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융합

농생명융합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다기능성 계면활성제 거품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
및 정화처리장치
기술개요

미생물과 영양분이 포함된 다기능성 계면활성제 거품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정승우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경작식 오염토양 정화처리방법은 공정상

오염토양을 계면활성제로 완전히 덮어

오염토양을 자주 뒤집어 주기 위해

차폐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2차 오염을

중장비를 사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방지함

경작식 정화처리방법은 처리과정에서

미생물과 영양분이 포함된 계면활성제를

발생하는 살수액에 의해 2차오염을 야기함

활용하여 고효율의 생분해가 진행됨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2-0037410

등록

다기능 계면활성제 거품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방법 및 정화처리 장치

관련

10-2012-0025306

등록

계면활성제 거품을 이용한 회분식 오염토양 정화처리
장치 및 정화처리방법

관련

10-2007-0009069

등록

계면활성제거품을 이용한 토양오염물질 제거장치 및
제거방법

기술 세부내용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된 오염토양을 지상에 펼쳐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평탄하게 고름
미생물이 포함된 계면활성제 수용액 내에 공기를
분출하여 거품을 생성
미생물은 저온미생물, 중온미생물을 활용
생성된 거품을 오염토양의 상부에 덮어씌워 분진,
휘발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계면활성제거품이 토양의 공극을 통과하며 오염물질을
생분해함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 시장
휘발유, 디젤 등의 유류 관련 산업, 농업, 폐기물 매립지

<종래의 경작식 오염 토양 정화처리 방법>

농생명융합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영대

바이오리포터 미생물, 이를 이용한
토양 내 생물이용 가능한
비소 및 카드뮴의 정량화 방법
및 토양 정화공정의 평가방법
기술개요

비소, 카드뮴 동시 검출이 가능한 바이오리포터 미생물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왕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중금속의 총

바이오리포터 미생물을 활용해 토양 내

함량을 분석하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소 및 카드뮴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음

효율적이나 토양의 영향으로 생물학적

미생물을 활용해 생물이 적용가능한

유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비소 및 카드뮴의 함량을 정량화 할 수
있음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6-0159447

등록

바이오리포터 미생물, 이를 이용한 토양 내 생물이용가
능한 비소 및 카드뮴의 정량화 방법 및 토양 정화 공정의
평가방법

관련

10-2015-0128492

등록

토양 내의 생물학적 이용가능한 카드뮴의 정량화 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발명의 명칭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ars 오페론의 프로터 영역을 코딩하는 서열번호 1로
표시되는 미생물, znt 오페론의 프로모터 영역을 코딩하는
서열번호 2로 표시되는 미생물을 활용함
해당 미생물은 다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미생물임
해당 미생물을 활용해 토양의 비소, 카드뮴 농도를
달리하며 미생물 내의 리포터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
리포터 단백질 발현 비교값을 토대로 토양 내 정화공정
평가 가능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수질관리 및 토질관리 산업, 해양 오염 방지산업

<이중감지 바이오리포터의
비소 및 카드뮴에 대한 반응>

잔류농약 분석용 표준물질
농생명융합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개요

국내 최초 농약잔류분석(GLP) 체계 확립 및 작물의 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김종환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농산물 내 농약 잔류분석 및 평가기관별

작물별 특화된 균질성과 안정성 확보

신뢰성 및 일관성 미확보

농약 다성분 정도 관리용 표준분석물질

단일성분 위주의 표준분석물질에서 최근

(CRM)과 분석법 확립

다성분 분석 필요성과 중요성 증가

잔류농약 평가 숙련도 시험에 유용

작물별 특화 평가 및 분석법 부재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6-0102412

등록

안정성 및 균질성이 향상된 양배추 시료의 농약 다성분
표준분석물질 및 그 제조 방법

관련

10-2016-0102413

등록

안정성 및 균질성이 향상된 풋고추 시료의 농약
다성분 표준분석물질 및 그 제조 방법

기술 세부내용
수확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극히 미량의 잔류농약을 분석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양배추와 풋고추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성분
10종이 균질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제
국제 표준인 ISO 기준에서 요구하는 균질성 기준에
적합하며 초저온 보관조건(-80℃)에서 최대 234일
동안 안정성 유지
<잔류농약 분석용 표준물질>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안전성 검사 시료 등

농생명융합

(재)임실치즈&
식품연구소

항산화 기능이 증진된
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유산균을 활용해 항산화 기능이 증진된 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
기존문제점

