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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확

고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0년 이상 지난 지금 고추는 국민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미 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고춧가루 소비량은 

2.5~3.0kg 정도로 매우 높으며, 고춧가루 부분이 양념류, 김치류, 고추장 등의 가공식품에 

이용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고추나 고춧가루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고추 생산, 건조, 저장,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 안전성과 청결이 우선된다. 

개화부터 수확기까지의 일수는 작형과 품종, 온도 이외의 열매 달림 위치 자람세, 일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풋고추용은 보통 개화 후 15∼20일, 피망은 20∼25일이면 수확하게 되고, 

꽈리고추는 꽃이 핀 후 15∼25일 후 수확(매운맛 형성 전 수확), 청양고추는 꽃이 핀 후 25∼25

일 후 수확(매운맛 형성 전 수확), 청양고추는 꽃이 핀 후 25∼30일 후 수확하는 것이 좋다. 

건고추 및 홍고추 품종은 꽃이 핀 후 45∼50일이면 진홍과의 완숙과를 수확해야 한다.

가. 홍고추 수확

고추는 품종과 재배작형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완숙은 개화 후 50~56일 정도 되면 

수확하기에 알맞게 붉게 된다. 개화부터 수확까지의 일수는 작형과 품종, 온도 이외에 착과 

위치, 수세,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 꽃이 피어서 50일 정도 지나면 붉은 고추를 

수확할 수 있으므로 7월 하순부터 7∼10일 간격으로 수확할 수 있다.

붉은 고추의 개화 결실의 한계기는 보통 개화 후 50∼56일 되어야 착색이 되고 성숙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부지역에는 8월 하순까지, 남부지역에는 9월 5일 이전에 개화·

착색되어야 한다. 붉은 고추는 과 색이 진홍색으로 변하고 과실표면에 주름이 생겼을 때가 

매운맛인 캡사이신 성분이 가장 많은 수확 적기이므로 완숙과를 수확해 건조하거나, 고추가격

이 좋으면 수확한 붉은 고추를 그 로 시장에 출하한다. 

수확기가 늦으면 탄저병 균의 침투로 인해 수확 후 건조과정에서 탄저병 증상이 발생하여 

수량이 감소하므로 탄저병 발생이 예상되는 열매는 착색되면 빨리 수확하도록 한다.

수확 시 진홍색으로 완숙된 과실을 수확해야 탈색이 되는 희나리과가 적으며, 곁가지의 

부러짐에 조심하여 수확하고, 지속적인 개화와 착과 및 수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완숙과는 

1주일마다 수확하는 것이 좋다. 



제10장 수확·건조 및 저장·유통

 299

고추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후기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토양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함으로써 과실의 비 를 촉진시키고 80% 이상 붉어진 고추는 즉시 수확해 나머지 고추의 

숙기를 촉진한다. 이때 완전히 착색되지 않은 과실을 건조하면 희나리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2∼3일 정도 후숙해 착색시킨 다음 건조해야 한다. 착색 촉진제엔 에스렐을 서리 오기 1∼2주 

전에 살포하면 후기 수량을 높일 수 있는데, 에스렐은 강산성이므로 다른 농약과 혼합해서 

살포하지 않도록 한다.

수확 시기에 따른 고추 크기는 8월 수확과는 과가 많으며 9월 이후 수확과는 과보다 

중과가 많아지나 색깔은 좋아진다. 고추 정식 120일 후 적과 비율은 품종에 따라 재배작형에 

따라 다르나 체로 68% 이상 완숙되었다. 고추 수확 시 농촌의 노령화와 인력 부족에 의해 

고추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추 수확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수확 노력을 

줄이기 위한 일시수확 품종개발과 일시수확 적기 등 일시수확<표 10-1>에 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고, 기계 수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표 10-1 고추 정식 120일 후 육묘일수 및 재배작형별 적과율

품종
처리내용   적과율(%)

정식  육묘일수   노지재배 조숙 터널재배

태양

 5.1

 5.1

 5.1

 관행 5회 수확

70

80

90

70

 74.6

 77.8

 72.6

 91.3

70.3

77.2

73.0

97.4

  평   균  79.1 79.5

조광

 5.1

 5.1

 5.1

 관행 5회 수확

70

80

90

70

 74.6

 71.9

 68.7

 95.3

76.3

79.3

77.3

96.9

  평  균  77.6 82.5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99~’01)

나. 풋고추 수확 

수확 과실의 크기는 큰 과실의 품종이 30∼40g, 작은 과실의 품종은 15∼18g 전후이고 

포기당 수확량은 100~200개이다. 개화 후 3~4주 된 과실을 수확하며, 가능한 한 이른 아침에 

수확하여 풋고추 자체에 열을 적게 갖도록 한다. 수확은 아침에 하며 열매껍질에 이상이 있거

나 담배나방의 피해가 있는 과실이 있으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정확한 선별을 해 수확해

야 한다. 겉보기에 푸른 것이라도 수확기가 지난 것은 속부터 변색하기 때문에 바로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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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므로 풋고추 저장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수확한 풋고추는 골판지 상자에 담아 포장한다. 

풋고추 포장 상자는 <그림 10-1>과 같이 20㎏들이 골판지 상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수확 후 포장 작업은 그늘에서 하여 될 수 있는 한 풋고추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작업한다. 

포장된 풋고추 상자도 출하할 때까지 음지에 보관한다. 보통 찬 서리가 오기 전 10월 중․하순경

에 수확해 단경기 출하 저장용으로 한다.

  

그림 10-1. 수확한 풋고추와 꽈리고추 및 풋고추 골판지 포장

다. 후숙

후숙은 수확한 홍고추의 색깔이 진홍색이 아닌 조금 덜 익은 홍고추를 수확하여 건조할 

경우 탈색에 의한 비상품과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확된 홍고추는 1일 

정도 음지에서 널어 과실을 후숙시켜 세척 건조하면 색택이 좋아지며 또한 희나리 발생이 

적어진다. 일반농가의 경우 수확한 홍고추를 마 에 그 로 후숙시키는데 탄저병이 급속히 

전염될 수 있으므로 펴 널어 이병 과실은 바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건고추용 홍고추를 수확할 때에는 완전히 착색된 붉은 고추를 수확해 2∼3일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큐어링 한 다음 비닐하우스 및 건조기 등에서 건조한다.

라. 세척

수확한 홍고추는 세척 후 건조해야 색택도 좋아지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생

적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고추 세척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세척할 수 

있으나, 세척기가 없는 농가는 제작된 틀에 천막을 깔고 지하수를 넣어 고추를 세척하거나, 

물통을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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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조

수확한 생고추는 수분 함량이 83% 내외로서 15%까지 건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분을 

제거해야 하고, 건조하는데 소용되는 에너지의 양도 많다. 고추의 수확 시기 기상조건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생고추 상태로 장기저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고추로 저장할 수 있는 

우수한 저장시설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생고추는 함수율이 높고 부패하기 쉬워 장기저장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고추는 건조 방법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추건조방법은 예로부터 전해온 순수 태양에 건조하는 천일건조, 비닐하우스건조, 비닐하

우스를 이용한 제습 송풍기 설치 및 천일건조 방법의 혼합건조, 기계화된 열풍건조, 열풍+비닐

하우스건조가 있으며, 이외 원적외선 건조, 황토굴건조 등 매우 다양한 건조 방법이 있다.

