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RIC소식
2007 제3회 춘천바이오페스티발 (2007년 11월 1~2일)

강원도농업기술원 및 (재)강원테크노파크 와 양해각서 체결
본 센터에서는 12월 11일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과
연구·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2월 21
일 (재)강원테크노파크와 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 정보교
류 및 연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기술 교류·협력 협약
을 체결하였다.

국가 R D 평가대상사업 현장실사 (2007년 11월 9일)

본 센터에서는 춘천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재)강원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바이오산업인력양
성사업단, 강원대학교건강생명웰빙농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혈관연구센터, 강원웰
빙특산물산업화지역혁신센터, 한림대학교감염성질환제어연구센터,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한림성심대학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강원무역관과 공동으로 춘천지역의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7년 11월 1일(목)~2일(금) 동안 '제3회 춘
천바이오페스티발&강원바이오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뷰티건강기능 소재의 개발'이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움을 주관하여 춘천 지역의 특성화 사업인 바이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하였고, 대학관 부스 전시회에 참여하여 우리 센터에서 개발해 온 바이오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주
민이 바이오 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바이오포스터 전시회에 본 센터의 연구원들이 총 9점의 포스터를 출품하여 그 중 양현모 연구원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과학기술부 이병수,임두원, KISTEP 김홍범 연구원과 강일준 기업지원부장, 김
은지, 김진경, 임순성 연구교수가 참석하여 한림대 RIC사업의 현황소개, 센터 현장점검, R&D
사업평가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평가대상 기관 및 현장의 평가수감에 대한 애로사
항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제 2007-2차 참여교수 전체회의 (2007년 11월 28일)
본 센터에서는 2007년 11월 28일(목) 16:00, RIC 세미나실에서 "제2007-2차 RIC 참여교수 전
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07년도 하반기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중간평가 대비 사업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술 심포지움 세부내용
주 제
화장품의 인체효능평가방법 및 사용실례
모발성장 효능평가의 최신 연구동향
비만연구에 있어 의약학적 접근의 최신지견
청주의 건강 기능성 및 청주 농축물의 항노화 효과

연 사
문 성 준 ((주)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안전성연구팀장)
이 원 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조 해 림 (동아제약 연구소 신약연구1팀 책임연구원)
서 민 재 ((주)두산 주류연구소장)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 (2007년 12월 17일)
본 센터에서는 2007년 12월 17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
였다. 본 회의에서는 한림대 RIC의 2007년도 사업현황을 보고하고, 3단계(2008~2009) 사업
방향 설정에 관한 토의 및 자문을 구하였다.

한국RIC협회 정기총회 및 전국RIC 혁신주체 워크샵 참가
본 센터에서는 2007년 11월 8일~10일동안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국 RIC 소
장 및 실무자, 산자부 산업인력팀 및 협약부서 담당자, ITEP, 기획예산처, 중진공 전국
지역본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한국 RIC협회 정기총회 및 전국 RIC 혁신주체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본 행사를 통해 RIC 사업성과, 지역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항,
U-RIC 네트워크사업 등 RIC의 정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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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RIC 세부사업
인력양성

장비활용

교육훈련 개최

|‘07구축장비

효능평가장비
제 2차 교육훈련 (2007년 10월 31일)
“HPLC의 이론과 실습 및 컬럼 선택법”을 주제로 한 본 교육훈련은 센터 임순성 연구교수
가 HPLC의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김정은, 최세진 연구원이 HPLC 의 실습 및 질의 응
답, 이노사이언스의 이호연 강사가 컬럼의 선택법에 대한 설명 및 실습을 담당하여 진행되
었다.

제 3차 교육훈련 (2007년 11월 13~14일)
“실험동물의 Automated Blood Sampling 및 Microdialysis 실험”이라는 주제로 2007년
11월 13~14일 동안 3차 교육훈련을 개최하였다. Bioanalytical Systems Inc.의 Natasha,
Candace 강사가 수술법 교육, 동물 training, 실험동물의 Automated Blood Sampling 관
련 세미나 등의 순서로 강연하였다.

