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Greetings

저희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RIC)는 2001년 개설한
이후로 지금까지 구축하여 온 다양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훈련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중소 식품업체, 바이오업체, 제약업체와 연구소, 대학교에서 의뢰한
천연물에 대해 실험동물과 세포생화학적 방법으로 기능성을 평가하고 물질의 분리분석
및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
식품 개별인정을 위한 모든 기능성평가 실험법을 구축하고 업체에서 의뢰한 기능성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수많은 개별인정의 허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위한 실험법도 다수 확립하여 기능성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
하는 기능성평가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어 사설평가업체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또 다른 장점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체에서 발굴한 천연물을 보다 편리하게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인정을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시험계획서 작성 및
허가, 임상시험, 개별인정을 위한 자료제출 및 논문발표에 이르기 까지 모든 필요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다수의 개별인정 허가를 받으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정리
하여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을 위한 CRO 전문가, 천연물소재의 임상시험평가 경험이 많은 병원 및 의사,
자료제출 및 논문발표 전문가를 확보하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발굴한 천연물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취득
하여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이 세계에서 활개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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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간 기능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염증, 알코올, 약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손상된 간의 기능을 개선하는 식의약품
소재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동물 시험을 통해 평가 가능함
•동물 시험
< 에탄올 지방간 모델 시험 >
- 원리 및 방법
① 20% EtOH을 5 g/kg씩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2회로 나누어서 9일간 경구투여하여 지방간
유도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섭취시키거나, 경구투여로 일정기간 투여
③ 시험 종료 후 동물을 희생하여 혈청과 간을 채취
④·혈액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측정
·혈액에서 간 기능 지표 효소인 ALT, AST 활성 측정
·간조직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측정
·간을 균질화 한 후 상층액을 취해 항산화 효소인 Catalase, SOD, GST 활성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D rat, 혈액 생화학측정기, 조직 균질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3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혈액 생화학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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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뼈는 골격을 유지하고 장기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골다공증은 단위 용적내의 골
밀도가 감소하여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유발되는 질병으로 시험관 시험 및
동물 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골 대사 조절 평가 가능함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조골세포인 MG-63 (human osteoblast like cells) 세포에 시험물질을 처리하여 일정시간 배
양하여 시험물질을 농도별로 처리
② 조골세포의 분화 지표 (ALP activity, Osteocalcin, BMP-2)를 측정함으로써 골 대사 조절능
측정

- 사용세포 및 장비 : MG-63 세포, 세포배양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1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6주령 난소적출 된 마우스를 구입하여(군당 10마리) 시험물질을 일정기간 투여
② 시험물질을 사료(AIN-93 칼슘 0.5%)에 섞어 투여
③ 식이섭취량, 식이효율(1주간 체중증가량/1주간 식이섭취량)측정
④ 마취 후 해부하여 요추, 대퇴골, 경골을 채취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 후 냉동보관
⑤ 골밀도 측정기로 골밀도 측정, 캘리퍼로 골격크기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Ovariectomized 마우스, 혈액 생화학 측정기, 골밀도 측정기
- 시험기간 : 18주 이상
- 시험비용 : 3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세포배양기

분광광도계 겸용 효소면역분석기

골밀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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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기억력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기억력은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뇌 속에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의식세계로 꺼
내어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동물 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기억력 개선 효능을
평가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ICR mouse에 scopolamine 또는 β
-amyloid를 주사하여 기억력 감퇴 시킴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일정기간 섭취시킴
③ Morris 수중 미로 실험을 실시하여 공간 학습 능력 검사
④ 수동회피 실험을 실시하여 명시적 기억 능력 검사
⑤ 뇌조직 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활성 측정
⑥ 혈청 및 뇌조직 내 아세틸콜린 함량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ICR mouse, 수동회피실험 시스템, 수중미로실험시스템 (Water
maze test system)
- 시험기간 : 18주 이상
- 시험비용 : 2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행동측정기

수동회피시스템

수중미로실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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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저하된 면역기능의 증진 및 과도한 면역반응의 억제를 목적으로 시험관 시험 및 동물
시험에 의한 식의약품 소재의 면역반응 조절능 평가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비장세포를 이용한 분석
- 림프구 증식능 (MTT 시험법) 측정
① 무균 상태에서 실험동물의 비장으로부터 분리한 림프구에 시험물질 처리 후 MTT 시험법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림프구 증식능 측정
- 사이토카인 측정
① 실험동물의 비장으로부터 분리한 림프구에 시험물질 처리 후 배양하여 상층액 취합
② 상층액에 분비된 IFN-γ
, IL-2, IL-5 등 정량