가. 천일건조

농촌에서 가마니나 멍석 또는 지붕 위에 널어서 직접 햇볕에 건조하는 것으로, 건조 기간 

중 수시로 잔손질을 하는 불편한 작업 공정이 뒤따라야 한다. 천일건조는 지상에서 최소 30㎝ 

이상의 높이를 두고 발(葭簾)등에 고추를 펼쳐 널어야 상하로 통풍이 되므로 탈색 등 비상품과

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손쉽게 건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상부로부터 40∼50㎝ 높이로 말뚝을 두 줄로 

받고(넓이 0.8∼1m, 간격 1∼1.5m) 직경 3㎝ 정도의 막 기로 를 만들어 그 위에 발을 

쳐서 고추를 널거나 길이 10m, 넓이 1.5∼1.8m, 높이 80∼100㎝의 베드를 만들고, 철 파이프

나 잔돌을 깔아 태양열을 받게 하여 그 위에서 건조하면 통풍이 잘되고 지면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피해 없이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양질의 건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 

천일건조는 비가 오거나 기습도가 높을 때는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변색하기 쉬우므

로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하지만 천일건조로 생산된 건고추는 색택이 우수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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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건조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이 좋을 때 건조하면 4일 정도면 건조가 완료되며 열풍 건조한 고추보다 

색깔 등이 좋아 판매 가격에서 유리하나 강우 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하우스건조에서 온도가 

낮으면 희나리 및 부패과의 발생이 많고 맛도 저하되므로 고추를 자주 뒤집어 주면서 될 수 

있는 로 얇게 펴서 말린다. 건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온도가 높고 과습하기 쉬우므로 환기 

문을 열어주어 온도를 35∼40℃로 유지하고 과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면에서 올라오는 

수분 발산을 막도록 지면을 비닐로 덮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건조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비닐하우스에서 햇볕이 좋을 때 건조하면 하우스건조 시 8월 16일 수확과에서 비상품과가 

3.2% 정도 발생하 으나 한계 시기는 9월 10일 수확한 과실건조 시 비상품과는 15.4%, 9월 

하순 이후는 33% 이상 비상품과가 발생하 다<표 10-2>. 매년 기상에 따라 비상품과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 : 하우스 바닥에 비닐 또는 천막 깔기(바닥에서 80㎝ 이상 건조  설치) → 흑색 건조망 

펴기 → 고추 펴 널기 →흰색 또는 흑색 부직포로 덮기 →건조 (환기 및 뒤집기 유의)

2 : 하우스 바닥 지하 15㎝에 단열재 깔기 → 상토 5㎝ 정도 넣기 → 전열선 깔기 → 

상토 10㎝ 넣기 → 흑색 비닐 깔기 → 흑색 건조망 펴기 → 고추 펴 널기 → 건조 

(환기 및 고추 뒤집기에 유의)

전열 온상의 전열을 50℃ 정도로 조절하며, 건조 중 하우스 내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하고 환기를 한다.

표 10-2 수확 시기 및 건조 방법에 따른 금탑 건고추의 상품성

수확 시기 건조 방법 상품과율(%)
하품과율(%)

희나리 부패 계

8/16

열풍건조

열풍+하우스

하우스건조

99.4

98.7

96.8

0.6

1.3

3.2

0.0

0.0

0.0

0.6

1.3

3.2

9/10

열풍건조

열풍+하우스

하우스건조

99.3

91.1

84.6

0.4

8.7

11.8

0.3

0.2

3.6

0.7

8.9

15.4

9/24

열풍건조

열풍+하우스

하우스건조

99.3

92.8

66.6

0.5

6.5

10.9

0.2

0.7

22.5

0.7

7.2

33.4

10/10

열풍건조

열풍+하우스

하우스건조

98.9

97.3

55.3

0.5

2.0

33.1

0.6

0.7

11.6

0.7

7.2

33.4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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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풍기를 이용한 건조

건조기에 열풍을 가해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고추를 건조할 수 있으며 썩은 것과 퇴색(희나

리)도 천일 건조에 비해 적다<표 10-3>. 건조 요령은 원형 고추를 건조기의 선반에 넣고 

흡입구를 막아 초기 온도를 65℃에서 5∼6시간 동안 건조한다. 그 후 버너를 보고 습도 조절기

를 완전히 열어 건조 실내의 습기를 단시간 내에 제거한 후 다시 버너를 켜서 온도를 60℃로 

조절해 7∼8시간 건조한 후 온도를 55℃ 정도로 내려 15∼17시간 건조를 진행한다(건조기 

1평에 생고추 600㎏ 건조 기준). 건조가 80% 정도 진행되면 건조실에서 고추를 꺼내 2일 

정도 햇볕에 말려 종자 부위까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한 후 저장하도록 한다. 열풍건조 

방법은 온도 조절이나 건조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매운맛도 떨어지고 고유의 붉은 색이 

되지 않고 검은색을 띠게 되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조 온도를 

60℃ 이상에서 계속 건조하면 건조 시간은 빠르나 고추의 고유 색소인 캡산틴이 검은색을 

띠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표 10-4>. 한편 고추를 반으로 잘라 60℃에서 건조하면 원형으로 

건조하는 것보다 건조 시간이 2분의 1로 단축된다. 고추의 붉은 색소인 캡산틴 함량이 천일건

조보다 오히려 높으므로 고춧가루 사용을 목적으로 건조할 때에는 반으로 잘라 60℃ 열풍에서 

건조하는 것이 좋다. 

표 10-3 고추의 건조 형태와 방법에 따른 효과

건조 방법 건조 시간
건조 제품수율

(%)
분말 제품수율

(%)
수분 함량

(%)

천일건조
원형 건조

절단 건조

10일

7일

20.26

19.95

14.20

13.89

13.01

12.43

열풍건조
원형 건조

절단 건조

17시간 30분

9시간

20.30

19.94

14.20

13.85

10.97

10.15

표 10-4 건조 온도에 따른 고추 색소(캡산틴) 함량 변화

온도(℃)
색소 함량(㎎/g 건물중)

원형 건조 절단 건조

55

60

65

70

75

천일 건조

15.0

17.8

9.7

10.5

6.3

17.9

24.5

22.6

13.7

13.1

8.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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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건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고추를 생산 일환으로 건조 방법 개선<그림 

10-2> 예를 나타낸 것이다. 수확된 고추는 함수율이 80% 이상으로서 열풍건조기에서 15% 

이하의 수준까지 건조과정을 거쳐서 선별 후 상품화된다. 

열풍건조기 건조

수확 

및 

선별

⇨
맑은

물로

세척

⇨ 물기

빼기
⇨

건조기입고

(1평형 건조기

생고추 600kg) 

⇨
배기구 밀폐 

 온도 : 60℃

시간 : 5시간

⇨
배기구 개방 

30분~1시간 정도 

배급실시

⇨
상  자

자  리 

바꾸기

⇨
배기구 30%개방 

온도 : 60~55℃

시간 : 12~14시간

⇨
상  자

자  리

바꾸기

⇨
배기구 30%개방

온도 : 55℃

시간 : 12~14시간

⇨ ⇨ 등급별 선별 ⇨완전건조 출하
규격 포장

그림 10-2. 열풍건조와 열풍건조+비닐하우스건조 방법 개선

열풍건조 시의 적정 건조 온도는 55~60℃에서 36시간 이내이며, 건조 완료 시간은 건조기

의 평수와 건조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건조기 안의 고추를 흔들어 보아 씨앗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건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건조시 온도가 60℃ 이상이 되면 색깔이 

좋지 않고 매운맛 함량에 변화가 있다<그림 10-2>. 