전자동 약리측정 시스템 | Automated pharmacology system
모 델 명 : CX-100 & CX-300 / 제 작 사 : BASi
사용용도 : 전자동 약리측정 시스템은 하나의 cart system에 4개의 chamber가 장착되어 있으며,
chamber별로 독립적 실행이 가능하며, 채혈·약물 투여·microdialysis 및 행동 관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Sampling된 혈액은 봉인한 4℃ vial에 저장되며, 분석용으로 실험동물의 배설물 수집 (소변은
냉장 수집)이 가능한 장비이다.

고주파수술기 | Electrosurgical generator
모 델 명 : System2450 / 제 작 사 : CONMED
사용용도 : 동물의 외과적 수술시 고주파를 이용하여 절개, 봉합, 혈관봉합 등의 수술시 최소한의 출혈
로 외과적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술기기로써, 크게 절개와 봉합 기능으로 나눠지며, 마우스나
랫트와 같은 소형동물 뿐만 아니라 개, 토끼 등의 중, 대형 수술에도 용이한 기기 이다.

심전도 측정기 | Electrocardiogram analyzer

세미나 개최
제 6차 세미나 (2007년 10월 16일)

모 델 명 : Power Rap ML870 / 제 작 사 : ADInstrument
사용용도 : 동물(Rat, Mouse)에서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로 심방 및 심실의 비대, 심근경
색증, 부정맥, 약물의 영향등 인공심박 조율기의 기능 등에 진단적 가치가 있는 비혈관적 검사로 동물
의 심장 이상에 관한 기본적 검사가 가능하다.

본 센터에서는 본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6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 Tufts
University의 최상운 교수가“Nutrients and Histone Modification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이크로플레이트 인광광도계 | Luminescence microplate reader

제 7차 세미나 (2007년 10월 29일)

모 델 명 : Spectra MaxL / 제 작 사 : Molecular devices
사용용도 : 생물학적 시료, 예로서 단백질류의 항체 및 단백질 정량, 이중나선의 DNA, ATP등을 정량
할 수 있으며, 인광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는 luciferase로 표시된 분석이
며 그 밖에도 분석하고자하는 생물학적 시료에 인광시약을 표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인광신호
를 잡아낸 후 증폭시켜 테이터화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본 센터에서는 식품영양학과 BK21사업팀, 감염성질환제어연구센터(IDMRC)와 공동으로
virginia tech wake forest university의 이용우 교수를 초빙하여“Is Inflammation A Common
Mechanism of Human Disease?”주제의 7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세관 전기천공장치 | Microporator mini
모 델 명 : MP 100 microporator / 제 작 사 : SD Science
사용용도 : 전기적인 충격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 DNA나 단백질과 같은 물질을 세포내
로 주입시키는 장치이다. 기존의 cuvette을 이용하던 방식에 비해 간편하며, 세포주에서도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50여종 이상의 세포에 대해 최적 조건을 제공하여 실험자가 곧바로 실험에 적용할 수 있고, 실험
자의 환경에 맞게 전기천공에 필요한 전압 조건들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

실시간 화학 발광 및 형광 영상 장치 | CHEMI-SMART 2100 Imaging system
모 델 명 : Chemi-smart 2100 / 제 작 사 : Vilber Lourmat
사 용 용 도 : 각종 유전자, 단백질, 제한효소 등의 연구에 사용되는 화학발광 시약 (Chemiluminescence,
Fluorescence 등)을 이용하여 생체, membrane, Gel 상에서 발광되는 빛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
을 각종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여 분자량, 정량분석, Matrix, Dendrogram, Multiprobe analysis, Database
management, Array analysis, Colony counting, Image enhancement, Results publishing 등의 각종 분석을 할 수 있게
개발된 전용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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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장비

장비활용
장비워크샵 개최

고성능 생체물질 정제 설비 | Micro separation and analysis system
모 델 명 : Ettan LC(18-5050-50) / 제 작 사 : GE Healthcare Bio-Sciences
사용용도 : 단백질 등 생체 고분자 물질을 분리.정제하는 기기로 다량/소량의 희귀 sample의 sample
purification과 분석에 사용 가능.

