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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내 고추 주산지 지자체 고추관련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국내산 고추 가공제품의 유럽시장 수출

을 위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하고자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국제식품박람회 2011 ANUGA에 참석하

여 세계 고추 조미료 및 고추 가공제품의 품질, 기술현황, 가격 등을 조사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네덜란드 로

테르담, 암스테르담 등에 있는 현지 대형 식품 유통업체, 한국식품 수입업체,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헝가리, 

체코 지역의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유럽 고추 제품 수집 및 시장조사를 하여 한국산 고품질 고추 조미료 

및 가공제품의 해외 시장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제식품박람회(ANUGA 2011)

독일 쾰른시 Koelnmesse 전시장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ANUGA는 세계 최대 규

모의 식품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전시회 기간 동

안 세계 유명 식품제조업체와 식자재 원료업체가 

참여한다(Fig. 1). 전시회 주제는 항상 ‘Taste the 

Future’로 정해져 있으며, 특히 업계의 새로운 식품

가공품이 많이 소개된다. 금년도 전시기간은 2011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

후 6시까지 개관되었다. 전시장은 총면적 284,000 ㎡, 

11개의 독립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분야

는 Fine Food, Drinks, Chilled and Fresh Food, 

Meat, Frozen Food, Dairy, Bread and Bakery, Hot 

Beverages, Organic, Retailtec, Food Service 등 10

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금년도 참여업체는 100

개국에서 6,596개였으며 전시기간 중 총관람인원

은 180개국 155,000명이다. 금년 전시회 규모는 

2009년보다 조금 증가하였으며 유럽의 중심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이므로 유럽인들의 식생

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

가공제품과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유가공제

품, 맥주, 포도주 등의 주류 제품, 과자, 초콜릿, 캔

디 등의 제과류, 양념소스 및 천연복합 조미류 등의 

양념류 가공제품이 많이 출품되었다. 한국관은 농

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하여 샘표, 강화홍삼, 고

려인삼, 밤, 녹차원, 비오텍, 의성흑마늘, 광동, 종

가집, 천안배 등 국내 식품업체 25개가 참여하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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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011 ANUGA 국제식품박람회

료, 간장, 기능성식품, 배 등을 전시하였으며 한국

관에서는 비빔밥, 김치, 부침전 등의 한국전통음식

을 방문객이 시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관

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본 전시회 참가목적은 국내산 고품질 고추 조미

료의 유럽시장 수출상담과 세계 주요 고추 생산국

의 제품과 원료품질 및 가격조사를 통한 한국산 고

추가공제품의 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기간 동안 대부분을 해외 고추 조미료 

및 시장 동향, 원료품질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

을 두고 관람을 하였다. 

2011년도 ANUGA 전시회에 참가한 주요 고추 

원료 및 고추 조미료 제품 출품국가를 보면 2009년

과 마찬가지로 고추 원료는 중국, 인도, 스페인, 헝

가리, 멕시코, 페루 등이며 고추 조미료 및 복합양념

류 제품은 대부분 독일 업체들이었다. 세계 시장에

서 고추 원료 가격은 고추의 색상정도를 나타내는 

ASTA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고추의 신미성분

(capsaicinoids)은 이화학적 정량분석 단위 mg/100 g 

보다 매운맛의 관능평가인 SHU(Scoville Heat Unit)

가 업계에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SHU 값은 HPLC

로 분석한 신미성분함량에 150 또는 160의 지수를 

곱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추 원료 및 고

추 조미료의 미생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의 총

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salmonella)와 같은 병원

성 세균, 아플라톡신(aflatoxin) 독소 유무 등이 요

구된다. 특히 고춧가루의 살균은 증기살균을 이용

하며 5~10%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

한편 중국산 고추 원료의 경우 주요 품질지표임

에도 불구하고 신미성분은 원료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색상을 나타내는 ASTA 값에 따라 제

품군이 분류되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고추

원료와 1차 가공한 세절고추, 소스, 고춧가루 등이 

있었고, 고춧가루의 경우에도 종자가 혼합된 제품

과 종자를 제거하여 과피만 분쇄한 고춧가루, 고추

씨 가루, 고추씨, 파프리카 파우더 등 다양한 원료

제품이 있었다. 제품의 매운맛은 고유의 매운맛을 가

지고 있는 품종을 판매하거나 분쇄된 고춧가루의 

경우 4단계(Non, Mild, Medium, High hot degree)

로 구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수분함량은 약 

12~18% 내외였고 ASTA는 60~220 범위였으며 종

자 포함 여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제조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공공장도 위생적인 제조시스템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2). 

