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RIC의 새로운 기능
지역혁신센터 (Regional Innovation Center: RIC) 는 지역의 산·학·연 간
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소, 시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RIC에서는 장
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기술개발의 사업화 및 마케팅지원”이 새로
운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이 과학적 기술만을 기업체에 이전하
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
업체를 지원하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선진외국의 선례들을 보면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Advanced Technical
program/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미국 센디에고의 USCD
Connect, 일 본 의 긴 끼 (간 사 이 )의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에서 기술개발.공급 → 기술이전 → 사업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
져 많은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 및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TLO, 즉 Connect Korea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산
업자원부에서는 RIC가 이러한 기능도 아울러 행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본 식의약품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에
서도 한림대학교 경영학부의 여러 교수님들을 새로이 영입하여“기업의 마케
팅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모쪼록 많이 이용하시고 기
업체의 이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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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RIC소식
제 2회 춘천바이오페스티발 (2006년 11월 2~3일)

본 센터에서는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테크노파크/강원전략산업기획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사업
단, 강원대(BK21, SRC, 건강생명웰빙농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산학협력중심대학), 한림대(MRC), 한림성심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춘천센터와 공동으로 제 2회 춘천바이오페스티발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본 센터는 전시관 센터전시
(11.2~3)를 통해 센터 연구활동 및 사업소개, 협력기업의 상품화 실적 등을 홍보하였고,“인지능력 개선 소재의 개발”에 대한 주제로 학
술심포지움(11.3)을 개최하여 국내 관련분야 전문가와 RIC 참여교수 및 학생, 참여업체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학술 심포지움 세부내용
주 제
식용자원으로부터 인지능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신경세포 보호 및 인지능력 개선 소재의 탐색
뇌 기능 손상 동물 모델 시스템에서 docosahexaenoic acid(DHA)와 뇌 기능에 관한 연구
항치매 천연물 신약 KD-501의 개발
치매 치료제 DHED

연 사
하 태 열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원 무 호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임 선 영 (한국해양대 해양환경생명과학부 교수)
김 영 중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서 유 헌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부장회의 및 참여교수 전체회의
· 10월 17일(화)에 참여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RIC 사업현황 보고를 하였다.
· 12월 20일(수)에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RIC 교원 복무내규 제정 및 2006년도 사업비 예산조정, 2006년도 연차보고서 작성등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강영희, 원무호 교수‘제1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수상
“제 16회 과학기술우수상”은 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매년 각 학회별로 1인을 추천받아 시
상하는 상으로 한국영양학회의 추천으로 강영희(제 1세부과제 연구책임자) 교수가, 대한해
부학회의 추천으로 원무호(제 3세부과제 연구책임자) 교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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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윤정한 교수‘과학기술한림원’정회원 선출
최수영(제 8세부과제 공동연구자), 윤정한(제 1세부과제 공동연구자) 교수는 최근 국가 최
고의 과학기술 지적공동체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학부, 농수산학부 분야에서 정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박진서 교수‘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유공자 부문 강원도지사상’및‘감사패’수상
박진서(제 3세부과제 연구책임자)교수는 2006 연말을 맞아 그간 중소기업지원 등 도정발
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유공 민간인(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유공자)
부문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
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윤정한 교수‘한국식품영양과학회 Nutri-lite Co.상’수상
윤정한(제 1세부과제 공동연구자) 교수는 2006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총회에서 한국암웨
이 후원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Nutri-lite Co.상을 수상하였다.

강일준 교수‘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 위원장상’수상
강일준(제 3 세부과제 공동연구자) 교수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
린‘2006 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창업지원 우수기관부문 대통령 직속 중기특위 위원장
상」을 수상하였다.