건조시 충분한 배습을 해야 고추 색깔이 검게 되지 않는다. 홍고추를 열풍건조 시 고추 

내 수분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배습을 하지 않고 1~6시간 정도 건조 후 배습을 하는데 

무배습 적정시간은 당 함량이 높고 외관 주름율이 낮은 60℃ 건조 온도에서 5시간<표 10-5>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표 10-5 고추 건조 온도 및 무배습시간별 마니따 고추의 색도 및 당 함량

건조 온도 무배습시간 ASTA color 당 함량 (%) 외관형태(주름)※

60℃
1시간 132.8 a   18.4 abcz 2
2시간 123.1 b  19.8 ab 1
5시간  122.6 bc 20.0 a 1

70℃
1시간 107.2 f 20.0 a 2
2시간  118.1 cd  18.0 bc 1
5시간 112.9 e 17.1 c 1

※ 외관형태주름: 1:10%이하. 2:11∼20%. 3:21∼30%. 4:31∼40%. 5: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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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풍건조기+하우스건조

고추의 건조는 건조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건고추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농가에 건조기를 활용하여 고추를 건조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건조기를 이용하여 

1차 건조한 다음에 비닐하우스 또는 노천에서 2차 건조하는 방법이다. 열풍건조기에서 1차 

말린 고추를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는 반 태양초는 건조기 온도 60℃에서 무배습 5시간 건조 

후, 배기구를 열어 1시간 정도 배습 한 다음, 채반 자리 바꾸기, 55~60℃에서 배기구 30% 

개방상태에서 16~20시간 건조하면 70~80% 건조되는데 이때 건조기에서 꺼내 비닐하우스에

서 말린다.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방습용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차광망이나 고추 건조용으로 

나오는 그물을 펴고 그 위에 고추를 얇게 펴 널고 그 위에 흰색의 얇은 부직포를 덮어 강한 

햇빛을 차단하여 말린다. 

열풍건조기 + 하우스건조

수확 

및 

선별

⇨
맑은

물로

세척

⇨ 물기

빼기
⇨

건조기입고

(1평형 건조기 

생고추 600kg) 

⇨
배기구 밀폐 

 온도 : 60℃

시간 : 5시간

⇨
배기구 개방 

30분〜1시간 

정도 배급실시

⇨
상  자

자  리 

바꾸기

⇨
배기구 30%개방 

 온도 : 55~60℃

시간 : 12~14시간

⇨
건조기에서 출고

(70~80%

정도건조)

⇨
비닐하우스

바닥에 방습용

비닐깔기

⇨
비닐하우스에 

얇게 펴 널기

얇은 백색부직포 덮기

⇨
하우스내 온도를 

65℃ 이하로 환기

뒤집기 매일 2~3회

⇨ 3~4일건조 ⇨ 완전건조 ⇨ 등급별 선별 ⇨ 규격포장 ⇨ 출하

※ 건조기 용량이 1평형이면 생고추 600kg 정도 (건고추 180근 정도)가 알맞다.

그림 10-3. 열풍건조와 열풍건조+비닐하우스건조 방법 개선

건조 시 하루 2~3회 뒤집기와 환기하면서 완전 건조하게 되는데 이 때 뒤집기와 환기를 

소홀히 하면 비닐하우스 내의 열과 강한 햇빛에 데어 탈색이 심하게 되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차 건조 시에는 강우가 지속되는 기상 향을 받아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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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율이 높은 결점 등이 우려된다. 강우가 지속되면 다시 건조기에 입고하여 건조하는 것이 

비상품과율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그림 10-4>.

열풍건조기에서 1차 말린 것을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는 경우(반 태양초) 65℃에서 5~6시간 

건조, 흡․배기창을 개방하여 1시간 정도 배습, 채반 자리 바꾸기, 60~55℃ 흡․배기구 3분의 

1 개방상태에서 16~20시간 건조하면 70~80% 건조되는데 이때 건조기에서 꺼내 비닐하우스

에서 말린다.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방습용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차광망이나 고추 건조용으로 

나오는 그물을 펴고 그 위에 고추를 얇게 펴 널어서 말린다. 또한, 열풍건조기에서 4~6시간 

정도 1차 건조 후 비닐하우스에서 2차로 완전히 건조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10-4. 건고추의 탈색과와 부패과

마. 절단건조 

고추 건조는 태양초, 화건초, 반 태양초 등 다양한 건조 방법에 따라 건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나, 모두가 통고추를 건조하는 것이 통례이다. 절단 생고추는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조 시 고추 과실이 원형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홍고추를 포장에서 수확한 

다음, 세척․선별하고 원료절단기로 고추 과실을 3~4등분 절단한 상태로 열풍건조를 하면 색상

과 품질이 뛰어난 가공용 절단 건고추 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스페인, 헝가리 등의 세계 주요 고추생산국에서 고추원료 건조는 부분이 상기

와 같은 가공용 고추원료 건조 방법을 도입하여 건조 시간과 건조비용을 절약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고추 원료를 량으로 생산하여 고추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홍고추의 

유무에 따라 무절단에 비해 가로절단 삼등분<그림 10-5> 한 절단 70℃에서는 건조소요시간

도 짧으며 탈색률도 없고, 당 함량도 높아<표 10-5> 일반 열풍건조 시 품질향상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외 세로 절단하 을 경우 건조 시간을 가로 절단보다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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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가로 삼 등분 한 절단 건고추(50℃, 60℃, 70℃)와 세로 절단 건조한 고추

표 10-5 절단 유무별 포청천 고추의 상품성

절단유무 건조 온도
건조소요
시간(h)

건과율
(%)

탈색률
(%)

ASTA
매운맛
(mg%)

당 함량 (%)

절단

70℃ 15 20.1 0.0 117.5 a 39.4 a 13.4 a

60℃ 19 19.3 35.0 122.0 a 46.6 a 12.4 a

50℃ 34 19.8 61.0 117.0 a 47.2 a 13.5 a

관행 18 18.8 0.5 114.2 a 43.6 a 10.2 b

평균 21.5 19.5 24.1 117.7 44.3 12.38

무절단

70℃ 28 19.6 0.0 107.5 ab 49.4 a 11.2 a 

60℃ 32 20.2 0.0 103.6 bc 29.6 a 12.1 a

50℃ 46 18.9 0.0 116.6 a 32.0 a 10.0 a

관행 31 19.2 0.0 93.4 c 32.7 a 11.5 a

평균 34.3 19.5 0.0 105.3 35.9 11.2

* 건조 방법

   ① 70℃ 무배습 2시간 → 60℃ 30% 배습 완전건조 ② 60℃ 무배습 2시간 → 50℃ 30% 배습 

완전건조

   ③ 50℃ 무배습 2시간 → 40℃ 30% 배습 완전건조

   ④ 관행 : 65℃ 무배습 5시간 → 60℃ 30% 배습 12시간 건조 → 58℃ 30% 배습에서 완전건조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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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저장

가. 건조방법별 건고추 특성

열풍건조 방법별<표 10-6> 건고추의 상품성에서 저온건조 할수록 하품과 발생률이 높고, 

열풍 40℃ 건조에서는 34.5% 발생하며, 건조 시간은 열풍 40℃+하우스건조는 열풍 60℃보다 

124시간 더 소요된다. 