정후길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노화, 암,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버섯을 활용해 천연

억제하기 위한 항산화제가 요구됨

항산화제로 활용함

합성 항산화제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버섯에 유산균 발효기술을 접목하여

지니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항산화기능이 향상된 버섯 추출물을

사용이 기피되고 있음

제조함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3-0103166

등록

항산화 기능이 증진된 버섯 추출물의 제조방법

관련

10-2013-0057797

등록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버섯자실체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발효유의 제조방법

기술 세부내용
버섯 자실체에 유산균 발효기술을 접목하여 항산화 활성을
갖는 버섯 추출물 제조방법
열수 추출을 활용해 상황, 영지, 표고버섯의 자실체를 추출함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항산화 활성을 가진 B. bifidum 등의 표준유산균을 접종하는
1차 발효
김치로부터 분리한 유산균을 접종하는 2차 발효
B. bifidum과 L. sakei subsp. LI033 이 발효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항산화 활성이 증가되었음
<유산균을 이용한 버섯 발효공정 및 조건>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항산화용 식품용 조성물, 항산화용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농생명융합

(재)임실치즈&
식품연구소
정후길

아이스크림 제조용 신선치즈 및
그 제조방법 및 아이스크림
제조용 신선치즈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아이스크림 제조용 신선치즈 및 해당 치즈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의 유가공품으로 제조된 아이스크림은

원유의 유지방 및 유고형분을 사용하지

우유와 매우 흡사하나 우유에 비해 지방이

않고 아이스크림 제조용 신선치즈 및

약 2~4배가 많고 탄수화물이 약 4배 많이

탈지분유를 사용함으로써 치즈

함유되어 있음

아이스크림의 열량을 낮출 수 있음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3-0009963

등록

발명의 명칭
아이스크림 제조용 신선치즈 및 그 제조방법 및 아이스
크림 제조용 신선치즈가 함유된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기술 세부내용
원유를 치즈 벳트에 넣어 살균 후 발효하여 커드를 제조함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커드는 치즈 스타터를 접종한 원유에 렌넷을 첨가한 후
30℃에서 발효하여 커드를 제조함
제조된 커드를 천에 펼쳐 유청을 제거해 치즈를 제조함
유청이 제거된 치즈에 버터, 탈지분유, 설탕 등을 첨가하여
아이스크림 믹스를 제조함
아이스크림 믹스를 24시간의 숙성후 냉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함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신선치즈가 함유된
치즈 아이스크림의 제조공정도>

농생명융합

(재)임실치즈&
식품연구소

CLA함유 삼채라끌렛 치즈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CLA와 삼채를 활용한 기능성 라끌렛 치즈 제조방법
기존문제점

이상천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성분이 다량

항암, 면역조절, 당뇨에 효과가 있는

농축되어 있음

CLA를 첨가

소비자들이 건강, 안전성이 확보되는

항산화, 혈압강하, 항암과 더불어 독특한

고기능성 및 고품질 제품을 선호함

맛과 향이 있는 삼채를 첨가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5-0147659

등록

CLA함유 삼채라끌렛 치즈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10-2015-0141724

등록

항당뇨 활성이 있는 CLA 함유 발효유 및 이의 제조방법

관련

10-2014-0124258

등록

허브성분을 포함하는 치즈 제조방법

기술 세부내용
원유를 60~65℃에서 25~35분간 저온살균처리 후
30~35℃에서 냉각시켜 원유를 준비함

문의처

원유에 스타터 균주를 접종 후 응유효소를 첨가하여
커드를 제조함

지원사업

커드 내 유청을 제거한 후 일정 비율의 CLA와
가루형태의 삼채를 첨가함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CLA와 삼채가 첨가된 커드를 압축,
성형 후 30~40일 가량 숙성시켜 치즈를 제조함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 시장
식품, 건강기능성식품

<CLA 함유 삼채 라끌렛 치즈 제조방법>

농생명융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식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안구 건조증 치료용 조성물
기술개요

식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안구 건조증을 예방, 개선,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기술
기존문제점
기존문제점

김정현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안구건조증은 흔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인

눈물 분비량의 증가 및 각막 형태 변화의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발병율이

억제 가능

지속적으로 증가

부작용이 없는 천연물 소재 제공

처방이 일시적으로 특별한 치료제 혹은
기능성 식품이 없는 상황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8-0010843