박준홍 연구원‘제2차 아시아 실험동물학회 포스터상’수상
한국을 비롯,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실험동물 유관
기관 전문가, 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해 실험동물 산업의 현황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제2
차 아시아 실험동물학회”의 연구원 및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에서 본 센터 박준홍 연구원이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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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RIC 세부사업
인력양성
제3차 교육훈련 (2006년 8월 24일)
본 교육훈련은‘실시간 정량 PCR 기기의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주)필코리아 학술부 문지숙 강사의 지도로 실시간 정량 PCR 기기의 이해 및 실습, 분석 프로
그램 활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제3차 세미나 (2006년 8월 8일)
본 세미나는‘발광이미지분석장치(Chemidoc)를 이용한 1차원/2차원 이미지분석기기의 작
동법 및 활용방법’으로 개최되었으며 20여명의 업체 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신기
하이텍사의 강병학 강사는 IMAGING SYSTEM(LAS-3000,FUJIFILM)의 작동법 및 활용법
에 대해 강연하였다.

제4차 세미나 (2006년 9월 13일)
본 세미나는‘실험 동물 생체내 변화를 광학 이미지로 볼 수 있는 방법 (IN VIVO
BIOPHOTONIC IMAGING: MORE THAN JUST A PRETTY PICTURE) '이라는 주제로 개최
되었다. 강사는 Caliper &Xenogen 소속의 Dr. Vivek R.Shinde Patel"가 강연하였다.

제5차 세미나 (2006년 9월 19일)
본 세미나는“신약개발”형광 이미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라는 주제로 강연되었다. Mr.
Satoshi Ogino강사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세포내부의 Ca2+ 이온의 변화량 분석 능력의 탁월
함을 선보였다.

제6차 세미나 (2006년 11월 13일)
본 세미나는“근적외선 Imaging System( Frequency Domain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ISS/USA사의 Dr.Beniamino Barbieri 강사는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 ) 방식으로 적
외선 광자( InfraredPhoton )를 이용하여 인간 뇌의 주어진 표면 영역에 대한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기능적인 뇌 영상 System에 대해 강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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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활용
장비워크샵 개최
제4차 장비워크샵 (2006년 9월 28일)
‘실험동물 행동기기의 원리 및 운용’이라는 주제로 장비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주)이우과학교역 원인주 대리는 간접혈압측정기(Indirect Blood Pressure)의 원리와 운용법
을 실험실습 하였고 (주)싸이텍코리아 이광호 과장은 근력측정기(Grip Strength Meter) &동물
용 운동기기(Rota Rod), 족저감각 실험기기(Plantar Test) &동물용 런닝머신(Treadmil), 수동
회피(Passive Avoidance) & 수중미로(Water Maze)의 원리와 운용법을 실험실습 하였다.

새로 도입된 장비

High Content Screening System
·모 델 명 : ArrayScan VTI
·제 조 사 : Cellomics Inc.
·사용용도 : 세포의 표적물질의 이미지
를 자동으로 획득하고 분석

On-line Bioassay System
·모 델 명 :
Finnigan Spectra SYSTEM HPLC
·제 조 사 : Thermo Electron(USA)
·사용용도 : 물질의 분리과정과 생리활
성 측정을 실시간으로 동시
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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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Protein and DNA
Analyzer

Functional Near Infrared Imaging
System

·모 델 명 : Bio-Plex200
·제 조 사 : Bio-Rad
·사용용도 : 단백질, 핵산 등의 생물학적
분석체를 동시에 분석

·모 델 명 : Imagent
·제 조 사 : ISS
·사용용도 : 근적외선을 사용하여 다양
한 생체조직의 기능적 특성
을 비침습적으로 조사

Gas Chromathography / Mass
Spectrometer

High 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

·모 델 명
Finnigan Focus PolarisQ GC/MSn
·제 조 사 : Thermo Electron(USA)
·사용용도 : 분자량 및 분자의 쪼개짐
현상을 이용하여 분자의 화
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자료

·모 델 명 : HSCCC(TBE-1000)
·제 조 사 : TAUTO(China)
·사용용도 : 소량의 용매로 효율적, 경
제적으로 천연물을 분리

기술이전/지도
참여교수 기술지도
NO

기술지도 내용

1

참당귀 성분으로서의 Decursinol 화합물 합성의뢰

2

Decursinol과 살리실산의 결합물 합성의뢰

3

Decursinol과 아스피린의 결합물 합성의뢰

4

최종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형성억제 탐색법

5

전기영동을 통한 최종당화산물 검출법

6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기술에 관한 건

7

정유추출법

8

천연물의 주정추출물의 탈색 및 탈향 방법

9

AGC 성분 추출법

10

AGC 정량 측정법

11

paraben 화합물 정량 측정법

12

beta-glucan 정량 측정법

협력업체

연구원

(주)겟웰바이오

전종갑

서림바이오(주)

