삼 제품의 광고를 통하여 당시 인삼
산업의 발전과 시대상의 단면을 엿보고자 한다.

각종 정책의 결과 1910년 약 3톤 이었던 인삼 생산량이
1920년에는 약 315톤, 1932년에는 약 476톤으로 크게 증

가하였다.2) 당시 조선에서는 양약(洋藥)이 들어오면서
한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오랜 역사 속에 형성
된 인삼 효능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근대적 학술연구를

3)

매약(賣藥)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된 약이 아닌, 주치병
과 약효를 붙여 포장한 약을 말한다.

4)

황지혜, 김남일, 「일제 강점기 매약을 통해 본 제형 변화와 새로운
한약 처방의 경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33 (한국의사
학회, 2020) pp.99-112.

5)

김선희, 「인삼에서 ‘Ginseng’으로 –Made in Choseon-의 ’해피 드
러그‘」, 『日本思想 』 4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1) pp.63-94.

6)

정지훈, 김도훈, 「일제 강점기 한의학술잡지에 실린 한약업자 광
고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6 (한국의사학회, 2013), pp.111122.

통해 입증된 약효 덕분에 인삼은 전통 약재임에도 불구
하고 인기가 있었고 그 수요도 증가하였다. 특히 근대적
제제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형의 인삼제품이 개발되면
1)

2)

이명화, 「식민지 체제의 개편과 문화통치」, 『한국독립운동역사』
제5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9) p.89, pp.41-48.
정광중, 「일제 강점기 전매제하 인삼생산의 전개과정」, 『문화역사
지리』 7 (한국역사문화학회) pp.93-111.

106

HI Oh / An Analysis of Ginseng Advertisements in 1920-1930s Newspapers

II. 1920~1930년대 인삼 광고
1. 수삼 및 백삼의 광고

동일사의 인삼 도안보다는 훨씬 실물에 가깝다.
‘조선명산 금산인삼은 복약가(服藥家)의 대복음’

이 시기에 인삼 홍보 및 판매는 개성인삼이 주종을 이

금산인삼이 우리 반도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

루었으나, 금산인삼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삼

고 있는데 근래에 외국 인삼이 들어와 섞여 금산 토산인

의 수확기가 시작하는 1920년 9월 말경 개성에 있는 송

삼이 없다는 소문이 있다. 우리 약국에서는 금산삼업조

경인삼상회(松京人蔘商會) 왕한근(王翰根)은 ‘고려인삼

합에서 철저히 검사한 인삼을 다수확보하여 특별히 실가

원가 대발매’라는 신문광고를 하였는데 양의 다소에 불

(實價)에 판매하니 일차 시복(試服)하시오. 단, 지방은

구하고 신속히 수응하며 지방의 주문에는 대금인환(代

대금인환하며 송료(送料)는 매근(每斤)에 55전을 미리 보

金引換)으로 한다고 하여 당시 이미 통신판매가 일반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1922년 동일사(東一社)는 인삼의 동체를 사람의 몸

그림 2. 동일사의 인삼광고 (동아일보 1922.03.24.)

그림 1. 송경인삼상회의 인삼광고 (동아일보 1920.09.25.)

으로 형상화하고 뇌두에 두 줄기의 인삼경과 두 개의 화
경과 열매가 달린 그림을 그려 인삼 판매를 광고하였다
(그림 2). 이 광고 도안은 마치 화병에 꽃을 꽂은 모양이다.
1922년 전라북도 금산읍내에 있는 동일약국(同一藥
局)도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그림
3). 이 광고에는 인삼의 동체, 뿌리, 잎과 줄기, 인삼 열매
가 그려져 있으나 인삼 동체 그림은 사람 모습이 아니라,
파인애플을 연상시킨다. 이 그림에는 인삼 줄기가 4개에
각각 5개의 잎이 그려져 있고 화경이 하나인 것이 앞의

그림 3. 동일약국의 금산인삼 광고 (동아일보 19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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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합이 공동으로 조선총독부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
일보(京城日報)에 커다란 광고를 냈다(그림 5).

‘외종 인삼이 들어와 토산인삼이 없다는 소문이 있다’
는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외국 인삼이 많이 들어와

고려인삼 젊음의 미소? 장수의 유열(愉悅)?

시장을 교란하였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었다는 점,

고려인삼은 조선총독부 전매국 지정 경작구역내에서 생

금산인삼이 유명했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산한 원료로 제조한 우량제품에 대하여 엄정공평한 검

10여년이 지난 1933년 9월 금산삼업조합에서 다음
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림 4).

사를 시행하여 한 포대마다 검사증을 부착하므로 품질,
중량, 가격 모두 절대 확증합니다. (경성일보 1934.08.11.)

그림 4. 금산삼업조합의 금산인삼 광고 (동아일보 1933.09.22.)

‘조선특산 금산인삼’
유일무이한 금산종 인삼의 탁효(卓效)는 사해제현의 공
인수용하는 바이나, 근일 처처(處處)에 간상배(奸商輩)
가 외종(外種)을 금곡(錦曲)과 여히 모방 가장함이 성행
하오니 애용가 제씨는 좌의 검사삼봉(檢査蔘封)에 대해
유의하소서. (동아일보 1933.09.22.)

이 광고에서도 금산에 외종인삼이 많이 들어와 금산

그림 5. 개성삼업조합의 고려인삼 광고 (경성일보 1934.08.11.)

인삼으로 둔갑하여 판매되어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검사삼봉을 광고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금산삼업조합

당시 개성에서도 금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삼

에서는 외종인삼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합에서 인삼을

포장을 만들고 각 포장마다 검사증을 부착하였다는 사

검사하고 자체 봉투를 제작하여 봉함으로써 금산인삼

실을 알 수 있다.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인 1934년 8월에 개성삼업조합과 개성인삼동

1927년 개성에 있는 고려삼행(高麗蔘行)은 ‘신삼기(新

蔘期)를 맞이하여 가격이 저렴한 이 기회에 정선품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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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인삼을 구매하라’는 광고를 내었다(그림 6). 여기에

主)로 ‘인삼왕’으로 불렸다.7) 광고 문안은 다음과 같다.

는 가격도 같이 광고하였는데 세자표(世字表), 특천품
(特天品), 갑천품(甲天品), 을천품(乙天品), 송곡삼(松

‘인삼계의 왕좌를 점하기 까지!

曲蔘)은 등급과 편수에 따라, 미삼은 대·중·소미 별로,

△과거 20 년간의 노력도 잇거니와 금후도 성의를

인삼정(人蔘精)은 몇일분 별로, 인삼증과(蒸菓)는 갑

진(盡) 하겟읍니다△

(匣)별로, 인삼분말은 몇일분으로 나누어 가격을 표시

-복약호기(服藥好機)에 자농양품(自農良品)을 안가
제공(安價提供)-

하였다. 오늘날보다도 더 정밀하게 인삼의 등급을 나누

배계시하(拜啓時下) 국추(菊秋)에 검위익익다상(檢位益

었음을 알 수 있다.