등록

식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안구 건조증 치료용 조성물

관련

10-2019-0005417

등록

아우쿠빈을 포함하는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식나무는 전통적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 통풍과 같은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식나무 추출물을
통하여 안구건조증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것을 확인
- 눈물 분비량의 감소 및 각막 형태의 변화를 유의하게
		 억제 가능
- 현재 안구건조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상용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식나무 추출물의 투여에 따른 눈물 분비량의 변화 결과>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 시장
안구 건조증 예방 /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 또는 치료제

농생명융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난연종이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난연종이
기술개요

종이 제조시 난연수지를 함침시켜 종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연성을 제공하는
난연종이 기술
기존문제점
기존문제점

박희준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가구 및 건축 내장재에 많이 사용되나

종이 고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가연성재료로 화재발생시 치명적인 손상을

난연 성능 향상

줄 수 있음

종이 표면에 백화현상 및 결로현상 미발생

방충/방습 기능을 위하여 화학약품 처리로
인한 유해한 성분 배출 문제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2-0089248

등록

난연종이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한 난연종이

관련

10-2015-0117037

등록

난연, 준불연 및 흡음 합판 천정재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닥, 마, 라미, 억새, 목재펄프, 삼베 및 모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1종 이상의 천연
섬유와 비닐론,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 폴리프로필렌 및 아스베스토섬유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1종 이상의 화학펄프에 난연수지를 넣어 혼합물 제조
- 통풍, 습도 조절기능, 종이결 등 종이 고유 특성을 살리며 난연 성능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유해성분을 거의 방출하지 않으며, 표면에 백화현상,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이종민 부장
㈜유닉
T. 070-5056-5340,
E. jmlee@unicc.kr

적용 시장
한지, 벽지 등 종이 시장

농생명융합

전자부품연구원

식물 생장향상을 위한
에어하우스 구조 최적화 시스템
기술개요

식물 생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들 정보를 기초로 에어하우스를 제작하는 기술

김미영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비닐하우스는 강한 태풍의 풍압이나 폭설에

식물 생장을 극대화하는 에어하우스를

의한 설압에 파괴되거나, 온도의 급격한 상승

적은 비용으로 제작

또는 하강에 의해 재배되는 작물이 피해를

최적화된 시설 배치로 에어하우스의

입는 문제점 보유

유지보수 비용 절약

관련특허
미공개
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9-0045976

출원

식물생장을 향상시키는 에어하우스 및 이를 제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장치

기술 세부내용
시뮬레이션 장치는 입력부, 제어부, 저장부,
출력부로 구성되며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컴퓨팅 시스템

문의처
지원사업

시뮬레이션 장치는 송풍기의 개수, 배치, 토출각도,
유량 및 유속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발생되는
식물 생장 환경 시뮬레이션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시뮬레이션된 정보를 이용하여 식물 생장을
향상시키는 에어하우스 제작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에어하우스 구조>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농작물 재배용 시설, 원예시설, 작물 건조시설 및 창고시설

농생명융합

(재)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방법
기술개요

보리 유래의 베타글루칸 등의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한 보리막걸리의 제조방법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의 탁주에는 각종 잡균들이 포함되어

보리 유래의 베타글루칸 등의 식이섬유를

있으며, 이로 인해 숙취를 일으킴

함유

탁주는 음용시에 청량감이 부족하여 마시는

인위적인 조미료나 첨가물의 첨가 없이

과정에서 입안이 텁텁하거나 불쾌한 느낌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지면서 기호성 및

등을 가지게 됨

기능성이 증진됨

김종욱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2-0129925

등록

발명의 명칭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쌀 입국, 주모 및 1차 담금액 제조공정 단계, 1차 담금액에
보리, 조효소제 및 누룩을 사용한 2차 담금액 제조공정
단계 및 제성공정 단계를 거쳐 제조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보리 유래의
베타글루칸 등의 식이섬유를 함유
원료 중 보리의 사용량을 약 70%까지 높여,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보리의 소비채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보리의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보리를 이용한 막걸리의 제조 공정도>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전통주 제조, 우리술 산업, 식품 산업

농생명융합

(재)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무를 이용한 탄산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개요

기호성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 무 탄산음료 제조
기존문제점

윤지영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무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음료 조성물의