•Raw264.7 cell을 이용한 분석
- 과도한 면역기능 억제능 측정
① 실험동물의 대식세포주인 Raw264.7 cell에 LPS(또는 Con A)와 시험물질 동시 처리하여 상층액을
취합
② 상층액에 분비된 염증매개물질 (NO, PGE2)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 IL-β
, IL-6 등)을 정량

- 사용세포 및 장비 : Raw264.7 세포, 분광광도계, 세포배양기, 클린벤치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2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비장세포를 이용한 분석
- 비장 림프구 증식능 측정
① BALB/c mouse에 시험물질을 경구 투여한 후 비장세포를 취하여 세포수를 계수한 후 LPS(또는
Con A)로 stimulation 한 뒤 시험 물질에 대한 증식능 측정
- 사이토카인 측정
① 실험동물로부터 분리한 림프구를 배양하여 상층액 취합
② 상층액에 분비된 염증매개물질 (NO, PGE2) 및 사이토카인 IFN-γ
, IL-2, IL-5 등을 정량

•복강대식세포를 이용한 분석
- 복강대식세포 증식능 측정
① BALB/c mouse에 시험물질을 경구 투여한 후 복강대식세포를 취하여 세포수를 계수한 후 LPS
(또는 Con A)로 stimulation 한 뒤 시험 물질에 대한 증식능 측정
- 사이토카인 측정
① 실험동물로부터 분리한 림프구를 배양하여 상층액 취합
② 상층액에 분비된 염증매개물질 (NO, PGE2) 및 사이토카인 TNF-α
, IL-β
, IL-6 등을 정량

•혈액 분석
- 실험동물의 혈청을 채취하여 혈청 중 사이토카인 정량(IL-4, IL-12 등)
- 동물용 자동혈구계산기를 이용한 혈구 분석

- 사용동물 및 장비 : BALB/c mouse, SPF 사육시설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4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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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비만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비만은 에너지원의 섭취와 체내에서의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에 의해 에너지원이
소비를 능가할 때 과도한 칼로리가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유
발되고, 여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됨. 시험관 시험과 동물 시험을 통해 식의약품
소재의 비만 억제 효능을 평가할 수 있음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전지방세포인 3T3-L1 세포를 배양
② 분화유도물질 (insulin, dexamethasone, 1-methyl-3-methylxanthine)을 처리하여 분화유도
③ 시험물질은 분화유도 전 혹은 후에 처리
④ 광학 현미경으로 지방세포의 형태 관찰
·Hemacytometer를 사용하여 지방세포수 측정
·Oil-Red-O 염색법으로 지방세포 내의 지방을 염색하여 지방세포의 분화 정도를 측정
·지방세포 내의 지방 축척량 측정
·C/EBPα
, PPAPγ등 lipogenesis 및 adipogenesis 관련 mRNA의 발현 정도 측정

- 사용세포 및 장비 : 3T3-L1 세포, CO2배양기, 클린벤치, 광학 현미경, Real-time PCR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1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5주령의 C57BL/6N mouse에 고지방 식이를 투여하여 비만 유도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섭취시키거나, 경구투여로 일정기간 (2주 이상) 동안 투여
③ 시험기간 동안 체중과 식이 섭취량 측정
④ 시험 종료 후 동물을 희생
⑤·부고환지방양을 측정
·혈액에서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측정
·간조직에서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C57BL/6N mouse, 분광광도계, 혈액생화학 측정기
- 시험기간 : 20주
- 시험비용 : 2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용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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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생화학측정기

분광광도계 겸용 효소면역분석기

http://hallymric.hallym.ac.kr

성장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성장은 신장의 증가뿐 아니라 신체의 각 기관의 해부학적 형태학적 크기와 기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장의 증가를 말하며 시험관 시험 및 동
물 시험을 통해 식의약품 소재의 성장 조절능 평가 가능함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골아세포인 MC3T3E 세포 (murine osteoblast like cells) 및 MG-63 세포 (human
osteoblast like cells) 에 시험물질을 처리하여 배양
② MTT assay로 살아있는 세포수를 측정하여 세포 증식 평가

- 사용장비 : CO2 배양기, 클린벤치
- 시험기간 : 8주
- 시험비용 : 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생후 3주 이상된 ICR 마우스 사용
② 시험물질을 식이에 혼합하여 2주 이상 섭취시킴
③ 시험물질 시험기간 중에 주기적으로 체중 및 IGF-I 측정
④ 체중 측정
⑤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대퇴부의 길이, 무게, 부피, 밀도, 면적 등을 측정
⑥ 혈청을 취해 IGF-I, IGFBP-3 등을 측정

