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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추조미료 시장 조사

박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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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Red Pepper Spices Market in Japan 

Jae-Bo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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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국내산 고품질 고추조미료 제품의 일본 시장

수출 방안을 계획하기 위하여 일본 동경을 중심

으로 일본 고추조미료 시장규모, 제품 종류 및 특

성 등을 조사하고 일본 소비자들의 국내산 고추

조미료 기호도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전문연구기관(I. Techno. Office)을 방문하여 연

구업무 추진방안을 협의하며 일본 동경주재 농산

물유통공사를 방문하여 한국산 고추조미료의 대

일 수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료를 수

집하여 일본 시장 수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출장개요

출장기간: 2008. 11. 10~11. 13

출장지 : 일본 동경

주요 내용

1. I. Techno.Office 사 

면담자: 飯野 和美(Kazumi Iino) 대표

주소: 104-0051 日本 東京都中央區佃2-1-1-1212

전화: 03-3533-7437, Fax: 03-3533-7440

e-mail: iino@techon-office.com

http://www.itecho-office.com

한국산 고품질 고추조미료에 대한 일본소비

자 관능검사 연구추진과 일본의 고추조미료 시

장규모 및 관련 식품회사 현황을 조사하기 위

하여 일본내 외국식품 소비자 기호도 조사 전

문 연구용역회사인 I. Techno.Office 사를 방문

하여 飯野 和美(Kazumi Iino) 대표를 만나 영

양고추종합처리장에서 제조된 고추조미료 샘플

과 제조공정을 소개하였고 한국산 고추의 품질

특성과 외국산 고추차이점을 설명하였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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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고추의 유리당이 평균 20%로 일반 외국산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과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생고추 원료에서 최종 고추조미료 생산까지 일

괄 처리되어 일반 미생물 총균수가 103CFU/g

으로 매우 위생적이며 색상과 매운맛이 규격화

된 고품질의 고추조미료를 생산하는 첨단 고추

건조분쇄설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현재

영양고추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고추조미료

품질 수준이면 일본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품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적합한 제품의 색상,

신미성분, 포장용기, 포장용량,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호도 조사연구를 통하여 일본 시장에

적합한 한국산 고품질 고추조미료 제품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산 고추조미료의 일본 시장의 수출

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관련 유통 및

제품생산 회사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김치, 고추장

등의 한국 전통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기

호도 조사가 부분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을 주축

으로 수행되었으나 고품질의 한국산 고추조미

료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기호도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일본 시장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본의 고추조미료 시장 조사

현재 일본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고추조미료

제품의 종류와 품질특성, 포장용기 및 용량, 가

격 등을 일본 동경시내 대형 백화점과 주택 중

심가의 식품상가를 중심으로 2008년 11월에 조

사하였다. 대형 백화점은 동경 銀座 거리에 있

는 松室銀座(Matsuya Ginza), 松坂室(Matsuzakaya)

등 2개소이며 식품상가는 전통 재래시장인 築

地시장의 (有) 高梨花香辛店, 新宿區 주위에 있

는 Food Center-丸孝, Santoku, 業務Super河內屋,

Shopp99, COOP東京 등 6개소였다. 그리고 동

경시내에서 가장 큰 한국식품 판매점인 한국광

장(장터)에서 국내산 고춧가루 제품판매를 조사

하였다. 일본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

는 고추조미료는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산이며

김치, 매운 찌게 등의 한국요리용으로 사용되는

10 mesh 이상 굵은 입도의 고춧가루제품은 포

장지가 PE재질이며 용량은 100, 200g이며 가격

은 100g당 ¥100이였으며 40 mesh 이상 미세입

도의 고춧가루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한국장터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조원은 한국이나 원료가

중국산인 고춧가루 제품은 500g에 ¥550였으며

영양고추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한국산인 빛깔

찬 고춧가루 제품은 500g에 ¥1,800으로 중국산

보다 3.3배 이상 높게 판매되고 있다. 최근 중

국식품 멜라닌 사건이후 식품안전성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산 고춧가루를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고품질 고추조미료 제품은 원료에