지난 2009년도에는 중국산 건고추 원료의 대부

분이 수확시기 포장에서 자연건조를 하는 과정의 

원료가 토양세균 및 이물질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

아 식품 안전성을 요구하는 고품질 고추 조미료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 2011년 

전시회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조공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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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011 ANUGA 중국 고추 원료 전시관

안내책자를 준비한 업체도 많이 있었다. Qingdao 

Boon Foods사, Qingdao Tai Foong Foods사, 

Qingdao Deesheng Foods사 등 중국은 크게 산지 

지역별로 나누어 참가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의 고추 원료 회사는 Amar

사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인도산 고추는 대부분 산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수확 후 자연건조를 하

여 특히 색상이 뛰어나고 매운맛이 매우 높은 품종

이 많으며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생산량이 많아 원

료 확보가 쉬워 세계 주요 고추 조미료 업체들의 원

료 주요 공급원이 되고 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고

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남부 Murcia 지역

이 주요 생산지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Herbospice사, 

Salomon사, Omega spice사 등의 파프리카(paprika)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스페인산 파프리카 분말

원료(paprika powder)의 수출가격은 색상 ASTA기

준으로 60~180까지 20단위로 구분되며, ASTA 120

은 2.0 유로/kg이고 제품의 위생성을 높이는 스팀

살균을 할 경우 가격이 5~10% 정도 높다. 페루는 멕

시코와 함께 남미의 주요 고추 수출국이다. ANUGA

에 매번 참가하는 Miski사는 페루 농산물 수출회사 

중에서 고추 원료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회사로서 

현재 약 3만 톤 규모의 고추 원료를 미국, 멕시코,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건고추 원료와 고춧가루 

제품 등을 수출하며 수분, 입도, 색상, 신미성분, 

미생물 등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고추 원료의 색

상이 우수하고 수출가격은 건고추 기준으로 평균 

$2.0/kg이다. 남미의 주요 고추 수출국인 멕시코, 

브라질 등은 고추 수출회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국가별 종합 부스에서 고추 원료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다(Fig. 3).

참가업체 중 대규모 전용전시관을 가지고 판매, 

홍보 등의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업은 주

로 독일 회사인 Fuchs사, Merschbrock-Wiese사, 

Alba사 등이었다. Fuchs사는 독일 기업으로 유럽 

최대 양념조미료 및 각종 인스턴트 스프 제조회사

이다. 고추 조미료의 경우 독일 국내시장의 80%를 

점유하는 회사이며 색상, 신미성분, 볶음, 복합양

념 등에 따라 다양한 고추 양념조미료를 생산하고 

있다. Fuchs사의 계열회사인 Ottsman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추 양념류 제조업체이며, 시

장에서 제품의 품질에 따라 중간수준은 Ottsman

사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고급제품은 Fuchs사 상

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Fuchs사의 고추 원료는 

중국, 남미,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수입하여 독일 고

추조미료 가공공장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

산하고 있다. Fuchs사는 건조 고춧가루 외에도 액

상 튜브형태 등의 새로운 제품을 다수 출품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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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011 ANUGA 고추 주요 생산국의 고추 원료 전시관

   

Fig. 4. 2011 ANUGA 독일 Fuchs사 전시관

한인마켓 및 독일 지역 백화점의 
고추 상품 조사

Kim's ASIA Im-Export GmbH

Kim's ASIA Im-Export GmbH는 독일 라인강 북

부지역 Dusseldorf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

류의 대형 유통업체이다(Fig. 5). 현재 독일을 중심

으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5개

국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연혁은 20년간 유

럽지역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 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안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성장하였으며 회사

운영은 가족중심으로 되고 있다. 한국산 김치, 절임

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각종 양념류, 라면, 주류, 

인스턴트 식품류 등과 태국, 일본, 중국 등의 소스, 

라면, 통조림, 양념류 등의 다양한 가공식품을 수입

하여 유럽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고춧가루의 경우 

현재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하고 있다. 