표 10-6 건조방법별 건고추의 상품성

건조 방법
건과율
(%)

상품과율
(%)

외관형태
(주름)

하품과율(%)

탈색과 부패 계

열풍건조 60℃ 19.6 99.7 1 0.3 0.0 0.3

열풍건조 50℃ 19.8 98.7 1 1.1 0.2 1.3

열풍건조 40℃ 18.4 65.5 3 33.7 0.8 34.5

열풍건조 60℃+하우스 19.6 98.5 1 1.5 0.0 1.5

열풍건조 50℃+하우스 19.8 96.2 1 3.7 0.1 3.8

열풍건조 40℃+하우스 18.6 89.6 1 10.1 0.3 10.4

하우스건조 19.9 95.9 1 4.1 0.0 4.1

관      행 20.0 99.8 1   0.2 0.0 0.2

* 품종 : 금탑

* 외관형태주름 : 1:10%이하. 2:11∼20%. 3:21∼30%. 4:31∼40%. 5:41 % 이상.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97~’99)

색도에서는<표 10-7> 열풍건조 40℃에서 가장 높았고, ASTA color 값은 열풍 40, 50, 

60℃+하우스 처리에서 모두 낮았으며, 갈변도는 건조 온도가 낮을수록 갈변 물질이 적어 

저온건조 할수록 색택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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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건조방법별 건고추의 색도, ASTA color, 갈변도

건조 방법
색       도

ASTA color 갈변도
L a b

열풍건조 60℃ 36.51 34.82 27.38 188.75 0.1137

열풍건조 50℃ 35.86 34.62 25.70 181.78 0.1174

열풍건조 40℃ 39.72 38.56 30.74 186.74 0.0965

열풍건조 60℃+하우스 36.62 35.66 27.51 177.45 0.1228

열풍건조 50℃+하우스 37.98 36.10 29.26 174.02 0.1126

열풍건조 40℃+하우스 36.95 35.61 28.40 173.06 0.1107

하우스건조 34.73 34.17 26.67 188.29 0.1016

관      행 35.06 33.74 26.70 189.64 0.1153

* 품종 : 금탑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97~’99)

매운 성분 함량에서<표 10-8> 하우스건조와 열풍 40℃+하우스건조에서 가장 높았고, 열풍

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매운맛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당 함량은 건조 온도가 낮을수록 

낮아졌으며, 열풍60℃+하우스에서 가장 높았다.

표 10-8 건조방법별 건고추의 매운맛과 당 성분함량

건조 방법 매운 성분함량 (mg %) 당 함량 (%)

열풍건조 60℃ 13.99 20.26

열풍건조 50℃ 17.63 19.21

열풍건조 40℃ 25.66 18.45

열풍건조 60℃+하우스 18.77 21.25

열풍건조 50℃+하우스 20.75 20.83

열풍건조 40℃+하우스 33.53 16.94

하우스건조 35.35 20.12

관    행 16.80 20.40

* 품종 : 금탑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97~’99)

나. 건조방법별 건고추의 저장성

건조가 완료된 건고추는 가공공장에서 수매된 후 고춧가루로 가공되기까지 저장하게 되는

데 건고추의 저장 중 품질변화는 저장실 온도와 상 습도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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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고에 실온저장을 하는 건고추의 경우 기 중의 온도와 상 습도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상 습도와 건고추 수분 함량과의 관계를 보면 25℃에서 86%의 상 습도에 건고추가 

장시간 노출되면 수분을 흡수하여 약 30%로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돼 곰팡이가 피거나 색깔이 

변색할 확률이 높아진다. 

건조 방법에 따라 건고추를 마 에 포장하여 이듬해 6월까지 상온에서 8개월간 장기저장하

을 때 건조방법별 저장 효과는<그림 10-6> 열풍 60℃ 건조한 고추는 비상품과율이 3.3%이

며 하우스 건조한 고추는 4개월 저장 시 7%, 6개월 저장 시 11%, 8개월 저장 시 20.2%의 

비상품과율이 발생한다. 이는 3월 이후 증가하는 온도와 습도가 비상품 과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장기저장이 요구되는 고추는 냉장저장이 불가능하면 열풍 건조한 고추로 상온저장하는 

것이 가장 저장력이 우수하다.

그림 10-6. 열풍건조에 의한 건고추의 저장성

다. 붉은 생고추 저장

적색 물고추용은 보통 노지재배에서 가능하므로 풋고추는 7∼8월 초까지만 수확해야 적색 

물고추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 붉은 생고추는 꽃 핀 후 47일 정도(적산온도 1,000~1,300℃) 

되어야 익으므로 8월 20일까지는 개화 결실이 되어야 한다. 

고추는 진홍색으로 착색되고 과실표면이 주름졌을 때가 매운맛인 캡사이신 성분이 가장 

많아 이때가 수확 적기이므로 완숙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수확하여 시장에 출하하거나 저장하

든가 또는 건조하도록 한다.

비닐 봉 저장은 저장용 적색 물고추를 8월 하순경에 수확하여 썩었거나 벌레피해를 받은 

고추 등은 선별하여 잘 고른 것을 저장 원료로 사용한다. 포장재료는 0.05㎜ 비닐 필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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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길이 40㎝ 정도)에 0.5~1.0㎏씩 봉지에 넣고 봉지 내의 공기를 뺀 후 입구를 고무밴드로 

완전히 봉하여 0~2℃의 저온에 저장하면 상품성과 선도유지 효과가 매우 높다. 홍고추는 

에틸렌 가스에 의해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에틸렌 발생이 심한 사과, 배, 토마토 

등의 과일과 혼합적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수확 과실의 크기는 큰 과실의 품종이 30~40㎏, 작은 과실의 품종이 15~18㎏ 전후이고 

포기당 수확량은 150~200개를 목표로 한다. 수확은 아침에 하며 열매껍질에 이상이 있거나 

담배나방의 피해가 있는 과실이 있으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정확한 선별을 해서 출하하

거나 저장을 한다.

다. 미숙고추 저장

농가들은 수확된 홍고추를 완숙정도의 구분 없이 수확당일 건조함하는데 이때 미숙과의 

색도저하로 건고추 색도가 낮아지는 것이 건조 애로점 중 하나이다. 미숙과의 색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과와 중과 품종에서 수확과의 생과중과 건과중 건과율은 완숙도가 좋을수록, 즉 

완숙>적숙>미숙 순으로 생과중과 건과중은 가볍고 건과률은 높게 나타난다. 미숙과의 탈색률

을 낮추는 가장 좋은 건조방법은 24시간 이상 후숙을 실시한 후 52℃에서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다<표 10-9>. 

표 10-9 건조방법 및 완숙도별 탈색과 발생률(%)

건조방법
완숙
도별

대과 중과 평균 미숙
평균

지수
7월③ 9월 7월③ 9월 대과 중과

①

35(20)→52℃

완숙  0.0  0.7  0.0  1.4  0.4  0.7

적숙 18.9  2.1 19.0  3.6 10.5 11.3

미숙 34.0 12.2 25.6 19.7 23.1 22.7 22.9 165

②

55(5)→50℃

완숙  0.0  0.7  0.0  1.8  0.4  0.9

적숙 23.9  1.4 20.7  6.2 12.7 13.5

미숙 45.3 13.9 38.5 17.5 29.6 28.0 28.8 207

③

60(5)→58℃

완숙  0.0  1.4  0.0  4.6  0.7  2.3

적숙 27.3  3.9 15.5  8.4 15.6 12.0

미숙 37.7 19.4 28.2 27.4 28.5 27.8 28.2 203

④ 24후③/52℃ 미숙 13.0 10.1 20.5 11.9 11.6 16.2 13.9 100

⑤ 48후③/52℃ 미숙 11.5 10.7 30.8 12.9 11.1 21.9 16.5 118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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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과의 색도향상과 탈색률 경감을 위한 건조방법은 ④번 건조방법인 24시간 후숙 후 

52℃에서 완전히 건조하는 방법과 ①번 건조방법인 35℃, 50% 배습상태에서 20시간 강제 

배기송풍 후 52℃에서 완전히 건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건조방법이다. 

라. 풋고추 저장

개화부터 수확기까지의 일수는 작형과 품종, 온도 이외의 열매 착과 위치, 생육상황, 기상 

등에 따라 다르지만, 풋고추용은 개화 후 15~20일, 피망은 20~25일이면 수확하게 되고 수확 

기간은 촉성재배가 정식 후 5~6개월, 억제재배는 4~5개월이다.  