강일준

(주)생그린

오양석

(주)바이오비즈

임순성

창업지원
한림대 RIC 산학협력 세미나 (2006년 10월 25일)
본 센터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경영전략과 구체적 지원방법을
살펴보고 국내 신약개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산학협력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주 제

연 사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변 용 환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식의약품의 홍보와 위기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박 동 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국내 신약개발 동향 및 한미약품 R&D소개

이 관 순 (한미약품 연구소장)

위탁연구 계약
NO

위탁기업

연구기간

1

바이오비즈

2006.10.1-2007.3.31

2

래디안

2006.11.1-2007.1.10

3

제니스

2006.6.1-2007.5.31

과제명

연구책임자
전종갑

BBL001 합성
“(6R)-5,6,7,8-Tetrahydrobiopter in dihydrochoride"에 대한 안
점막자극시험(토끼)

김진경

화장품의 원료 및 내용물의 미생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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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
특허등록
NO

등록일자

1

2006.12.01

2

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연구원

미선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제

10-0656287

신현경, 윤정한, 임순성

2006.11.07

가열 및 혼합용매를 이용하여 감초로부터 리코칼콘 A 를 포함
하는 비극성 화합물군을 추출하는 방법

10-0645994

임순성

3

2006.09.08

자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암 조성물

10-0624703

신현경, 윤정한, 임순성

4

2006.08.18

복분자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암 조성물

10-0616067

신현경, 윤정한
임순성, 김은지

5

2006.08.18

들쭉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당뇨병 합병증 저해제

10-0616068

강일준, 임순성

출원번호

연구원

특허출원
NO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1

2006.10.16

라이소 포스파티딜콜린 및 유도체의 전합성{A TOTAL
SYNTHESIS OF LYSOPHPSPHATIDYLCHOLINE AND
DERIVATIVES}

10-20060100118

2

2006.09.12

레소시놀로부터 (+)-데커시놀의 간편한 전합성{A
CONVENIENT TOTAL SYNTHESIS OF (+)-DECURSINOL
FROM RESORCINOL}

10-20060087758

3

2006.10.11

신경신호에 의해 구동되는 게임장치

10-20060098726

4

2006.10.10

아넥신 융합 단백질

10-20060098367

5

2006.09.15

전사인자 NF-kB p65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제조 및 이용

10-20060089580

6

2006.09.26

양파추출물을 포함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10-20060093678

신현경, 원무호,임순성

7

2006.09.26

갈치 가수분해물을 포함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 예방 또는 개
선용 조성물

10-20060093677

신현경, 원무호, 윤정한
김은지, 임순성

8

2006.09.14

대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20060088897

원무호

전종갑

신형철

최수영

산학강좌
NO
1

강좌 내용
Silk fibroin promotes pancreatic β-cells neogenesis in the C57BL/KsJ-db/db mice

8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협력업체

연구원

한미약품

오양석

연구개발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1

Carbamylcholine Induces Desensitization of High Affinity Secretin
Receptors in Rat Pancreatic Acinar Cells

Lab Anim Res
22(2), 2006

2

Inhibitory Effect of Phellinus linteus on Dimethylnitrosamine-induced
Hepatic Fibrosis in Rats

Kor J Gerontol
16(2), 2006

3

산수유의 영양성분과 항균효과

4

고선량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평가

5

Inhibitory effects of (-)epigallocatechin gallate and quercetin on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induced secretion of metalloproteinase-2 and metalloproteinase-9

Nutritional Sciences
9(3): 145-151, 2006

6

메톡시화 플라본 유도체 합성과 유도체들이 HT-29 인간 대장암 세포 성장
에 미치는 영향

Cancer Pre Res
11: 211-217, 2006

7

현삼의 항노화 활성

Mol cells
22, 220-227, 2006

8

현삼의 피부주름 개선활동

Kor J Gerontol
16(1):37-46, 2006

9

DNA microarray analysis of gene expression profiles in Aging process of
mouse brain