益多祥) 하심을 앙축하나이다. 본사는 大正 3년 창업이
래 20여년간 「진정한 물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제공하자」
는 주의하에 꾸준히 진행하야 금일에 至한 바 內로는 인
삼의 성가를 유지하고 外로는 조선 및 일본은 물론 기타

10수개국에 판로를 확장하야 판매고 6만여근(개성생산
의 4할 5분)에 달함에 해내해외(海內海外) 성명(聲名)을
지하야 금일에는 「신용있는 인삼회사」라는 후대(厚大)한
신뢰를 밧는 것은 전혀 各位의 성원과 지지하신 소사(所
賜)이라 삼가 감사의 의(意)를 표하나이다. 본사의 주의
(主義)는 천하가 시인하시는 바이나 금후도 일층 노력과
성의를 다하야 각위(各位)께 봉부(奉副)하겟사오며 금추
신제백삼(今秋新製白蔘)은 물품이 통일됨을 따라 가격경
쟁이 출현될 형세도 보이나 본사는 자농자제(自農自製)한

그림 6. 고려삼행의 인삼광고(동아일보 1927.11.03.)

1933년 11월 고려삼업사의 인삼광고가 나왔다(그림
7). 고려삼업사는 1915년 개성인삼의 대부인 손봉상(孫

鳳祥, 1860-1936)이 설립한 회사이다. 손봉상은 1910년
그림 7. 고려삼업사의 인삼광고(동아일보 1933.11.22.)

박우현, 공성학 씨와 함께 개성삼업조합을 설립하였고
1933년에는 개성인삼동업조합(開城人蔘同業組合)을

결성하였다. 그는 당시 인삼 경작계의 최대 삼포주(蔘圃

7)

김조형, 옥순종, 「인삼왕 손봉상의 업적을 통해 본 개성인삼 개척
사」,「인삼문화」 2 (고려인삼학회, 2020) pp.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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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신삼(新蔘)을 특히 염가로 수응(酬應)하겟사오니

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와 농민이 같이 하는 특

배전애용(倍前愛用)하심을 무망(務望)하나이다.

판 행사가 90년 전 서울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것이다.

개성부 북본정. 합자회사 고려삼업사
사장 손봉상(孫鳳祥)
(동아일보 1933.11.22.)

1933년 12월 개성인삼동업조합과 개성부(開城府)는
개성 고려인삼 및 인삼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3. 12.14~18 종로 화신백화점 5층에서 인삼 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 경성일보에 이에 대한 광고가 실렸
다(그림 8).
개성 고려인삼/인삼제품 선전즉매회(宣傳卽賣會)
개성인삼동업조합 설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모
(歲暮)에 선물용품으로 최적한 조선특산품 고려인삼 및
동 제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기간중에 한하여 원가에
가까운 특가에 즉매회(卽賣會)를 종로 화신백화점 동관

5층 홀에서 개최……

그림 8. 개성 고려인삼/인삼제품 선전즉매회 (경성일보 1933.12.14)

선전즉매품 일례: 백삼, 미삼, 관제삼정(官製蔘精), 홍
삼분말, 홍삼정(錠), 인삼정(精), 백삼분말, 인삼증과(蒸
菓), 과자, 인삼당(糖), 인삼전병, 인삼소주.

2. 인삼 제품 광고

주최: 개성인삼동업조합, 개성부
후원: 전매국 개성출장소, 개성삼업조합.
(경성일보, 1933.12.14.).

1920년대 신문에 나오는 인삼 광고는 인삼과 녹용을

복합처방하여 만든 액제, 환제, 농축액 등 전통 한방 제
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1931년에는

큰 글씨의 선전즉매회 왼쪽에 붙여서 아래쪽에는 인
삼 뿌리와 인삼제품이 보이고 중간에는 인삼 잎이, 윗부

정제의 광고도 등장한다. 이후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복
합 처방한 제품도 등장하게 된다.

분에는 폭죽이 터지는 듯한 인삼 열매가 그려져 있다. 여
기서 특이한 점은 개성에 있는 조합이 관과 함께 선물 수

1) 삼 용보익수(蔘茸補益水) (모범매약상회, 경성

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서울의 백화점에서 홍삼 제품과

종로4정).

백삼 제품을 함께 전시하여 판매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그림 9)는 1918년 1월 1일 <매일신보>에 실린 ‘삼용보

점이다. 이점은 90년이 가까운 시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익수’의 전면광고로 모범매약상회 이옥인(李玉仁)이 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고가인 인삼이 당시에도 선

신년하례 광고이다. 이 광고는 매우 군국주의적 냄새를

물용으로 많이 소비되었다고 생각되며, 개성부가 같이

풍긴다. 1918년은 무오년으로 말의 해이다. 광고는 제품

주최하고 전매국이 후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에서

의 주제인 인삼과 녹용에 말을 합하였다. 그림에서 제모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

(制帽)를 쓰고 콧수염을 기르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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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일본 군인으로 보이는데 모자에는 인삼의 잎과 열

빛이 나오고 스크린에 삼용보익수 광고가 나오는 형식

매가 꽂혀 있다.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녹용마(鹿茸

으로 도안 되었다. 당시 영화가 보편화되었던 사회상을

馬)로 제품의 주제인 녹용과 말의 해를 콜라보하였다.

엿볼 수 있다. ‘남여노유는 물론이고 원기를 보하기 난

이 광고의 오른쪽 중앙에 ‘황마년(黃馬年)에 인삼대왕

삼용보익수 먹는 날부터 소화력이 완전’이란 카피가 쓰

이 녹용마를 달려 철분검(鐵粉劒)을 휘두르며 백년 사

여 있다. 효능: 기허빈혈, 신경쇠약, 유식불화, 수족결

랑하는 인간계를 구제하고자 제병마굴(諸病魔窟)을 소

냉, 방사곤란, 기뇌부족, 담청해소 등이 쓰여져 있고, 일

탕하는 광경’이라고 쓰여져 있다. 여기에서 철분검은 이

분 및 월분별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 위에 ‘주의’에

제품에 철분을 첨가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광고의

는 약을 주문할 때 36전의 우표를 먼저 보내달라는 요청

왼편 위쪽에 ‘인삼과 녹용은 피와 살을, 철분은 골격을
위한 것’이라고 약의 기질(氣質)을 설명하고 있다. 광고
는 ‘훌륭한 강장약을 강호제위(江湖諸位)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실업무대서 활동하고
자 하는 제군에게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삼용보익수의 효능은 1.
기허빈혈(氣虛貧血), 2. 뇌신경쇠약(腦神經衰弱). 3. 피
로담해(疲勞痰咳), 4. 기타 하초허냉(下焦虛冷) 및 부족
증(不足症), 수족궐냉(手足厥冷) 등’이라고 쓰여져 있다.
1920년 4월 1일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는데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 18일 같은 제품이 14개 중형 광고 중
의 하나로 게재되었다(그림 10). 이 광고는 영사기에서

그림 10. 삼용보익수 광고(동아일보 1920.04.18.)

그림 9. 모범매약상회의 근하신년 광고 (매일신보 1918.01.10.)

그림 11. 공모 현상 당첨된 광고 (매일신보 19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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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전화로

을 면케하는 누만인(累萬人)의 실험뿐 외(外)라 시복기

주문하고 우편으로 배송받는 우편 배송 체계가 잘 확립

일(施服幾日)이면 기실(其實)을 가지(可知)이외다. 사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광고는 1920년 동아일보에

를 볼 이 때 원기가 없는 사람·머리가 무겁고 아픈 사람·

가장 많이 실린 광고 중의 하나이다.

