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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산지 및 재배 내력

가. 고추의 명칭

 한국명 : 고추

 학  명 : Capsicum annuum L. (C. baccatum L. C. frutescens L. C. chinense

  Jacq., C. pubescens Ruiz and Pav.)

 영  명 : Pepper(red pepper, chilli, chili, chile, hot pepper)

 한  명 : 辣椒, 蕃椒, 蕃姜, 唐椒

고추의 명인 ‘red pepper(붉은 후추: 색깔은 붉지만 맛은 후추와 같이 맵다는 의미)’는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1493년 고추를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가져오면서 

후추와 구분하여 명명하 다. 고추를 의미하는 단어인 ‘아히(Aji)’는 카리브해 지역 및 남아메

리카에서 사용되었고, 안데스 지방의 케추아족(Quechus)은 고추를 ‘우추(uchu)’라고 불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hilli는 중앙아메리카의 토착어인 나와틀어

(Nahautl)로부터 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어식의 Chili와 스페인어식의 Chile가 Capsicum 

식물체의 매운 과실이나 매운맛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고추(Capsicum annuum L.)의 속명인 Capsicum은 프랑스의 분류학자 Joseph Pitton de 

Tournefort가 1719년에 처음 기술하 다. 종자를 싸고 있는 고추 열매의 모양이 속이 빈 

상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상자를 뜻하는 라틴어 ‘Capsicon(나중에 Capsa 또는 Capsula로 

바뀜)’으로 부터 유래된 것이다. 고추의 종명인 annuum은 1년생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추는 종에 따라 고초(苦椒), 번초(番椒), 남만초(南蠻椒), 왜초(倭椒), 왜개

자(倭芥子), 고쵸, 호쵸 등의 이름으로 불려 왔다. 최초의 한글 문헌인 최세진의 ‘훈몽자회

(1527)’에서는 고추를 순수 우리말로 ‘고쵸(椒)’라고 표기하 고, 이후 한자로의 조어 과정에

서 ‘고쵸’라는 우리말과 ‘椒(초)’라는 한자어를 두고 우리말 ‘고’의 소리를 살리기 위해 초(椒) 

앞에 한자로 古(옛고) 나 苦(쓸고)를 붙여쓰기 시작하면서 고초(苦椒)로 굳어졌다. 오늘날 

‘苦(고)’는 ‘쓰다’라는 뜻이나 조선 시 에는 ‘매워서 열이 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말 ‘고쵸’는 단모음화되어 ‘고초’로 되었다가 ‘초’로 끝나는 단어들이 ‘추’로 바뀌는 

현상에 의해 ‘고초’가 ‘고추’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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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추의 원산지 및 재배 내력 

고추의 원산지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야생종들이 분포하고 있는 열  중앙아

메리카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여 종의 야생종이 멕시코에서부터 중앙 안데스 산기슭 지 (페

루와 볼리비아 접경지)의 남아메리카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1-1>. 멕시코에서 

기원전 7000년경의 유적으로부터 캡시쿰 안눔(Capsicum annuum)으로 추정되는 종의 고추

가 출토되었으며, 페루에서는 기원전 800년경의 비석에 고추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림 1-1. 고추 원산지

고추는 기원전 9000년 전부터 고 인들이 야생종을 채집하여 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기원전 850년경에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생과와 건과로 이용 가능한 고추는 

고 인들에게 획기적인 식용식물이 되었고, 고기나 물고기의 냄새를 중화시키고 장기간 보존

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또한, 고추는 매운맛의 정도가 다양하고 수확량이 많은 장점이 있으며 

종자의 보존 기한이 길고 운반이 용이하여 1493년 콜럼버스에 의해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

로 전해져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그림 1-2>. 이후 1497년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는 유럽에서 브라질 및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에 이르는 항로를 발견함으로써 

브라질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가 아프리카와 인도로 전해졌다고 한다. 고추 원산지인 중남미

의 열  저지 와 비슷한 환경의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17세기경 이미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고추 생산지로 발달되었다. 중국에 고추가 전파된 시기는 명조 

말경이라 하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1542년 포르투갈인들에 의해 담배와 함께 전파되었다는 ‘남방도입설’과 임진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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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1598년)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북방도입설’이 있다.

그림 1-2. 고추의 전래

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배 내력

고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유래로는 ‘일본유입설’과 ‘아시아 자생설’이 있다. ‘일본유입설’은 

유럽에서 전해진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되었다고 본다. 이수광의 ‘지봉

유설(1614년)’에는 “남만초(南蠻椒)는 많이 독하다. 왜국에서 처음 왔기 때문에 속칭 왜개자

(倭芥子)라고 불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1723년경)’에서는 “번초(番椒)

는 매우 매운 것이며, 일본에서 온 것이라 왜초(倭椒)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번초(番椒)는 남만초(南蠻椒)라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왜개자

(倭芥子)라고 하고 혹 왜초(倭椒)라고도 하는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남선의 ‘고사통(1943년)’ 에서는 임진왜란 때 유럽의 고초(苦椒)가 담배와 

함께 일본군을 따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하 다. 1970년  위 문헌들을 

바탕으로 고추의 ‘일본유입설’이 주장되었다.

‘아시아 자생설’은 유전자분석 및 생물학적으로 고추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종으로 

수만 년 이상 자라왔고, 수천 년 이상 재배되어 왔다고 본다. ‘일본유입설’에 의한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추는 C.baccatum 종이며 우리나라에서 표되는 고추는 

C.annuum 종이다. 두 종은 유전자분석을 통하면 175만 년 전 분화되었으며, 약 50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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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반도에 이미 C.annuum 종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한다<그림 1-3>.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년)’에서는 ‘고쵸 초(椒)’라고 표기하 다. 의학서 ‘구급간이방

(1489년)’에서는 “고쵸룰 거라 수레 머그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1241년)’에도 “고추를 탄 술 한 잔에 뺨 위에 이는 노을”이라는 시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고추나 고춧가루를 술에 타 먹는 습관이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임진왜란 후 문헌에서는 크기가 작고 매우 매운 고추를 ‘번초(番椒)’, ‘남만초(南蠻椒)’라

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유품종과 다른 인도나 태국에서 온 고추를 의미

한다고 본다. 또한, 일본의 ‘ 화본초(1709년)’에서는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에서 

고추 종자를 가져왔다고 하여 ‘고려호초’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의 ‘화한삼재도회

(1712년)’에서는 남쪽에서 온 번초는 ‘남만호초’, 조선에서 온 고추는 다른 ‘고려호초’로 기록

하고 있다. 

위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몇 만 년 전부터 우리 고유종의 고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아시아 자생설’ 이 주장되었다. 

두 가지 설에 의하면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전부터 짧게는 수백 년 전부터 

오랜 기간 재배되어 왔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래종으로 분화되었다고 추정된다. 1960년

 이전까지 많이 재배되었던 재래종으로는 소․중과이며 매운맛이 강한 ‘ 양초’, ‘횡계리’ 

등이 있었고, 중, 과이며 매운맛이 중간 정도인 ‘ 양재래’, ‘풍각재래’, ‘임실재래’ 등이 

있었다. 1960년  후반부터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각 지방에

서 수집한 재래종을 분리 육성시켜 새 고추, 김장 고추, 풋고추 등을 보급시켜 왔고, 1969년 

웅성불임을 이용한 일  잡종(F1) 품종이 육성되어 보급되면서 육성된 품종을 노지 및 시설재

배용으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숫자는 분화된 연도(백만 년)를 나타냄. (Kim, 2017)

그림 1-3. 고추의 진화를 나타내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계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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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종의 분류 및 특성

가. 재배종의 분류

고추는 가지과 식물로 열 지방에서는 목질화 되어 다년생이고, 온 지방에서는 일년생이

다. 고추의 주요 재배종은 안눔(Capsicum annuum), 바카튬(Capsicum baccatum), 치넨세

(Capsicum chinense), 프루테센스(Capsicum frutescens), 푸베센스(Capsicum pubescens)

이다.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부분의 고추는 안눔(Capsicum annuum)에 속하

며, 주요 재배종 5종의 판별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1>.

표 1-1 고추 주요 재배종 판별법

구 분 특   징

Capsicum annuum
var. annuum L.