Genomics & Informatics
4(1):23-32, 2006

10

Synthesis of Lysophosphatidylcholine Analogues Using D-Mannitol as a
Chiral Template and Their Biological Activity for Sepsis

Bull Kor Chem Soc
27(8): 1149-1153, 2006

11

A Convenient Total Synthesis of (+)-Decursinol from Resorcinol

Bull Kor Chem Soc
27(12): 2104-2106, 2006

12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ferredoxin and its related 2-oxoacid:ferredoxin
oxidoreductase from the hyperthermophiloc archeon, Sulfolobus solfartaricus P1

J Biochem Mol Biol
39, 46-54, 2006

13

Tat-mediated Protein Transduction of Human Brain Pyridoxine-5-P
Oxidase into PC12 Cells

J Biochem Mol Biol
39, 76-83, 2006

14

The Enhanced Monocyte Adhesiveness After UVB Exposure Requires
ROS and NF-kB Signaling in Human Keratinocyte

J Biochem Mol Biol
39, 618-625, 2006

15

Expression, Purification and Transduction of PEP-1-Botulinum
Neurotoxin Type A (PEP-1-BoNT/A) into Skin

J Biochem Mol Biol
39, 642-647, 2006

16

Oxidative modification of cytochromeC by hydrogen peroxide

Mol cells
22, 220-227, 2006

17

Single-Dose and Seven-Day Repeated-Dose Toxicity Tests of the
Ethanol Extracts from Bark of pinus densiflora in Rats

권혁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5(7): 891-896, 2006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3(4): 524-529, 2006

강일준

윤정한

이재용

Lab Anim Res
22(4): 343-347, 2006

전종갑

최수영

김진경, 권혁세
박준홍, 오양석
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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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술지 게재논문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J Med Food
9(4): 594-598, 2006

강일준

1

Effects of Corni fructus on scavenging hydroxy radicals and reducing
oxidative stress of endothelial cells

2

The selective effects of somatostatin- and GABA-mediated transmissions on
voltage gated Ca2+ channel immunoreactivity in the gerbil hippocampus

Brain Res
115(1): 200-208, 2006

3

Expression, purification and transduction of PEP-1-botulinum
neurotoxin type A (PEP-1-BoNT/A) into skin

J Biochem Mol Biol
39(5): 642-647, 2006

4

The pattern of E2F1 and c-myb immunoreactivities in the CA1 region i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A2/3 region of the gerbil hippocampus induced by transient ischemia

J Neurol Sci
247(2):192-201, 2006

5

An extract of Polygonum multiflorum protects against free radical
damage induced by ultraviolet B irradiation of the skin

6

Correlations between neuronal loss, decrease of memory, and decrease expression
o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in the gerbil hippocampus during normal aging

Exp Neurol
201(1): 75-83, 2006

7

Calbindin D-28k immunoreactivity increases in the hippocampus after long-term
treatment of soy isoflavones in middle-aged ovariectomized and male rats

Int J Neurosci
116(8): 991-1003, 2006

8

Transient ischemia-induced expression and changes of tyrosine kinase
A in the hippocampal dentate gyrus of the gerbil

Int J Neurosci
116(8): 975-989, 2006

9

Comparison of alpha-synuclein immunoreactivity and protein levels in ischemic hippocampal
CA1 region between adult and aged gerbils and correlation with Cu,Zn-superoxide dismutase

Neurosci Res
55(4): 434-441, 2006

10

Differential paired-pulse responses between the CA1 region and the dentate gyrus are
related to altered CLC-2 immunoreactivity in the pilocarpine-induced rat epilepsy model

Brain Res
115(1): 162-168, 2006

11

Epileptogenic roles of astroglial death and regeneration in the dentate
gyrus of experimental temporal lobe epilepsy

Glia
54(4): 258-271, 2006

12

Chronological distribution of rip immunoreactivity in the gerbil
hippocampus during normal aging

Neurochem Res
31(9): 1119-1125, 2006

13

Transient ischemia-induced changes of interleukin-2 and its receptor
beta immunoreactivity and levels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Brain Res
1106(1): 197-204, 2006