전자동 TLC 점적기 | Automatic TLC system
모 델 명 : ATS 4 / 제 작 사 : CAMAG
사용용도 : 물질분리와 생리활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정량적, 자동화 점적이 가능한 기기로 천연물 소
재의 표준화로 사용가능. 소프트웨어에 의한 전자동 샘플링, 점적 형태 및 크기 선택, 위치 선정, 정량
주입, 세척 과정을 무인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제 2차 장비워크샵 (2007년 8월 28일)
“동시다중 단백질 및 핵산 분석기(Bio-Plex protein array system)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
로 제 2차 장비워크샵을 개최하였다. Presentation Bio-Plex Technology, On Lab
Demonstration using Mouse Cytokine Assay kit, Standard & sample addition, Incubation
with Ab-coupled beads, Presentation of Diverse Application of Bioplex, 기기 작동 및 data
분석 등의 순서로 BMS의 김창명 연사가 강연하였다.

제 3차 장비워크샵 (2007년 10월 15일)
2007년 10월 15일“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인성크로마텍 장성수 연사가 강연하였다. 워크샵 내용은 PolarisQ Operation, TUNEPolarisQ, GC-MS 기기 작동 및 data 분석 등이다.

산화 안정도 측정기 | Oxidative stability measurement system
모 델 명 : 743 Rancimat / 제 작 사 : Metrohm
사용용도 : 지질의 산화안정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식품 및 화장품 소재의 지질성 물질의 산화안정도를
측정하는 기기.

제 4차 장비워크샵 (2007년 11월 15~16일)

유기합성장치 | Microwave organic synthesis system

제 5차 장비워크샵 (2007년 12월 13일)

실험동물 자동채혈기(Automatic blood sampler)에 대한 워크샵으로“실험동물의
Automated Blood Sampling 및 Microdialysis 실험”이라는 주제로 Culex system
introduction & Software, Microdialysis surgery, Culex system running & maintenance,
Empis training(Drug infusion)의 내용으로 2007년 11월 15~16일 동안 개최되었다.

제품공정장비
모 델 명 : Synthos 3000 / 제 작 사 : Anton Pear
사용용도 : Micro파를 이용한 고온고압용 합성장치로서 일반 유기합성 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Micro파를 이용하여 단시간에 원하는 온도 및 압력 하에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천연물
의 기능성 성분을 확인하고 새로운 물질의 합성연구에 사용.

초미분쇄기 | Micro air classifier-mill
모 델 명 : ACM-250 / 제 작 사 : 한국분체기계
사용용도 : 천연물소재의 미세분말화 함으로서 그 가공 소재의 흡수성 및 추출에 의한 소재수율저하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기로서 식품 및 천연 소재의 가공성능을 향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이 가능함.

“자동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Automatic Thin Layer Chromatography
System)”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씨엠 코퍼레이션 최윤석 연사가 Thin Layer
Chromatography 의 이론, Automatic Thin Layer Chromatography System 의 기기설명 및
실습 등의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제 6차 장비워크샵 (2007년 12월 18일)
2007년 12월 18일“미세관 전기천공장치(MIcroporator) & 마이크로플레이트 인광광도계
(Microplate luminometer) 이해 및 활용”이라는 주제의 장비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서린바이
오사이언스 방용주, 방용주 연사가 Microporator의 원리, Microporator 기기 사용법,
Microplate luminometer의 원리, Microplate luminometer 기기 사용법 및 data 분석 등의 내
용으로 강연하였다.