변비, 역상(逆上), 불면의 뇌(惱)한 사람·신기(腎氣가 부

1918년 1.1. 매일신보에 삼용보익수 전면광고를 냈던

족 한 사람·안색이 창백한 사람·신체가 허약한 사람·신

이옥인 사장은 광고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있었던 것

허요통(腎虛腰痛)의 사람·방사부용(房事不容)의 사람·

같다. 그는 1920년 6월 16일 매일신보에 삼용보익수에

수족궐냉(手足厥冷)의 사람·유정다몽(遺精多夢)의 사

대한 ‘광고 의장 현상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매일신보,

람·기타 부족한 사람’ (동아일보 1921.02.27).

1920.06.10.). 두 차례 광고 모집 마감 시한을 연기한 끝
에 8월 18일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였다(그림 11). 이때
광고 내용을 보면;
◎補藥을 服하려면 實地를 본 후
…·신문광고를 보면 영약이라 하지만 난 보지도 못하
고 듣지도 못하였소. 그러면 삼용보익수를 먹고 효력을
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지요. 아래에 쓴 사람
들은 약을 먹고 효력을 보았다는 사람입니다…·’
(매일신보 1920.08.18.)

광고에는 병으로 된 삼용보익수 제품의 실물 사진이
가운데 나오고, 왼편으로 효능 10개가 적혀있고, 그 아
래에는 날짜분별로 가격이 나와 있다. 맨 하단에는 실제
복용한 경험이 있다는 24명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다.
실제 복용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제품의 신

그림12. 삼용보익수 광고(동아일보 1921.02.27.)

뢰성을 제고하려는 광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921년 2월 27일 새로운 삼용보익수 광고가 동아일보

1923년 이후 한동안 삼용보익수 광고를 하지 않았던

에 게재되었다(그림 12). 여기에 실린 도안은 앞서 1918

모범매약상회는 10여년이 지난 1932년 그림이 없는 2

년 광고(그림 9)와 같은 형태인데 1918년 광고가 측면

단 전단 삼용보익수 광고를 하였다.

에서의 사슴의 모습을 그린 반면 1921년 광고는 정면에
서 그렸고, 인물을 그리지 않아 군국주의적 흔적을 지웠

‘본제는 삼용과 강장에 철을 위하여 발명한 특품보약인

다. 이 광고는 1921~22년에 동아일보에 지속적으로 실

바 복용당일로 소화력이 현주(懸珠)하며 70일만 복용하

렸다.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있다.

면 식욕이 증가합니다’. ◎ 병후허약의 인, ◎ 신경쇠약의
인, ◎ 소화불량의 인, ◎ 구미결손(口味缺損)의 인 ◎ 신

‘허약으로 구미를 읽고 기력이 피곤하신 분은 속히 삼

체쇠약의 인, ◎ 원기부족의 인, ◎ 혈허창백(血虛蒼白)

용보익수를 복용하십시오. 선(先)히 위경(胃經)을 보하

의 인, ◎수족궐냉(手足厥冷)의 인, ◎ 노쇠해궐(老衰咳

야 구미(口味)를 실(実)케하며 원기를 조(助)하여 피곤함

瘚)의 인, ○기타 부족증이 有한 人에 선약(仙藥)이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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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약미(藥味)가 순량(順良)하야 소아라도 복용이 편

광고에서 여인이 한복을 입은 노인에게 제품을 따라주

합니다‘. ◉ 실험통고(實驗通告) ‘본인은 년령 32세인 바

고 있는데 여인은 노인의 딸이거나 며느리쯤 되어 보인

수3년전 부터 소화불량이 生하드니 원기가 탈진하기로 보

다. 광고에서 옷과 소파, 병을 따라주는 각도 등이 조금

약각종을 복용하엿스나 별무차도(別無差度) 이드니 去

씩 달라져 있다. 세, 네, 다섯번째 광고에는 남자의 옷이

月分에 삼용보익수를 복용한 바 소화가 잘되며 구미가

양복으로 바뀌었고 탁자가 등장하며 뒤로 갈수록 남자

生하고 원기가 회복되는 것이 현저하오니 가위 선약이라

의 얼굴이 젊어진다. 노유남녀(老幼男女) 모두에게 좋은

감사함을 표코자 일반에게 실험경과 지상에 앙고하나이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이러한 시

다’. 경상북도 경산군 이원달 (동아일보 1932.12.24.)

리즈의 연속광고 속에 모델을 조금씩 바뀌는 기법은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궁금증 및 흥미를 이끄는 당

2) 인삼 후로-핀 (조선제약합자회사, 경성 장곡산정)

이것 역시 강장음료이다. 손자 며느리 같아 보이는 한

시 새로운 광고기법이다.
앞의 광고가 나온지 한 달이 조금 지난 1925년 7월 14

복차림의 단아한 여인이 신사복 차림의 할아버지에게
인삼 후로-핀을 권하고 있다. 광고 문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
‘백약의 왕인 한잔의 후로-핀을 드시요!!! 인삼 후로핀은 일본 정부의 상표를 등록한 가정에 항용(恒用)하실
유일의 보강음료이온대 조선인삼의 정기를 위군(爲君)하
고 그 외에 보양보음의 위대한 효력을 가진 「차아인산염」
과 「칼슘」 등을 배합하야 복용에 최적하게 향미를 조화
한 것임으로 누구든지 쓰기 쉽고 특히 병약(病弱)과 노
쇠(老衰)로 고생하시는 사람이나 영양부족과 신기(腎氣)
부족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으로 허약한 노유남녀(老
幼男女)의 게업지 못할 조은 약입니다’.
‘시내는 조석으로 배달합니다. 1병에 10전’,
‘원거리에 사시는 애용자를 위하야 특히 30개분으로
농후하게 제조한 것이 있슴니다. 송료병(送料並)하야 3
원 50전’ (동아일보, 1925.06.05.).

약 100년 전에도 오늘날과 같은 활발한 배달 제도가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하나, 이 광고 오른쪽 하단
에 ‘본월중(本月中) 본지(本紙)에 나타나는 5장의 각각
틀리는 그림 다섯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한하여 후로
핀 한병을 무상증정하겠다’는 글귀가 보인다. 실제 이
광고는 날짜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고 네모 상자 위에
(一), (二), ... 와 같이 번호를 붙였다. 첫 번째와 두번째

그림 13. 동아일보 1925년 6월 5, 7, 9, 12, 15일 연속으로 게재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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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새로운 「인삼후로-핀」 광고가 나왔다. 이때도 그림을

(補陰補陽) •혈고기허(血枯氣虛) •유정다몽(遺精多

조금씩 바꾸는 기법을 썼다. 이 광고에서는 짧은 저고리

夢) •소화불량(消化不良) •수족궐냉(手足厥冷) • 부인

와 긴 치마를 입은 젊은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인삼후

조경(婦人調經) •자궁갈반(子宮褐斑) •정신피로(精神

로-핀을 두루마기를 입는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달

疲勞) •음허화동(陰虛火動) (동아일보 1920.06.06.)

라고 조르는 것 같은 삽화가 그려져 있다(그림 14 왼편).
이 광고가 일본어판 조선신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옷과 머리 모양이 일본식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그림 14
오른편). 광고 내용은 ‘맛 있다! 영양의 증진, 질병의 예
방 인삼 후로-핀’이란 간결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시내 매일 배달과 가격(1本 10錢)도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그림 15. 삼용보익환 광고 (동아일보 1920.06.06.)