∘ 꽃 : 흰색 

∘ 꽃자루 : 마디당 1개, 방향은 대부분 하향

∘ 종자 : 연노란색이고 매끈함

Capsicum baccatum 
var. pendulum

∘ 꽃 : 꽃잎에 노란색 점무늬를 가진 흰색

∘ 꽃자루 : 마디당 1-2개, 방향은 상향 또는 하향

∘ 종자 : 노란색이고 매끈함

Capsicum chinense Jacq.

∘ 꽃 : 흰색 또는 연녹색

∘ 꽃자루 : 마디당 3-5개, 방향은 하향

∘ 종자 : 노란색이고 가장자리에 주름이 있음

∘ 과병과 꽃받침의 접점부분이 잘록함

Capsicum frutescens L.
∘ 꽃 : 광택이 있으며 흰색 또는 연녹색

∘ 꽃자루 : 길고 가늘며, 마디당 2개, 방향은 상향  

∘ 종자 : 노란색이고 주름이 없음

Capsicum pubescens 
Ruiz and Pav.

∘ 꽃 : 보라색

∘ 꽃자루 : 마디당 1-2개, 방향은 상향 또는 하향

∘ 종자 : 검정색, 주름이 있고 휘어져 있음

∘ 줄기와 잎에 털의 밀도가 아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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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캡시쿰 안눔(Capsicum annuum)

멕시코에서 발생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멕시코 남부에서 콜롬비아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캡시쿰 안눔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어 각 지역에서 많은 품종이 발달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의 모든 

고추는 여기에 속한다. 맵지 않은 단고추에서 부터 매운맛이 강한 ‘할라페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추들이 캡시쿰 안눔에 속한다. 단고추 또는 매운맛이 적은 품종은 미국의 

‘California Wonder’, ‘Ancho’, 인도의 ‘Simla’, ‘Kashmiri’, 헝가리의 ‘Paprika’, 스페인의 

‘pimiento’ 등이 있고, 매운맛이 강한 품종은 미국의 ‘Coral gem Cayenne’, ‘Louisiana sport’, 

인도의 ‘Sannam’, ‘Jwala’, 멕시코의 ‘Jalapeno’, ‘Chilitepins’, 일본의 ‘Hontaka’, 케냐의 

‘Funtua’, 아프리카의 ‘Sierra Leone’, 한국의 ‘청양’ 등이 있다.

초장은 25∼150㎝이며, 부분 많은 측지를 가지고 있다. 잎 모양은 타원형이고 잎의 끝은 

뾰족한 모양이며, 잎의 길이는 2.5∼9㎝, 폭은 1.5∼4㎝로 크기가 다양하다. 잎의 가장자리는 

매끈하고 잎의 앞면은 진녹색이고 뒷면은 연녹색이다. 

꽃잎색은 흰색이며, 푸른색을 띤 흰색과 보라색 꽃이 드물게 나타난다. 꽃은 직경 1∼2㎝로 

마디당 1개가 피며, 꽃잎 수는 5∼7개이다. 한 마디에 여러 개의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여러 개의 단축된 마디 각각에 한 개씩의 꽃이 피어있는 것이다. 꽃자루 

방향은 하향이나 드물게 상향도 있다. 꽃잎이 펼쳐진 부분은 항상 직선이고 꽃받침은 통모양을 

형성한다. 꽃받침에는 꽃잎의 수와 같은 톱니가 있고 길이는 신장되어 과실의 기부를 감싸고 

있다.

과실은 부분 하향이나 상향도 있다. 과실의 모양, 크기, 색, 매운맛 정도는 다양하다. 

과형은 가늘고 긴 세장형부터 둥근형까지 다양하며 과실의 길이는 1∼30㎝, 폭은 1∼9㎝이다. 

미숙과의 색은 부분 녹색이고(일부품종은 흰색), 숙과의 색은 일반적으로 광택이 나는 진한 

적색이며 적색을 띤 갈색, 주황색을 띤 노란색, 보라색이다. 종자는 수가 많고 연노란색이다

<그림 1-4>. 염색체수는 2n =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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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캡시쿰 안눔(Capsicum annuum)의 꽃 모양 및 다양한 과형

2) 캡시쿰 바카튬(Capsicum baccatum)

고추의 탄저병 등 주요 병에 한 내병성 자원이 많은 종으로 볼리비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페루에서 볼리비아에 걸친 중앙 안데스 산기슭 지 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어원은 딸기와 모양이 비슷하다는데서 유래되었다. 주요 품종은 남아메리카의 ‘Aji’, 

‘Piris’, ‘Cusqueno’ 등이 있다.

목본성의 줄기를 가지고 있지만, 줄기가 덩굴져 자란다. 줄기에 약간의 털이 있고, 초장은 

50∼150㎝이다. 잎은 타원형이고 잎의 끝은 뾰족하다. 잎의 길이는 12∼15㎝이고, 폭은 6∼8

㎝이며 엽병의 길이가 특히 길다.

꽃의 직경은 1.5∼2.5㎝이고, 꽃잎 기부에 노란색 점무늬 또는 연노란색의 반점이 있으며 

꽃잎은 흰색이거나 녹색을 띤 흰색이다. 꽃받침은 톱니 모양이며, 꽃자루는 상향이거나 하향이

다. 한 마디에 한 개의 꽃이 피지만 두 개의 꽃이 피는 품종도 있다. 

착과 방향은 하향, 상향이며, 과실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다. 과실의 길이는 2∼14㎝이고, 

폭은 1∼2.5㎝이다. 미숙과의 색은 흰색, 노란색, 녹색이고 숙과의 색은 주황색, 노란색, 적색

이다. 종자는 매끈하고 노란색이며<그림 1-5>. 염색체 수는 2n =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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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캡시쿰 바카튬(Capsicum baccatum)의 꽃 모양 및 다양한 과형

3) 캡시쿰 치넨세(Capsicum chinense)

열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유역을 중심으로 카리브해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안데스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추 내에

서 형태적 특성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실이 크고 과육이 두꺼운 편이며 매운맛과 향이 

강하여 향신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매운맛이 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하바네로

(Habanero)’ 품종이 이에 속한다.

한 마디에 2∼5개의 꽃이 피고 개화 시 꽃자루 방향은 상향으로 발생하나 신장하면서 아래

로 휘어져 하향이다. 꽃자루는 두껍고 짧다. 꽃잎은 연녹색이나 흰색이며, 꽃받침은 톱니바퀴 

모양이 없다.

숙과는 꽃받침과 꽃자루와의 접점 아래에 항상 잘록한 부분(annular constriction)을 가지고 

있다. C. chinense와 C. frutescens를 구별하는데 유일한 형태적 특징은 꽃받침과 꽃자루와의 

접점 아래에 잘록한 부분(annular constriction)의 유무이다. 과실은 길이가 1∼12㎝까지 다양

하고, 과형은 둥근형에서 좁은 삼각형까지 다양하다. 과실표면은 매끈하거나 주름이 있고, 

과육은 단단하다. 숙과의 색은 적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이다. 종자는 매끈하나 가장

자리에 주름이 있고, 노란색이다<그림 1-6>. 염색체 수는 2n =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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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캡시쿰 치넨세(Capsicum chinense)의 꽃 모양 및 다양한 과형

4) 캡시쿰 프루테센스(Capsicum frutescens)

콜롬비아와 페루의 낮은 지 의 아마존 강 유역이 발생지로 추정되며, 미국 남동부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분포한다.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분포하며,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까

지 널리 재배된다. 주요 품종은 아프리카의 ‘Bird's eye’, 파푸아뉴기니의 ‘Chilli pequins’, 

멕시코의 ‘타바스코’ 등이 있다.

초장은 50∼100㎝이고, 측지가 많고 강하면서 여러 개 갈라져 나와 원줄기와 측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잎의 모양은 타원형과 장타원형이며 잎 끝은 창끝처럼 뾰족하다. 잎의 길이는 

10∼12㎝이고, 폭은 10∼11.5㎝이며, C. annuum에 비해 크게 자란다. 잎의 가장자리는 매끈

하고, 잎의 앞면은 진녹색이며 뒷면은 연녹색이다.

꽃은 작고, 광택이 있으며 흰색이나 연녹색이다. 한 마디에 2∼5개의 꽃이 핀다. 환경조건에 

따라서 마디당 한 개의 꽃이 피는 경우도 있다. 꽃자루는 길고 가늘며, 개화 시 꽃자루는 

상향이나 꽃은 아래를 향한다. 꽃잎의 가장자리는 부분 뒤로 말려 있다. 숙과는 꽃받침과 

꽃자루와의 접점 아래에 잘록한 부분(annular constriction)이 없고, 불규칙적으로 주름이 

져 있다. 꽃받침은 일직선이며, 아주 약하게 톱니 모양을 가진다.