무 특유의 이취를 제거한 무 발효액에

경우 무 추출물이 가지는 소화기능에

탄산수 및 레몬즙을 적정량 배합하여

의존하여 음료조성물로 이용함

기호성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된

무 추출물 특유의 향취, 섭취 후의 미감,

무탄산음료를 제공함

특유의 뒷맛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4-0190363

등록

발명의 명칭
무를 이용한 탄산음료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수세한 무에 레몬 및 당류를 혼합한 혼합물을 발효한 후
여과 및 열처리하여 무 발효액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의
단계에서 제조한 무 발효액에 탄산수 및 레몬즙을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한 무 탄산음료 제조방법
열 처리 및 레몬즙 첨가 과정을 통해 기존의 무 추출액을
이용한 음료에 비해 기호성이 증진되고 항산화 활성이
증진되는 이점이 있음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기술 세부내용
적용 시장
건강음료 제조, 식음료 산업

<무 발효액 발효기간에 따른 전자공여능(%) 비교>

농생명융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적소두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
기술개요

천연소재 적소두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제조 기술

이승웅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항산화효과가 염증질환 치료에 즉시

천연 화합물 사용으로 인체 무해

적용 불가

다양한 TLR 및 IL-6매개성 질환의 예방

사이토카인은 lgE생산을 촉진시켜

또는 치료제로 활용 가능

강화된 아토피 피부염 유발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1-0098547

등록

관련

10-2012-0012051

등록

관련

JP 2014-508299

등록

특허 원문으로 보기

발명의 명칭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TLR 및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자가면역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서 포함한
TLR 및 IL-6 매개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dsRNA 및 ssRNA의 합성 유사체인 Poly(I:C)와 Poly(I)에
의해 유도되는 TLR-3 및 TLR-7의 활성저해 확인
poly(I) 또는 poly(I:C)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성 인자
발현 효과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의 전사활성 억제 효과
- 형질전환체 제조
- IL-6 반응성 STAT3 리포터 유전자 검사
- IL-6 유도 STAT3 인산화 저해활성 검정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항산화 치료 약학적 조성물, 피부 외용제, 건강기능식품, 개인위생용품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효과 실험>

농생명융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야간 농업 환경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
기술개요

야간에도 효율적으로 농장 관리가 가능한 적외선 영상 이용 농지 구성물 인지 시스템

양승환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자동화 농기계, 로봇 등을 이용하기에

적외선 영상을 이용해 토양, 농지 구성물,

앞서 농지의 구성물, 토양 등의 감지 필수

멀칭 비닐 명확히 식별

- 시각적 인지 방법 및 수단 없음

변화되는 주변 광량에도 정확한 구별 가능

광량에 따른 식별의 어려움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7-0117871

등록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농지 구성물 인지 시스템 및 방법

관련

10-2018-0038496

등록

복합센서 하우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시스템은 광량 센서, 적외선 카메라, 그늘 케이스, 거리 센서,
농지 구성물 추출/인지 모듈 포함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광량 센서, 적외선 카메라로 IR강도에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한 농지 구성물 추출
주변 광량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의 IR강도가
달라지는 특성 파악
광량 센서에 측정된 주변 광량을 2W/m2와 비교하고
비교결과에 따른 농지 구성물 인지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스마트 팜, 자동화 농기계, 자동화 로봇

<적외선 농지 영상의 예시도>

농생명융합

한국식품연구원

저항원성 식품 제조방법 및
제조된 저항원성 식품
기술개요

낮은 항원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의 당단백에 링크된 당질을 제거하는 기술

최희돈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단백질 분해, 고온 열처리, 알칼리&열처리

당단백질에 결합된 당을 제거하여

등의 시도로 식품의 기호성, 기능성 저하,

저항원성 식품 제조

품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

매우 낮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식품의
영양가치 유지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3-0099975

등록

관련

US 2016-0183567

발명의 명칭
저항원성 식품 제조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저항원성 식품
METHOD FOR PREPARING LOW ANTIGENIC
FOOD AND LOW ANTIGENIC FOOD PREPARED
BY SAID METHOD

기술 세부내용
오보뮤코이드(Ovomucoid, OM)의 구성당 분석으로 		
mannose과 N-acetylglucosamine, galactose 함량 확인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당쇄조절에 의한 OM의 알레르기 항원성 조절 가능 확인
2-Aminobenzamide(2-AB) labeling 및 HPLC에 의한
올리고당 분석 : 20개의 분리된 peak 확인
알레르기 유발 결합 당 제거 당단백질 경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낮음, 고유 영양가치 유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높음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오보뮤코이드(OM) 분석 결과>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고 영양의 식품, 화장료 제조