- 사용장비 : 정밀저울, 골밀도 측정기
- 시험기간 : 20주
- 시험비용 : 2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세포배양기

골밀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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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숙취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숙취는 술을 마신 후에 나타나는 두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을 뜻하며 객
관적인 증상으로는 인식, 운동 능력 저하, 혈액학적 변화 및 호르몬 변화를 말한다.
숙취를 억제할 수 있는 시험관 시험 [알코올대사효소 (ADH)와 알데하이드 대사효소
(ALDH)의 활성 측정 방법], 동물 시험을 통해 식의약품 소재의 숙취효능평가 탐색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ADH 활성 측정 방법) - Blandion방법, (ALDH 활성 측정 방법) - Bostian방법
① ADH, ALDH 활성 측정 방법 :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각 효소원을 쥐의 간으로부터 획득함
② Sample을 넣은 혼합액과 효소원을 cuvette에 넣어 (총 volume 3mL) 30℃, 5분간
preincubation 한 후
③ 기질을 넣고 5분간 NADH 생성속도를 UV를 이용 340nm에서 측정

- 사용장비 : 원심분리기, 배양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4주
- 시험비용 : 8,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SD rat (male)은 고형시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여 2주간 예비 사육함
② 18시간 절식 후, 알코올을 경구 투여하고, 1시간, 3시간은 안와에서, 5시간은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
③ 혈액은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ethanol 측정 및 아세트알데
히드의 농도를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D rat, 동물사육시설, 원심분리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8주
- 시험비용 : 15,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분광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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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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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알레르기반응은 무해한 항원 즉, 알레르겐에 반응하여 생성된 IgE 항체를 지닌 개
인이 계속하여 동일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질병으로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알레르기 억제능 평가 가능
•시험관 시험 (Hexosaminidase 및 사이토카인 측정법)
- 원리 및 방법
- Hexosaminidase 측정법
① 비만세포에 IgE를 넣고 24시간 감작시킨 후 시험물질 처리 후 항원을 첨가하여 10분간 배양
② 얼음 위에 10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상층액을 취한 후
③ 기질과 상층액을 배양하여 Hexosaminidase의 활성을 측정
- 사이토카인 측정법
① 비만세포에 시험물질을 처리하여 일정시간 반응시키고 상층액을 취한 후
② 상층액에 분비된 TNF-α
, Histamine의 양을 측정

- 사용세포 및 장비 : 비만세포 (RBL-2H3), 세포배양기, 분광광도계, 클린벤치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14,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Hairless mouse에 알레르겐을 도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 후,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시료의 억제 효과 평가 가능
Hairless 마우스에 알레르겐을 도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도 후,
시험물질을 2-4주간 투여한 후
① 피부염의 임상적 증상 관찰
② 혈청 중 IgE, cytokine등을 관찰
③ 조직의 염증정도를 관찰

- 사용동물 및 장비 : Hairless mouse, SPF 사육실
- 시험기간 : 24주
- 시험비용 : 3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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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육모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식의약품의 육모 촉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 물질을 직접 동물의 피부에 도
포함으로써 육모상태 및 조직, 병리학적인 모근세포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시험물
질의 육모 조절능 평가 가능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시판되는 제모제를 이용하여 C57BL/6N mouse의 등쪽의 동일한 부분을 제모
② 시험물질을 직접 피부에 매일 1회/5일/1주 기준으로 도포
③ 시험 물질을 바른 후 1, 7, 10, 15일에 각각 발모 상태를 관찰
④ 시험 기간 종료 후 피부 조직을 채취한 조직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통하여 피부 조
직 및 모근 세포의 변화를 관찰

- 사용동물 및 장비 : C57BL/6N mouse, 조직 처리기, 전자동 마이크로톰, 파라핀포매기,
개별환기렉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2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전자동 마이크로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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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포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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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고지혈증이란 혈액중에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의 농도가 증가한 상태를 의미하
며 그 자체로서 임상적 소견을 나타내는 질병상태는 아니나 죽상동맥경화증, 심근
경색 및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서 동물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고
지혈 개선 효능을 평가 가능함
•동물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5주령의 SD rat or ICR mouse에 고지혈증 유도식이를 투여하여 고지혈증 유도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섭취시키거나, 경구투여로 일정기간 투여
③ 시험기간 동안 체중과 식이 섭취량 측정
④ 시험 종료 후 동물을 희생, 간 무게 측정
⑤·혈액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측정
·간 조직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D rat, ICR mouse, 혈액생화학 측정기, 조직 균질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3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혈액 생화학 측정기