과실은 작고 가늘며, 과실의 길이는 0.7∼3.0㎝이고 폭은 0.3∼1.0㎝이다. 과실 모양은 다양

하고 과실의 끝은 뾰족하거나 둥글다. 숙과의 색은 주황색, 노란색을 띤 흰색 등 품종에 따라 

다양하다. 종자는 수가 많고, 노란색이다<그림 1-7>. 염색체 수는 2n =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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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캡시쿰 프루테센스(Capsicum frutescens)의 꽃 모양 및 다양한 과형

 5) 캡시쿰 푸베센스(Capsicum pubescens)

중앙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고원지 에서 주로 자생하며,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

해 페루와 볼리비아의 고산지 (1,500∼3,000m)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잘 재배되지 않는 

종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품종은 ‘로코토(Rocoto)'이다.

초장이 30∼70㎝이고, 잎의 모양은 타원형이고 잎 끝은 뾰족하다. 잎의 길이는 10∼15㎝이

고, 폭은 4∼6㎝이다. 잎과 줄기에 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꽃의 직경은 1.3∼1.6㎝로, 털이 있고 톱니 모양을 한 꽃받침이 있다. 꽃잎은 기부에 흰색을 

가진 보라색이다. 한 마디에 한 개의 꽃이 피며, 개화 시 꽃자루 방향은 상향이나 꽃은 아래를 

향한다. 과실은 주로 둥근형이며, 직경이 2∼4㎝이다. 미숙과의 색은 주황색이고, 완전히 익었

을 때는 적색이다. 과육이 두껍고 수분함량이 많다. 매운맛의 정도가 약한 품종에서 아주 

강한 품종까지 다양하다. 종자는 비틀어진 모양이며, 종자의 색은 미숙과일 때는 노란색이나 

숙과일 때는 검정색이다<그림 1-8>. 염색체 수는 2n =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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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캡시쿰 푸베센스(Capsicum pubescens)의 꽃 모양 및 다양한 과형

나. 원예산업에서의 품종 분류

원예산업에서는 종의 판별과는 다르게 매운맛의 정도와 모양 및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한 일반명과 상업적 명칭이 사용된다<그림 1-9>.

1) Bell group 

과실이 크고 사각형이다. 3∼4개의 과실 어깨가 있어 과실모양은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

이다. 과실기부와 비교하면 끝이 약간 뾰족하다. 과실의 색은 미숙과 일때는 녹색이고, 익었을 

때는 밝은 적색이다. 몇 가지 품종들은 미숙과일 때 연녹색이고, 숙과일 때는 주황색, 적색이 

된다. 약간 매운맛을 지닌 품종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맛이 있고 샐러드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신선 채소용, 수프, 피자, 건조 가공, 통조림 등으로 이용된다.

2) Tomato group

과실모양은 토마토와 매우 비슷하다. 납작하고 4개의 과실 어깨를 가지고 있다. 피클이나, 

통조림, 신선 채소용 등으로 이용된다. 

3) Pimiento group

과실이 크고 심장형 모양이다. 과실의 길이가 짧고, 원추형이다. 과피가 두껍고 익었을 때 

붉은빛의 과육을 가진다. 매운맛이 없고 색과 향기가 우수하다. 신선 채소용, 토핑,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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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 치즈, 고기 가공, 통조림 등으로 이용된다.

4) Squash or cheese group

과실의 크기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양하며 길이는 짧고 폭은 넓은 형이다. 굴곡이 

있거나 둥근형이고 납작하거나 끝이 약간 뾰족하다. 과실의 표면은 매끈하거나 거칠다. 과육이 

두꺼운 편이며 매운맛은 없다. 과색은 녹색이거나 연노란색이며 숙과일 때는 적색이다. 가공, 

통조림, 피클, 장식 등으로 이용된다.

5) Anaheim chili group(Long green chile group)

과실이 길고 가늘다. 길이는 12∼20㎝이고, 폭은 1.8∼4.3㎝이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

며 끝은 둥글다. 과육의 두께는 중간이며, 미숙과는 녹색, 진녹색이고, 익었을 때는 적색이다. 

약간 매운맛에서 단맛까지 다양하다. 통으로 건조하여 이용하거나 가루로 이용하고, 색소 

추출용(특히 파프리카), 통조림(녹색과실), 소스 등 멕시코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6) Cayenne group

과실이 가늘고, 끝이 뾰족하고 약간 휘어져 있다. 길이는 12∼24㎝이고, 과실 폭은 1.2∼2.5

㎝이다. 과육의 두께는 얇고 미숙과일 때는 녹색이고, 숙과일 때는 적색이다. 특히 익었을 

때는 과표면이 쭈글쭈글해진다. 매운맛이 강하며, ‘Cayenne Long Red’, ‘Cayenne Long Slim’

은 숙과일때는 적색이고, ‘Pasilla’는 미숙과일 때는 검은 청색을 띤 녹색이며 숙과일 때는 

초콜릿 갈색이다.

7) Ancho group

과실이 크고, 심장형이다. 과실의 길이는 10∼15㎝이고 폭은 5∼7.5㎝이다. 과실의 표면은 

부드럽고 과육이 얇다. 약간 매운맛이 있다. ‘Ancho’, ‘Mexican chili’, ‘Mulato’가 있다. 

‘Mulato’는 미숙과일 때는 검은빛을 띤 녹색이며 익었을 때는 갈색을 띤 검은색이다.

8) Cuban group

과실은 길이가 7.5∼15㎝이고 폭은 1.2∼5㎝이다. 미숙과일 때는 노란색을 띤 녹색이고, 

익었을 때는 적색이다. 과육이 얇고, 과실의 끝이 뭉툭하며 약간 매운맛이 있다. 신선 채소용, 

샐러드, 피클, 볶음, 샐러드용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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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alapeno group

과실은 길쭉한 모양으로 길이는 5∼7㎝이고, 폭은 2.5∼5㎝이다. 과형은 둥그스름한 원통형

이다. 과피는 매끈하고 과육은 두껍다. 미숙과일 때는 진녹색이고 숙과일 때는 적색이다. 숙과

일때 과피에 코르크질의 네트(net)가 형성되는 품종도 있다. 모양은 다양하고 매운맛이 강하

다. 미숙과 일때는 통조림, 신선 채소용으로 이용하고, 숙과일 때는 건조하여 소스 등으로 

이용된다.

10) Small hot group

과실은 가늘고 길이는 3.7∼7.5㎝이고, 과실 폭은 0.6∼2.5㎝이다. 과육은 얇거나 중간이다. 

미숙과일 때는 녹색이고 숙과일 때는 적색이다. 매운맛이 아주 강하다. ‘Fresno chili’, 

‘Serrano’는 미숙과일 때 수확하며, ‘Red chili’, ‘chile de Arbol’, ‘Japanese Chili’, ‘Santaka’, 

‘Hontaka’ 등 다양한 품종이 있다. 신선 채소용으로 이용하거나 건조하여 가루로 만들어 

소스, 양념 등으로 이용된다. 

11) Short wax group

과실의 길이가 5∼7.5㎝이고 폭은 2.5∼5㎝이다. 미숙과일 때는 노란색이고 숙과일 때는 

주황색, 적색으로 바뀐다. 과실표면은 매끈하고 과육은 중간이거나 두껍다. 과실 어깨보다 

과실의 끝이 좁아진다. 신선 채소용, 피클, 가공용 소스 등으로 이용된다.

12) Long wax group

과실의 길이는 7.5∼10㎝이고 폭은 1.8∼3.1㎝이다. 미숙과일 때는 노란색이고 숙과일 때는 

적색이다. 과실의 끝은 뾰족하거나 뭉툭하다. 신선 채소용, 피클, 소스, 통조림, 양념 등으로 

이용된다.

13) Tabasco group 

과실의 길이는 2.5∼7.5㎝이고 폭은 0.6㎝이다. 미숙과일 때는 노란색이거나 노란색을 띤 

녹색이며 익었을 때는 적색이다. 과실의 모양은 가늘고 끝이 뾰족하다.