4) 삼 용불로단(蔘茸不老丹) (광제당대약방(廣濟堂
大藥房))

그림 16은 광제당대약방의 삼용불로단 광고이다.
•보약 구하시는 제씨께 근고•
이 약은 세세비전 하던 유명한 차력약 이온바 인삼녹
그림 14. 인삼 후로-핀 광고
(좌: 동아일보 1925.07.14., 우: 조선신문 1926.01.29.)

용과 자양보음 혈순환약으로만 제조한 무쌍한 기혈허약
으로 고생하시는 이는 복약하는대로 득효합니다’ 기혈부
족, 혈색창백, 유정몽루, 방사불능, 음허화동, 두통요통,

3) 삼 용보익환(蔘茸補益丸) (보혜약방본포(普惠藥
房本鋪) 경성 종로 4가).

골습각기, 노인현기, 부인노점에 효과가 있다 (동아일보

1920.06.16.).

삼용보익환은 보제대왕(補劑大王)이라 쓰여있는 간
단한 광고(그림 15)인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옥도

약 3개월 후의 다른 광고(동아일보 1920.09.15.)에는 아

카리8)환을 매독치료제로 같이 광고하고 있다. 당시 매

래 그림 16 아래에서와 같이 굵고 큰 글씨로 삼용불로단

독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광고

이라고 쓰여 있고 그 위에 기혈쌍보강장성약(氣血雙補强

는 2단의 아주 작고 간단한 광고로 빈번히 나왔다. 광고

壯聖藥)이라 쓰여 있고 다음과 같은 광고 내용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약은 오인(吾人)의 대결점! 이 약은 남녀에 원기를 대
삼용보익환의 설명... 효능

보(大輔)하고 비위(脾胃)와 신경(腎經)을 튼튼하게 하여

효능은 •보혈익기(補血益氣) •선천부족(先天不足) •

불면증을 없애고 구미를 증진하며 유정몽설(遺精夢說)

위수부족(渭水不足) •방사불용(房事不容) •보음보양

을 거근(祛根)하여 원력(元力)을 강장케 하며 신체를 비
반(肥胖)케 하는 특효약’. 1개월분 6원(圓) 대금인환(代

8)

요오드화카리 (potassium iodide)

金引換)에는 우송료 42전(錢) 선송(先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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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삼용불로단 광고 (동아일보 상: 1920.06.16., 하: 09.15.)

5) 삼용쌍보환(蔘茸雙補丸) (동양제약사, 경성)

1931년 동양제약사의 삼용쌍보환 광고가 실렸다(그
림 17). 똑같이 인삼과 녹용을 주제로 한 복합제인데 이

의심마시고 속히 시험하여 보시압. 위의 세가지 약의 유
사품이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고 즉시 주문 하시 앞.지
방특약점을구합니다’ (중앙일보 1931.11.28).

약은 보혈제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특이하게 이 광고
에서는 지방특약점을 모은다는 광고를 같이 하고 있는
데 당시 매약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6) 홍삼정(紅蔘錠) (조선총독부 전매국)

이제까지 제형이 거의 환제, 액제와 같은 전통 한의약
제형이었는데 193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현대적인 정제
(tablet) 제품이 출시된다. 경성제국대학 교수 스기하라

‘피 마른데 다시 없는 성약입니다. 좌의 증상에는 한제

의학박사의 고안에 의해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독특

복용으로 효엄을 절대 보증합니다. 빈혈증, 허약 선후천

한 방법으로 홍삼을 정제로 만든 홍삼정이 광고에 등장

부족증, 음위축, 신경쇠약, 유정, 과로 등에 적용되오니

하는데 이 제품의 판매원은 三井物産株式會社이다(동
아일보, 1930.11.30.).
광고는 ‘인삼의 유효성분인 「파나센」을 첨가하여, 그
효과를 한층 증강시킨 강정비약(强精秘藥)인 관제 홍삼
정(官製 紅蔘錠)은 신비의 한방의술과 현대의학과의 완
전한 융합에 의하여 창제된 획기적 신제품’이라고 선전
하였다. 이 제제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 스기하라
(杉原) 의학박사 지도하에 만들어졌다고 하였다(동아일
보, 1931.07.18.).
1930년 말에 인삼의 화학성분과 약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을 첨가한 신제품이 출현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강정/강뇌(强精|强腦)라고 큰 글씨로 쓴 새로
그림 17. 삼용쌍보환 광고(중앙일보 1931.11.28.)

운 홍삼정을 동아일보에 광고하였다(그림 18). 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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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홍삼정 광고(동아일보, 1931.11.19.)

의 오른편에 ‘다수 귀중 유효성분의 종합적 효과를 발휘

소속으로 훗날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의 초대

하는 진정 조선인삼 홍삼의 정제’란 카피가 있고, 박스

소장을 역임하였다. 이 생약연구소는 인삼을 주로 연구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하기 위하여 개성에 설립되었는데, 오늘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의 전신이다.9)

‘백약의 왕이라고 인삼이 귀중시 되는 것은 지금부터

1,400년전 일입니다. (…) 근대의학은 인삼의 약성을 과

7) 삼정(蔘精) (조선총독부) 관제(官製) 인삼 엑기스.

학적으로 해부하여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동경제대 교

홍삼은 조선총독부 전매품으로 경기도 개성군, 장단

수 朝比奈 약학박사, 酒井 의학박사, 경성제대 약물학 교

군을 비롯한 11개 군에서 생산된 6년근 개성인삼을 증자

수 의학박사 杉原씨의 상밀한 연구 발표가 있고, 더더욱

(蒸煮) 후 건조한 것으로 체형이 좋은 것은 동체를 습윤,

그 화학성분과 약성이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 조선인

포장하여 홍삼으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물 또는 알콜로

삼 중의 유효성분은 다음과 같다. Panacen, Ginsenin,

추출한 후 고형분 60% 이상으로 농축하여 판매하였다.

Panaxsacure. Panaquillon’. [효용] 성욕감퇴, 초로

이를 오늘날은 홍삼정(紅蔘精)이라고 하는데 일제 강점

기 쇠약, 빈혈, 허약노쇠, 히스테리. 부인병. (동아일보,

기에는 그냥 삼정이라고 하였으며 반드시 조선총독부제

1931.11.19.)

조와 관제(官製) 인삼엑기스를 병기했다. 조선총독부에
서는 홍삼제품만 생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수립되

이 제품은 ‘근대의학의 진보에 따라 홍삼에 다시 귀중

면서 일제 강점기 이름인 삼정을 홍삼정으로 바꾼 것으

유효성분인 파나센을 첨가한 이상적 신제형’이라 홍보하

로 여겨진다. 삼정은 이 당시 한글판 신문에는 광고가 나

고 있다. 광고 왼쪽에 홍삼, 조선인삼의 사진이 원안에

오지 않았고 일본어판 신문인 경성일보와 조선신보에

들어있고, 그 밑의 곽에서 홍삼정이 두 알 나와 있는 것

광고가 자주 나왔다. 그림 19는 1935년 조선신문에 실린

이 보이며 그 왼쪽에 인삼밭이 보인다. 왼쪽 맨 위에는

조그마한 삼정 광고이다. 맨 오른쪽에 효능으로 ‘정력증

조선총독부전매국제조와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 스기하

진, 빈혈, 냉증, 부인병, 호흡기, 위장, 화상, 절상’이라고

라노리유키(杉原德行) 선생 지도라고 쓰여있다. 일제강

쓰여있고 ‘관제 인삼엑기스’ 밑에 병과 둥그런 통이 보인

점기에 홍삼은 조선총독부에서만 제조할 수 있었고, 미

다. 병 밑에는 작은 글씨로 약 15일분, 2원, 욕용(浴用)이

쓰이 물산(三井物産)이 조선총독부로 부터 홍삼판매권
을 독점적으로 부여 받았다.
여기 나오는 스기하라 교수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9)

박주영, 「생약연구소의 인삼연구와 약도개성」,『인삼문화』 3
(2021).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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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삼정 광고(조선신문 1935.03.10.)