분광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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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체력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식의약품의 운동능력 증진효과의 측정을 위해 시험 물질을 실험동물에 일정기간
섭취 시킨 후 체력, 지구력 및 순발력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식의약품의 운동능력
조절능의 평가 가능
•동물 실험
- 원리 및 방법
① SD rat or ICR mouse에 일정 기간 동안 시험물질을 섭취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시킴
② 동물용 근력 측정기를 사용하여 악력을 측정
③ 동물용 런닝머신을 사용하여 뛰는 속도와 지구력 측정

- 사용 동물 및 장비 : SD rat, ICR mouse, 동물용 근력 측정기, 동물용 런닝머신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13,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용 런닝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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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근력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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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콜레스테롤 조절이란 체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적절한 범위로 조절하여 혈장과 조
직에 콜레스테롤 축적이 일어나지 않게 함을 말하며 체내 콜레스테롤의 과다한 축
적은 다양한 성인병 발병의 원인으로 동물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콜레스테
롤 조절 효능을 평가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5주령의 SD rat에 1-2% 콜레스테롤이 첨가된 고콜레스테롤유도 식이를 투여하여 고콜레스테
롤증 유도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일정기간 섭취시킴
③ 시험기간 동안 체중과 식이 섭취량 측정
④ 시험 종료 후 동물을 희생, 간무게 측정
⑤·혈액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측정
·분변에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측정
·간조직에서 HMG-CoA reductase 활성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D rat, 혈액생화학 측정기, 조직 균질기,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3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혈액 생화학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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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피부 미용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식의약품 소재가 피부의 보습, 주름살 개선, 피부 미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식의약품의 피부 미용 증진 효능을 평가 가능
•시험관 시험
< 피부 미백 - Tyrosinase 활성 억제 >
- 원리 및 방법
① Tyrosine을 기질로 사용하여 효소 반응액을 만들어 37℃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킴
② 475nm에서 흡광도 측정
③ Tyrosinase inhibition rate를 산출하여 tyrosine 활성 평가

- 사용장비 : 분광광도계
- 시험기간 : 3주
- 시험비용 : 2,8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 피부 미백 - B16/F10세포를 이용한 멜라닌 정량법 >
- 원리 및 방법
① B16/F10에 시험물질을 첨가하여 3-4일 배양
②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침전물에 1N NaOH을 가하여 가열하여 세포를 녹임
③ 475nm에서 흡광도 측정
④ 합성 멜라닌을 이용하여 얻은 검정선 (standard curve)으로부터 멜라닌 양 계산

- 사용세포 및 장비 : B16/F10, 분광광도계, CO2배양기, 클린벤치, 광학 현미경
- 시험기간 : 8주
- 시험비용 : 5,000,000원(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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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주름개선 >
- 원리 및 방법
① Human dermal fibroblast가 배양접시의 90% 정도까지 배양 후 FBS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에
서 20시간 배양
② 시험물질을 처리하여 배양 후 세포를 수거하여 lysate 얻음
③ Matrix metalloproteinase 단백질 발현 정도 측정

- 사용세포 및 장비 : Human dermal fibroblast, 분광광도계, CO2 배양기, 클린벤치,
광학 현미경, 전기영동 장치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9,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피부 보습 >
- 원리 및 방법
① Guinea pig (male, 400-450 g) 또는 Hairless mouse에 필수지방산 결핍식이를 8주 공급하
여 피부 건조 유도
② 시험물질을 식이에 혼합하여 섭취시킴
③ 피부측정기로 수분 손실량을 측정
④ 피부조직을 취해 H&E 염색하여 조직학적 평가

- 사용동물 및 장비 : Guinea pig, 피부측정기, 조직처리기, 파라핀포매기, 마이크로톰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4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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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 피부 주름 개선 >
- 원리 및 방법
① SKH-1 hairless mouse에 8주 동안 UV-B 조사
② 시험물질을 일정기간 피부에 도포
③ 피부미세주름측정기로 주름량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KH-1 hairless mouse, 피부미세주름 측정기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23,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 피부 미백 >
- 원리 및 방법
① Brown guinea pig또는 Hairless mouse에 UV-B (1일 1회 3일 간격으로) 조사
② 시험물질을 UV-B 조사 전후에 경구 투여
③ 피부측정기로 색소침착 정도를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Brown guinea pig, 피부측정기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3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CO2 배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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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광도계