반응조 | Solvent extractor
모 델 명 : 반응조20 (제작) / 제 작 사 : 재마무역
사용용도 : 천연물소재 등 제품화 및 연구소재의 용매 추출에 사용 (20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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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지도

개발기술사업화

참여교수 기술지도

특허등록

NO

기술지도 내용

협력업체

1
2
3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생리활성 조사를 위한 분자생물학적 실험방법 이용
천연물 추출 소재의 복귀돌연변이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홍국을 비롯한 천연물들의 당뇨병 억제효능측정
홍국의 항 콜레스테롤 활성을 증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시험사료의 면역활성 및 항염증실험
항원 배양 및 백신제조
항원 보관 및 사용방법
항체역가측정 및 기자재 사용법
지역바이오산업의 사업전략 및 마켓팅 중에서 마켓팅판매부분
지역바이오산업의 사업전략 및 마켓팅중에서 로드맵중심
지역바이오산업의 사업전략 및 제품마켓팅 기업비전부문
근육세포 배양을 통한 glucose uptake 실험
감초로부터 비극성물질 효과적 추출방법 및 저 단가 생산방법
OAB등 식품천연소재를 이용한 항 Helicobacter pylori 소재 및 제품개발
천연추출물의 전임상 효능 검증법
L-DOPA 산화활성저해 시험을 통한 미백효능 평가시술
피부미백 천연물 소재의 검색
도라지 제품 소재화
도라지 미세 분말화 기술과 관련 제품 개발기술
익모초환의 고미 성분 저감을 위한 추출방법
아스피린과 데커시놀화합물의 중합체 합성 및 공급
잔시레틴화합물 합성 및 공급
데커시놀화합물의 유도체 합성 및 공급
지역바이오산업의 사업전략 및 마켓팅연구 중 리더십중점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 및 정제 효율 향상기술
항원탐색 진단기기의 항체선별기술의 확립

연구원

NO

등록일자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연구원

(주)비피도

강영희

1

2007.07.13

앤고로사이드 Ｃ를 함유하는 피부주름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10-0741424

이재용

(주)래디안

강일준

2

2007.08.30

레소시놀로부터 (+)-데커시놀의 간편한 전합성

10-0756159

전종갑

3

2007.08.31

양파 추출물을 포함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10-0756357

임순성, 신현경
원무호, 강일준

4

2007.09.04

대추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의 예
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0757207

원무호

5

2007.10. 30

세포도입성 사이클로필린 A 융합단백질

10-0787393

최수영,박진서

6

2007.11.30

은행잎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균 조성물

10-0783152

신현경, 임순성

7

2007.12.13

세포도입성 FK506 결합단백질의 융합단백질

10-0787393

최수영,박진서

출원번호

연구원

(주)바이오팜테크놀로지

(주)애드바이오텍

권혁일

김진경

(주)겟웰바이오

변용환

(주)에스앤디

서준교

(주)바이오뉴트라

신현경

(주)네추럴에프앤피

원무호

특허출원
NO

출원일자

1

2007.09.10

세포도입성 PTEN 융합단백질

10-20070091301

박진서, 최수영

2

2007.09.11

세포투과성 융합단백질 세포도입 활성 증가용 3-O-[β-D-글루
코피라노실(1→4)-α-L-아라비노피라노실]-헤데라제닌

10-20070091867

최수영, 박진서, 강일준,
원무호, 임순성

3

2007.09.14

천궁분획물에서 분리한 리구스틸라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
하는 비만 억제용 조성물

10-20070093379

강영희, 임순성

바이오비즈(주)

이재용

명진농장

이진하

그린존농원

이현용

4

2007.09.21

데커시놀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20070096272

강영희, 전종갑

(주)겟웰바이오

전종갑

5

2007.10.22

징코라이드 에이 및 빌로발라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비만 억제용 조성물

10-20070105881

강영희

(주)이문메드
바이오셀트란
바이오메드포토닉스

전호성

6

2007.10.27

3,3‘-디인돌릴메탄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 질환의 예
방 및 치료용 조성물

10-20070771233

윤정한, 김은지, 김진경

최수영

7

2007.11.26

대추추출물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신경세포 생성 촉
진용 약학적 조성물

10-20070120988

원무호

8

2007.12.04

XH-14의 경제적 합성

10-20070124857

전종갑

9

2007.12.31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유효성분으로 하는 말라리아 치료용 약
학적 조성물