C. frutescens에 속하는 아주 매운 품종으로 피클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며, 식초 소스, 

Tabasco 소스 등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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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herry group 

과실의 모양은 둥글거나 납작하며 과실이 하늘을 향해 달린다. 미숙과일 때는 녹색이고 

숙과일 때는 주황색, 적색이다. 매운맛에서 단맛까지 다양하며, 과육은 두껍다. 주로 매운맛을 

내는 양념이나 피클 등으로 이용된다. 

15) Celestial group 

과실이 하늘을 향하여 달리며, 과실 모양은 옥수수와 비슷하다. 과실의 길이는 2∼5㎝로 

작고, 과실의 색이 다양하여 한 식물체에 노란색, 적색, 보라색 고추가 달린다. 관상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그림 1-9. 다양한 형태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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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식품적 가치와 효능

고추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성분 및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양적인 면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져 식품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붉은색소와 매운맛을 함유해서 표적인 양념 

채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고추는 비타민 A, C, E, K 및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양소의 보고이지만 

특히 비타민 A와 전구물질인 카로틴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B1, 비타민 C의 함량도 높은 편이

다. 노랗거나 붉은 고추에 많은 비타민 A는 열에 안정적이어서 조림, 볶음요리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특징으로 호흡기 계통의 감염에 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진시

켜, 질병의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암과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천연의 항산화제이며 피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면역반응 등의 기능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타민 A의 결핍 시 비타민 C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많은데 고추의 

비타민 C는 사과의 20배, 귤의 2∼3배로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고추의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

이신 때문에 쉽게 산화되지 않아 조리과정 중 그 손실량이 다른 채소류보다 적다고 한다. 

또한,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B군은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도와 신진 사를 증진시켜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추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항산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타민 A의 기능에 방해를 

하지만 고추에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A의 유효화를 촉진시키

는 기능이 있다.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캡사이신(capsaicin)이다. 캡사이신은 과실의 

태좌와 격벽에서 만들어지는데 개화 2주일 후부터 발달하여 3주일 후에 그 성분의 함량이 

최고치에 달한다. 캡사이신은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 음식의 부패를 막고 캡사이신은 혈당의 

부하를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신진 사 활성과 소화촉진 효과가 

있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에너지 연소를 빠르게 하므로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

져 있다.

숙성된 고추에서 발현되는 적색 색소는 캡산틴(capsanthin)이 주로 많으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인 베타카로틴(β-carotene), 

루테인(lutein), 크립토잔틴(cryptoxanthin) 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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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당류로는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이당류인 자당 등이 유리당으로 존재하

며 이들 당류가 고추 특유의 단맛과 고추의 맛의 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추는 

풋고추나 숙과인 홍고추로 이용할 때에는 생식, 절임, 볶음, 튀김, 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되며 말려 건고추 형태로 저장 후 사용할 때에는 주로 

요리에 첨가되는 실고추, 분쇄해서 요리의 맛과 향미 증진에 사용될 때에는 고춧가루의 형태로 

조미양념류로 사용되거나 김치, 고추장 등에 투입되어 가공되어 이용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여기 성분분석에는 나와 있지만 않으나 고추의 성분 중 정미성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기산을 보면,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호박산, 알파-케토구르탐산 등이 들어있으며, 

사과산과 구연산이 총 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추의 과피에는 

지질함량이 적으나, 붉은 고추씨 중에는 23∼29%의 높은 지방함량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추

씨 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자,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과 리놀렌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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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성분,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

표 1-2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일반성분, 무기질 및 비타민 함량
 (General component, Minerals, Vitamins content of foods)

구  분
에너지
Energy

(㎉)

수분
Moisture

(%)

단백질
Protein

(g)

지질
Fat
(g)

회분
Ash
(g)

탄수화물
CHO
(g)

붉은 고추

생것  57 84.6  2.6  1.7  1.8 10.3

마른 것 300 15.5 11.0 11.0  7.9 50.6

수비초  77 78.3  3.7  1.8  1.4 14.8

청양고추 생것  27 91.7  1.6  0.2  0.6  5.9

꽈리고추 생것  27 91.7  1.9  0.4  0.6  5.4

오이고추 생것  27 91.8  1.5  0.2  0.5  6.0

풋고추 생것  26 91.9  1.2  0.2  0.7  6.0

풋고추

녹광, 녹색  41 91.3  1.6  0.3  1.6  3.6

녹광, 홍색  24 92.6  1.4  0.8  0.5  4.6

시레나, 연두색  16 94.1  1.0  0.1  0.4  4.4

시레나, 녹색  20 83.2  2.4  0.5  0.5  0.4

고추 새싹 생것 15 92.9  2.6  0.1  0.6  3.8

고춧잎

생것  56 81.8  5.5  1.4  3.1  9.3

마른 것 237 12.7 33.9  1.2 11.9 40.3

데친 것  41 85.7  5.7  0.3  1.4  6.9

고추장아찌  54 77.1  3.3  1.1  3.8 14.7

고춧가루 257 12.9 14.9 10.0 57.2 57.2

고추장
개량 151 44.0  5.6  0.8 41.6 41.6

전통 160 44.6  4.9  1.1 43.8 43.8

초고추장 169 43.5  4.4  0.0 45.5 45.5



제1장 고추의 내력 및 특성

 27

표 1-2 계속

구  분

식이섬유 Dietary fiber 무기질 Minerals

총 수용성 불용성
칼슘

Calcium
(㎎)

인
Phosphorus

(㎎)

철
Iron
(㎎)

칼륨
Potassium

(㎎)

나트륨
Sodium
(㎎)

붉은 고추

생것 (8.5) (0.3) (8.2) 16 56 0.9 284 12

말린 것 (25.0) (1.9) (23.1) 58 230 6.8 2,930 56

수비초 - - - 17 90 0.9 580 2

청양고추 생것 - - - 9 30 0.0 386 14

꽈리고추 생것 - - - 15 43 0.4 163 11

오이고추 생것 - - - 12 28 0.1 289 13

풋고추 생것 5.6 0.9 4.7 13 28 0.1 289 13

풋고추

녹광, 녹색 - - - 14 39 0.9 162 9

녹광, 녹색 - - - 12 44 1.0 370 11

시레나, 연두색 - - - 4 23 0.5 199 3

시레나, 녹색 - - - 5 19 0.4 231 3

고추 새싹 생것 1.7 - - 39 61 8.5 - -

고춧잎

생것 (6.9) (0.9) (6.3) 211 55 3.3 805 4

마른 것 - - - 1,962 400 20.4 3,090 989

데친 것 - - - 233 83 3.1 - -

고추장아찌 4.6 - - 31 35 9.0 185 2,578

고춧가루 39.7 0.9 38.8 63 214 11.0 2,400 15

고추장
개량 6.6 1.2 5.4 29 115 1.9 449 2,457

전통 - - - 40 90 2.2 822 3,164

초고추장 - - - 21 60 1.3 230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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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구  분

비타민 Vitamins

A B1
Thiamin

(㎎)

B2
Roboflavin

(㎎)

나이아신
Niacin

(㎎)

C
Ascorbic

Acid
(㎎)

Retind
Equivalent

RE

베타카로틴
β-Carotene

(㎍)

붉은 고추

생것 1,078  6,466 0.13  0.21  2.1  116

말린 것 4,623 27,735 0.30  1.10 12.5   26

수비초 1,677 10,065 0.32  0.66  1.3  142

청양고추 생것     1     8 0.23 0.05  0.5   30

꽈리고추 생것   129   772 0.08 0.04  1.3   67

오이고추 생것     0     2 0.20 0.03  0.5   76

풋고추 생것     3    20 0.20 0.04  0.8    tr*

풋고추

녹광, 녹색 - - - - -  170

녹광, 녹색 - - - - -   72

시레나, 연두색     1     6 0.06  0.02  0.7   40

시레나, 녹색    24   144 0.05 0.03  0.7   47

고추 새싹 생것    14     82 0.04  0.24  0.2    8

고춧잎

생것   764  4,581 0.18  0.32  2.3    81

마른 것   165   990 0.25  0.16  0.3    85

데친 것     1     8 0.23 0.05  0.5    30

고추장아찌   322 - 0.08  0.15  5.3     0

고춧가루 3,440 20,640 0.40  1.25 14.4    32

고추장
개량   408  2,528 0.39  0.09  1.4     5

전통   421  2,445 0.17  0.52  1.6     5

초고추장   143  2,480 0.24  0.53  2.1     5

*tr : 식품성분 함량이 미량존재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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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고추 가식부 100g당 카로티노이드류 함량