수확 과실의 크기는 큰 과실의 품종이 30~40g, 작은 과실의 품종이 15~18g 전후이고 

포기당 수확량은 150~200개를 목표로 한다. 수확은 아침에 하며 열매껍질에 이상이 있거나 

담배나방의 피해가 있는 과실이 있으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므로 정확한 선별을 해서 출하하

든가 저장을 한다. 비닐 봉 저장은 저장용 풋고추를 첫서리가 오기 전인 10월 중․하순경에 

수확하여 부패하 거나 벌레피해를 받은 것 그리고 붉은색을 띠기 시작한 고추 등을 선별해내

고 잘 선별된 상품을 저장 원료로 사용한다. 

또한, 풋고추는 저장 중 수분 증산에 의한 위조 현상과 후숙에 의한 적변(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0.05㎜ 비닐 필름(폭 30㎝, 길이 40㎝ 정도)

에 0.5~1.0kg을 넣어 비닐봉지 내의 공기를 제거 후 입구를 완전히 봉하여 저장온도를 

5~7℃로 유지, 저장하면 상품성의 효과가 높다.

풋고추는 수확 후 호흡 및 증산 작용이 왕성하여 수분손실, 양 손실 및 위조가 일어나고 

고온성 열매채소로 저온에 민감하다. 풋고추를 7℃ 이하에 저장 시 곰보현상, 수침현상, 종자

갈변 등의 저온장애( 5℃ 이하에 7∼10일 정도 저장 시)가 발생하고 15℃ 이상이 되면 성숙이 

촉진되며 겉은 멀쩡하나 풋고추 내부의 태좌와 씨가 검게 변해 출하 시나 생체 절단 시 품질이 

나쁘다. 따라서 따라서 예냉한 풋고추를 5∼7℃ 부근에서 저장하고 습도는 90%로 유지해 

주어야 한다. 

풋고추를 저온저장 할 때는 7℃에서 상 습도 90±5%에서 2~3주간 저장, 폴리에틸렌 필름

(PE 0.03㎜)을 느슨하게 덮어 7℃에 저장하면 4주간 저장할 수 있다. 더 효과적인 저장을 

위해 환경 가스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PE 봉 저장법이 있다. PE 

봉 저장법은 보습 효과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자체 호흡 때문에 생성된 탄산가스로 간이 

CA 저장 및 MA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풋고추는 무포장 상태에서 저장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산 작용과 수분 감소로 쭈글쭈글해

지고 부패되므로 PE 봉저장을 한다. 풋고추의 비닐 봉 저장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비닐을 

잘 선택해야 한다. PE 필름이 적합한데, 이는 투기도와 투습도가 다른 필름보다 높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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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성이 좋다. 두께는 얇은 0.03㎜로 해야 한다. 비닐 봉 시는 반드시 예냉시킨 풋고추를 

넣어야 한다. 만일 품온이 높은 풋고추를 저장하면 봉지 내면에 저장도 내 온도 차와 호흡 

증산에 의한 물방울이 많이 맺혀 수적 미생물의 오염이 되기 쉽고 과습에 의한 연화로 부패한다. 

냉동 저장 시 급속 냉동 저장방법에는 풋고추를 PE 봉 후 냉동고(-20∼-30℃)에서 냉동 

저장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요리 등에 사용하는 급속 동결 저장법이 있다.

MA 저장방법으로 0.05㎜ 비닐 필름(폭 30㎝, 길이 40㎝)에 고추 약 1kg씩 넣어 고무밴드로 

완전히 봉하여 저온(5~7℃) 저장하면 꼭지 무름 방지, 수분손실 억제, 과피색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장 중에는 저장고의 환기를 주기적으로 행하며 꼭지 부분이 물러지거나 이병과는 

신속히 제거, 계속 발생 시는 즉시 출하한다. 출고 시 외부온도와의 차가 크면 결로가 발생하므

로 출고 1일 전 외부온도와 저장온도의 중간온도로 설정한다.

마. 건고추 저장

건고추는 고춧가루로 제분하여 김치, 고추장, 양념 등으로 사용되며,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조미식품인 고춧가루는 김치 및 고추장에 발효 역할과 단맛을 더해주고, 매운맛이 적절히 

어우러지며, 색깔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주기도 한다.

건고추의 저온저장은 수분 함량이 14∼17%로 잘 건조된 고추를 온도 0~2℃, 습도 

65~75%에 저장하며, 저장 시에는 수분이 다시 흡습 되지 않게 두꺼운 차단성 비닐에 봉하

고, 햇볕에 의한 변색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 포장지나 UV 차단성 소재가 첨가된 비닐로 포장해 

저장하며 품질 유지를 위해 저온에 보관한다. 저장 중 창고 내 습도가 높아 고추의 수분 함량이 

18% 이상 올라갈 때는 상온저장에서와 같이 그늘에서 말린 후 저장한다.

수확한 고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약 83%) 잘 부패하여 장기저장이 불가하고, 수송에도 

불편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건조하여 출하하거나 

저장했다가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한다.

홍고추 건조시 완료된 시점은 말린 고추를 흔들어 보면 씨앗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건조 완료 상태로, 수분 함량이 13% 내외이며 건조 방법에는 천일 건조, 비닐하우스 이용건조, 

열풍건조 등이 있으나 천일건조나 비닐하우스 이용건조는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건조 

기간 중 부패할 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건조사를 만들어 화력 건조를 하는 것이 좋다. 

한여름 고온 다습할 때 건고추에 수분 함량이 높아져 화랑곡나방의 유충이 생길 수 있어 

저장 보관 시 환풍기 설치가 필요한데 고추를 잘못 건조하게 되면 외관상 고유의 색깔이나 

형태를 잃게 되고 마른 고추로서 매운맛이 떨어져 상품 가치를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므로 건조과정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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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고추는 개화 후 56일 지난 홍고추를 수확하여 1∼2일 음지에 펴 널어 예건하는 것이 

색택 향상에 좋다. 건조법은 햇빛에 널어 말리는 천일건조, 비닐하우스 내 건조, 폴리에틸렌 

필름 내 고추를 넣어서 하는 피복건조, 건조기에 열풍을 가하여서 하는 열풍건조, 90℃에서 

3~5시간 열풍건조 후 꺼내어 비닐하우스 건조하는 반 양건법 등이 있다.

이 중 열풍건조 시는 건조과정에서 지속된 온도조건 아래에서 캡사이신 파괴 및 흑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건조된 고추는 마  또는 PP 에 약 20㎏씩 넣어 상온에 습도가 적고 환기 잘 되는 

음지에서 저장한다. 저온저장 시는 함수율 14% 내외의 고추를 온도 0∼2℃, 습도 65∼70% 

저장하며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용한 봉저장 시는 0∼4℃에서 9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하다. 

량의 건고추 저장 시 고추의 부피를 1/6∼1/7로 압축하여 저장하며 저장 전 꼭지 제거 

및 종자를 과피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한다. 저장형태는 통고추, 절단 고추, 분말 고추 등이 

있다. 저장 시는 고온 다습기인 7∼8월경 수분 함량이 증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며 함수율이 

18% 이상일 경우 곰팡이 및 갈변이 발생하므로 함수율은 약 14%를 유지하도록 유의한다. 

또한, 연중 4월과 7월에 예방적 차원에서 1회 정도 훈증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수분 함량이 15∼17%로 건조된 고추의 저장 시에는 수분이 다시 흡습 되지 않게 두꺼운 

차단성 비닐에 봉하고, 햇볕에 의한 변색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 포장지나 UV 차단성 소재가 

첨가된 비닐로 포장해 저장하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저온에 보관한다.