10-20070141476

임순성

10

2007.12.31

캘콘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말라리아 치료용 약학적 조
성물

10-20070141489

임순성

11

2008.01.04

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산화 조성물

10-20080001352

임순성, 강영희, 신현경

12

2008.01.08

흰색 감국 추출물을 포함하는 허혈성 뇌혈관 예방 또는 개선용
조성물

10-20080001996

원무호, 강일준, 임순성

창업지원
위탁연구 계약
NO

위탁기업

연구기간

1

서울대학교

2007.8.17~9.14

2

(주)바이오비즈

2007.10. 1~2008.9.30

마우스 피부의 조직학적 관찰

3

한국양봉프로폴리스

2007.10.22~2008.3.31

프로폴리스 복합물의 면역 증가 효과 검증

8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발명의 명칭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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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국외 학술지 게재논문
NO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1

Resveratrol blunts tumor necrosis factor-a-induced monocyte adhesion
and transmigration

Nutr. Res. Pract., 1(4):
285-290, 2007

강영희

2

Protective actions of Rubus coreanus ethanol extract on collagenous
extracellular matrix in ultraviolet-B irradiation-induced human dermal fibroblast

Nutr. Res. Pract., 1(4):
279-284, 2007

강영희, 임순성

3

Effect of Coenzyme Q10 and green tea on plasma and liver lipids, platelet
aggregation, TBARS production and erythrocyte Na leak in simvastatin
treated hypercholesterolmic rat

Nutr. Res. Pract., 1(4):
298-304, 200

4

Effects of taurine on plasma and liver lipids, erythrocyte ouabain sensitive
Na efflux and platelet aggregation in Sprague Dawley rat

Nutr. Res. Pract. 1(3):
200-205, 2007

5

Anti-hyperlipidemic effects of BPT red yeast rice and cellulose fiber

6

Protective effects of Cordyceps sinensis on oxidative stress-induced
cytotoxicity in an insulin producing cell

Proc. ISOF2007,
1: 145-155, 2007
Proc. ISOF2007,
1: 159-168

7

Protective effects of exendin-4 on nitric oxide-mediated cell death in
insulin-producing RINm5F cells

Lab. Anim. Res.
23(4), 2007

8

Superoxide radical is involved in islet amyloid polypeptide (IAPP)induced pancreatic RINm5F cell death

Kor. J. Gerontol.
17(4), 2007

9

Suppression of HIV-1 Tat-induced monocyte adhesiveness by a cellpermeable superoxide dismutase in astrocyte

Immunolocalization of anion exchanger 1 (Band 3) in the renal collecting
10 duct of the common marmoset.

J Vet Sci 8(4):
329-333, 2007

Neuronal loss in primary long-term cortical culture involves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39(1):
11 neurodegeneration-like cell death via calpain and p35 processing, but not
developmental apoptosis or aging.
14-26, 2007
12 Ascorbic acid extends replicative life span of human embryonic fibroblast
by reducing DNA and mitochondrial damages.
13 불가사리 콜라겐유래 저분자 펩타이드의 피부주름 억제활성
14 강화 사자발쑥의 항암활성 증진을 위한 추출조건 최적화
15 Identification of a Functionally Relevant Signal Peptide of Mouse Ficolin A
Alteration of the quaternary structure of human UDP-glucose
16
dehydrogenase by a double mutation
17

Suppression of HIV-1 Tat-induced monocyte adhesiveness by downregulation of NF-kappaB pathway by superoxide dismutase in astrocytes

18 흰쥐에서 땃두릅 에탄올 추출물의 14일 반복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시험
19 in vitro Antimalarial Activity of Flavonoids and Chalcones

10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105-112, 2007
한국식품과학회지
39(6):625-629, 2007
한국약용작물학회지
15(4):233-240, 2007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40,
532-538, 2007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40,
690-696, 2007

서준교, 원무호

이재용

최수영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 39, 778-786, 2007
식품과학회지39(4):
470-475, 2007

신현경, 김진경

Bull. Korean Chem. Soc.
28, 12-24, 2007

임순성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76:
1855-1857, 2007

강일준

2

Change in platelet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1 immunoreactivity in
the dentate gyrus in gerbils fed a folate-deficient diet.