구  분
알파카로틴
α-Carotene

(㎎)

베타카로틴
β-Carotene

(㎎)

베타크립토잔틴
β-Cryptoxanthin

(㎎)

루테인
lutein(㎎)

지아잔틴
Zeaxanthin

(㎎)

lutein+Zea
xanthin

(㎎)

캡산틴
Capsanthin

(㎎)

고추 생것  -  7.73  -  7.06 ㅤ  -  0.70 

고추 말린 것  2.12  35.00  11.04  3.69  6.62  -  25.42 

풋고추 생것  -  0.02  -  0.06 ㅤ  - ㅤ

풋고추 삶은 것  0.03  0.26  0.01 ㅤ ㅤ  0.43 ㅤ

고춧잎 생것  55.01  675.66 ㅤ  300.66 ㅤ  - ㅤ

고춧잎 데친 것  78.79  1,103.79 ㅤ  436.72 ㅤ  - ㅤ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표 1-4 고추 가식부 100g당 당 함량

구  분
프락토스
Fructose

(g)

글루코스
Glucose

(g)

슈크로스
Sucrose

(g)

고추 생것 17.49 10.02 2.09

고추 말린 것 15.98 10.49 1.62

풋고추 4.85 5.57 1.67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나. 비타민 B,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 및 미량성분함량

표 1-5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K 함량

구  분
비타민 B6

Pyridoxine
(㎎)

판토텐산
Pantothenic Acid

(㎎)

엽산
Folic Acid

(㎍)

비타민 E
Vitamin E

(㎎)

비타민 K
Vitamin K

(㎍)

붉은 고추
생것 1.00  0.95 41.0  9.1 27

말린 것 3.81  3.61 30.0 30.7 58

풋고추, 개량종 0.18 (0.23) 21.8  0.6 -

고추장 0.24 - 88.4  5.8 -

고춧가루 0.60 - 34.4 29.2 -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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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아미노산 함량

구  분
단백질

(g)
Protein

                 아미노산(㎎) Amino acid

아이소류신
Isoleucine

류신
Leucine

라이신
Lysin

함황아미노산
Sulfur-containing amino acid

메티오닌
Methionin

시스테인
Cysteine

합계
Total

붉은 고추

녹광, 홍색
2.3  40  70  74 18 24 42

풋고추 1.1  47  66  32 13  4 17

녹광, 녹색 1.4  45  77  85 20 21 41

고춧잎 4.0 183 321 278 48 35 83

고춧가루 11.5  74 117  36 45 20 65

고추장  5.2 565 354 125 78  9 87

표 1-6 계속

구  분

아미노산(㎎) Amino acid

방향족 아미노산 
Aromatic amino acid 트레오닌

Threonine
트립토판

Tryptophan
발린

Valine
히스티딘
Histidine페닐알라닌

Phenylalanine
타이로신
Tyrosin

합계
Total

녹광, 홍색  51  28  79  64 -  60  33

풋고추  41  23  64  34 11  59  51

녹광, 녹색  58  40  98  57 -  63   3

고춧잎 232 163 395 193 32 222  91

고춧가루  69  21  90  49 57 117 122

고추장 200  89 289 159 51 266 185

표 1-6 계속

구  분

아미노산(㎎) Amino acid

아르기닌
Arginine

알라닌
Alanine

아스파르트산
Aspartic acid

글루탐산
Glutamic 

acid

글리신
Glycine

프롤린
Proline

세린
Serine

녹광, 홍색  86  43 237  161  49  79  69

풋고추  46  55 142  150  18  41  25

녹광, 녹색  51  47 151  237  58   6  57

고춧잎 239 172 366  505 235 158 173

고춧가루 133 191 265  337  16 232  11

고추장 249 250 486 1,267 160 466 201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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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지질 및 콜레스테롤 함량
(Lipid and Cholesterol content of foods)

구분
지질
Lipid
(g)

콜레스테롤
Cholesterol

(㎎)

붉은 고추  0.4 -

건고추  5.8 -

풋고추 생것 (0.2) -

고춧잎  1.4 -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표 1-8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지방산(Fatty acid content of foods)

구분
총량
(㎎)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

(㎎)

불포화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

(㎎)
단일불포화

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합계 n-3 n-6

붉은 고추 2,128  428 250 1,450 104 3,461

건고추 3,971 1,185 512 2,274 531 1,743

풋고추 생것  443  105  16  322  35  286

고춧잎 생것  692  198  32  462 327 135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표 1-8 계속

구분

포화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

12:0 14:0 14:1 16:0 18:0 18:1
18:2
n-6

18:3
n-3

20:0 20:1 22:0 24:0
기타

지방산라우
르산

미리
스트
산

팔미
톨레
산

팔미트
산

스테
아르산

올레
산

리놀
레산

리놀
렌산

아라
키드
산

에이
코세
노산

베헨
산

리그
노세
르산

붉은 고추  2.7 15.4 - 334.7  54.8 - - -  8.4 -  6.3 5.3 -

건고추 29.8 78.6 - 845.9 177.0 - - - 24.1 - 20.1 9.6 -

풋고추 생것  8.1  1.4 -  75.9  16.2 - - -  1.8 -  2.0 - -

고춧잎  3.2  3.3 - 155.2  26.3 - - -  3.8 -  4.1 2.2 -

고춧가루 0.3 1.3 0.5 16.3 2.9 10.0 63.1 4.0 0.5 - - - 0.9

고추장  0.1  0.5 3.2 15.6 2.5 12.2 51.4 4.6 1.0 0.6 - - 8.3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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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속

구분

단일불포화지방산
(Monosaturated)

다가불포화지방산
(Polyunsaturated)

16:1 18:1 20:1 24:1
18:2
n-6

18:3
n-3

20:4
n-6

팔미
톨레산

올레산
에이코
센산

테트라
코센산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아라

키돈산

붉은 고추 11.2 236.1 2.1 0.8 1346.2 104.1 -

건고추 66.4 436.7 4.4 4.5 1742.7 531.2 -

풋고추 생것  2.9  13.0 - -  286.4  35.2 -

고춧잎 20.7  11.6 - -  134.6 326.6 0.6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성분표(’12)

표 1-9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식이섬유 함량
(Dietary fiber content of foods)

구   분
식이섬유 Dietary fiber

수용성(g) 불용성(g) 합계(g)

붉은 고추 1.4 8.9 10.3

풋고추 0.1 4.6  4.7

고춧잎 - -  4.6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표 1-10 고추 및 고추가공품 가식부 100g당 미량성분 함량
(Trace mineral content of foods)

구분
마그네슘

Magnesium
(㎎)

아연
Zinc
(㎎)

구리
Copper

(㎎)

망간
Manganese

(㎎)

고추 생것  42 0.5 0.23 -

고추 말린 것 190 1.5 0.85 -

풋고추 18 0.5 0.10 0.5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식품성분표 제 8개정판(’11)

다. 고추 요리 및 가공

고추는 기호식품이며 향신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류와 일반음식의 양념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또한, 고추는 완숙된 건과용(乾果用) 붉은 고추와 청과용(靑果用) 풋고추로 구분되

는데 풋고추의 과실 및 잎은 요리에 쓰이고, 매운 붉은 고추는 분말로 하여 향신료나 소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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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쓰이는 한편 과피 또는 씨를 유기용매로 추출한 추출물에서 적색소, 매운맛 성분, 

기름 등을 각각 분리해 식품의 착색제, 핫소스, 방부제 등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 고추젓갈김치

가) 재료

풋고추 1.6kg, 꽁치젓갈 1.4kg, 멸치젓갈 600g, 마늘 

140g, 고춧가루 300g, 물엿 300g, 통깨 40g

나) 만드는 방법

① 풋고추는 깨끗하게 씻어 꼭지와 끝 부분을 자른다.

② 자른 고추는 마른행주로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젓갈, 고춧가루, 마늘, 물엿, 통깨를 섞는다.

④ 준비해 둔 풋고추와 양념장을 버무려 통에 담아 보관한다.