피부측정기

피부미세주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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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약 15%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동물시험에 의해
식의약품 소재의 혈압 조절능 평가 가능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고혈압 질환 모델인 SHR-rat를 이용
② 시험물질의 섭취는 식이에 혼합하여 4주 이상 섭취
③ 주기적으로 혈압, hs-CRP,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를 측정함으로써 혈압 조절 능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 SPF 사육실, 간접 혈압
측정기, 분광광도계 겸용 효소면역분석기, 생화학 측정기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44,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간접 혈압 측정기

SHR-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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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평가 분야
항암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주요한 사망원인인 암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암의 개시, 촉진,
진행 등 다단계로 이루어진다.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 등은 각 발암과정의
하나 이상의 과정에 관여하여 항암활성을 나타내며, 식의약품 소재의 항암 활성은
다양한 시험관 시험과 동물 시험을 통해 평가 가능
•시험관 시험
< 암세포주 증식 억제능 시험 >
- 원리 및 방법
① 다양한 암세포주에 시험물질을 처리하여 배양
② MTT assay로 암세포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사용세포 및 장비 : 다양한 암세포주, 세포배양기, 클린벤치, 광학현미경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7,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 암세포주 전이 억제능 시험 >
- 원리 및 방법
① 다양한 암세포주를 transwell plate의 upper chamber에 분주
② 시험물질은 처리하여 세포를 일정 기간 배양
③ Filter를 취해 이동한 세포를 H&E로 염색
④ 염색한 Filter를 slide에 봉입하여 세포를 관찰하고 계수

- 사용세포 및 장비 : 다양한 암세포주, 세포배양기, 클린벤치, 광학현미경
- 시험기간 : 10주
- 시험비용 : 5,000,000원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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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시험
< 다단계 피부암 모델 - Two-stage skin carcinogenesis >
- 원리 및 방법
① 5-6주령 ICR mouse 등 부위의 털을 제거
② 털을 제거한 부위에 DMBA를 도포하여 암을 개시
③ 20주 동안 시험물질을 등에 도포 후 TPA를 도포하여 암을 촉진
④·종양 발생 빈도와 mouse에 발생한 종양 수를 측정
·종양 조직을 취해 암 또는 염증 관련 바이오마커 등을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ICR mouse, 분광광도계, 조직처리기, 파라핀포매기, 마이크로톰,
전기영동장치
- 시험기간 : 30주
- 시험비용 : 40,000,000원 (4T1 mammary cancer cells 이식 동물 모델인 경우/시
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 암세포 이식 모델 - Xenograft model >
- 원리 및 방법
① Mouse 에 암세포주 이식 (이식하고자 하는 암종에 따라 사용 동물 다름)
② 시험물질은 식이에 혼합하여 섭취시키거나, 경구투여로 일정기간 투여
③ 시험기간 동안 종양의 크기 측정
④ 시험 종료 후 동물을 희생하여 종양 무게 측정 및 다른 조직으로의 전이 관찰 및 전이정도 측정
⑤ 종양 조직을 취해 암 증식 관련 바이오마커 측정
·전이된 조직을 취해 전이 관련 바이오마커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Mouse (BALB/c mouse 등), 분광광도계, 조직처리기, 파라핀포
매기, 마이크로톰, 전기영동장치
- 시험기간 : 24주
- 시험비용 : 40,000,000원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용 CT

분광광도계

조직처리기

조직미세절편기

23

기능성 평가 분야
항산화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생체 내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생체막지질의 과산화, DNA 변성, 단백성분의 손상,
효소불활성화 등 다양한 세포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식의약품 소재를 대상으로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을 통해 식의약
품 소재의 억제능 평가 가능한 소재 탐색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DPPH, ABTS 등 free radical을 이용한 라디칼소거능 측정 (photochem 이용)
② 조직과 체액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GSH 관련지표 측정. (GSH 전구물질인 Cystein의
혈액과 조직내 함량 측정, GSH reductase 활성,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 GSSG/GSH
ratio 측정, 지질의 과산화 측정)

- 사용장비 : 분광광도계, Photochem
- 시험기간 : 8주
- 시험비용 : 1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폐쇄군 rat 또는 mouse 1개월 이상 위내주입법, 사료첨가법, 식수첨가법을 사용하여 소재를
투여한 후,
② 혈액 혹은 조직 중 SOD 활성측정 (화학발광법이용), GSH-Px법을 이용하여 항산화 측정함