농생명융합

한국식품연구원
김윤태

갱년기 증상 개선능을 갖는
식·의약 소재
기술개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Lactobacillus intestinalis) 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갱년기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문제점
갱년기 증상은 합성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갱년기 유발 동물모델에서 장내미생물

완화할 수 있으나 효능의 근거부족 및

균총 변화 확인

과도섭취에 따른 자궁내막과 유방의 상피

갱년기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갖는 신규

세포 증식 유도 등 부작용 발생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 개발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7-0101664

등록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를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
개선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 치료용 조성물

10-2018-0117888

등록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를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
개선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 치료용 조성물

WO2018-030838

출원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를 포함하는 갱년기
증상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관련
특허 원문으로 보기

(분할)
관련

발명의 명칭

기술 세부내용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 균주에 의한 갱년기 증상
개선효과 확인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난소적출을 통한 갱년기 동물모델 분석
(16주 락토바실러스 인테스티날리스 처리)
- 체지방량 감소
- 대퇴부 골밀도 증가
- 통증 민감도 개선
- 우울증 유사행동 완화 등
갱년기 동물모델의 장내 미생물 분석으로부터 차별성이
있는 32개의 미생물 종 발굴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갱년기 예방 또는 치료용 식품, 의약품 및 치료제

<미생물 처리에 따른 골밀도 측정결과>

농생명융합

한국식품연구원

면역기능 증강용
천연 식품 · 의약품 소재
기술개요

국내 전통식품 보리잎 및 감잎 유래의 면역기능 증진 활성이이 우수한 다당 분획물 제조 기술

홍희도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환의 예방 또는

유효성분(다당 80%이상) 기반 기능성 소재화

치료용 천연물 식품소재 수요 증가

면역 증강 효과의 유효성분인 특정

면역활성 증진 효능을 갖는 소재에서

당조성을 가지는 다당체 포함 분획물 제조

유효성분인 특정 다당체 획득의 어려움

국내 고유의 전통식품소재
(전통차, 어린보리잎) 활용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6-0147027

등록

면역기능 증진 활성이 우수한 효소처리 보리잎 유래
다당 분획물 및 이의 용도

관련

10-2012-0141590

등록

면역기능 증진 활성이 있는 감잎 유래 다당 분획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관련

10-2014-0052795

등록

감잎으로부터 면역 증강 활성이 있는 다당류의 신속
분리 방법

기술 세부내용
효소처리 조다당 분획물 제조기술 최적화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중성당, 산성당 함량 및 주요구성당 성분 표준화
높은 면역력 증진 효능 및 항암 효능 확인
- 대식세포주 면역활성 : 면역 관련 싸이토카인의
		 발현량 증가, NK cell 활성 증가
- 항암 효능 : 높은 항전이 효과 및 암전이 관련
		 주요효소의 발현 및 활성을 억제
골밀도 감소 예방 등 추가 기능성 자료 확보
<감잎유래 고면역활성 다당체 분리>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면역 증강용 식품용 조성물, 면역 증강용 의약품 및 암 치료제

농생명융합

한국식품연구원

A C E 억제능이 있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지애 R M K354 균주
기술개요

우유 응고력 및 ACE 억제활성 능력이 우수한 균주 락토바실러스 지애 RMK354

임상동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혈압의 강하에 필수적인 안지오텐신

ACE 저해제로서 작용하지만 부작용이

전환효소(ACE) 저해제는 미각이상, 발진,

없음

백혈구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존재함

종래의 젖산 발표균에 비해 ACE 억제활성

이에 따라 ACE 저해 효과가 있는 젖산

능력이 뛰어나고 발효유를 제조하는 데

발효균을 수입하는 실정임

적합함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07-0047633

등록

ACE 억제능이 있는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지애
RMK 354 균주

관련

10-2012-0086901

등록

신규한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RMK85 균주 및
이를 이용한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의 생산방법

기술 세부내용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국내 각 지역의 목장에서 수거하여 브롬크레졸 퍼플과
소듐아자이드를 첨가한 MRS 배지에 평면 도말법으로
접종함
37℃에서 48시간동안 원유를 변형 MRS배지에서
배양한 후, 균락을 분리하고 노란색으로 변한 균락을
잠정적 젖산균으로 선발
선발된 균주를 전기 변형 mrs 배지에 3회 백금이로
도말한 후 호기 배양
배양된 균주를 순수 분리하여 10%환원 탈지유에 접종

