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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재래종 고추의 유래
1660년경 수비면 오기리에서 재배되고 있던 고추 중 고추꼭지가 우산형이고 끝이 뾰족하여 외관상 모양이 좋을 뿐만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것을 채종하여 자
가재배하던 중 그 품질이 우수하 다고 인정되어 1965년경부터 확대 재배되었으며, 전국 농산물품평회에 수비초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서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오늘날 영양고추가 된 것이다.

수비초는 품질면에서 한국인의 식성에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교잡종인 신품종에 비해 내병성이 약하고 수량이 떨어진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양고추시험장에서는 순수재래종 복원사업과 내병성이 강한 재래종고추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수비초 외에도 칠성초(붕어초)와 무덤실초(미꾸라지초) 등이 재배되고 있다.

영양고추의 효능
식욕증진,보온효과,장내살균작용
우리 한민족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되는 고추는 다른 채소보다도 많은 당
질과 비타민 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추특유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 은
많은 약리작용과 함께 인체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감기에 대한 민간요법을 보면 뜨거운 콩나물국에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마시고 진땀을 흘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몸이 냉해져 걸리는 질환에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한기를
상쇄하여 건강을 찾는다는 음양의 철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겨울
철 먼길을 떠날때 발가락을 고추로 감싸 다닐 경우 동상을 방지하는 효과
도 있다고 한다.

캡사이신이란?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로,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며, 매
운맛을내는 성분인데, 약용과 향료로도 이용되며,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
유되어있다.

고추속의 캡사이신 - 김치
고추의 캡사이신은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기도 하며 젖산균의 발육을 돕는 기능도 한다. 김치는 대표적인 젖산발효 식품인데 이 젖산의 작용으로 김치 맛이 산
뜻해지며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도 사멸된다는 연구발표로 김치의 비밀이 밝혀진바 있다.

고춧가루로 제맛을 내는 김치의 영양이 바로 고추의 캡사이신에 있는 것이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체지방을 줄여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 이 된다는 국내
대학연구팀의 보고도 있으며 일본에서도 캡사이신을 이용한 다이어트 음료가 선풍적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1999년 식품저널 5월호에 소개되기
도 하였다.

캡사이신을 이용한 다이어트 효과는 식욕과 에너지 섭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지방축적을 막는다 는 것
이다.

고추속의 캡사이신 - 고추장
고추로 만든 고추장에도 비만예방효과 가 있다고 한다. 고추의 매운맛은 위산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너무 매운것이 오히려 위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는게 좋다.

고추속의 또다른 영양소
푸른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면 색소성분인 카로틴이 지방산과 결합해 캡산틴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바뀐다. 비타민A 는 피부, 점막을 튼
튼하게 해 준다. 최근에는 비타민A의 모체인 베타카로틴의 항암작용 이 밝혀져 녹황색 채소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데 푸른고추도 당근, 토마토 못지 않게 베타
카로틴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다. 베타카로틴은 특히 지방과 잘 어울리므로 요리를 할때는 기름을 사용하거나 지방성분이 많은 재료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고추에는 청과나 적숙과나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보통 감귤의 2배, 사과의 30배 정도의 함량이다. 한여름 지칠 때 먹는 풋고추 한두개가 피로를 덜고
활력을 주는 이유이다.

한방에서는 고추의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이용해 신경통이나 관절통에 고춧가루 뜸을 쓰기도 하는데 매운고추를 유난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은 왠만한
통증에도 둔감한 편이다. 그만큼 고추는 사람을 강단있게 한다.

근래에는 고추의 매운맛이 생활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신료나 핫소스, 방부제 원료나 진통제, 외용약 등으로 널리 쓰인다. 유기농법에도 고추를 발효
시켜 광범위하게 해충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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