- 사용동물 및 장비 : 폐쇄군 rat 또는 mouse (암수 모두 가능), SPF 사육시설
- 시험기간 : 16주
- 시험비용 : 20,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항산화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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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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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관련 기능성 시험
•의의 고혈당증은 췌장에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체내의 혈당을
정상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말초조직의 저항이 주원인으로 시험
관 시험 및 동물시험을 통해 식의약품 소재의 혈당 조절능 평가 가능
•시험관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췌장의 베타세포주인 MIN (mouse insulinoma cell)/RIN (rat insulinoma cell)에 시험물질 처리
② 시험물질 처리 후 인슐린 분비능을 RIA 방법으로 베타세포의 증식능을 MTT 방법으로 세포사멸을
TUNEL 방법으로 측정하여 시험물질의 혈당조절능력을 측정

- 사용세포 및 장비 : MIN 세포, RIN 세포, 세포배양기, 광학 현미경, 유세포 분석기
- 시험기간 : 12주
- 시험비용 : 14,000,000원 (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동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유전적 소인에 의해 당뇨병이 유발되는 실험동물 (db/db mouse, NOD mouse, KK mouse,
GK-rat, Zucker-rat, BB-rat) 혹은 Streptozotocin 투여에 의해 당뇨병을 유발시켜 실험동물
로 사용
② 위의 당뇨모델 실험동물에게 시험물질을 일정기간 투여 (약 4주 ~ 12주)
③ 실험동물의 공복혈당, 내당능, 식후 혈당농도, 당화혈색소를 측정
④ 실험동물의 혈장 인슐린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db/db mouse, NOD mouse, Zucker-rat, BB-rat,
Streptozotocin 투여 rat, 혈당기계, 당화혈색소 측정기, 광학 현미경
- 시험기간 : 24주
- 시험비용 : 40,000,000원 (db/db사용시/시험물질 1종, 처리군 5군(군당 10마리), 투여기간 1개월인 경우)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당화혈색소 측정기

혈당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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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분야
식의약품 소재 안전성 시험
•의의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치류 독성 시험으로 단회급성독성시험과 반
복투여독성시험을 통하여 실험동물의 반수 치사량(LD50)의 농도를 구하고, 식의약
품 소재 안전성 평가 가능
•단회급성독성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식약청 고시 기준에 따라 단회 최대 투여용량으로 실험동물에게 시험물질 투여
② 투여 후 6시간, 2주 동안 체중변화 식이 섭취량 변화 임상적인 증상을 관찰
③ 부검을 통하여 실험동물의 혈액학적 변화, 혈액 생화학적인 변화, 조직 병리학적인 변화, 뇨성
분의 변화, 장기무게, 육안적 변화 등을 관찰

- 사용동물 및 장비 : ICR mouse, SD rat, 행동식이대사 케이지, 혈구계산기, 혈액 생
화학측정기, 조직처리기, 파라핀 포매기, 마이크로톰, 개별환기렉
- 시험기간 : 8주
- 시험비용 : 50,000,000원 (시험물질1종)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식약청 고시 기준에 따라 13주간 실험동물에게 시험물질 매일 반복 투여
② 투여 후 6시간, 13주 동안 체중변화 식이 섭취량 변화 임상적인 증상을 관찰
③ 부검을 통하여 실험동물의 혈액학적 변화, 혈액 생화학적인 변화, 조직 병리학적인 변화, 뇨성분
의 변화, 장기무게, 육안적 변화 등을 측정

- 사용동물 및 장비 : ICR mouse, SD rat, 혈구계산기, 혈액 생화학측정기, 조직 처리기,
파라핀 포매기, 마이크로톰, 개별환기렉
- 시험기간 : 18주
- 시험비용 : 50,000,000원 (시험물질1종)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혈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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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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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미생물 검출시험
•의의 화장품 중의 총 호기성 생균 (세균, 진균)수를 측정하고 특정 세균인 대장균, 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가능
•미생물 시험
- 원리 및 방법
① Modified letheen broth 와 Modified letheen agar를 증류수에 녹여 pH 7.2가 되도록 맞춘
후 121℃에서 15분 고압 멸균
② 화장품의 반제품 혹은 완제품을 1/10씩 희석하여 Modified letheen agar에 도말 후 48시간
배양 후
③ 미생물의 존재 여부 확인

- 사용장비 및 균주 : 소형진탕배양기, 고압멸균기, 대장균
- 시험기간 : 7일
- 시험비용 : 60,000원/건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소형진탕배양기

고압균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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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 분리/분석 분야
천연물 추출 및 분획물 제조
•의의 천연물로부터 최종 얻고자 하는 물질을 가장 잘 추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고
타켓물질을 확보 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
•추출물 제조 시험
- 시험방법
추출용매(물, 주정, 유기용매)등을 사용하여 시험목적에 맞는 추출장치 및 방법을 선정한 다음 일정
시간 추출하여 여과, 농축, 건조하여 추출물을 확보함.