 2) 고추비빔국수

가) 재료

국수, 청고추, 홍고추, 달걀, 목이버섯

양념 : 고추장 3kg, 간마늘 230g, 설탕 500g, 깨 100g, 

참기름 250g, 물엿 800g, 식초 500g, 고운고

춧가루 120g, 양배추 500g, 청양고추 185g

나) 만드는 방법

① 소면은 끓는 물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찬물을 

붓고 3회 반복한다.

② 찬물에 여러 번 헹군 후 약간의 참기름에 버무린다.

③ 달걀은 황백으로 지단을 만들어 채썬다.

④ 청고추, 홍고추는 씨를 빼고 채썰어 팬에 살짝 볶는다.

⑤ 손질한 목이버섯은 채썰어 간장, 참기름에 버무린다.

⑥ 준비된 양념장에 국수를 비벼서 그릇에 담고 고명을 올려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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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추물김치

가) 재료

청양고추 5개, 홍고추 3개, 적양배추 1/5개, 

삶은 보리밥 1컵, 마늘 5쪽, 생강 1톨, 파 흰부

분 1 , 물 1리터, 소금 3큰술

김칫국물 : 양파 1개, 사과 1개, 배 1/2개

나) 만드는 방법

① 고추, 파는 송송 썰고 양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② 마늘, 생강을 얇게 채 썬다.

③ 양파, 사과, 배는 믹서에 갈아서 즙만 사용한다.

④ 김칫국물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보고 준비된 재료에 넣어서 반나절 두었다 냉장고

에 넣는다. 

4) 풋고추김치

가) 재료

풋고추, 붉은 고추, 고춧잎, 실파, 멸치젓, 갈치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소금, 통깨

나) 만드는 방법

① 풋고추와 붉은 고추, 고춧잎을 소금물에 담가 약 

일주일 동안 삭힌 다음 씻어 건진다.

② 멸치젓 반 컵을 약간 넣고 달여서 체에 걸러 고춧

가루를 넣고 갠다.

③ 실파는 다듬어 씻어서 삼등분 하고 마늘과 생강은 곱게 다진다.

④ 젓국에다 고춧가루를 개고 다진 마늘, 생강, 실파 썬 것, 갈치젓을 넣어 양념을 

만든다.

⑤ 물기를 뺀 고추와 고춧잎에 양념을 넣고 잘 버무려 통깨를 뿌린 다음 항아리에 

꼭꼭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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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추잡채

가) 재료

풋고추 5개, 붉은 고추 3개, 쇠고기 200g, 양념(간장, 

설탕, 청주,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 

나) 만드는 방법

① 쇠고기는 가늘게 채썰어 갖은 양념한다.

② 고추는 길이로 반을 갈라 씨를 빼고 0.3㎝ 두께로 

채썬다. 

③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쇠고기를 볶다가 고기가 익으면 고추를 넣고 함께 

볶는다.

다) 특 징 

붉은 고추, 풋고추를 쇠고기와 곁들여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느끼게 한다. 술안주

용으로도 적합하다.

6) 고추만두

가) 재료

지고추(고추지) 200g, 가루 1㎏, 붉은 고추 200g, 

두부 200g, 돼지고기 300g, 김치 200g, 양파 50g, 

달걀 1개, 소금 약간, 참기름 1/2작은술

나) 만드는 방법

① 붉은 고추, 풋고추는 1/2길이로 잘라 씨를 빼고 

각각 곱게 다진다. 

② 가루에 ①과 물을 섞어서 색깔별로 반죽하여 

로 어 만두피를 떠놓는다.

③ 김치, 양파, 지고추를 곱게 갈아 다져 놓고 두부는 물기를 꼭 짜서 놓는다.

④ 돼지고기를 곱게 다져 놓고 위의 재료를 같이 섞어 달걀을 넣어 조미료로 간을 

맞추어 만두 속을 만든다. 

⑤ 곱게 빚은 만두를 찜통에 넣고 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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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 징

만두피를 붉은 고추, 풋고추로 물을 들여 풍부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고 매콤하면서

도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한다.

7) 고추장아찌

가) 재료

고추 600g, 마늘 15개, 건고추 3개 양념장(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물 1½컵, 소주 ¼컵) 

나) 만드는 방법

① 양념장을 만들어 불에 올려 끓기 시작하고 1~2분 

정도 끓인후 식힌다

② 양념장을 식히는 동안 고추를 다듬는데 고추를 포

크나 이쑤시개로 콕콕 찔러 구멍을 내거나 가위나 

칼로 고추 끝부분을 잘라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한다.

③ 장아찌를 담을 통에 고추를 눌러 담고 식혀둔 양념장을 붓고 3일~1주일 그늘진 

곳에 보관하 다가 먹는다.

8) 고추기름

가) 재료

건고추 6~7개, 매운 고춧가루 1/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식용유 1컵, 파 약간

나) 만드는 방법

① 고춧가루와 기름의 양은 1:3으로 준비하고 건고추를 씨 

채 가위로 잘라 함께 준비한다. 여기에 분무기로 물을 

살살 뿌려 고춧가루가 기름에 타는 걸 방지한다.

② 콩기름을 냄비에 담고 중간 불로 끓이는데 너무 오래 

끓여 기름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를 넣어 

온도를 점검한다. 기름이 몽글몽글 올라오되 파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끈다.

③ 준비해 둔 습기를 먹은 고춧가루에 끓는 기름을 부으면 

거품을 내면서 다시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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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혔다가 체(키친타올, 거름종이)에 걸러 용기에 담으면 타지 않은 고운 고추기름

이 완성된다.

다) 특 징 

육개장, 감자탕 등 매운맛을 내는 요리에 이용하면 좋다.

9) 고추장떡

가) 재료

가루 1컵, 찹쌀가루 1큰술, 우유 1컵,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청양고추 4개, 붉은고추 1개, 실파 3 , 

고춧잎, 식용유 적당량 

나) 만드는 방법

① 볼에 가루, 찹쌀가루, 우유를 넣고 거품기로 고루 

섞어 30분 정도 그 로 둔다.

②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는 씨를 빼고 어슷하게 썰고, 

실파도 손질해 잘게 다진다.

③ 볼에 ①의 반죽과 고추장, 된장, 청양고추, 붉은 고추, 실파를 넣고 섞는다.

④ 식용유를 두른 팬에 반죽을 떠넣고 고춧잎을 얹은 다음 앞뒤로 고루 지진다. 

10) 고추소박이

가) 재료

풋고추 30개, 붉은 고추 5개, 무 100g, 당근 100g, 

멸치액젓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 1/2큰술 

나) 만드는 방법

① 고추는 씻어 꼭지를 떼고 적당한 길이로 자른 

뒤 칼집을 길쭉하게 넣는다.

② 손질한 고추를 넓은 그릇에 담고 소금을 뿌린 뒤 고추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간이 배도록 2시간 정도 절인다.

③ 무, 당근은 껍질째 씻어 곱게 채썬 뒤 멸치액젓과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고루 버무려 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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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절인 고추를 건져 물기를 뺀 뒤 양념한 소를 채운다. 실온에서 반나절 정도 삭힌 

뒤 냉장고에 넣는다.

11) 고추튀김

가) 재료

풋고추, 붉은 고추, 가루, 튀김가루,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각 1큰술, 맛술 2작은술, 실파 다진 것, 

양파 다진 것 각 3큰술, 다진 마늘 약간

나) 만드는 방법

① 풋고추와 붉은 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뺀다.

② 가루와 튀김가루를 찬물에 개어 튀김옷을 만든다.

③ 튀김기름을 중온으로 예열한 다음 튀김옷을 입힌 고추를 바싹하게 튀긴다.

④ 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 맛술, 다진 실파와 양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⑤ 고추 튀김이 뜨거울 때 양념장을 끼얹어 먹는다.

12) 고추누룽지

가) 재료

쌀(현미 또는 발아 현미), 수소수, 고추 추출물, 창호지, 

솔잎,

나) 만드는 방법

① 쌀(현미 또는 발아 현미)를 수돗물에 3회 세척하고 

세척된 원료쌀을 수소수에 6~8시간 침지 후(수온: 

25℃) 2시간 소쿠리에서 자연 탈수한다.

② 고추 추출물을 스프레이하거나 침지한 창호지(시중 

구입)에 처리하고 처리된 고추 추출물 창호지 사이에 ①의 원료 쌀을 가지런히 

깔아서 10겹 단위로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24시간 10℃에서 숙성한다.