독일 Kaufhof 백화점

한편 독일 쾰른시의 Kaufhof 백화점 양념 조미

료 코너에서는 Fuchs사와 계열회사인 Ottsman사

의 양념조미료가 매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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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im’s ASIA Im-Export사 전경

   

Fig. 6. Kaufhof 백화점 내 고추 조미료 판매 현황 

매장에는 각 회사별로 나누어 상품이 진열되어 있

고, 고추 조미료의 경우 가격은 100 g당 2.99~5.99 

EUR로 상품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았다. 또 

고춧가루 개별 상품 이외에 다른 향신료와 함께 세

트로 포장된 상품과 유기농 제품의 경우, 일반 고추

조미료가 2.99 EUR인데 비하여 3.99 EUR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개인 취향에 따라 천연

조미료를 제조하듯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포

장, 판매하는 상품도 진열되어 있었다(Fig. 6). 

헝가리 중앙식품연구소 및 
캘로차 고추 산업 견학

헝가리 중앙식품연구소

헝가리 중앙식품연구소(Central Food Research 

Institute, CFRI, 헝가리어 KEKI)는 부다페스트에 위

치한 국립중앙연구소로서 1881년에 설립되었으며 

식품관련 기초 및 응용연구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Food Safety Department 내에 Analytics, 

Biology, Microbiology의 3 unit과 Food Technology 

Department 내에 Food Industrial Environmental 

Protection, Food Economy and Quality, Technology

의 3 unit, Finance and Service Department로 이루

어져 있다. 소장은 Gyori Zoltan 박사이며 약 90명

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고추 품질 및 안전성 

분야의 연구는 Hussein G. Daood 박사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고추수출연구사업단 방문 시 고추 품질 

분석관련 연구실을 안내하고 헝가리 고추 파프리

카 관련 연구결과 두 가지 주제발표를 준비하였다. 

Judit Beczner 박사가 ‘Mould contamination of 

red paprika and related problems’라는 주제로 헝가

리 고추 원료의 유행 미생물 종류와 발생 빈도 및 요

인 그리고 이를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고추

에 발생하는 곰팡이 균류가 가지고 있는 ergo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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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arable land)                             비닐하우스(plastic house)                             관수(dropping)

Fig. 7. 헝가리 고추 재배 방법(노지, 비닐하우스, 관수)에 따른 품질 분석

함량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고추 원료의 곰팡이 

균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

였는데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에 연구결과에 

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헝

가리 고추 원료의 품질은 고추 품종 및 제품의 종류

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엄격한 안정성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H. G. Daood 박사는 ‘Bioactive compounds 

of spice red pepper as affected by genetic factors, 

cultivation technology and processing’이라는 주

제 발표에서 내병성 품종의 노지, 비닐하우스 온실, 

관수 등의 3가지 재배방법에 따른 고추 원료의 품

질, 비타민 C, E, carotenoid 함량을 분석한 결과 재

배방법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비타민 C

는 노지가 비닐하우스 재배보다 2배 높았으나 caro-

tenoid는 오히려 비닐하우스가 노지보다 40%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관수 재배의 경우 

모든 품질요인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에서도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고추 주산지에서 최

근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데 헝

가리와 같이 노지재배와 품질을 비교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Fig. 7, 8). 