- 사용장비 : 수용성 추출기, reflux 추출기, 초음파 추출기를 사용하여 추출한 다음 농
축과 건조를 거쳐 추출물 제조
- 시험기간 : 3주
- 시험비용 : 1,500,000원 (추출시료 2 ㎏ 기준)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분획물 제조 시험
- 시험방법
추출물을 물에 현탁한 다음 저극성 용매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용매의 극성을 증가시켜 가면서
분획하는 방법이다.
주로 헥산,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순서로 분획 실시

- 사용장비 : 분액추출기, 감압농축기, 질소농축기, 동결건조
- 시험기간 : 4주
- 시험비용 : 3,000,000원/건당 (추출물 100 g기준, 용매 별도 부가), 분획 의뢰 시료양에
따라 추가요금 부가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초고압추출기(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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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건조기

대용량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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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기능성 신소재 검색
•의의 천연물로부터 항산화 등 활성물질을 HPLC를 사용하여 물질의 함량, 극성도 등을
파악하고, UV와 mass 등을 연결하여 잠정적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활성물질 검색
에 전반적 계획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활성 측정이 가능한 96 well plate을 이
용한 microfraction도 가능할 수 있다.
•On-line bioassay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 물질 (DPPH/ABTS) 검색시험
- 시험방법
추출물 및 분획물의 HPLC 분리조건을 확립한 다음 on-line HPLC-DPPH(ABTS) bioassay법을
활용하여 항산화 효능을 갖는 활성 피크를 확인하게 된다. 실시간 용출되어 나오는 용리액은 UV
검출기를 통과하게 되고 통과한 용리액은 DPPH 혹은 ABTS 라디카 용액과 만나 reaction coil에
서 반응한 다음 UV/vis 검출기를 다시 한번 통과하게 된다. 1차 UV 검출기는 시료 물질의 피크 패
턴을 확인 할 수 있고 2차 UV 검출기를 통해서는 DPPH 혹은 ABTS 라디칼에 대한 소거활성을
보이는 negative 피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활성피크를 추적 할 수 있음.

- 사용장비 : On-line bioassay system
- 시험기간 : 2-3주
- 시험비용 : 1,000,000원 (시료당, 활성시약별로 실비적용, 칼럼 지참 및 분리조건 확
립시)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Bioautography (TLC)을 활용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AChE) 억제물질 검색
- 시험방법
TLC bioassay상에서 acetylcholinesterase(효소)와 naphtyl acetate(기질)이 반응하여 생성된
naphthol이 Fast blue salt B와 반응하여 자색의 azo-dye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가 존재한다면 그 지점에서는 이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 자색 대신
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추출물 및 분획물내 활성을 나타내는 밴드를 확인함

- 사용장비 : TLC 점적기, TLC 분무기, TLC densitometer
- 시험기간 : 2주
- 시험비용 : 1,000,000원 (시료당, 활성시약별로 실비적용)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Prep-HPLC-microfractionation
- 시험방법
추출물 및 분획물의 HPLC 분리조건을 확립한 다음 일정 시간 간격 혹은 피크별로 96 well plate
등에 분획한 다음 농축한다. 이 농축물을 다양한 활성시험에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성을 갖는
피크 위치를 추적함.

- 사용장비 : HPLC, Fraction collector, 농축기
- 시험기간 : 2-3주

29

천연물의 분리/분석 분야
천연물 분리 및 구조결정
•의의 활성물질의 분리 및 정제과정을 통해 얻어진 물질을 NMR, IR, MS등을 이용한 기
기분석 자료를 통하여 구조 규명을 목적으로 함
•타켓 물질 분리를 위한 시험방법
활성물질을 분리 정제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방법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이론이
요구된다. 타겟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분리방법이 적용되게 된다. 분리원리는 크게 흡착,
분배, 이온교환, 분자배제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이 있다. 주로 활용하는 기술은 얇은막 크로마토그래
피, 열린 칼럼 크로마토그래피,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감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재
순환 크로마토그래피, 중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 향유분배 크로마토그래피(HSCCC)등이 있으며 이
들 분리방법을 2개 이상 적용함