③ 고추 원료쌀을 수소수에 2~5시간 불린 후, 불린 쌀에 솔잎 추출물 및 생수를 

투입 후 가열하여 고추추출물이 함유된 밥을 짓는다.

④ 누룽지제조기를 사용하여 완성된 고추추출물이 함유된 밥으로 고추누룽지를 완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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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춧잎나물

가) 재료

고춧잎 600g, 굵은 소금, 국간장 1큰술, 다진 파 1큰

술, 다진 마늘 1/2큰술, 고춧가루 1/2큰술, 깨소금 1/2

큰술, 참기름 1큰술, 구운 소금 1/3큰술

나) 만드는 방법

① 고춧잎의 억센 줄기는 잘라내서 깨끗이 씻는다.

② 끓는 물(5컵)에 소금과 고춧잎을 넣고 1분간 데친다.

③ 찬물에 헹구고 1시간 정도 담가 쓴맛을 뺀 다음 물기를 꼭 짠다.

④ 국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무치고 모자라는 

간은 구운 소금으로 한다.

 14) 고춧잎쌈밥

가) 재료

고춧잎 적당량, 밥, 쌈장

나) 만드는 방법

① 고춧잎은 깨끗이 씻어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다.

② 데친 고춧잎은 찬물에 헹군후 살짝 짜 놓는다

③ 데친 고춧잎은 두 장을 깔고 밥을 얹은 후 준비한 

쌈장 혹은 넣고 싶은 속재료를 넣고 둘둘 말아준다.

15) 풋고추찜

가) 재료

풋고추, 가루, 양념(간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매실

청, 통깨 참기름) 

나) 만드는 방법

① 풋고추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 물기가 마르기 

전에 가루를 입힌다. 

② 가루 옷을 입힌 풋고추를 찜기에 올려서 5분 정도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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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추가 쪄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쪄진 풋고추 위에 얹어 버무려서 완성한다.

16) 고추탁주

가) 재료

1단 담금: 쌀 10kg을 기준으로 하여 찐쌀(증미) 2kg, 

누룩 30g, 효모 4g, 물 3L

2단 담금: 증미(찐쌀) 8kg, 누룩 200g, 전(前)처리된 고

추 페이스트 60g, 물 12L

고추 페이스트: 꼭지를 제거한 생(生)고추 200g을 수돗

물에 3회 세척 후 약 0.5㎝ 슬라이스 하

여 진공 믹서를 이용하여 5분간 갈은 고

추 추출물에 산소 공급기로 0~30분 처리후 4℃에서 3일 숙성한다.

나) 만드는 방법

① 쌀을 3회 세척 후 생수에 8시간 침지하고 이후 소쿠리에 2시간 물 빼기 후 30분간 

찐 후 1단 담금을 하는데 24시간동안 26±1℃를 유지발효 처리한다.

② 2단 담금 시에 본 재료를 5~7일간 23±1℃로 유지하여 발효한다. 

③ ②에서 발효된 발효주를 내부에 탄소섬유가 부착된 식품압착기로 1~3회 압착 

처리하고 압착한 발효주를 탁주의 알콜도수에 맞게 희석한 후 병입 및 포장한다.

  17) 파프리카와인

가) 재료

파프리카, 펙틴효소, 아황산나트륨, 구연산, 효모, 생수

나) 만드는 방법

① 세척 및 전처리된 파프리카를 레몬즙으로 산도조절 

후 펙틴효소와 메타중아황산 칼륨을 첨가한다. 이때 

전(前)처리된 파프리카 재료:펙틴분해효소:탄닌:메

타중아황산칼륨의 혼합비는 3500:12.5:1.5:1.2의 

비율로 혼합 처리한다.

② 백설탕이나 포도당을 첨가하여 충분히 교반하면서 당도를 24~25 브릭스(°Brix)

되도록 조정한 후 알코올 발효를 위한 효모를 첨가하고 밑술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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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한 밑술을 첨가하여 20~22℃에서 하루에 1~2회 살균된 주걱으로 잘 저어주

면서 20~25일간 알코올 발효시킨다. 발효 7일이 지난 후 주 (여과주머니)를 

이용하여 술지게미를 제거한 후 다시 발효탱크에 옮기고 아황산칼륨을 0.05g/ℓ

를 첨가한 후 최종 20~25일 알코올 발효를 실시한다.

④ ③에서 발효가 완료된 술덧은 침전물을 제거 후 상등액만 취하여 발효액을 여과하

여 발효주를 최종 청징화(여과)하고 병입하면 완성된다.

18) 고추맥주

가) 재료

맥주 믹서(골든 라거 : 보리맥아 추출물, 호프추출물, 

건효모 추출물 혼합제품) 900g, 효모(시중구입) 5g, 물 

10리터, 전(前)처리된 고추 60~150g

나) 만드는 방법

① 재료를 혼합하고 맥주 제조기를 이용하여 20~25℃에

서 7일간 1차 발효한다. 

② ①의 1차 발효물을 냉장상태(4~5℃)로 3~4일 숙성한다.

③ 냉장 숙성된 발효물을 2겹의 가제)를 이용하여 1차 여과 후 2차 여과 공정으로 

숙성 내용물을 금강송톱밥 : 벤토나이트(혼합비 2:8)로 혼합한 것을 유리관에 

충진후 발효물을 여과한다.

④ 1차 여과된 내용물을 2차 발효를 위해 병입시 발효물 10 리터에 유기농 설탕 5g, 

효모 2g, 살균 고추씨 5g을 혼합후 병입하여 23~25℃에서 7일간 2차 발효한다.

⑤ 2차 발효된 ④를 2차 숙성 공정으로 5~25℃에서 반복 숙성하는 단계로 25℃에서 

5일, 5℃에서 2일을 2회 반복하여 고추 맥주를 숙성하면 완성된다.

라. 고추의 적정 섭취량

전통적으로 모든 음식에 이용되어 왔고 오늘날 더욱더 화려하게, 다양하게 변신하는 고추, 

적당히 먹으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고 위액의 분비도 촉진되어 소화를 돕지만, 많이 먹으면 

위와 장을 자극하여 설사를 하게 하기도 하고 간 기능을 해치기도 한다. 즉 적당한 양을 섭취하

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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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간 고추 소비량은 20만 톤 정도로 고춧가루로 환산할 경우 연간 1인당 2.5㎏ 

정도 소비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1인당 7g의 양이다. 아시아에서 고추를 많이 소비하는 

태국의 경우는 1인당 30g이다. 고춧가루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은 품종마다 매운맛의 

정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고추는 미국, 인도 등에서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덜 매운 

것이 부분이며, 우리의 섭취량도 다른 나라의 섭취량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실험에 따르면 캡사이신을 하루 평균 1인당 50㎎ 정도 섭취하게 되면 독성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섭취량은 이 기준과 비교했을 때 위가 나쁜 사람 이외에는 지장이 없다. 

고추의 매운 성분은 위 및 장관 내에 흡수된다. 따라서 적정 섭취량은 고추의 매운맛의 

정도와 개인의 위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먹는 양으로 고추 

식품을 꾸준히 즐기는 것이 매운맛의 효능을 얻으면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참기 

힘들 정도의 고추의 매운맛은 몸에 위험하며 자신이 느끼기에 즐겁게 매운 정도가 몸에 가장 

좋다.

마. 약리적 특성

우리의 전통 식생활과 뗄 수 없는 기호식품임과 동시에 향신료인 고추가 일본이나 서양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란 매운맛 성분과 베타인, 아데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

어 비만을 예방·해소하고 운동 시에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성호르몬 사 기능을 높여 정력을 

증강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스트레스 해소, 암 발생 억제, 

위염이나 고혈압에의 효과, 노폐물 제거, 젖산균의 발육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

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1) 비만 예방·해소

마늘, 고추, 생강, 후추 등의 향신료가 함유된 식품은 음식의 냄새나 시각을 통한 자극으로 

침이 분비되고,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반응에 관여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혈액에 

들어오면 감각 신경을 흥분시키고 이것은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해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하여 체열이 발생되도록 한다. 또 부신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 

분비를 통해 백색 지방 조직이 지방을 분해하여 혈액 속에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그림 1-10>. 즉 고추는 식품 이용 에너지를 높여, 에너지 소비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비만 

예방과 해소에 관여한다.