건고추의 품질은 당 함량, ASTA(적색도)color, 매운맛(Capsicinoids)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매운맛 성분은 건조 온도가 낮을수록 높고 열풍건조 온도가 높을수록 매운맛 함량은 낮아지

고<표 10-10>, 당 함량은 건조 온도가 낮을수록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10-10 건조 온도에 따른 고추 매운맛(캡사이신) 함량 변화

온도(℃)
매운맛 함량(㎎/g 건물중)

원형 건조 절단 건조

55

60

65

천일 건조

30.4

34.8

34.2

27.2

24.4

23.6

24.4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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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통 및 가공이용

가. 국내산 및 수입산 고추 유통경로

1) 국내산 건고추 유통경로

생산자의 고추 출하형태<그림 10-7>는 시장가격에 따라 오일장이나 산지 수집상에게 유통, 

판매되며 농협과 계약재배로 출하하거나 소비자와 주변인 등을 상으로 직거래하는 형태들

이 있다. 고추 재배면적 비중이 높은 안동, 정읍, 제천지역을 비교하면 안동, 제천은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이 많은데, 특히 안동은 산지공판장이 활성화되어 농협 출하물량이 30∼

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정읍은 지역산 건고추가 양건이라는 소비자의 인식 때문에 

직거래 비율이 20∼25%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추의 주 유통경로는 부분 산지 

유통인에 의해 주산지 또는 주산지 인근의 집산지로 수집되었다가 분산되는데 충청권은 제천, 

충주, 청주, 남권은 안동, 의성, 주, 예천, 호남권은 정읍, 광, 고창 등이 주 집산지이다.

국외 수입(중국)국내

수확 수확

건조
양건 반양건 화건

양건

5~7회

직거래단위 : %

산지유통인

제천 80~85
안동 55~65
정읍 70~75

10~15
25~35
5~7

5
5

20~5

산지농협

도매상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

추정 경로…………

가공업체
대량수요처

요식업체

수출업자

수입업체밀수

1회 일시 수확

휴대 반입량

냉동고추
혼합 조미료
기타 소스

그림 10-7. 생산자의 고추 출하형태

※ 자료 : 농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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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유통인은 주산지 내에 고추 취급 전문상회를 갖고 있으면서 수집과 판매를 겸하는 

산지 유통인과 생산 농가를 순회하면서 고추를 수집해 고정거래상회에 판매를 위탁하는 중간

수집상으로 구분된다. 

건고추 수집방법은 중간수집상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60∼70%, 상인이 직접 농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20∼30%, 생산 농가가 직접 상회로 가져온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5∼20% 

정도이다. 판매처별 비중은 60%가 도매상, 20%는 소매상,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량수요처

는 15%, 나머지는 산지농협의 공판장으로 출하된다.

도매시장은 산지 유통인과 산지농협으로부터 구매하여 소매상, 량 수요처(김치공장, 자유

업체, 요식업소 등)로 판매한다. 수도권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은 성남 모란시장

이 30∼35%, 경동시장 25∼30%, 가락동시장 20∼2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등포시장, 

중앙시장, 구리 도매시장 등으로 반입되고 판매처별 비율은 소매상이 60∼70%, 량수요처가 

30∼40%이다.

소매상은 도매시장 내 도매상, 산지유통인, 일반 소매상, 산지농협에서 구매하여 주로 “근”

단위로 요식업소나 개발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매상의 구입처별 비율은 도매시장 내 도매상

이 70∼80%, 산지유통인 20∼25%, 산지농협이 1∼2%이다.

시설고추는 상장 후 경매․입찰식으로 거래되는 품목이며,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시설고추는 소매상이

나 형 유통업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외식업체 등의 량 수요처로 거래된다. 

특히, 시설고추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므로 도매시장법인과 꾸준히 거래

할 수 있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고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읽고, 그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출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수입고추 유통경로

수입고추는 도매상-고춧가루가공업체- 량소비처(가공·외식업체)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 

도매상은 냉동고추, 건고추 등의 민간수입물량을 수입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농수산식품유통공

사로부터 건고추 TRQ 물량을 공급받아 수입고추의 60% 정도를 취급한다. 전체 수입량 중 

냉동고추 등의 민간수입물량이 부분을 차지하며, 고춧가루 가공업체는 도매상과 직접수입 

등을 통하여 구입하는데 가공된 고춧가루의 부분이 식자재․급식업체와 식품(가공)업체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고춧가루가공업체는 냉동고추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단순 가공만이 아닌 

수입-가공-판매 기능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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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수입업체 → 소비자

가공업체 → 소비자

일반소비자(8.0)

대량 수요처(92.0)

(0.5)

(8.2)

(0.3)

(36.4)

aT물량(8.7)
TRQ 8,710톤

건고추

aT물량(8.7)
TRQ 8,710톤

냉동고추

건고추 및
고춧가루

고추장 및
혼합조미료

도매인(65.3)

가공업체(38.6)

소매점(4.6)

급식업체

장류업체

요식업체

김치제조업체

식품제조업체

(4.6)

(46.0)

(57.1)

(14.1)

(24.5)

(2.6)

(2.7)

(9.7)

(1.9)

그림 10-8. 수입고추의 유통경로

※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3)

3) 건고추 구매 및 소비 성향

유통 건고추에 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고추농가의 생산방법과 상품성 있는 건고추

를 출하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민소득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아파트 

부녀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856명을 조사한 결과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사용 용도

는 54.2%가 김치용이며<표 10-11>, 조미 반찬용으로 24.9%, 고추장용이 18%, 기타 2.9% 

순으로 한국의 도시 가정주부들은 김치를 담기 위하여 고추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1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소비내용

구   분 김치 반찬(국,찌개,무침 등) 고추장 기타

고추 소비율(%) 54.2 24.9 18.0 2.9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구입처<표 10-12>는 농가 직거래가 40.5%, 시골집이나 친척을 통하

여 구입 32.1%, 동네 인근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13.7%, 그 외 형할인마트, 인터넷 

순으로, 건고추와 고춧가루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이 72% 이상으로 건고

추 유통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증거이며, 유통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정증보판

318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

표 10-12 건고추 및 고춧가루 구입처

구    분 농가직거래 시골에서 가져다 먹음 동네인근시장 대형할인마트 인터넷직거래 기타

응답비율(%) 40.5 32.1 13.7 5.7 0.2 7.7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도시 소비자 84% 이상이 연간 건고추 소비량은 25kg 이하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10-13> 1가구당 연간 16.2kg 소비하고, 1인당 약 3.6kg의 건고추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 방법<표 10-14>도 전량구매가 78%, 필요시마다 구입하는 소비자도 

22% 정도로 건고추가 생산되지 않고 저장된 고추를 구입하는 비율도 높다. 

표 10-13 가구당 건고추 연간 소비량

구    분 5kg이하 6~15kg 16~25kg 26~35kg 36kg이상

응답비율(%) 12.4 51.9 20.1 9.6 6.0

※ 1가구당 16.24kg/년 소비, 평균 가족 수 4.47명으로 1인당 3.63kg/년 소비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표 10-14 소비자의 건고추 구매 방법

구    분 전량구매 필요시마다 구입

응답비율(%) 78.1 21.9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건고추 소비가 소량이고 수시로 구입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에 따라 건고추 판매하는 

포장용량은<표 10-15> 3kg이 24.2%, 12kg의 25.1%보다 6kg 포장이 35.4%로 가장 선호하

는 건고추 포장용량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지유통 고추의 포장은 마  60kg~120kg으로 유통

되고 있으며, 농민의 노령화에 의해 포장용량의 축소가 요구되는 실정이고, 유통시장의 건고추

도 포장재료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판장이나 형할인점의 건고추 포장은 10근용이 적합하다.