- 사용장비 : Column chromatography (Silica, Sephadex LH20, synthetic
sorbent), Flash Purification System, Middle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High 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y
- 시험기간 : 4-6개월
- 시험비용 : 15,000,000원 (타겟물질 1개 해당)
※ 상기 제시된 금액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담 후 조율 가능함

•구조결정
화합물의 구조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분광학적 분석방법(1H, 13C-NMR, HMBC, HsQc, COSY,
DEPT, EI/ESI-MASS, MALDI-TOF, IR, UV)의 결과는 스펙트럼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들 스펙트
럼의 해석으로 얻은 정보는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다. 여러 가지 분석법을 조합하고 전통
적인 화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완성된 구조를 결정함

- 분석료 : 실비적용
- 시험기간 : 3 개월
- 구조해석비용 : 상담 후 결정

순환액체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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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압크로마토그래피

중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

고용량액상크로마토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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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로부터 분석법 개발 및 Validation
•의의 천연물로부터 알려진 유효물질 혹은 지표물질의 정량법을 확립하고, 이를 검증하는
validation을 확보함으로써 정량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과 이를 정립한 후
에, 정량분석을 실시함
•분석 및 Validation 시험법
천연물의 다성분 복합체의 특성성분을 반영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 질량분석기, 모세관크로마토그래피, 얇은막크로마토그래피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범용화된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특이성,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등에 입각한 validation과정을 수행함

- 사용장비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
피/텐덤 질량분석기, 모세관크로마토그래피, 얇은막크로마토그래피
- 시험기간 : 상담 후 결정
(단, 지표성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표성분 설정 및 분리단계가 별도 추가)

- 시험비용 : 상담 후 결정

LC-Mass

GC-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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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분야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임상시험
•개요 실험동물을 사용한 기능성평가가 완료되면 천연물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을 평가하는 안정성(전임상) 평가를 GLP기준을 갖춘 안전성(전임상)평가 기관에 의
뢰하여 안정성 평가를 완료한다. 본 센터와 안전성평가를 계약을 맺은 안정성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임상시험을 위한 계획서를 저희 센터와 계약을 맺은 병원의
임상의사와 함께 작성하고 병원의 IRB(임상시험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임상
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허가서를 바탕으로 병원과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
험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임상시험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한다. 본 센터가 모
든 절차를 패키지로 수행할 수 있고, 안전성평가 등의 개별절차는 의뢰자가 직접
주관할 수 있음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임상시험
- 안정성(전임상)평가 : 안전성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약 1억원 예상
시험기간 : 약 6개월
- 병원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제출 및 병원 임상심의위원회 허가 : 20,000,000원
소요기간 : 약 3개월
- 임상시험 : 본 센터와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 임상시험 (보험료 포함)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50,000,000-100,000,000원 소요
시험기간(보고서 작성 포함) :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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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평가 및 임상시험 자료의 논문발표
•개요 실험동물 기능성 평가 자료와 임상시험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센터에서 주관
하여 국내외에 인정받은 전문학술지에 발표한다. 논문발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논문발표가 완료되면
개별인정에 필요한 자료 (원료규격 자료, 지표물질 분석자료, 기능성평가 자료, 안
전성평가 자료, 임상계획서, 임상시험허가서, 임상시험자료 및 분석자료)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개별인정허가를 취득한다. 본 센터가 모든 절차를 패키지로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고, 논문발표 등 개별절차는 의뢰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
•논문발표 및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취득
- 논문발표 : 국내외 인정받은 학술지에 발표한다. 저자는 의뢰자와 협의 가능 : 10,000,000원
소요기간 : 6개월-1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자료 제출 및 허가 취득 : 10,000,000원
소요기간 : 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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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진행 절차
수탁내용 상담
센터 담당자와 방문·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PROPOSAL 작성
RIC 담당자 Proposal을 작성하여 의뢰자와 협의 및 수정
(*정부지원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본 RIC를 위탁과제로 넣으면 가능)

협약체결 및 연구진행
수탁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 진행

보고서 제출
의뢰자에게 연구진행정도·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RIC 전담 교수
■ 전영은 식의약품의 소재의 기능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TEL. 033)248-3106
E-Mail. yeye@hallym.ac.kr
■ 임순성 천연물의 분리분석 및 구조분석
TEL. 033)248-3071,2 E-Mail. hallymric@hallym.ac.kr
■ 이재용 임상시험, 논문발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TEL. 033)248-3071,2 E-Mail. hallymric@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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