그림 20. 삼정 및 삼정의 제조소

라 쓰여 있고, 둥그런 통 밑에는 약 20일분, 1원 50전, 내

단연! 세계적 보혈강정강장제 효력적확

용(內用)이라고 쓰여 있어, 두 가지의 용도가 다른 것을

•제반 빈혈에 •성기쇠약(性器衰弱)에

알 수 있다.

•허약쇠약(虛弱衰弱)에 (동아일보 1934.12.05.)

그림 20은 1927년 것으로 오른편 위쪽에 ‘삼정의 제조

삼용정은 인삼녹용의 정기와 양약으로의 보혈강장영

소 조선총독부 전매국공장’이라고 쓰여 있고, 타원 안에

양제 수종(數種)과를 최신 학리에 입각하야 완전히 결합

현대식 공장 건물이 보인다. 공장 아래에는 판매소 ‘경성

케 한 제제로서 현금 명성이 자자한 8대 의학박사의 추장

귀생당’이라고 붉은 글씨로 크게 쓰여 있다. 왼편 위쪽에

까지 받게 된 신약입니다. 본제는 소량으로 효과가 위대할

는 ‘맛있는 삼정의 마시는 방법’이란 카피가 들어있고 각

뿐만 아니라 소화기를 로(勞)치 않고 신속히 흡수동화되

설탕과 컵에 들은 삼정액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림

어 영양을 가량(佳良)케하고 조혈작용이 성대하여 혈색을

이 보이고 그 아래에 둥근 적색 통에는 ‘내용 삼정 조선

조케하고 체중을 증가케 하며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고

총독부’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 이 그림은 신문광고에

로 산전산후 허약에 이를 복용하면 그 효력이 우수하여 원

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일본 소장자료를 불로거가 근현대

기의 회복이 신속합니다. 기타 소아의 영양불량, 발육불

조선자료10)로 모아놓은 것 중 하나로 홍삼 공장의 전경

완전, 선병질(腺病質)에 특효하고, 정력쇠퇴, 제반허약, 쇠

사진이 있는 흔치 않은 사료로 생각된다.

약, 식욕부진, 명명치 못할 쇠약, 허약에 가장 적절한 신약
입니다. 3, 40 장년기에 잇어서 신기(腎氣)가 조쇠(早衰)하

8) 삼용정(蔘茸精) (조선상회, 경성부)

는 분에 삼용정은 신약입니다. (동아일보 1935. 9.11)

인삼녹용의 신효(神效)는 절대 위대하다! 7대 의학박
사 추장(推獎). 허약(虛弱). 신기부족(腎氣不足)을 보충
하라. (동아일보 1934.10.17.)

다음 해인 1936년 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혈액보급
은 고속도(高速度) 보혈강장신약 삼용정’이란 카피가 눈
을 끌고 ‘건강은 추위를 이긴다’는 슬로건 아래 스키로
활강하는 남자의 삽화가 그려져 있다 (그림 21). ‘추위’와
‘고속도’의 상징으로 스키를 그렸다는 것은 당시 스키가

10)

차경환, 「근현대1910-1945한일관계」, blog.naver.com/
quixcha/222587542107.(2021).12.5.

대중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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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삼용정 광고 (동아일보 1936.02.02.)

9) 삼 보단(蔘補丹) (합자회사 일광당 약품부, 경성

비슷한 제품으로 1920년 동성제약의 인삼단에 대한
광고도 있다(동아일보, 1920.09.10.).

화천정)
1937년 은단 제품인 삼보단은 아래와 같이 광고하고

있다.

10) 인삼 미음 (인삼미음합자회사, 경성부 예지동)

1932년 동아일보에는 미음에 인삼을 가미한 미음의
신발매품 은립(銀粒)

광고가 등장한다(그림 22). 미음을 가타가나로 크게 쓰

인삼제구중살균(人蔘製口中殺菌)

고 옆에 작은 글씨로 미움이라고 한글이 쓰여있다. 인삼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진보됨에 따라 새로히 진출된 삼

미음은 우유와 미음의 대용품으로 병후회복, 산전산후,

보단은 재래의 동류 제품에 비하여 그 향미 효능이 탁월

과로, 허약자, 신경제증(諸症), 정력감퇴, 조로, 조쇠(早

할 뿐만 아니라 인삼을 적당히 가합(加合)함으로써 보신

衰). 발육불량, 위약(胃弱), 식욕부진, 당뇨병, 수족궐냉

의 목적을 달하게 됩니다 (동아일보 1937.07.04.).

(手足厥冷)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 오른쪽 하단
에는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인삼미음을 먹이

그림 22. 인삼 미음 광고 (동아일보 193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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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진이 삽입되었다.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

신년 새해의 건강의 선물 최고급 조혈강장제

방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제 「삼용비타민액」은 허약자에게 대하얀 생명수가
되며 건강자에게 대하얀 이상적 조혈강장제 올시다. 형제

•
‘ 효력...백퍼-센트 천일약방 창제, 강정(强精), 건위

자매 제위! 신년 새해부터는 제위의 건강을 위하여 본제

(健胃), 자양(滋養) 인삼미움-불노장수의 영약 인

를 끈임없시 복용하십시오. 그리하시면 근골이 정연한

삼을 주제로 한 강정건위의 인삼신제품, 1.복용하시

위남자(偉男子) 여장부가 되십니다’.∥적응처 영양부족,

기 편리하고 인체에 특효를 주는 인삼 신제품, 1.영효

빈혈, 폐병, 식욕부진, 신경쇠약, 정력감퇴, 유정(遺精),

(靈效)의 신속 현저한 것은 타의 자양에 비할 것이 아

기억력감 퇴, 불면증, 허한(虛汗), 피로, 노쇠. (동아일보

니다, 1.자양강정제 뿐만 아니라 병약자, 허약자에

1939.01.17.)

게 적합, 1.고급품으로 가격 지렴(至廉)’ (동아일보

1932.02.28.)

대표적 조혈강장제 삼용비타민액
삼용비타민액은 세상에 흔히 도라다니는 단순한 삼용

특이한 것은 10명의 의학 대가 선생의 추천이 실려있
고 여기에 더해서 2명의 경험자의 사례가 실려있다.

주약의 제제와는 기질에 잇어서 투철히 달음을 말슴하려
합니다. 본제는 삼용을 주약으로 함과 동시에 최신의 강
장강정약제인 남성생식선 호르몬제, 키니네, 구아야고-

11) 삼용(蔘茸)비타민액 (조선매약주식회사, 경성부

루 등을 가하야 이를 제제함으로 기효력에 잇어서 보통
삼용제제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상적 조혈, 강장, 강정

황금정)

1939년에는 인삼-녹용에 비타민을 첨가한 액제가

신약이올시다. (동아일보 1939.07.08.)

등장한다(그림 23). 조혈강장제를 표방하고 있는 삼용
비타민액은 다음과 같이 광고하고 있다.