표 10-15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고추 포장 단위

구    분 3kg 6kg 12kg 30kg 60kg 기타

응답비율(%) 24.2 35.4 25.1 6.6 2.3 6.3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건고추의 건조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건조하는 태양초와 반 태양초, 화건초로 

구분되며, 이러한 건조 방법에 따른 건고추 소비자의 선호도는 태양초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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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6 건조 방법별 소비자 선호도

구    분 태양초 반 태양초 화건초 상관없다

응답비율(%) 60.0 34.3 2.9 2.8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3~’04)

건고추의 색깔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조 방법을 시도하여 열풍기를 이용한 

저온건조가 색도가 우수하나 건조소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홍고추

를 절단하여 건조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양군의 빛깔찬 고춧가루가 표

적이며, 이러한 절단 건고추 및 고춧가루가 일반 건고추보다 색깔과 비타민함량이 높아 가격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건고추 구매 시 선택기준 요인의 비율이 변화하고 있으며<표 10-17> 매운맛, 친환경 마크, 

위생은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하 으며, 색깔, 생산지, 크기, 가격은 낮아졌다. 따라서 

매운맛 선호도 증가는 매운맛의 구분이 요구되는 소비자의 의향을 볼 수 있으며, 친환경과 

위생의 선호도증가는 건강에 한 안전성 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표 10-17 건고추 구매 선택기준의 변화

구  분 색  깔 매 운 맛 생 산 지 친환경 마크

년   도 ‘03 ‘04 ‘03 ‘04 ‘03 ‘04 ‘03 ‘04

응답비율 39.1 35.8 14.3 16.5 11.6 10.0 6.8 10.8

구  분 위생 크기 가격 기타

년   도 ‘03 ‘04 ‘03 ‘04 ‘03 ‘04 ‘03 ‘04

응답비율 8.1 9.7 8.8 7.0 6.6 5.7 4.7 4.5

나. 가공 및 이용

1) 고춧가루 공장의 제조 공정

위생적인 고춧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홍고추를 세척한 후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이다. 고추를 

수확한 후 세척과 살균처리를 거친 후 건조를 하면 고춧가루 공장에서 다양한 세척공정을 

갖추지 않고 바로 분쇄공정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공 공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세척, 건조시스템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함께 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고추

산지 및 가공공장 여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고춧가루 공장에서는 수매한 건고추의 재세척, 재건조, 분쇄, 체선별, 포장 등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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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투입 과피·종자분리 1차분쇄(자동연속롤밀) 1단롤밀

⇒ ⇒ ⇒

⇓

공기이송․CIP System 자동포장 철분제거 입도선별

⇐ ⇐ ⇐

공정은 <그림 10-9>를 거쳐 고춧가루가 가공되는데, 고춧가루 제조 시 건조 온도와 시간, 

분쇄 시 롤  간격과 롤  통과횟수 등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고춧가루 품질이 향을 

받게 된다.

고춧가루 분쇄는 되도록 최소한의 공정으로 짧은 시간에 열이 최소 발생하도록 처리해야 

향신료인 고춧가루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 최상품의 고춧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현재 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최신의 기계설립을 도입하고 있으나 홍고추의 특성은 품종, 토양, 기상, 수확 시기 

등 각종 환경에 따라 품질변화를 간과해서는 최상의 용도별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는 없다. 

고춧가루 제조 공정도는 <그림 10-10>과 같다.

홍고추 원료투입 → 선별 및 고추 꼭지 제거 → 세척, 살균 → 건조 → 과피제분 → 종자 분쇄 → 

과피와 종자 혼합 → 고춧가루 건조 → 고춧가루 함수율측정 → 신미도, 색상 등 성분 조절 → 쇳가루 

등 이물질제거 → 2차 살균 → 고춧가루 용도별 포장 → 유통 및 냉장 저장

그림 10-9. 고춧가루 제조 및 가공 공정

2) 고춧가루 제조 및 포장 공정

건고추 투입 → 과피, 종자 분리 → 과피 저장 → 1차 분쇄(연속 롤밀) → 2차 분쇄(1단 롤밀) → 

입도 선별 → 금속성 이물 제거(1차) → 저장 및 품질 분석 → 건조 및 혼합 → 2차 금속성 이물 

제거 → 내용량 포장 → X-선 이물질 검출기 → 박스 포장 

그림 10-10. 고춧가루 제조 공정도

※ 자료 : 양고추유통공사



제10장 수확·건조 및 저장·유통

 321

3) 고추를 이용한 가공제품

고추는 건조된 분말 형태로 사용되므로 식탁에서나 식품 가공용 식재로써 사용과 취급이 

쉽고 각 양소가 고르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 등의 미량성분과 유기산인 

Citrate, Quinate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향신료로써 독특한 매운맛과 붉은색소를 

가지고 있어 식품첨가 향신료 자체뿐만 아니라, 고추장, 김치, 젓갈류 등 광범위하게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고춧가루에 함유된 붉은색소를 이용한 립스틱, 매운맛을 이용한 

목욕용 고춧가루, 비만 억제, 부착용 파스 등 고춧가루가 가진 성분은 다양한 소재에 이용되고 

있고 개발 중이다.

가) 고추의 용도

1993년(조웅제 외, 가공용 채소의 수급구조분석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고추용도 조사에 

의하면 고추장용으로 전체 가공 고추의 49.4%가 소비되며, 그 다음이 고춧가루(31.6%), 배추

김치(16.2%), 깍두기(2.4%)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2004년도 소비자의 

고추 사용 용도로는 김치 54.2%, 조미 반찬용 24.9%, 고추장 용도가 18%, 기타 2.9%로 

나타났다. 10년 전 주사용목적인 고추장용이 현재 김치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맞벌이 부부

의 급증과 핵가족화, 아파트 거주문화의 보편화로 표되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추를 소재로 한 식품을 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용 형태와 용도를 요약하면 <표 

10-18>과 같다.

표 10-18 고추를 이용 및 첨가한 식품

구    분 형  태  별 용          도

생    과
풋고추

홍고추

생채, 고추무침, 장조림, 물김치, 튀김, 

장담금, 김치, 혼합양념, 양념장, 

건 조 물

건고추

고춧가루

Flake/실고추

유통 저장용

김치, 고추장, 조미료, 라면 수프, 목욕용

라면 수프, 양념용

액상 제품
고추 농축액

고추씨 기름

페이스트(짓이긴 것) 

라면, 찌개류, 고추장, 스낵류, 다데기, 볶음류, 양념장, 

카레, 축육연제품, 통조림  

중화요리, 라유, 라면 수프, 샐러드기름, 

김치 양념, 분말 고추, 혼합양념

복합식품

복합 조미료

김치

고추장

분말 고추장

식탁용 조미료, 향신료 조제품

김치

고추장, 조리용

즉석 고추장, 라면 수프, 양념장, 각종 요리

※ 자료 : 최 욱, 고추를 소재로 한 식품의 이용과 개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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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과 이용

풋고추는 생식용, 각종 찌개류, 튀김, 무침, 장조림, 물김치, 등에 이용되며 고춧잎과 함께 

어린 고추는 비타민 함량이 높아 된장을 이용하여 무침 나물로 식용하기도 한다. 홍고추는 

성숙하면 고춧가루 신 김치에 이용되거나 다진 양념, 장담금, 양념장 제조에 썰거나 빻아서 

이용된다. 고추의 비타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 잡채, 장떡, 매작과, 젤리에 홍고추가 

부재료로 사용되고, 풋고추는 피클, 소박이, 고추 찜 등에 이용되어 생과 소비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 건조물 이용

고추는 부분이 건고추 상태로 유통, 저장된다. 건고추를 식용으로 소비할 때는 가루로 

만들어 유통, 소비된다. 고춧가루의 용도로는 김치, 고추장, 라면, 소스 등에 이용되고 일본에

서는 고춧가루를 건강미용을 위해 매운맛을 약하게 가미하여 제품화하고 있다. 