Genes Nutr
Online First

3

Hyperoxidized peroxiredoxins and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immunoreactivity and protein levels are changed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after transient forebrain ischemia.

Neurochem Res
32(9):1530-8,
2007 Sep

4

Differences in doublecortin immunoreactivity and protein levels in the
hippocampal dentate gyrus between adult and aged dogs.

Neurochem Res
32(9):1604-9, 2007 Sep

5

Aquaporin 9 changes in pyramidal cells before and is expressed in astrocytes after
delayed neuronal death in the ischemic hippocampal CA1 region of the gerbil.

J Neurosci Res
85(11):2470-9, 2007 Aug

6

Effective delivery of Pep-1-cargo protein into ischemic neurons and long-term
neuroprotection of Pep-1-SOD1 against ischemic injury in the gerbil hippocampus.

Neurochem Int
In press, 2007 Sep

7

Comparison of Changes in GAD65 and GAD67 Immunoreactivity and Levels in
the Gerbil Main Olfactory Bulb Induced by Transient Ischemia.

Neurochem Res In press,
2007 Oct

8

Vanillin, 4-hydroxybenzyl aldehyde and 4-hydroxybenzyl alcohol prevent
hippocampal CA1 cell death following global ischemia.

Brain Res 1181:130-41,
2007 Nov

9

Immunoreactivities and Levels of Mineralocorticoid and Glucocorticoid Receptors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and Dentate Gyrus of Adult and Aged Dogs.

Neurochem Res In press,
2007 Nov

10

Age-related Differentiation in Newly Generated DCX 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Subgranular Zone of the Gerbil Dentate Gyrus.

Neurochem Res In press,
2007 Nov

11

Age-related changes in ionized calcium-binding adapter molecule 1
immunoreactivity and protein level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12
13

이현용

연구원

Reduction of allergenicity of irradiated ovalbumin in ovalbuminallergic mice

강영희

Experimental and Molecular
박진서, 최수영
Medicine 39:778-786

서지사항

1

강영희

권혁일

논문제목

Topical transduction of superoxide dismutase mediated by HIV-1 Tat protein
transduction domain ameliorates 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TPA)induced inflammation in mice.
Comparison of glutamic acid decarboxylase 67 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at various age stages in dogs.

14

Changes in immunoreactivity of HSP60 and its neuroprotective effects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induced by transient ischemia.

15

A Phytochemically Characterized Extract of Cordyceps militaris and Cordycepin
Protect Hippocampal Neurons from Ishemic Injury in Gerbils

16

3,3’-Diindolylmethane suppresses the inflammatory response to
lipopolysaccharide in murine macrophages

17

Effects of the licorice extract against tumor growth and cisplatin-induced toxicity
in a mouse xenograft model of colon cancer

18

원무호

J Vet Med Sci 9
(11):1131-6, 2007
Biochem Pharmacol.
In press, 2007 Dec
Neurosci Lett In press,
2007 Dec
Exp Neurol 208(2):
247-256, 2007 Dec

원무호, 이재용

Planta Med,
In press, 2007

원무호, 임순성

J Nutr 138: 17-23, 2008

윤정한, 김진경

Biol Pharm Bull 30:
2191-2195, 2007

윤정한, 임순성

Induction of apoptosis in HT-29 colon cancer cells by phloretin

J Med Food 10:
581-586, 2007

윤정한, 신현경
김은지

19

Induction of detoxifying enzyme by sesquiterpenes present in Inula helenium

J Med Food 10:
503-510, 2007

윤정한, 김은지
임순성

20

Influence of conjugated linoleic aicd (CLA) isomers on metastasis of colon
cancer cells in vitro and in vivo

J Nutr Biochem
18: 650-657, 2007

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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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NO

논문제목

21

Hypoxia-induced cell death of HepG2 cells involves a necrotic cell
death mediated by calpain

22

pH-dependent release property of alginate beads containing calcium
carbonate particles

23

Blockade of Cytokine-Induced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Expression by Licorice Isoliquiritigenin Through NF-κB Signal Disruption