14

Transient ischaemia affects plasma membrane glutamate transporter, not
vesicular glutamate transporter, expressions in the gerbil hippocampus

Anat Histol Embryol
35(4): 265-270, 2006

15

PEP-1-SOD Fusion Protein Efficiently Protects against ParaquatInduced Dopaminergic Neuron in Parkinson's Disease Mouse Model

Free Radic Biol Med
41, 1058-1068, 2006

16

Neuroprotective effects of roasted licorice, but not raw from, on neronal
injury in the gerbil kippocampus after transient forbrain ischemia

Acta Pharmacol Sin
27(8): 959-965, 2006

10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원무호

Braz J Med Biol Res
39(9): 1181-1188, 2006

원무호

원무호, 최수영

원무호, 임순성
김은지, 윤정한
신현경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17

Effect of quercetin and β-carotene supplementation on azoxymethane-induced colon
carcinogenesis and inflammatory responses in rats fed with high-fat diet rich in ω-6 fatty acid

BioFactors
27: 137-146, 2006

윤정한

18

Isoliquiritigenin induces apoptosis by depolarizing mitochondrial
membranes in prostate cancer cells

J Nutr Biochem
17: 689-696, 2006

윤정한, 임순성
김은지, 신현경

19

The role of tonicity responsive enhancer sites in th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human hsp70-2 in response to hypotonic stress

Exp Mol Med
39(3): 295-301, 2006

20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1 regulates macrophage migration via
RhoA

Blood
108(6): 1821-9, 2006

21

CpG-oligodeoxynucleotide protects immune cells from γ-irradiationinduced cell death

Molecular Immunology
43, 1163-1171, 2006

22

Reduced calcium binding protein immunoreactivity induced by electroconvulsive
shock indicates neuronal hyperactivity, not neuronal death or deactivation

Neurosci
137, 317-326, 2006

23

Ischemia-related changes of glial-derived neurotrophic factor and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in the hippocampus: their possible correlation in astrocytes

Brain Res
1072, 215-223, 2006

24

A carboxylesterase from the thermoacidophilic archaeon Sulfolobus
solfataricus P1; purification, 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Biochimica Biophysica Acta
1760, 820-828, 2006

25

Immunostimulatory oligodeoxynucleotide isolated from genome wide
screening of Mycobacterium bovis chromosomal DNA

Molecular Immunology
43, 2107-2118, 2006

26

Ionized calcium-binding adapter molecule 1 immunoreactive cells
change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after ischemia/reperfusion

27

Transduction of Cu, Zn-superoxide dismutase mediated by an HIV-1
Tat protein basic domain into human chondrocytes

Arthritis Research & Therapy
8, R96(1-8), 2006

28

Altered expression of K+-Cl- cotransporters affects fast paired-pulse
inhibition during GABA receptor activation in the gerbil hippocampus

Brain Res
1072, 8-14, 2006

29

Trans-10,cis-12 conjugated linoleic acid inhibits the G1-S cell cycle
progression in DU145 human prostate carcinoma cells

J Med Food
9: 293-299, 2006

김은지, 신현경
원무호, 윤정한

30

Induction of heme oxygenase-1 mediates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ethanol extract of Rubus coreanus in murine macrophages

Biochem Biophys Res Commun
351(1): 146-152, 2006

김진경, 임순성
오양석, 윤정한
박준홍, 오선미

31

Rat lens aldose reductase inhibitory constituents of Nelumbo nucifera
stamens

Phytother Res
20(10): 825-830, 2006

최수영

이재용

최수영

Neurochem Res
31, 957-965, 2006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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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2차 아시아 실험동물학회(2006년 8월 30일 ~ 9월 1일) 후원
본 센터에서는 제주도 중문단지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8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회 아시아 실험 동물학회를 후원하였다. 지난 2004년 일본 나카사기에서 개최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실험동물 유관기관 전문가, 업체 관련자들이 참석해 실험동물 산업의 현황
과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실험동물인증원 AAALAC의 이사 이갑제 서울대 교수 등 실험동물학회 주요 인사들이 참
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본 센터 효능평가부장 오양석 교수(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가 주관
하여 주체하였다.