라) 액상제품 이용

(1) 고추 농축액

고추 농축액은 고추로부터 알콜 등의 용매를 사용하며 유효성분인 매운맛, 향, 색, 무기질, 

비타민 등을 추출하여 농축한 것이다. 이 농축액은 고추 고유의 풍미와 적색 색소 및 매운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2년간 장기저장이 가능하며, 위생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물

질이나 미생물로 인한 오염이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이나 기름에도 잘 녹으므로 각종 

식품 재료(라면 수프, 스낵류, 절임류, 어육연제품, 조미료) 및 요리에 이용되고 있다.

(2) 고추씨 기름

고추로부터 고춧가루 조제 완료 후 부산물로 남는 것이 고추씨이며, 전체 고추의 10~20%에 

해당하는 연간 3만 톤 정도의 고추씨가 생산된다. 고추씨는 28% 정도의 높은 지방함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가공할 경우 각종 음식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질 좋은 식용유 자원이다. 수집되는 고추씨를 가공 처리하여 매운맛 조절이 가능한 고추씨 

기름 가공은 새롭고 유망한 가공산업이다.

(3) 생고추 반죽(Paste)

생홍고추는 싱싱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호되지만,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온에

서는 2일, 저온저장(5~7℃)의 경우에는 8~12일 지나면 변질, 부패한다. 따라서, 생홍고추와 

풋고추는 싱싱함을 보존할 수 있는 장기저장의 목적으로 반죽 상태로 가공하여 각종 김치와 

양념류에 사용된다.

(4) 유효성분 추출물

고추로부터 유기용매에 의해 추출된 정유(Essential oil)와 천연수지(Natural resin)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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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올레오레신(Oleoresin)이 표적이다. 이 수지는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와 착색제로 사용

되는데 향신성분의 효과적인 이용과 장기저장을 목적으로 하여 약 40년 전부터 가공되기 

시작하 다. 주요 소비국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고 식용유에 한 충분한 항산효과가 

증명되어 항암용 제품을 기 할 수 있다.

(5) 복합식품

(가) 조미료

고춧가루는 가장 널리 보편화한 식탁용 조미료로서 고추 단일품 또는 복합품으로 가공, 

포장되어 시판되고 있다. 종래에는 가정마다 일년 치 고춧가루를 마련해 두고 사용했으나 

핵가족화, 생활의 간편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춧가루 가공품을 수시로 소량씩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고춧가루 제조사업장도 증가해 가는 추세를 보인다.

(나) 김치

김치는 표적인 한국의 전통식품으로 채소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겨울철의 채소 저장식품이

다. 김치는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무와 고추, 마늘, 파, 생각 등 양념 채소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고추 없는 김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추는 김치 제조에 필수적인 향신 

조미 채소인 것이다. 김치는 국제규격(CODEX)이 제정될 정도로 이제는 세계인이 즐겨 먹는 

식품이 되었다. 최근 한류의 확산과 함께 이렇듯 문화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한 김치산업의 발전은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김치 수출량은 전체 39,201톤, 135,785천불에 달하며 이 중 일본 수출량이 54.1%, 

미국 16.7%, EU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표 10-19>.

표 10-19 연도별 김치 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국가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률(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본 16,343 56,104 15,949 55,184 20,101 71,099  26.0 28.8

중국 121 419 104 388 59 304 △43.1 △21.6 

미국  2,570  8,969  3,725 14,802 6,191 23,059  66.2 55.8

홍콩  1,280  4,489  1,441  4,953 2,132 7,756 48.0 56.6 

대만  1,587  5,099  1,421 4,781  1,725  5,871  21.4 22.8

ASEAN  1,386 4,873 1,691  5,866  2,490  9,224  47.3 57.3

EU  1,873  7,351  2,189  8,503  2,791 11,778 27.5 38.5

GCC 295 1,175 294 1,219 336 1,484 14.2 21.8

이슬람국가(OIC) 769 2,966 917 3,710 1,020 4,236 11.2 14.2

신북방 310 649 225 644 336 974 49.3 51.4

※자료 :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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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추장

고추장의 매운맛과 색택은 고춧가루가 결정하며 좋은 고추장은 고춧가루의 선택에서 비롯

된다. 고추장은 제조 시 사용되는 고춧가루의 양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개량식 고추

장이 재래식 고추장보다 고춧가루 사용량이 적으며, 평균 13% 정도의 고춧가루를 넣어 고추

장을 생산하고 있다. 고추장의 종류는 볶음고추장, 초고추장, 회고추장, 마늘 고추장, 양념 

고추장, 사과즙 고추장, 홍삼 고추장 등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고추장을 분말건조, 드럼건조 또는 동결건조 시켜서 분말화(60~100mesh)한 분말 

고추장이 개발되어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조절한 라면 수프

가 증가하고 있으며, 즉석 고추장 또는 각종 양념장으로 이용하는 인스턴트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소스는 국내가공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미약한 상태이나 스테이크 

소스, 핫소스, 굴소스, 토마토소스 등 수입 소스와 함께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고추장 수출량은 22,618톤 48,572천불로 2018년에 비해 수출량은 27%, 수출금액

은 42%로 크게 증가하 다. 수출지역은 미국이 27.1%, ASEAN 지역이 21.6%, 중국 19.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0-20>.

표 10-20 연도별 고추장 수출실적 (단위: 톤, 천달러, %)

국가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율(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본 2,175  4,552  2,115 4,410  2,358 5,271 11.5 19.5 

중국  1,867  4,552  2,612 5,692  3,958 8,803  51.5 54.7 

미국 5,697 12,335 4,990 10,804 5,591 13,484  12.1 24.8

홍콩 232 556 169 474 210 608 24.5 28.2

대만  678  1,311  686  1,280  868  1,711  26.5 33.7 

ASEAN  2,964  5,940  3,634 6,860  4,451 10,674  22.5 55.6

EU  986  2,481  1,228  2,979  1,509  3,875  22.9 30.1 

GCC 116 306 119 311 124 363 4.3 16.9

이슬람국가(OIC) 720 1,535 764 1,605 1,103 2,836 44.3 76.7

신북방 295 683 386 825 426 947 10.3 14.8

소계 17,748 34,251 18,722 35,240 22,618 48,572 230.4

※ 자료 :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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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추관련 제품 가공 및 품질 기준

1) 고추장

고추장에 한 KS 규격안으로 2010년 5월 1일 최종 고시되었으며 여기에 따르는 매운 

맛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그림 10-11> 표기와 단위는 <표 10-21>과 같다.

그림 10-11. 고추장 KS 규격표시

표 10-21 고추장 표기 및 단위

단계 한글명 영문명 GHU

1 매우 매운맛 Extremely hot 100이상 

2 매운맛 Very hot 75-100 

3 보통 매운맛 Medium hot 45-75 

4 덜 매운맛 Slightly hot 30-45 

5 순한 매운맛 Mildly hot 30미만 

* GHU(Gochijang Hot taste Unit)은 고추장의 매운 맛의 단위를 의미 : 201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

2) 고춧가루와 김치

고춧가루 및 김치에 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정하고<그림 10-12>, <표 10-22>, 가공식품

표준(KS)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31일 확정 고시되었으며 여기에 따르는 매운 맛의 표기와 

단위는 <그림 10-13>, <표 10-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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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2. 고춧가루 KS 규격표시

표 10-22 고춧가루 등급 표준(안) 기준

5단계 구분 순한 덜 매운 보통 매운 매운 매우 매운

Capsaicinoid함량(ppm) 150 미만 150〜300 300〜500 500〜1,000 1,000 이상

유통제품 비율 12% 35.5% 33.5% 17% 2%

3) 김치

그림 10-13. 김치 KS 규격표시

표 10-23 김치 등급 표준(안) 기준

3단계 구분 순 한 보통매운 매 운

Capsaicinoid함량(ppm) 2.9 미만 2.9 〜 14.9 14.9 이상

유통제품 비율 15% 6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