캘로차 고추 시험장 

캘로차 고추 시험장(Kalocsa red pepper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on)은 1917년에 실험실 규

모로 설립되었으며 연구소 규모는 1970년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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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헝가리 중앙식품연구소 견학 및 세미나 참석

   

Fig. 9. 캘로차 고추 시험장

되었다고 한다(Fig. 9). 1928~30년 사이에 고추의 

매운맛을 감소시킨 신품종 육종에 처음 성공하였

으며 1991년 헝가리가 민주화되면서 국가적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되고 연구 활동도  매우 위축되어 

현재는 소규모 신품종 개발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헝가리 고추 산업이 2000년 이후 국제 경쟁력을 점

차 상실해 가는 주요 원인 중에도 신품종 개발연구

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도 있다. 2003년 본 

시험장을 방문하였을 때 육종실험 유리온실이 보수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 현재 신

품종 육종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장에서는 소형 고추 분쇄 공장이 부

속되어 있어 시료 분쇄 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

재 시험장 소장은 Timar Zoltan으로 매우 젊은 연구

원이며 방문 시 연구직원들을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캘로차 고추 하우스

(Kalocsa Red Pepper House)

캘로차에는 원래 고추 박물관(Kalocsa paprika 

museum)이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규모가 적

고 내부 시설이 오래되어서 헝가리 최대 고추 가공 

공장인 캘로차 고추 가공 공장이 주관하여 헝가리 

고추 역사를 한 번에 견학할 수 있는 현대식 고추 박

물관, 즉 캘로차 고추 하우스를 2005년에 설립하였

다. 고추 원산지인 남미에서 15세기 유럽에 고추가 

전래된 이래 헝가리 고추 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 발전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구문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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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캘로차 고추 하우스 사진 및 외부 전시물

   

Fig. 11. 캘로차 파프리카 박물관

진 및 고추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건물 밖에 

고추 품종, 고추 건조, 분쇄 장치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헝가리 고추 가공제품과 

요리책, 고추관련 서적,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별로 고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

는데 캘로차 고추 하우스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소

장된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

져 있지 않은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고추 중앙 박

물관을 새로이 신축하는 것도 우리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Fig. 10). 

 

캘로차 파프리카 박물관

(Kalocsa Paprika Museum)

캘로차 파프리카 박물관은 헝가리의 고추 박물

관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헝가리 

고추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Fig. 11). 앞서 고추 하

우스가 생기기 전에 세게드(Szeged) 고추 박물관과 

함께 헝가리 재래식 고추 가공기구, 고추분말 포장

재, 가공제품, 고추관련 문헌자료, 기념품 등이 전

시되어 있다. 전시관 내부에서 소포장 헝가리 파프

리카 제품과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캘로차 고추 건조공장 및 재배농가

캘로차 고추 가공 공장이 현재 내부 수리 중이라

서 견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시내 근교 소규모 헝가

리 고추 건조 공장을 방문하였다(Fig. 12). 고추 수

확이 종료되는 시기이고 현재 헝가리 고추 산업이 

크게 쇠퇴하여 수확된 고추 원료가 많지 않았다. 

헝가리 고추 수확시기의 기후는 비교적 건조하여 

포장에서 수확된 고추를 플라스틱 또는 나무상자

에 적재한 후 저온창고에 넣지 않아도 외부에서 자

연 상태로 수분이 건조된다. 수확된 후 1개월 된 고

추 시료도 쉽게 볼 수 있다. 고추 건조 공장 처리량은 

2톤 규모로 예상되며 원료세척, 절단, 3단 열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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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캘로차 고추 건조공장

   

Fig. 13. 캘로차 고추 재배농가

조, 포장 등으로 되어 있다. 헝가리 대부분 대형 건

조기는 독일 Binder사에서 제조된 5단 열풍 건조기

인데 이 건조설비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

다. 견학 시 고추원료 건조는 종자 채취를 위한 것

으로 건조 전 생고추 원료를 절단하여 종자를 제거

하고 별도의 탈수장치를 사용하여 종자를 채취하

고 있었다. 헝가리 고추 재배농가의 재래식 고추 

건조방법은 생고추를 플라스틱 그물망에 넣어 지

붕 밑에 걸어두고 자연건조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고추 품종을 이용하여 실내 장식용 고추 소품을 만

들어 집 앞에서 판매하고 있었다(Fig. 13). 

