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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3℃
저온 보관 품질 검사 생산 완료

최상급 홍초
수매 & 선별

10~14일 
숙성 건조 점검 포장

다 같은 태양초가 아닙니다. 
경남 밀양 및 진주, 강원도 평창 및 정선에서 수확한 
최상급 홍초만을 사용합니다. 

수확시의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수확한 원초를 
–3℃ 저온 저장 창고에 보관합니다. 

좋은 것만 드립니다.
국내산 고추를 수매하여 직접 충북 증평의 
건조장에서 세척 및 건조한 제품을 생산,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입니다. 
수매, 선별, 건조, 세척, 제조, 포장까지 
일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심에 믿음을 더하다

HACCP 인증서 자가품질검사영업등록증 잔류농약검사

윤성 진고춧집 PROCESS

인증서_

품질 좋고 빛깔 좋은 최상급 원초를 
식약처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신축제조공장에서 직접 수매, 선별, 
건조, 세척, 제조, 포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윤성은 40년 세월의 건고추도매업 
노하우를 전수 받아 오직 고춧가루 
하나만을 연구하고 생산합니다. 



일반 고춧가루_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며 맛이 뛰어난 
최상급 홍초로 만든 진태양 고춧가루
용    도ㅣ각종 요리 및 양념, 김장 등
매운맛ㅣ보통 매운 맛 300~500 ppm(mg/kg) 
★★★☆☆

사용용도 
김치용 : 거친 무침이나 각종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며 
              입자가 굵고 거친 고춧가루입니다
조미용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 
	 각종 양념, 국, 탕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고춧가루입니다.

고운 고춧가루_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며 맛이 뛰어난 
최상급 홍초로 만든 진태양 고춧가루를 곱게 간 제품
용    도ㅣ고추장, 떡볶이 소스, 짬뽕, 순두부찌개, 
              비빔장 등
매운맛ㅣ보통 매운 맛 300~500 ppm(mg/kg)
★★★☆☆

사용용도 
장용 : 한국인의 최애 간식 떡볶이 소스나 고추장, 
          젓갈, 무침요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입자가 매우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청양 고춧가루_
껍질이 두껍고 색이 진하며 맛이 뛰어난 
최상급 청양건고추 100%로 만든 진태양 청양 고춧가루
용    도ㅣ칼칼하고 매운맛의 요리 등
매운맛ㅣ매운 맛 500~1,000 ppm(mg/kg) 
★★★★★

사용용도 
조미용 : 	국산 품종 중 가장 매운맛, 음식의 매운맛을 

원할 때 취향대로 넣어 맵기를 조절. 
	 국산 청양 특유의 달고, 
	 은은한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진심에 노하우를 담다 당해 수확한 국내산 태양초 100%의
고춧가루 3종을 만나보세요

중국산, 베트남산 등 
수입산 고춧가루 상품

김장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고춧집 갔다 온나”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익숙한 그 말의 울림을 따라 도착한 곳엔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햇빛과 바람을 머금어 익어가는 고추,
쉼 없이 돌아가던 방아 기계 소리….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40년의 대를 이은 정성과
시대를 이끄는 기술로
좋은 분께 좋은 것만 드립니다.

경남 밀양, 진주, 강원도 평창, 정선, 
증평 건조장에서 직접
당해에 수확한 가장 좋은 제품을 찾아
자연의 고귀한 생명력을 더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맞이한
최상급의 고춧가루만을
두 손 가득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학교급식업체선정
농업법인 전환 HACCP인증 2021

고춧가루 제분 2공장 설립 2020

고춧가루 제분 1공장 설립 2014

품질 좋은 국산 건고추를 
선별, 전국 각지에 공급 2013

건고추 도매업 시작 1980

연혁_

제조 공정_

제품 특징_
최상급 홍초를 수매 후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일괄 생산한 
진태양 고룻가루입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분기별 자가품질위탁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입자와 매운맛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윤성 진고춧집 STORY 윤성 진고춧집 PRODUCT

진심에 열정을 새기다

중량  각 230g
구성  청양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투입 에어세척
(2_에어세척 및 선별기 1)

선별 
(2_에어세척 및 선별기 3)

종자 과피
선별 파쇄

01 02 03 04

혼합기 롤밀(분쇄) 입자 선별 건조

05 06 07 08

쇳가루 검출 자외선 살균 포장 금속 검출

09 10 11 12

 
      

 
     

       
        

진 고춧가루(중국산)
용    도ㅣ김치용, 고운가루, 청양가루

윤성 고춧가루(베트남산)
용    도ㅣ김치용, 고운가루

※ 	고객의 요청에 맞는 제품을 HACCP 관리로 
엄격한 품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