기술이전
조은정 과장
㈜유에이드
T. 042-476-1645,
E. choej@uaide.kr

적용 시장
고혈압 환자용 식품, 기능성 식품, 의약품

<환원탈지유가 접종된 락토바실러스
지애 RMK351의 성장 그래프>

농생명융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관리용 물질 제조기술
기술개요

민들레 및 보리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질환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기술

임윤묵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존 레티노익산 제제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

여드름 예방 및 개선에 우수한 기능

홍반, 피부 건조 및 박리 현상발생

수화겔은 각종 공해물질의 제거능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제제는 알레르기성

우수해 다양한 피부질환 예방, 개선 또는

접촉 피부염 및 홍반 등 부작용 발생

치료에 효과적

관련특허

특허 원문으로 보기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2-0051475

등록

민들레 및 보리 혼합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관련

10-2008-0131398

등록

황백, 어성초, 선학초, 작약 및 감초의 혼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여드름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기술 세부내용
민들레 및 보리를 이용하여 혼합 추출물 제조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혼합 추출물에 생체 적합성 고분자 및 다가알콜을
용해시켜 혼합 수용액 제조
형틀을 이용하여 수화겔 형성

P. acnes, M. furfur 및 S. epidermidis 에 대한 높은
항균활성으로 여드름 예방, 개선 또는 치료능력 우수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의약품, 화장품, 치료보조제품 등

농생명융합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성린

생물학적 활성이 우수한 헤파린이
도입된 조직공학용 고분자 재료
기술개요

헤파린을 이용하여 세포 뼈의 재생, 혈전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고분자 재료 제조기술
기존문제점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화학 반응에 따른 잔존 화학물질의 높은 독성

촉매, 개시제, 가교제와 같은 화학첨가제 없이

불균일한 표면처리에 따른 낮은 헤파린 도입률

개질중합을 통한 재료 결합

낮은 친수성으로 제한적 활용

우수한 친수성 및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 흡착 조절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대표

10-2017-0001541

등록

특허 원문으로 보기

발명의 명칭
헤파린이 도입된 고분자 재료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분자 재료

기술 세부내용
고분자 재료를 아크릴계 단량체가 용해된 용액에 담지

문의처
지원사업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0.1 내지 100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아크릴계
단량체를 고분자 재료에 이합체 이상의 아크릴계
중합체 형태로 그라프팅하는 기술그라프팅하는 단계와
동시에 또는 후속적으로 헤파린을 도입하는 단계가
포함된 고분자 재료의 제조
인체 및 자연환경에 유해한 화학 약품의 사용 없이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성장인자의 서방출 전달,
혈전 방지 등을 위한 헤파린이 도입된 고분자 지지체 제공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재생 의약품, 생체소재 등

<헤파린 나노섬유 제조공정>

농생명융합

한국원자력연구원

환자용 균형영양
두부아이스크림의 제조 방법
기술개요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멸균한 영양성이 우수한 환자용 아이스크림을 제조기술

김재경

기존문제점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

환자의 영양상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

영양성분과 관능적 품질이 우수

급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멸균을 통한 위생적으로 안전

가열처리에 의한 멸균은 맛 저하 및 관능적

쉽게 음용이 가능하여 환자용 균형영양식

품질감소와 영양성분 파괴

또는 일반인의 기호 유제품으로 유용

관련특허
구분

출원번호

상태

발명의 명칭

대표

10-2016-0086209

등록

영양성이 우수한 환자용 멸균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

특허 원문으로 보기

기술 세부내용
두부 아이스크림을 환자용 균형양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영양소를 특정 비율로 첨가
품질적 측면에서 구아검 농도의 최적화를 통하여 점도
설정, 이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럽 첨가

문의처
지원사업

아이스크림을 박스포장 상태에서 최종제품에 멸균할 수
있는 유일한 식품 멸균기술인 방사선 조사기술 적용

김미영 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

<멸균 아이스크림>

T. 063-905-9756,
E. mykim94@innopolis.or.kr
기술이전
황지혜 책임연구원
㈜윕스
T. 042-862-6012,
E. hwangjh0012@wips.co.kr

적용 시장
병원 및 요양병원 등 환자용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