그림 23. 삼용비타민액 광고(동아일보 193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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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삼용토닉 광고 (동아일보 1936.02.26.)

두하지 않고 동양의학의 연구도 점차 성(盛)하려 하며 국

12) 삼용(蔘茸) 토-닉 (자선당제약주식회사, 경성 종로

산품 애용의 열은 일반적으로 보급하여 가는 정세에 있

3정목)
1936년에는 인삼, 녹용, 음양곽을 주제로 한 ‘삼용토-

는 것은 실로 경하할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한약중에서

닉’이 등장한다(그림 24). 삼용토닉은 1929년 5월 김영일

도 인삼의 연구는 많은 학자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효

이 창립한 자선당제약에서 출시한 것으로 1936년부터

과는 일반이 확인하게 되기까지 도달하였다. 그런데 종

1940년까지 중점적으로 광고에 나타난다. 삼용토닉은

래의 자양강장제는 흔히 서양의학에만 입각하여 조제

일본인 매약 도매업자인 목촌약방과 일수 판매계약을

되며 본제와 같은 동양 특유의 영약을 주제(主劑)로 하

맺었다. 이후에 목촌약방이 동경에 출장소를 내고, 삼용

고 이에 양약을 안배한 것은 드물다. 우리 산부인과 영역

토닉을 일본에 진출시켰는데 매우 성공하였다. 드링크

에 있어서 본제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23명의 환자에

제로 500cc 용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였다.11) 광고에는

게 시용(試用)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그 성적을 공

삼용토닉을 추천한 명사 15명의 이름이 실려있고 의학박

표하며 감히 본제를 추장(抽獎)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사 橋本吉藏의 임상실험 노트와 손으로 쓴 실험일지가

1936.02.26.)

보인다. 그는 新 『보혈강장제 삼용토닉』에 대하여‘란 긴
삼용토닉의 특징은 종래의 인삼-녹용 복방에 음양곽

글을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을 추가하고 기타 자양강장제를 배합하였다는 것이다.

11)

‘…·본제는 동양의학의 영약이라고 칭하는 인삼녹용

여기에서 어떤 자양강장제를 배합했다는 설명은 나오지

과 음양곽을 주제로 하고 이에 현대의학의 자양강장제

않는다. 무엇보다도 산부인과에서 23명의 환자를 대상

를 배합하였으며 복용하기 쉽고 하등 부작용이 없는 실

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어서 복

로 이상적인 강장제라고 믿는다. 모름지기 현재 일본의

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다. 김12)은 위의 글이 ‘근대 과

정세를 보건데 약진의 발전으로 더욱이 동양은 동양으로

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전통의 영약이었던 인삼의 효능

서 주의왕성(主義旺盛)하며 또 이러하여야만 될 일이라

을 증명하였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서양의학에만 의존

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학에 있어서도 서양의학에만 몰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동양의학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매일경제,「재계산맥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661>, 산업(45)」
(1983.08.29.).

12)

김선희, 「인삼에서 ‘Ginseng’으로 –Made in Choseon-의 ‘해피 드
러그’」,『日本思想』 4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1)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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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국산품 애용의 열기가 동양을 동양으로서 지켜나
가는 것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지금의 일
본이 약진한 것과도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다.

13) 삼 용강장수(蔘茸强壯水) (천일제약주식회사,
경성부)

1939년 동아일보에는 보음보양 삼용강장수 광고가

자선당제약주식회사에서는 1938년과 1939년 당대

등장한다. 광고의 오른쪽에는 인삼동체와 잎 및 열매가

최고의 조선인 무용가 최승희와 영화배우 요시카와토모

있는 삽화가 있고, 왼편에는 숫사슴과 암사슴 한쌍이 나

미(吉川登美)를 사진과 함께 실명을 게재한 삼용토닉 광

무 아래 정겹게 누워 쉬고 있는 삽화가 그려져 있다(그림

고를 내었다(그림 25, 26). 이것은 인삼제품 광고에 탤런

27) 광고 문구는 다음과 같다.

트를 모델로 사용한 최초의 광고이다.
신발매품 삼용제제(蔘茸製劑)의 신기축(新機軸) 개척!
인삼과 녹용이 보약계의 쌍벽으로 그 영효(靈效)가 천
추에 관절(冠絶)함은 이미 세인의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 할까 복용 방법이 원시의 성(城)을 버서
나지 못하야 아즉까지 근대인의 미각에 부합하지 안흔 것
이 일대 유감이든 바, 폐사에서 드디어 이 불합리한 결함
을 극복하고 미각과 약효를 겸전(兼全)한 「삼용강장수」를
금반 전국 일제히 발매 개시하였습니다.
양약이 고어구(苦於口)라는 관념을 타파고대로 양약은 고어구라는 관념이 우리들의 머리를 떠
나지 안하야 양약일수록 반다시 입맛이 쓰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양약이라고 해서 반다시 입에 쓴것도 아
니고 쓴것이라고 다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용강장
그림 25. 최승희가 모델로 나온 광고 (동아일보 1938.06.09.

수」는 이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즉 미각의 만
족은 물론 약효의 진실을 기(期)한 점에서 다른 삼용제제
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기축(新機軸)을 개척하였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아울러 보장!
몸이 노곤하야 일하기 실코 일하여도 곳 피로와 권태
증을 늣기는 분, 만사에 흥미가 안나고 모든 것을 비관하
기 쉬운 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식욕이 안나는
분,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되어 속이 께름직한 분, 아
무리 잘난 미인을 보아도 흥미가 없는 분, 기후가 조금만
변하여도 신체에 고장이 잘 생기는 분, 병후에 회복이 더
딘 분, 신경이 약하야 하찬은 일에 기분이 불쾌하여 지는
분, 스-포츠나 운동경기, 기타 노력소모가 심한 격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 심신의 건전을 심원(心願)하시는
분에게 본제의 애용을 권합니다 (동아일보 1939.11.26.).

그림 26. 吉川登美가 모델로 나온 광고 (동아일보 1939.10.04.)

Journal of Ginseng Culture 4 (2022) 103-127

121

그림 27. 삼용강장수 광고 (동아일보 1939.11.26.)

그림 28. 만주영화스타 이향란이 등장한 삼용강장수 광고 (동아일보 1939.12.17.)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17일 천일제약주식회사
는 만영(滿映)13) 스타 이향란(李香蘭)14)을 등장시킨 새로
운 광고를 내었다(그림 28). 이향란 사진 왼쪽에 보양보
음이라 쓰고, 카피로 ‘고상한 방향(芳香) ! 참신한 미각!
신비한 영효(靈效)!’라 쓰고 ‘삼용제제의 신기축 개척!’