따라 chile pepper, red pepper, cayenne

pepper, paprika 등이 있으며 포장용기는 리필이

가능한 소형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 병 밑바닥

에서 고춧가루의 색상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포장용량은 10~30g이며 가격은 ¥150~450 범위

이다. 이를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800~

35,000¥이며 공장도 가격으로 추정하면 720~

14,000¥이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유기농 고추조

미료의 가격은 일반 것의 2배로 매우 높다. 일

부제품은 별도의 알루미늄 증착 포장재 리필용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포장용기 상태로 판매된다.

일본 유명 식품회사인 SB foods사에서 본 연

구원이 개발한 영양군 고추종합처리장에서 고

품질 고춧가루를 수입하여 한국산고추조미료(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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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唐辛子)로 재포장하여 10g 용기에 ¥185에 판

매되고 있어 국내산 고품질 고추조미료의 일본

시장 판매가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모두 52

개 일본산 고추조미료 제품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대표적인 제품 6개를 선정하여 색상, 신미

성분, 수분, 미생물 총균수 등의 품질을 분석하

였다. 제품의 미생물 총균수는 7.9 × 104~1.8 ×

107였으며 색상품질은 ASTA color 값이 평균

58로 매우 낮았으며 신미성분이 100mg/100g으

로 높았다. 수분은 평균 6.8%로 한국산 제품의

13.5%의 2배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일본산 고추조미료 제품의 품질을 분석한 결

표 1. 일본산 고추조미료 가격 분석

번호 제품명 중량
(g)

가격 제조사 원산지

¥ ¥/kg

1 カイエンペツパ粉末 8 280 35,000 エスビ食品株式會社 중국

2 韓國産唐辛子 12 185 15,400 エスビ食品株式會社 한국

3 有機チェリペツパ 15 415 27,670 エスビ食品株式會社 중국

4 有機パプリカ粉末 25 414 16,560 エスビ食品株式會社 중국

5 Mc パプリカ 17 188 11,050 ユウキ食品(株) 미국

6 レツドペツパ一ミンス 30 330 11,000 朝岡スパイス株式會社 스페인

7 パプリカ 35 300 8,570 朝岡スパイス株式會社 스페인

8 唐がらし(韓國料理用) PE包裝 250 450 1,800 テ一オ一食品株式會社 중국

9 とうがらし(韓國料理用)PE包裝 200 450 2,250 アイジ一エム 중국

표 2. 일본산 고추조미료의 미생물 총균수 분석

번호 제품명 일반세균수(CFU/g) 제조사 원산지

1 赤 末 2.0 ×  101

(有)高梨香辛店 중국

2 キムチ用唐辛子 7.9 × 104

シ一エ一スパイス株式會社 중국

3 パプリカ 3.0 × 107

ハウス食品株式會社 스페인

4 有機パプリカ粉末 5.4 × 106

エスビ食品株式會社 중국

5 韓國産唐辛子 1.8 × 107

エスビ食品株式會社 한국

6 Mc パプリカ 1.8 × 105

ユウキ食品(株) 미국

표 3. 일본산 고추조미료의 성분 분석

제품 수분(%) ASTA 색상값 신미성분(mg/100g)

韓國産 唐辛子 7.20 59.01 9.65

Cayenne Pepper 6.61 43.77 342.49

Chili Powder 8.41 42.98 18.93

一味 4.94 31.53 136.50

韓國産 甘口 5.69 57.37 46.70

韓國産 料理用 7.82 113.58 49.22

평균 6.78 58.04 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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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산 고품질 고춧가루 제품보다 품질과 식