(재)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 장비책자 제작
강원지역 대학교 및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장비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고, 도내 기업에서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형 권역별 공용장비이용 편람 책자를 제작하고 있다.

협력기관 MOU 체결
NO

기관명

협력각서 체결일

1

강원대학교 혈관연구센터

2006. 6. 8

1. 전임상 시험을 위한 협조 연계
2.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및 추진
3. 시설 및 장비의 보완적 활용

2

(주)바이오톡스텍

2006. 6. 8

1. 전임상 시험을 위한 협조 연계
2.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및 추진
3. 시설 및 장비의 보완적 활용

3

전북대학교병원

2006. 11. 13

협력내용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지
원센터 설립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참여

RIC 혁신 네트워크 사업
산업자원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변리사회, 한국RIC협회 등 지역
혁신주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센터(RIC)를 중심으로 RIC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활동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06. 12. 1~2007. 9. 30까지 10개월 동안 RIC 혁신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 RIC협회는 강원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과 1~2개월마다 1회이상 혁신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을 할 계획이다.

12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연구원 동정
신현경(한림대 RIC소장)
1. 2006년 8월 18일 강릉대「해양바이오/신소재 클러스터 사업단」현장실사에 참석하였다.
2. 2006년 9월 22일 한국식품과학회 등 4개 학회 주최로 서울 교통회관에서 거행된「식품안전처 설립촉구 열린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3. 2006년 10월 26일 ~28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전국 RIC협회 창립총회 및 공청회」에 참석하였으며 (사)RIC협회의 이사로 선출되
었다.
4. 2006년 11월 5일 ~9일까지 미국 Reno에서 행해진「2006 Worldnutra」학술대회에 참석하여 6편의 포스터논문을 발표하였다.
5. 2006년 12월 11일에「한국식품공업협회」의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6. 2006년 12월 13일에「(재)강원테크노파크」의 입주업체 심사회의에 참석하였다.
7. 2006년 12월 19일에「(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입주업체 경영평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8. 2006년 12월 21일에 한림대「감염성질환제어 연구센터(MRC)」의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참여교수 활동사항
강일준

2006. 11. 23
2006. 11. 2

충남 고령친화 RIS사업 워크샵 발표
친환경농업과 바이오를 결합한 1.5차 산업화 전략방안 심포지엄 발표

권혁일

2006. 10.15~18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제 생리학회 발표
2006. 11. 21
대한생리학회 실행이사회 참석
2006. 11. 28
기초과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서준교

2006. 8.30~9.1 제2회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발표
제목1: Silk fibroin protecting pancreatic b-cells and promotion neogenesis in the C57BL/KsJ-db/db mice
2006. 11. 7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특강
제목2: Genetic Diversity and Geographic Distribution of Korean Wild Mice
Molecular genetic studies on the circling mouse as an animal model for deafness

신형철

2006. 9.28~30
2006. 11.2~3
2006. 12.9~14
2006. 12. 5
2006. 12. 7
2006. 11. 17
2006. 10. 18
2006. 9. 22
2006. 8.30~10.1
2006. 11. 4
2006. 11. 3
2006. 11.24-25

제2회 미래성장동력전시회에서“뇌-기계접속된 동물과 사람사이의 원격인터넷게임”시연, 서울 코엑스
제2회 춘천바이오페스티발에서“뇌-기계접속된 동물과 사람사이의 원격인터넷게임”시연
2nd UK-Korea Neurosicence Symposium참석 및 발표, 런던
연세대학교 e-health연구지원센타에서 강연, BCI 기술의 현황
강연: ETRI Bio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Res. Team
강연: KAIST Biomedical Department, BCI 기술의 현황, 대전
강연: 아세아 오세아니아 생리학회, 서울
강연: 삼성경제연구소 산하 미래기술연구회, BCI 기술의 현황과 미래
AFLAS 학술대회참여 및 발표, 제주도
의용생체공학회 참석 및 발표
한국뇌신경과학회 포스터발표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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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석

2006.
2006.
2006.
2006.
2006.