린」 배당체 및 지방산과 기타 뇌수(腦髓)에 양호한 자극
을 주는 특수한 방향을 가진 휘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
다고 하며, 녹용이 보혈조골(補血造骨)에 불가결한 인과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벌써 오인(吾人)의 상
식입니다’. (동아일보 1939.12.17.)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이 광고에서는 경성제국대학 박사의 인삼에 대한 연구
‘(…) 조선인삼속에는 최근 城大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의학계에 「비타민」 이상의 총아가 되어 있는 「스테

13)

14)

만영: 주식회사만주영화협회, 1937년 중국 관동군이 중국 장춘
에 만든 영화사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문화적 도구로 사용되
었다. (https://blog.daum.net/shanghaicrab/16153237
일본인 여배우로 본명은 야마구치요시코(山口淑子), 중국인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이향란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사용
하였다. (https://blog.daum.net/shanghaicrab/16153237))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박사는 경성제
대 의학부의 스기하라 교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인삼술

일제는 한일합병 이후 구한국의 주세법을 폐지하고
1916년 새로운 주세법을 공포, 시행함에 따라 소주의 제

조법이 근대화되었다. 1925년에는 증기흡입식 개량증류
기를 설치하게 되어 더욱 개량된 소주를 제조하게 되었

122

HI Oh / An Analysis of Ginseng Advertisements in 1920-1930s Newspapers

으며, 1927년 이르러서는 흑국소주가 등장, 보급되면서

처럼 생긴 포도주병이 있고 그 위에 모범강장료(模範强

재래식 곡자소주는 점점 사라졌다.15) 이러한 시기에 개

壯料) 풍미고결청화 자양풍부(風味高潔淸和滋養豐富)

성에 있는 송래(松來)양조장에서 송래소주와 개성특산

원기증진 흥분작용 우수(元氣增進興奮作用優秀)라고

고려인삼주를 제조하여 광고하였다(그림 29). 고려인삼

쓰여져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효능을 광고하고 있다.

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소주에 담금주
를 만들었거나, 인삼을 가루내어 흑국 또는 누룩과 찹쌀

‘이와 같은 사람은 미쓰와 인삼포도주를 用하시오. •

을 넣어 빚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려인삼주 광고는

元氣를 盛히 하려는 人, •정신을 상쾌 하려는 人, •체력

그 후 한국어 신문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어 신

增하려는 人, •신체强壯 하랴는 人, •원기조케 滑動 하

문에는 종종 나왔다.

랴는 人, 병자와 불쾌한 或臭를 亡하랴는 人, •정신과
근골의 피로를 솟히 회복하려는 人, •소화를 良하게 햐
려는 人, •영양을 良하게 하려는 人, •원래 허약한 人 등

29가지 증상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미쓰와 인삼포도주 보다 몇 달 앞서 山邑酒造株式會
社에서 인삼정(人蔘精) 포도주를 광고하였다 (조선시
보, 1920.04.26.). 또 다른 포도주 광고는 일본 동경에
소재한 星製藥株 式會社의 별표 인삼규나포도주(人蔘
規那葡萄酒)다(그림 30). 이 광고의 도안은 와인잔에 포
도주가 2/3정도 채워져 있고, ‘체(體)를 강하게 하는 포
도주’라는 문구 옆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1. 별표 인삼규나포도주는 감미한 맛이 있고, 모든 포도
주 중 자양이 最富(최부)한 호(好)음료임은 널리 식자
(識者)의 숙지를 하시는 바다.
그림 29. 고려인삼주 광고(동아일보 1927.08.18.)

2. 본품의 주성분인 인삼은 경험상으로나 학리상(學理
上)으로나 제 신경병에 적합한 양약으로서 정력을 강

서양 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서양 음식과 커피, 오렌지

하게 하고 뇌력(腦力)을 성(盛)히 하며

쥬스, 포도주 등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1920년, 일본

3. 규나(規那)는 인삼과 갓치 보혈강장제로서 가지(加之)

동경에 소재한 丸見屋商店은 미쓰와 인삼포도주를 매일

하야 위대한 소화작용이 유(有)함으로 장을 강건케하

신보에 광고하였다(그림 30). 이 광고에는 ‘최근 과학적 연

는 효과를 진(秦)하며

구를 경(經)하야 탁효(卓效)를 인(認)한 인삼을 특수조

4. 순량(純良)한 포도주가 기호품으로 강장음료로 체력을

작에 의하야 방순무비(芳醇無比)의 포도주에 배합한 미

강(强)케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함은 주지의 사실이라

쓰와(인삼포도주)’란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 옆에 양주병

5. 병약의 인(人)은 강장하야 지기 위하야, 노약의 인은
자양을 엇게 하기 위하야, 건망증의 인은 뇌력(腦力)을

15)

이관호, 「증류주의 제조와 판매현황」, 『한국식문화학회지』 4 (한
국식문화학회,1989), pp.301-309.

강(强)케 하기 위하야 별표 인삼규나포도주를 선택하
시기를 존망(尊望)함.

Journal of Ginseng Culture 4 (2022) 103-127

123

그림 30. (좌) 미쓰와 인삼포도주(매일신보 1920.09.23), (우) 인삼규나포도주(동아일보 1923.04.18)

이외에 蔘精포도주 (경성일보, 1930.01.10.), 삼정마
늘·인삼포도주(조선시보, 1939,03. 15.), 大赫인삼포
도주(조선신문, 1939.03.24.) 등 인삼이 가미된 여러 포
도주 제품의 광고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인삼포
도주가 상당히 유행하였던 것 같다. 이 당시 포도주 광고
는 포도주를 마시면 ‘아주 빠르게 정력이 된다’며 포도주
를 자양강장제와 연결시키고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면
서 소비자의 상류층 진입 심리를 자극하여 호응을 얻고
자 지속적으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미국의원단 조선방문 환영 광고(동아일보 1920.08.24.)

3. 기업광고

회사가 참여하였다(그림 31). 이중 고려삼업사(Korean
1) 미국의원단 환영 광고

Ginseng Trading Co, Unlimited) 광고가 가장 크게 실렸

1920년 8월 24일 동아일보 1면에 한글과 영문으로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삼업사는 1915년 개

‘미국의원단을 환영하노라’란 전면 기사가 5단으로 크

성의 주요 인삼경작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인삼 판매

게 실렸다(그림 31). 스몰씨를 단장으로 한 미국 상원

회사이다.16)

의원 2명, 하원의원 10명과 그 일행 49명이 친선방문
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경유지로 경성을 방문한 것이었

‘송도는 인삼생산지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인삼은 우리

다. 하원외교위원장 포터씨는 ‘조선민족에게 친애의 정

의 건강에 경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분명

을’이란 메시지를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인에게 전달하
였다. 환영사 아래에 환영미국의원단 (Welcome to the
American Congressional Party) 광고가 실렸는데 28개의

16)

김조형, 옥순종, 「인삼왕 손봉상의 업적을 통해 본 개성인삼 개척
사」 『인삼문화』 2 (고려인삼학회, 2020),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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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 가장 좋은 식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이용하는지를

조선제약합자회사는 이 전람회에 참여하면서 경회루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이 식물은 재배한 후 매 6년마다 수

건너편에 인삼탑을 설치하였다(그림 33).19) 또한 박람회

확하여 껍질을 베낀 후 햇볕에서 건조시킨다. 우리는 송

기간중에 따로 조선제약관 내에서 ‘조선박람회기념 만

도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선도적인 경작자 중의 하나이다’
전무이사 김정호 (동아일보 1920.08.24.).

2) 조선박람회 광고
조선총독부는 101만 2천여 원의 예산으로 1920.9.15.~
10.31까지 경복궁에서 조선박람회를 개최하였다(그림
32).17) 이 박람회는 일본의 조선식민통치 20년째 되는

해에 개최된 행사로 한일합방으로 인한 조선의 경제발
전과 사회제도의 내실화를 국내외에 선전하고 일본 및
다른 지역의 산업을 소개하여 일본인들의 투자유치 및
조선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
다.18)
일본과 조선에 있는 굴지의 60여개 회사가 참여한 상
품진열관, 사진관, 연예관, 조선 각 도별 특설관, 내지관
(일본본토관). 활동사진관, 수족관, 기업특설관(미쯔비
시, 스미모토, 미쯔이), 조선농회관, 대만관, 만주-몽고
관, 사하린관, 기계전기관, 교통토목건축관, 교육미술
공예관 등 건축물 건평 1만7천 평의 수많은 전시관을 건
립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연예관, 야외극장을
설치했으며 박람회장의 곳곳에 거대한 기업선전탑을 세
웠다.