품안전성이 낮게 나타나 국내산 고품질 고추조

미료의 일본 시장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홍초원 Japan 불닭 식당

면담자: 임광수 연구개발/직영점총괄

주소: 130-0026 日本 東京都 谷 道玄坂1-

3-11一番ビル2F

전화: 03-5489-0655

e-mail: iks@booldak.co.jp

http://www.booldak.co.jp

국내에서 ‘불닭’ 매운 닭요리 체인점으로 젊

그림 1. 일본의 고추조미료 제품 및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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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초원이 2004

년도부터 일본 동경 및 오사카에 진출하여 청

양고추 양념을 닭갈비, 돼지 로스 등에 사용하

여 한국의 매운맛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동경 谷역 앞에 위치한 ぶるだっく食

堂을 방문하여 임광수 직영점 담당자를 만나

일본인들의 매운 한국음식에 대한 반응을 문의

하였다. 처음 점포를 개장하였을 때 고객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차 한국 음식을 즐기는

젊은 층 고객이 증가하여 금년도부터 한국 본

사에서 분리되어 자립할 정도로 되었다고 한다.

청양고추는 신미성분 캅사이신이 평균 150mg/

100g이며 SHU가 20000으로 매운맛이 아주 강

한 원료인데 이것을 양념소스로 만들어 닭, 돼

지고기 등의 구운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 현재 동경에 6개, 오

사카 1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점포

를 확장할 계획이다. 청양고추는 신미성분이 높

지만 유리당도 20% 이상 높아 같은 매운맛 정

도를 가진 외국산 고추보다 일본 소비자의 기

호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일본 고객

들은 김치도 중국산보다는 값이 3배 비싼 한국

농협김치를 주문한다고 한다. 그는 한국산 고추

조미료도 품질과 맛이 뛰어나고 위생적인 제품

이라면 제품가격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고

추의 매운맛이 많이 들어가는 불고기 양념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점포매출액

도 높이고 한국산 고추의 소비량도 일본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고품질 한국산

그림 2. 홍초원 Japan 불닭 식당 메뉴와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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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조미료 제품이 개발되면 직영점의 테이블 양

념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일본 고급 식

당과 레스토랑 등에도 공급이 될 것으로 보았다. 

東東4. 농산물유통공사 동경지사 (aT Center )

면담자: 이종견 지사장

주소: 160-0022 日本 東京都 新宿區 新宿 5-

2-3 MRCビル6F

전화: 03-5367-6656 Fax: 03-5367-6657

e-mail: lejoke@hanmail.net

www.atcenter.or.jp

한국산 고추조미료의 일본 수출현황을 조사

하기 위하여 동경 新宿區에 있는 농산물유통공

사 동경 지사를 방문하여 이종견 지사장을 면

담하였다. 현재 한국산 고춧가루의 일본 수출물

량은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aT 센터 본

사에서 분석한 고춧가루 수출입 동향 조사 자

료를 수집하였다. 2007년도 국내 건고추 및 고

춧가루 상태의 고추 수출량은 1,734톤, 수출액

은 7,912천불이며 이중에서 농산물 유통공사에

서 수입한 MMA 물량을 재가공하여 수출한 것

이 464톤, 일반업체가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한 물량이 1,128톤이며 순수 국내산 고

추 수출량은 142톤, 2,060천불로서 전체 수출량

의 8%, 금액기준 26%였다. 이중 국내에서 일

본에 수출한 중국산 및 국내산 고춧가루는 581

톤, 3,568천불로서 전체 수출량의 34%, 금액기

준 45%였다. 순수 한국산 고추의 일본 수출량

은 전체의 63%인 90톤, 1,305천불 규모로 추정

된다. 현재 한류 열풍으로 매년 280만명의 일

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매운 한

국 전통음식(김치, 고추장)에 대한 일본 소비자

의 관심이 높아져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품재료

의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고추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실제로 국내 고추산업의 일본 시장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을 중요시 생각하며 최근 일본 시장에서 중국

산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어

고품질의 한국산 고추조미료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고추

와 외국산(중국, 미국, 유럽)의 품질의 차별화와

첨단 가공기술 개발로 인한 고품질 위생 고추

조미료 생산이 일본시장의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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