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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종합처리장

설립기반기술을 도입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고춧가루를 가공 합니다.

영양고추종합처리장 설립기반기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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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건고추 원료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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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방법별 품질비교

건고추의 시료 건조 방법 건조온도 건조시간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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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선별 및 건조 과정

고품질 고춧가루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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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고춧가루가공기술

고추처리장 설립기반기술고추처리장 설립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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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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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고춧가루가공기술 : 발명특허 제 064936호 9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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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성분 분석 및 품질 규격화방안

미국양념 수출협회(ASTA) 규정에 의한 고춧가루 품질관리 요소

근적외선 분광분석법(NIRS)를 이용한 고춧가루 품질 신속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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