부다페스트 재래시장
(Budapest Great Market Hall)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가장 큰 전통적인 재래시

장은 1896년도에 준공되었다. 시장은 일층 신선농

산물, 육가공제품, 전통술, 파프리카 가공제품, 각

종 향신료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2층은 헝가리 전

통수예, 도자기, 수가공품, 기타 관광기념품 가게와 

헝가리 전통음식 식당이 있다. 특히 헝가리산 파프

리카 분말, 페이스트 등 다양한 고추 가공제품을 쉽

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Fig. 14).

 

 

체코 하멜시장 및 백화점
(Albert 슈퍼마켓) 고추 조미료 

체코 구시가 광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

는 하멜시장은 소규모 신선채소류를 판매하는 전

통적인 재래시장이다. 고추는 파프리카가 판매되

고 있는데 가격은 20~39 CZK/kg으로 환율로 계산

하면 1,400~2,700원/kg이다. 백화점(Albert 슈퍼마

켓) 식품점에서 고추 조미료가 판매되고 있는데 용

량은 30, 50 g 비닐 소포장이며 가격은 13, 22 C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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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부다페스트 재래시장 

   

Fig. 15. 체코 하멜시장 및 백화점 고추 조미료 

로써 900, 1500원이다(Fig. 15).

유럽산 고추 조미료 품질 분석

출장 중 수집한 유럽산 고추 조미료 제품은 Fig. 

16과 같다. 고추 조미료 용기는 유리병, 캔, 비닐포

장재 등이며 용량은 대부분 30, 50, 75 g으로 소포

장이다. 그리고 최근 고추페이스트(고추소스류) 제

품이 튜브형태의 용기에 60, 160 g 포장되어 판매

되고 있다. Table 1은 유럽산 고추 조미료(고춧가

루)의 국가별(체코, 독일, 헝가리) 모두 12개 제품

의 품질(수분, 색상, 신미성분, 유리당, 총균수)을 

분석한 것이다. 품질 요소의 평균치를 보면 각각 

수분 9.4±0.2%, 색상 ASTA color 94.1±0.8, 신미

성분 12.5±0.3 mg/100 g, 유리당 8.7±0.4%, 총균

수 2.8×106 CFU/g이다. 국내산 고춧가루와 비교

하면 국내산의 경우 수분 13~14%, 색상 ASTA 

color 90~100, 신미성분 10~50 mg/100 g, 유리당 

15~20%, 총균수 2.5×104~2.8×106 CFU/g으로써 

수분이 유럽산 보다 4~5% 높으며 유리당도 6~10%

로 높고 총균수 또한 104~106 CFU/g으로써 유럽

산 보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산 고추 조미료의 품질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수출용 고품질 한국산 고추 조미료 품질 기준을 

정하면 수분 9% 이하, 색상 ASTA color 120, 신미

성분 10 mg/100 g, 유리당이 20%, 총균수가 104 

CFU/g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헝가리 고추 산업의 쇠퇴 요인

헝가리 고추 산업은 1991년 헝가리 민주화 이전

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전매사업으로 추진되어 왔

으며 생산량의 60%를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20여 개국 이상 해외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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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유럽산 고추 조미료 제품

Table 1. 유럽산 고추 조미료 품질 분석

국 가 시료명
수 분
(%)

색 상
ASTAcolor

신미성분
(mg/100 g)

유리당
(%)

총균수
(CFU/g)