제1장 고추의 내력 및 특성

 43

그림 1-10. 교감신경에 의한 지방 분해와 열 생성의 촉진   

2) 심폐 기능 강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의 작용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여 지구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추를 소량 섭취한 뒤 운동을 하면 1회의 심박수로 내보내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 

운동량이 향상되고 같은 양의 산소를 흡입하는 데도 심박수가 적다. 즉 소량의 고추 섭취가 

산소 운반계 기능을 개선하고 호흡 순환계 기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정력 증가, 환경 호르몬 감소

비만으로 체내에 피하 지방이 늘어나면 피하 지방에 성호르몬이 녹아 들어가 성호르몬의 

절 량이 부족해진다. 비만은 체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의 양이나 기능을 저하시

키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환경 호르몬도 성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지방 속에 녹아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지방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좀처럼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고추의 

섭취로 지방을 연소시켜 신진 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성호르몬의 양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경 호르몬의 폐해를 피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4) 위염·고혈압 등에 효과 

매운 음식은 위에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에는 위염을 억제하는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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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극으로 지각 신경의 말단에서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란 물질이 다량 

방출된다. 이 CGRP가 혈관 벽 세포에 작용하여 위염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이란 물질을 늘리기 때문에 위염을 억제하며 나아가서 위궤양이나 위암도 예방할 수 있다.

5) 치매 예방

향신료에는 식품에 향기, 맛, 색 등을 부여해서 기호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 성분이 함유되

어 있지만,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성분도 존재한다. 표적인 매운맛 향신료인 고추에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시노이드(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붉은색의 성분인 카로티노이

드(캡산틴),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성분이 존재하고 있어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항산화성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유해물질인 활성산소의 폐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늙어가면서 일부 뇌신경 세포가 죽어 나머지 신경 세포들이 축색 돌기를 뻗쳐 다시 

망상조직(네트워크)을 이루는 것보다 신경 세포의 괴사 속도가 빠르면 뇌는 급속히 노화하여 

치매가 시작된다. 고추의 항산화성 성분은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기기 쉬운 뇌에 세포막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이 있어 치매를 예방한다. 

6) 진통 효과

캡사이신은 피하 등에 투여되면 타는 듯한 아픔을 야기하지만, 바닐로이드 수용체에 작용하

여 지각 신경의 특이적 성분의 흥분을 야기하여 진통작용을 나타내며 량 투여 시 열 자극이

나 화학약품에 의한 아픔을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장기간 기능을 상실하여 캡사이신에 한 

감수성이 소실되어 탈감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나타낸다. 캡사이신의 투여량이 적은 경우는 

고 투여량 때와는 달리 급성의 가역적인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캡사이신 

국소 투여에 의한 진통 효과의 단점은 캡사이신 자신에 의한 통증인데 이는 국소마취약을 

이용하면 극복할 수 있고 자극은 약하지만, 탈감작 작용을 하는 캡사이신 유도체 개발로 해결

할 수 있다. 

7) 스트레스 해소 효과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고추의 섭취량이 늘고 또 매운맛에 한 기호가 점점 강해진

다. 매운맛에 한 기호의 형성에는 매운맛 성분을 먹은 후의 생리효과로서 뇌 속에서 β-엔도

르핀의 분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고추의 섭취는 몸에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율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는 불쾌했다고 생각되는 고추 섭취 후의 감각이 차츰 쾌감을 동반하게 되는 것은 타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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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을 좋아하기 때문이거나 뇌 내 엔도르핀의 방출과 같은 포지티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고추는 스릴 경험과 엔도르핀 발생으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 

8) 암 발생 억제

자극성이 강한 고추는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지만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

신은 암 생성에서부터 진행, 전이, 차단하는 모든 단계에서 효과가 있어 다단계 발암 과정에 

모두 작동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발암 물질이 몸속에 들어와 사 활성화를 

거쳐 DNA를 공격하여 암을 개시화 하는 것을 막고 또 캡사이신은 이미 개시화된 암세포가 

증식해서 양성 종양을 만드는 촉진 단계를 억제한다. 그리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더 이상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다<그림 1-11>. 또한, 체내에 늘어난 활성산소는 발암 물질의 

활동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암 발생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고추의 항산화성 성분으로 활성산소

를 없애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캡사이신은 다단계 발암 과정에 작동할 수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한다.

9) 고추의 한방용법

고추의 한약재명은 ‘번초’, ‘당초’, ‘고초(苦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방에서도 고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한 열(大熱) 식품으로, 비(脾) 즉 소화기 전체의 기능을 강화하

여 이(裏) 즉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냉(冷)을 제거, 심장이나 혈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추의 성질이 열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을 순환

시키는 에너지가 생기도록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비 즉 위장이 냉해지면 그 기능이 

약해져 사가 나빠지고 그 결과, 몸 안에 소비되지 않은 지방이 쌓여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  한방에선 고추의 온열 작용이 지방을 연소시켜 비만 해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담을 없애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 습기가 많거나 한랭한 지방

의 식이요법에 알맞다. 

고추의 한방요법의 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추는 국소자극제(Counter irritant)로써 신경통, 근육통 등에 외용으로 사용되며  

순환촉진 작용으로 양모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산방」에서는 담이 결리는데 고추를 쪼개

어 결리는 쪽의 반 편 발바닥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또 가벼운 동상에는 고추를 끓인 더운물

로 부어오른 환부를 씻는다. 수건을 6개로 접은 자루에 잎 또는 익은 고추를 썰어 채우고 

욕조 속에 넣어 목욕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류머티즘, 신경통, 어깨 결림, 근육통, 복통, 

만성 변비증에 좋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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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경성 원형 탈모증이나 젊어서 머리가 된 경우에 고추를 알코올에 재워서 3개월이 

지난 것을 손가락으로 찍어 머리에 비벼 바른다. 이때 마늘을 담가서 우렸던 물로 머리를 

감은 후 고추술을 바르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한다.

셋째, 고추는 또한 발한제로써 감기에 걸리거나 땀을 낼 필요가 있을 때 좋다. 감기에 걸렸을 

때 콩나물국에 고추를 듬뿍 넣어서 먹으면 땀이 나고 열이 내려가게 된다. 감기를 직접 치료하

지는 않지만 열을 내리게 하므로 감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신미성 건위제인 고추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며 식욕도 촉진시켜 주며 회충, 요충의 

구충제로도 이용된다.

다섯째, 순수한 초에 고추와 검정깨를 통째로 넣은 고추 참깨초가 혈압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 초를 식사 때마다 향신료로 이용하면 혈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내려가며 

통풍, 여성의 피부에도 좋은 향을 준다고 한다.

10) 기타

고추는 보통 매우므로 많은 양의 섭취는 불가능하다. 자극적인 맛으로 인해 생식으로는 

소량 섭취하거나, 주로 양념용으로 사용을 한다. 양념으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는 보통 씨를 

제거하지만, 고추씨에는 23~29%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의 노폐물을 걸러 주는 작용을 한다. 또한,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젖산균의 발육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김치에는 상당한 양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의 운동을 활발히 하고 암을 예방하며 항균 작용을 하고 비타민의 생성을 좋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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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식이성 식물성 화합물에 의한 발암억제과정

해설 1. 발암 과정은 정상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서 개시된다. 이 암세포는 종양이 촉진되어 종양 전구물질이 되

고 이것은 종양세포가 된다. 식물성 화합물은 발암 과정의 다른 단계에서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화학 예방적인 식물성 화합물은 발암 전구물질이 최종 친전자성 조각으로 되는 대사 활성화를 억제하거

나 표적 세포의 DNA와 결합하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초기 단계를 억제한다. 그러므로 이 물질은 종양 

개시를 차단한다(blocking agents, 차단제). 또는 식이성 차단제는 발암 물질의 해독화를 자극해 몸 

밖으로 분비될 수 있게 한다. 다른 식물성 화합물은 다단계 발암 과정의 후단계(촉진, 진행)를 억제한다

(suppressing agents, 억제제).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차단제와 억제제 모두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캡사이신의 자극으로 방출되는 CGRP는 위염을 억제하는 작용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유효 

작용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CGRP가 방출되면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내려가고 혈소판의 

응집을 일으키는 물질의 작용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염분의 배설 기능도 높아진다. 일

반적으로 매운 음식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뜻밖에도 캡사이신에는 

CGRP를 통해 고혈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