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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자연건조)
재배면적이 적고 고추생산량이 많지 않은 일부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말리는 방법으로 가마니나 멍석 또는 지붕위에 직접 햇빛에 말리는 방법이다.

��건조(열풍건조)
건조기(벌크)에 고추를 넣어 기름버너에 의해 가열된 열을 송풍기를 이용하여 건조기 바닥을 통해 불어 넣어주고 배습을 시키면서 건조시키는 장치로 현
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건조순서 : 수확 → 선별ㆍ세척 → 물기빼기 → 건조기 입고 → 완전밀폐(65℃ 에서 5 ~ 6시간) → 완전배습(1시간정도) → 개폐기 50%개방(55℃에서
10~12시간) → 개폐기

장점
건조기간이 짧다.
1회 다량건조를 할 수 있다.(1평:홍고추 600kg, 건고추 120kg) 꼭지를 푸른상태로 건조하여 일부지역 소비자는 선호한다.

단점
고온건조시 색깔이 검붉다.
농가별 건조기술에 차이가 많고 품질이 떨어지기 쉽다.

비닐하우스 건조 (순태양초)
농가의 육묘상 등 기존 하우스내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짚, 갈대 등으로 10 ~ 15cm 두께로 깔고 망사를 편후 고추를 넣어 말리는 방법이다.
건조순서 : 수확 → 선별ㆍ세척 → 물기빼기 → 건조상에 얇게널기 → 하우스 밀폐(65℃에서 5~6시간) → 낮에 하우스 문을 열어주고 1일1회 뒤집기 →
반복 6 ~ 7일 → 완전건조

장점
판매가 용이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색깔이나 맛이 좋다.
유류대 등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단점
성 수확기 다량건조가 어렵다.
강우시(2 ~ 3일 흐림)에는 건조할 수 없다.
건조기간이 길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건조기간이 길어지면 신맛이 발생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비닐하우스 + 열풍건조
비닐하우스 안에서 3~4일 건조(수분 40%정도) 후 건조기에 넣어 말리는 방법이다.
건조순서 : 수확 → 선별ㆍ세척 → 물기빼기 → 하우스에 얕게 펴널기 → 하우스 밀폐 5 ~ 6시간 → 하우스 개방하고 1일1~2회 뒤집기(3~4일) 건조기에
입고(수분40%정도) → 건조기 개폐기 1/2 개방하고 50℃ (10~12시간) → 완전건조

장점
빛깔이 좋고 맛과 향이 살아 있다.
유류대 등이 절감 된다.
건조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하우스내 건조 중 강우가 있거나 흐릴 때 신속히 건조 할 수 있다.

단점
하우스에서 건조기에 옮길때 고추꼭지가 빠지기 쉽다.
노동력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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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 + 비닐하우스
열풍 건조기(벌크)에 고추를 넣고 1일정도 건조(수분50%정도) 후 하우스안에 널어 말리는 방법이다.
건조순서 : 수확 → 선별ㆍ세척 → 물기빼기 → 건조기에 입고 → 완전밀폐(65℃에서 5~6시간) → 건조기 반복 55℃에서 개폐기 1/2열고 12~14시간 →
건조기에서 출고 → 하우스에 편다 → 1일 1~2회 뒤집기 (3~4일) → 완전건조

장점
색깔이 좋고 맛과 향이 살아 있다.
유류대 등이 절감 된다.

단점
건조기에서 하우스 옮길 때 꼭지 빠짐이 많다.
노동력이 많이 든다.
고추속 건조가 불량하여 신맛이 날 수 있다.
하우스에 넣은 후 강우나 흐릴 때 건조기간이 길어지고 품질이 불량해 진다.

비닐하우스+보일러건조
비닐하우스내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봄에는 육묘상으로 이용하고 고추수확기에는 전천후 건조시설로 이용하여 말리는 방법이다. (기존비닐하우스 30평
에 보일러 건조시설 비용 : 180만원)
건조순서 : 수확 → 선별ㆍ세척 → 물기빼기 → 건조기에 얕게 넣기 → 하우스밀폐(65℃에서 5~6시간) → 하우스문 개방 → 1일 1~2일 뒤집기 반복(4~5
일) → 완전건조

장점
장마시에도 건조가 가능하다.
색깔이나 맛이 아주 좋다.
육묘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점
강우계속시 유류대 소요가 많다.

원적외선건조
열풍건조와 비슷한 건조방법이지만 열풍건조기에 원적외선을 발생케 하는 장치가 첨가되어 있어 건고추의 색깔이 밝고 균일하게 건조되어 품질이 아주
좋다.
건조시간은 일반 열풍건조기와 비슷하고 고추고유의 특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맛, 색깔, 외형우수) 일반 열풍기와는 달라서 건조중에 상자교환 등의 작
업이 필요없고 완전자동 건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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