체  코 Paprikapaliva, KOTANYI 10.1±0.1 100.0±0.8 4.3±0.3 8.0±0.2 1.1×106

독  일 Paprika edelsub, Bio Wagner 9.7±0.0 79.1±0.4 3.9±1.0 2.9±0.0 6.7×105

CHILLIESgemahlen, 
Bio Wagner

6.3±0.0 67.5±0.2 93.8±1.4 2.4±0.1 7.9×106

Cayenne-preffer(gemahlen), 
Fuchs

8.0±0.0 77.4±0.2 7.1±0.0 7.5±0.1 4.5×106

Paprika edelsub(mild), Fuchs 9.2±0.0 121.5±0.9 1.7±0.0 8.0±0.1 3.5×106

Paprika rosen(scharf), Fuchs 7.5±0.0 74.7±0.4 6.1±0.3 7.7±0.2 7.3×105

CHILI FLAKES, HARTKORN 9.4±0.1 48.6±0.9 2.0±0.3 1.2±0.5 2.7×106

헝가리 CSEMEGE FUSZERPAPRIKA 
ORLEMENY, KALOCSA

11.2±0.2 134.9±1.1 4.5±0.0 14.2±0.6 2.5×106

Kalocsai, CORVINUS 13.1±0.4 103.8±0.7 5.6±0.3 14.5±0.6 4.0×105

Paprika CSIPOS 
SCHARF/HOT, HODI

11.2±0.5 112.8±2.0 8.8±0.3 12.4±0.4 7.9×105

Eros Scharf Hot Picante, 
KALOCSA

11.5±0.3 82.0±2.0 6.8±0.0 8.8±2.2 6.2×106

EdesSuss Sweet Dolce, 
KALOCSA

9.6±0.3 127.2±0.4 6.1±0.0 16.8±0.4 2.8×106

평 균 9.4±0.2 94.1±0.8 12.5±0.3 8.7±0.4 2.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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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헝가리 고추(Paprika red pepper) 생산 현황(건고추 기준)

연 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율(연도/2010)

1990 9,055 10,797 4.5

1991 6,953 15,883 6.6

1992 5,042 5,624 2.3

1993 4,594 5,666 2.4

1994 5,359 6,776 2.8

1995 4,682 6,799 2.8

1996 4,581 8,684 3.6

1997 5,655 7,554 3.1

1998 6,770 10,770 4.5

1999 4,627 5,518 2.3

2000 5,385 6,662 2.8

2001 6,476 9,956 4.1

2002 6,128 9,510 3.9

2003 5,436 6,182 2.6

2004 5,245 8,730 3.6

2005 5,649 8,231 3.4

2006 4,389 5,439 2.3

2007 2,243 2,295 1.0

2008 1,535 2,019 0.8

2009 1,974 3,330 1.4

2010 1,609 2,410 1.0

또한 헝가리의 고추 신품종 개발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앞섰으며 생고추 원료의 건조, 분쇄 등 가공기

술은 유럽에서도 가장 발전하였다. 헝가리 고추는 

유럽 고급레스토랑에서 육류 및 생선 스프 요리에 

사용되어 유럽 소비자들에게 헝가리 전통음식을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헝가리 고추의 주산

지는 남부지역 캘로차, 세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캘로추 고추 가공 공장은 일일 고추 분쇄능

력이 50톤/일 규모의 대형 분쇄공장과 산하 15개의 

고추 건조 공장을 가지고 있어 연간 6,000~8,000톤 

규모의 고추 조미료 생산능력을 가진 대형 고추 가

공 공장이었다. 이러한 유럽 제일의 고추 생산국

이며 최고 고추 가공기술을 가진 헝가리 고추 산업

이 500년 고추 산업 역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

다. 금번 출장 시 헝가리 식품 중앙연구소의 고추 

품질 연구 담당자인 H. G. Daood 박사의 답변에 의

하면 현재 헝가리 고추 생산량은 건고추 기준으로 

연간 2,000톤 규모로 크게 감소되었으며 고추 재배

농가는 대체 작물로 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고 하였다. Table 2와 Fig. 17은 1990년 이후 연도별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2010년 

고추 생산량 2,410톤을 기준으로 1990년 이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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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헝가리 고추 생산 현황

량을 평균 생산량 10,000톤을 기준으로 가정할 때 

현재 4.5배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

외 고추 수입량과 헝가리 고추 생산비 증가로 더 이

상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

편이다. 이러한 헝가리 고추 산업의 급속한 쇠퇴 

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근 한국 고추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깊이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500년 역사를 가진 헝가리 고추 산업이 무너진 

원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헝가리 민주화 이후(1991년) 국가기관이

었던 고추 육종 및 가공연구소를 민영화하면서 연

구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이 지원되지 못하여 새로운 

고추 품종 개발과 고추 가공기술, 고추 재배수확 기

계화 등의 연구개발이 20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헝가리 고추 품질 및 생산성 저하이다. 특

히 스페인, 페루,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고추 생산국

의 원료와 비교하여 품질의 차별화가 부족하였으

며 신품종 개발 연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고추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와 함께 2007년 이후 급속한 

고추 재배면적이 감소되었다.