그림 32. 조선박람회 포스터17)

이 선전탑은 거의가 참여기업들의 협찬으로 이루어졌
으며, 주최 측의 박람회 개최경비 절감에 일조하면서 코
너별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Maruzen Co.,Ltd 탑, 천
일약방 조고약탑, 조선방직회사탑, 메이지제과탑, 부산
일보사탑, 인삼탑, 기린맥주탑, 삿포로맥주탑, 일본생명
보험회사 분수탑, 마루젠 잉크탑, 경성생명보험동업회
선전탑 등이 세워져 위용을 자랑했고 동선 파악을 용이
하게 해주었다.
17)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조선박람회) 기념사진』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1929).

18)

김나라, 『1929년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6.

그림 33. 경회루에서 바라본 인삼탑19)

19)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조선박람회)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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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인삼 광고는 활발하게 전개된다.
특히 3.1 운동 이후 20년대 들어 일본의 무단통치가 문
화통치로 기조가 바뀌면서 신문 창간이 이어지는데 이
때 보급된 신문은 이러한 인삼의 홍보에 아주 좋은 수단
이었다. 광고를 통해서 인삼의 제재, 연구 동향, 판매방
식, 광고 디자인의 변천사 등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는 그 사회상을 반
영해 인삼뿐만 아니라 근대화로 발전한 조선의 사회상
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래 뿌리 삼 위주로 생산, 판매돼 전통 약재로만 취급
되던 인삼은 20세기 초반 근대적 제제기술을 이용한 다
양한 제형의 새로운 인삼 제품이 개발되었다. 일제 강점
기 시절 신문에 게재된 인삼 광고에 나타난 인삼 제품은
삼용보익수(蔘茸補益水), 삼용보익환(蔘茸補益丸), 삼
용불로단(蔘茸不老丹) 홍삼정(紅蔘錠), 삼정(蔘精) 삼
용정(蔘茸精) 등으로 녹용과 같이 정평있는 한약을 같
이 처방한 것, 비타민이나 다른 서양 의약품을 첨가한
것 등이 나타나며, 제형에 따라 수(水), 단(丹), 환(丸),
정(錠), 정(精) 등 여러 제형의 제품이 나타난다.
그림 34. 조선박람회기념 만복한방제제 대특매 카타로그20)

1920년대 전후의 인삼 제품 광고는 인삼의 한방적 효능

과 신비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와 인삼
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인삼의 성분이나

복한방제제대특매’를 실시하였다(그림 34).20) 전시, 판

현대 과학적 약효가 광고에 나타났다. 한편, 의사, 약사,

매된 인삼제품은 순인삼정뇌(純人蔘精腦), 인삼실모산

박사와 같은 전문가가 인삼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그 성

(實母散), 인삼위장약, 인삼회충약, 인삼치약, 인삼만능

분과 약효에 관해 설명하는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환, 인삼만능고, 인삼복지약(服之藥), 인삼감기약, 인삼

또한 인삼 광고를 통해 광고 디자인의 변천사도 알 수

포도주, 명안수(明顔水) 등 15종으로 단일회사로는 굉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인삼을 형상화한 형태가 많았지

장히 많은 인삼제품을 판매하였다.

만 30년대 들어오면서 인삼을 의인화하거나 가족의 정
을 내세우거나 영사기에서 스크린으로 제품을 띄우는
새로운 형태가 보인다. 이는 사회상의 변화에 맞춘 광고

III. 나가며

디자인의 형태다. 1930년대 말에는 ‘인삼 광고 의장’ 현
상 모집과 당시 스타였던 배우, 무용가 등 유명인을 모델

20세기 근대화가 시작된 조선에서 인삼 생산과 소비

로 등장시키는 현대적 개념의 광고도 눈에 띈다. 유명 스
타를 모델로 기용하거나 광고 디자인을 현상 공모함은

20)

조선제약합자회사 사보, 『만복한방제제대특매 카타로그』 (조선
제약합자회사, 1929), 167회.

당시 광고계에서 인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삼 광고의 변화는 근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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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광고에 다양한 판매행태도 드러난다. 1920년 이전에

1935.09.11. 1936.02.02. 1936.02.26. 1937.07.04.
1938.06.09. 1939.01.17.

1939.07.08. 1939.10.04.

1939.11.26. 1939.12.17.

인삼에 대한 우편 판매가 활발하였고, 1925년에는 아침

『매일경제』 1983.08.29.

저녁으로 인삼 제품을 배달하는 배달경제가 이미 등장

『매일신보』 1918.01.01. 1920.06.10. 1920.08.18. 1920.09.03.

했음을 알 수 있다. 명절 특수기에는 백화점에서 세일

『조선시보』 1920.04.26. 1939.03.15.

행사도 하는 등 다양한 판매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음을

『조선신문』 1926.01.29. 1935,03.10. 1939.03.24.

알 수 있다.

『중앙일보』 1931.11.28.

30년대 광고에서 ‘외국 인삼이 조선 인삼으로 둔갑한

사례가 있어 유의하라’라는 광고 문구는 당시 값싼 외국
산 인삼이 국내로 유입돼 경쟁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
라 인삼 검사를 강화해 검사증을 부착하고 별도로 산지
를 표기하는 특별 포장을 개발하는 양태도 발전했다.
1920년대~1930년대 인삼 광고를 통해 전통 약재였던

인삼이 근대적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한방적 처방에서 성분분
석과 효능, 약효, 임상 체험 등이 강조된 과학적 양방 약
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광고를 통해 인삼 제품의 변천사, 과
학적 연구사를 피상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인삼 제품 역사, 연구 역사를 정밀하게 밝히기 위
해서는 광고에 나타난 사회상과 대중의 인삼에 대한 인
식 변화,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

『조선제약합자회사 사보』, (조선제약합자회사, 1929).

2. 도서 및 논문
김선희, 「인삼에서 ‘Ginseng’으로 –Made in Choseon-의 ‘해
피 드러그’」, 『日本思想』 40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1).
김조형, 옥순종, 「인삼왕 손봉상의 업적을 통해 본 개성인
삼 개척사」, 『인삼문화』 2 (고려인삼학회, 2020).
박주영, 「생약연구소의 인삼연구와 약도개성」,,『인삼문
화』 3 (고려인삼학회, 2021).
이관호, 「증류주의 제조와 판매현황」, 『한국식문화학회
지』 4 (한국식문화학회, 1989).
이명화, 「식민지 체제의 개편과 문화통치」, 『한국독립운
동역사』 제5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정광중, 「일제시대 전매제하 인삼 생산의 전개 과정」,
『문화역사지리』 7 (한국문화역사학회, 1995).
정지훈, 김도훈, 「일제 강점기 한의학술지에 실린 한약
업자 광고 분석」, 『한국의사학회』 26 (한국의사학회,
2013).

요하다.

조선박람회 경성협찬회, 『(조선박람회)기념사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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