서지사항

연구원

Apoptosis
12:707-718, 2007

이재용

J. Microencapsulation
24(8):787-796, 2007

이현용

Exp. Biol. Med.
232(2), 2007

전종갑

참여교수 활동사항
권혁일

2007.10.10
2007.10.25-26
2007.11.16

제1회 발효한약국제심포지움 참석 및 논문발표 (세명대학교)
제59회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부산)
제9회 일송국제심포지움 참석

강영희

2007.11. 1-11.2 한국영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2007.10.17-19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참석 및 발표

강일준

2007.10.17-19
2007.11. 1-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7 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nual Meeting 학술대회 발표
한국영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박진서

2007. 9. 6
2007.10.21-26

한국발명진흥원 강원지회장으로 임시총회 및 이사회 주관
4th International peptide symposium 참석 및 포스터 발표

24

An Efficient Synthesis of (+)-Decursinol from Umbelliferone

Tetrahedron Lett.
48(16), 2007

25

Protective effect of benzothiazole derivative KHG21834 on amyloid βinduced neurotoxicity in PC12 cells and cortical and mesencephalic neurons.

Toxicology 239,
156-166 (2007)

26

Up-regulated astroglial TWIK-related acid-sensitive K(+) channel-1 (TASK-1) in
the hippocampus of seizure-sensitive gerbils: A target of anti-epileptic drugs

Brain Research 1185,
346-35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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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Rubus coreanus Depend on the Degree of Fruit
Ripening

Phytotherapy Research
22(1):102-107,2008

신현경, 김진경
임순성

서준교

실험동물 관련 특강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BK21사업단)
한국실험동물학회 추계국제심포지움 사회
당뇨병 모델동물 특강(서울대학교병원)

28

Glabridin, a functional compound of licorice, attenuates colonic inflammation
in mice with dextran sulfate sodium-induced colitis

Clinical and Experimental
Immunology 151(1):
165-173, 2008

2007.10.12
2007.11.14
2007.11.20

김진경

원무호

2007. 9.10-12
2007.10.18-19
2007.11.01
2007.11.17-18
2007.11.24
2007.11.29
2007.12.12
2007.12.14

Neuro 2007 참석
제57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참석
제3회 춘천바이오페스티발 학술심포지움 참석
Gwangju-Boston Joint Cardiology Symposium 참석
Stem Cell Symposium 참석
제3회 한국 줄기세포학회 학술대회 참석
2007 강원 생명과학 심포지엄 참석
2007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간발표회 및 연구교류회 참석

윤정한

2007. 9.11
2007.11.1-2
2007.12. 1
2007.12. 4
2007.12.12

Asian Congress of Nutrition 참석 및 발표
한국영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참가 및 발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factors for Health Promotion 참석 및 발표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nisms of Antimutagensis and Anticarcinogenesis 참석 및 발표
2007 강원 생명과학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이재용

2007.10.22-25
2007.11.30

베이징 8th IAGG Asia/Oceania Regional Congress (아시아-오세아니아 노년학회)에서 invited
symposium "Genome Integrity and Aging"에서 발표 및 좌장
2007년도 한국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및 좌장

이현용

2007.10.18-19
2007.11. 1- 2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참석 및 발표
제6회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제2회 한국식물과학협의회 공동 국제심포지엄 참석

최수영

2007.10.18-19
2007.11.16-17
2007.11. 24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추계학술대회 참석
한국뇌신경과학회 학술대회 참석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학술대회 참석

김은지

2007.11.17-19 2007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 포스터 발표
2007.11.27-1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Factors for Heaith Promotion (ICoFF2007)에 포스터 발표
2007.12. 1 - 5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chanisms of Antimutagenesis and Anticarcinogenesis
(ICMAA-2007)에 포스터 발표

김진경

2007.10.17-19
2007.11. 1-2
2007.11.27-30

한국 식품영양과학회 포스터발표
한국영양학회 참석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Factors for Health Promotion 포스터발표

임순성

2007.8.22-24

2007 한국질량분석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 참석 및 발표

최수영

네트워크
한국영양학회 국제 학술심포지움 참가 (2007년 11월 1~2일)
본 센터에서는 2007년 11월 1~2일 동안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한국영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움”의 부스
전시에 참가하여 센터 사업 및 협력기업의 상품화 실적 등을 전시하여 센터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었다.