4. 10
최신의과학용어사전 저서
8.27~29 세계실험동물학회(ICLAS) 제주도 Governing Board meeting 주최
8.30~9.1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제주도 주최
8. 31
아시아실험동물학회(AFLAS) 부회장 피선
8. 31
AFLAS Poster 발표
Silk fibroin promotes pancreatic β-cells neogenesis in the
C57BL/KsJ-db/db mice, Genetic geographic
2006. 10.26~27 RIC 사업개선 종합대책 공청회 및 혁신 주체간 업무협력 조인식 (제주도)
2006. 11. 3
춘천바이오페스티발 학술심포지움 (인지능력 소재의 개발) 좌장
2006. 11. 7
광주 지역혁신 박람회 참석
2006. 11.24~25 바이오 식품소재 기반 기술 사업 (당대사 조절 생물 지표를 활용한 다원적 기능평가 기술 연구) 발표
2006. 12.5~6 강원도 전략산업정책 워크샵 토론자

윤정한

2006. 11.
2006. 11.
2006. 11.
2006. 10.
2006. 10.
2006. 8.

전종갑

2006. 9. 23
제23회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화학 심포지움 참석
2006. 9.29~30 대한화학회 강원지부 제8회 학술대회 참석
2006. 10.19~20 대한화학회 제98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참석

김은지

2006. 10.18~20
2006. 10.11~14
2006. 10. 27
2006. 11.5~8
2006. 12.9~14

김진경

2006. 10.18~20 2006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경주)
2006. 11.5~8 Worldnutra 2006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포스터 발표
2006. 11.16~17 국제 기능성식품 의용학회 구두발표 (일본, 동경)

임순성

2006. 8.23~25 질량분석학회 포스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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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6
19
13
23

춘천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서 열린 인지능력개선 소재의 개발 심포지움 좌장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열린 The 4th International Phytochemical Symposium에서 심포지엄 발표
미국 Reno에서 열린 Worldnutra 2006 Meeting에서 심포지엄 발표
경주에서 열린 2006 식품영앙과학회에서 좌장, 심포지엄 발표
숙명여자대학교 SRC에서 세미나 발표
전북대학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심포지엄 발표

2006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3편) 발표
COST-meeting in Vienna 포스터 (4편) 발표
2006년도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1편) 발표
Worldnutra 2006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포스터 (2편) 발표
The 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46th Annual Meeting 포스터 (2편) 발표

참여업체 소개
바이오비즈(주), BIO-BIZ Co., Ltd.
본사/공장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 연암관 RIC 4318/4306 (TEL.033-241-6891)
Homepage : http://www.bio-biz.co.kr

업체 소개
바이오비즈㈜는 2005년 7월에 설립 되었으며 현재 한림대 RIC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있는 신생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
지고 있다.
인류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바이오기업
바이오비즈(주)는 인류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희망을 담아 기능성 화장품 개발, 건강기능식품 개
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천연물 신약 개발까지 생명공학 전반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천연물의 생리활성을 규명하고 이들을
제품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생명공학 산업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
한의학을 기초로 한 기능성 자연 제품 개발 및 생산에 기반이 되는 각종 천연물질 분리, 천연물질 작용기전 연구 및 약리적 효과를
규명하여 단기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 중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장기적으로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고자 한다.
바이오비즈㈜는 기업부설연구소인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외 연구진과의 밀접한 공동 연구 및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생명공학 분야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단계적인 사업 방향에 맞추어 상업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제품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
■
■
■

■
■

기능성화장품 개발 :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보습 효능의 천연물 소재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 혈당강하, 노인성 질환예방, 항산화 등의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생리활성물질 탐색 : 천연물 신약으로서 경쟁력 있는 천연물 소재의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여 그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천연방부제 개발 : 천연물의 항균활성효능 연구를 통해 합성방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방부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능성 아로마패치 개발 : 에센셜 오일의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을 경피흡수 형태의 기능성 패치로 개발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 및 제품
바이오비즈(주)는 설립된 지 1.5년의 신생기업으로 현재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은 OEM 생산 방식으로 기능성 화
장품군이 있으며 곧 많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이자체(ISACHE) 브랜드의 주름개선 화장품으로 다피네(DAPHiNETM)I과 II가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제품군, 무방부제 화장품 제품군들이 2007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 혈당강하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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