셋째, 헝가리 고추 가공 공장의 국제 경쟁력 약화

이다. 헝가리 민영화 이후 국영 Kalocsa, Szeged 고

추 공장이 민영화되면서 해외 수출시장에서 제품품

질과 수출원가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저

하되었으며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고추 원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스페인, 페루, 브라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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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의 고추 생산국에 유럽시장을 내어 주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2004년도 유럽지역의 

헝가리산 고추 조미료에서 아플라톡신(aflatoxin)

이라는 유해 세균성 미생물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은 브라질산 수입 고추 원료와 헝가리산 고추 원료

를 혼합하여 만든 제품에서 생긴 것으로 브라질산 

수입 고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

며, 유럽 전시장에서 헝가리산 고추 조미료가 수거

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유럽 소비자들

에게 헝가리산 고추 조미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을 잃고 해외 수출량이 급감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헝가리 고추 산업의 쇠퇴 요인을 분석하면

서 향후 국내 고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산 고추 품질 향상과 규격화이다. 최

근 내병성, 저항성 고추 품종이 급속히 보급되어 국

내 고추의 품질, 특히 색상과 당도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중국

산 고추 원료보다 국내산 원료의 품질이 저하될 가

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국내산 고춧가루 제품의 품

질규격을 강화하여 색상과 당도가 우수하고 신미

성분이 규격화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므로 소비

자들에게 국내 고추의 품질 우수성의 신뢰성을 유

지하여야 한다. 

둘째, 안정된 고추 생산기반을 고추 주산지를 중

심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금년도 고추 생산량을 8

만 톤으로 가정할 때 국내 연간 고추 소비량 20만 

톤 중 12만 톤 규모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

다. 금년도 고추 가격 폭등은 지난 30년간 처음 있

는 일로써 앞으로 국내에서 최소 국내 소비량의 

50%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고추 생산기반을 확보

하지 못하면 고추 유통시장에서 해외 수입산 고추

가 가격형성을 주도하므로 국내 고추 산업기반이 

급속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

셋째, 고추 재배 및 수확 작업의 기계화이다. 현

재 국내 고추 재배농가의 평균연령은 65세 정도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가 급속히 추진될 경우 고

추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더욱 급속히 감소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추 재배수확작업의 기계화 연구를 위

하여 뉴멕시코대학(NMSU)을 중심으로 전담 연구팀

(chile pepper mechanization task force)을 구성하

고 30년간 연구지원을 하여 현재 고추 재배수확작업

을 100% 기계화하므로 고추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

켰으며 현재도 고추 수확 기계 성능개선을 위한 연

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도 지금부터라도 고추 재

배수확작업 기계화를 위한 연구팀을 발족하여 기계 

수확적합 품종 및 재배방법 개발, 고추 육묘이식 및 

수확기계개발, 기계수확 후 고추 종합처리장 중심의 

고추 가공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 주요 고추 생산국과 상호 협력 방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고추 수요를 연간 20만 톤으

로 가정하면 앞으로 국내 생산량 10만 톤을 유지하

더라도 매년 10만 톤 규모의 건고추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여야 한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 중국산 고추에 

의존하지만 중국산 고추 가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원료 안전성과 품질이 떨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고추 

수입을 해외 주요 고추 생산국인 멕시코, 페루, 스페

인 등 다변화하여야 중국산 고추 가격을 적절하게 견

제할 수 있고 수입국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상재해로 

인한 세계적 고추 생산 감소 시 수입산 원료 수급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국내 고추 

수입물량을 조절하는 농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우리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수입산 고추원료 조사와 

생산국 상호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