2007 마케팅 워크샵 개최 (2007년 12월 10일)
본 센터에서는 2007년 12월 10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바이오벤처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의 마케팅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건강기능성식품의 네트워크 마케
팅, 바이오벤처 소비자의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전략, 바이오벤처기업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
케이션 전략 등의 소주제로 한림대학교 변용환 교수, 조은성 교수, 박동진 교수가 각각 강연
하였다.

2007 장비안내 책자 발간 및 배부
본 센터에서는 2007 장비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협력기업 및 관련 업체,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
다. 본 책자에서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 및 2007년도에 새로이 구축한 장비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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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소개
제니스 The Zenith of Cosmetic Science

Proteogen

제니스
본사/공장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64-3 (TEL.033-264-0256)
사 무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키콕스 1101호
Homepage : http://www.zenisce.com
E-Mail : zenisce@kornet.net

본사/공장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하이테크벤처타운
생물산업벤처 309호 (TEL. 033-258-6670)
사 무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오피스텔 1516호
Homepage : www.proteogen.co.kr
E-Mail : info@proteogen.co.kr

업체 소개
제니스는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 화장품을 개발. 공급하는 OEM, ODM 전문기업으로써 원료부터 생산까지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다양한 고객요구와 동종업계의 빠른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변화를 선도
하는 색조전문기업으로써 시장조사 및 제안 처방연구 및 검증,최적품질연구들을 통한 고객검증으로 다양한 사양 및 제품개발에 주
력하고 있는 활기차고 기운찬 젊은 기업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
■
■
■
■
■

색조화장품 연구개발
MULTI,Baked type등의 다양한 제형의 제품개발
다기능의 복합적 기능제품의 개발 및 제안
라이프스타일 및 연령별대에 따른 색조제품 개발
기능성 색조제품 개발

업체 소개
2000년 2월에 설립된 프로테오젠㈜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21세기 하이테크기술에 속하는‘단백질 칩’의 제작 및 판매를 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프로테오젠㈜는 단백질 칩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고정화 기술 부분에서 단백질의 변성이 없이 단백질을
고형 기판에 효율적으로 고정화할 수 있는‘ProLinkerTM’를 개발하여 고감도의 단백질 칩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후보
물질의 발굴 및 항암물질 screening, 바이오마커 탐색, kinase 활성분석 등 단백질칩의 응용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오젠㈜는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감도 단백질 칩과 그의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
■
■
■

주요 사업 분야

주요 브랜드 및 제품
LG생활건강의 오휘,이자녹스 및 나드리화장품 레오나르,베르당 제품등을 포함하여 국내 10여개 업체와 OEM,ODM형태로 거래하고
있으며,아래와 같은 제품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
■

제품군
■
■
■
■

POWDER & MULTI POWDER
WAX & OIL
EMULSION
SPECIAL PRODUCT (펄스프레이코팅 , 메이크업 빠레트류)

kinase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단백질칩을 이용한 자생식물 및 생약식물로부터 항암물질 발굴
4채널 비접촉식 단백질칩을 이용한 초고속 분석시스템의 개발

■

단백질칩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분석 대행 서비스
단백질칩-기반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하여 신약후보물질 발굴
암마커 진단용 단백질칩 개발
단백질 발현분석용 단백질칩 개발

주요 브랜드 및 제품
■
■
■
■
■

ProLInkerTM : 고형기판에 단백질을 고정하기 위한 분자링커
ProteoChip : ProLinkerTM가 코팅된 단백질칩 기판
CM-1000 : 핀방식 단백질칩 제조장치
CM-2000 : 4채널 비접촉식 단백질칩 제조장치
SX-Chip : integrin이 결합된 신약후보물질 발굴용 스크리닝 칩

TM

ProLinker

14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ProteoChip

CM-1000

CM-2000

SX-Chip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 _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