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RIC소식
Antioxidants and Functional Foods 국제심포지움 개최 (2008년 6월 17일)

2008년도 제1차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1월 12일)
본 센터에서는 2008년 1월 22일 제1차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단계(2008, 2009년도)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3단계 구축장비를 결정하였다.

2007년도 연구발표회 (2008년 2월 21일)
본 센터에서는 2008년 2월 2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07년도 연구발표회 를 개최하였다. 본 행
사에서는 참여교수 및 전담 연구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참여연구
원간의 정보교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수행결과를 자체평가하고
2008년도 RIC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 6월 17일(화), 한국영양연구소와 공동으로 Rutgers University, U.S.A의 Yang, Chung S. 외 4분의 국내외 전문
가를 모시고「Antioxidants and Functional Foods(항산화소재와 기능성식품)」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최근 항산
화성 소재들이 질병발생과 노화를 억제하는 생리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잇달아 보고됨에 따라 이들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이

RIC 현장실태조사 및 중간평가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통해 이 분야의 최

본 센터에서는 2단계(2006-2007)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가 3명의 평가위원 및 유관기관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3월 4일 실시 되었으며, 3월 12일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최종 중간평가
를 받아 본 센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통보받았다.

신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익한 정보교류의 기회가 되었다.

국제 심포지움 세부내용
주 제

연 사

Food-Based Approaches for Cancer Prevention

Yang, Chung S.(Rutgers University, U.S,A)

(주)해나천연물신약 입주

Chemical analysis and bioactivities of gossypol and its
derivatives

Xi Wang(Clemson University, U.S.A)

(주)해나천연물신약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 치료물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로써 2008년 1월 1일 입주하였다. 현재 본 센터는 4개
업체를 보육 중이다

Effects of Chitosan and MeJA Treatments on Phytochemical
Induction

FENG CHEN(Clemson University, U.S.A)

Kinetics and Interrelationships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Antioxidant in Food Oxidation

David B. Min(Ohio State University, U.S.A)

Bioactive Actions of Flavonoids Inhibiting Vascular
Atherosclerosis

Kang Young Hee(Hallym University, Korea)

연구원 임용
본 센터에서는 2008년 5월 1일자로 엄순주(전공:미생물) 연구원을, 8월 1일자로 신은경(전공:
해부학) 연구원을 신규 임용하였다. 현재 연구교수 2명, 연구원 7명은 효능평가부, 기업지원
부, 소재개발부의 연구수행 및 장비를 담당하고, 행정직원 2명은 센터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엄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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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RIC 세부사업
제 4차 세미나(2008년 6월 27일)

인력양성

본 센터에서는 천연의약연구소와 공동으로 Hiyoshizo KOTSUKI 교수(Laboratory of Natural
Product Chemistry, Faculty of Science,Kochi University)를 초빙하여“Enantioselective Total
Synthesis of 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주제로 제 4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육훈련 개최
제 1차 교육훈련(2008년 3월 14일)
“형광 현미경의 사용 및 관찰기법의 활용”을 주제로 제1차 교육훈련을 개최하였다. 본 교육훈련
은 현미경 관찰기법 및 형광의 원리 설명 후,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Living cell imaging, Confocal
현미경의 원리와 응용 기술, Microdissection system의 원리와 응용, Axio Imager M.1 사용법,
형광관찰기법, image 획득기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비활용

제 2차 교육훈련(2008년 6월 3일)

장비워크샵 개최

“유속세포분석기 (Guava, EasyCyte) 장비의 사용법 및 활용”을 주제로 제2차 교육훈련을 개최
하였다. 본 교육훈련은 (주)GE 학술부 장정민 강사의“FACS" 장비의 이론 설명 후“FACS" 장비
의 실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 1차 장비워크샵(2008년 6월 26일)
“실시간 화학 발광 및 형광 영상장치 기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 1차 장비워크샵을 개최하였
다. 고마바이오텍(주) 조신 연사가 Chemi-Smart 3000 system 장비의 원리, Chemi-Smart
3000 system 장비 사용법 및 software 사용법 등을 강연하였다.

제 3차 교육훈련(2008년 7월 23일)
“HCS(High Contents Screening) System을 이용한 식·의약품의 효능 평가법”이라는 주제로
제3차 교육훈련을 개최하였다. 본 교육훈련은 High Contents Screening(HCS)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ArrayScan VTI 장비 소개 후 사용자 교육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술이전/지도
참여교수 기술지도

세미나 개최

NO

기술지도 내용

협력업체

연구원

제 1차 세미나(2008년 4월 10일)

1

SDS-PAGE를 사용하여 혈전분해활성물질의 분리

(주)엠엠엘 바이오테크

김은지

본 센터에서는 Paul P. Kolodziejczyk 교수 (Scientific Director, Adjunct Professor, New Products
from Crops & Bioprocessing Agricultural, Food and Nutritional Science Olds College School of
Innovation University of Alberta)를 초빙하여“Isolation of phenolic compounds from Canadian
currants and berries and their functional properties”라는 주제로 제 1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Fibrin zymography 방법으로 혈전분해활성물질의 혈전분해능 평가

(주)엠엠엘 바이오테크

김은지

3

Visnagin 화합물의 알코올 유도체

(주)엠웰

전종갑

4

Visnagin 화합물의 아세테이트 유도체

(주)엠웰

전종갑

제 2차 세미나 (2008년 5월 19일)
본 센터에서는 ㈜BMS Korea(AppliedPrecision), LMB instruments(Leica), Micro vision(Carl
Zeiss) 등 3개 업체가 2008년도 구축예정 장비 중“In vitro Imaging system"기기에 대한 장비설
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3차 세미나(2008년 6월 11일)
본 센터에서는 응용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신현순 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emistry, University of San Francisco)를 초빙하여“Structure-Based Drug Discovery
Targeting Cancer and Bacteria Infection”라는 주제로 제 3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 _ 한림대 지역혁신센터(RIC)

창업지원
위탁연구 현황
NO
1

위탁기업

연구기간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지지아이푸드엔터프라이즈 2008.04.15~2009.04.14 꾸지뽕나무 추출물이 코팅된 곡물(쌀)의 혈당조절효능에 관한연구

2

(주)제니스

3

한국양봉프로폴리스

2008.06.01~2009.05.31 화장품의 원료 및 내용물의 미생물 실험
2008.07.01~2008.10.30 프로폴리스 복합물의 알러지 유발정도 차이 검증

임순성
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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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기술사업화

연구개발

특허등록
NO

등록일자

1

2008.03.14

2

2008.04.08

3

2008.05.30

4
5
6

2008.06.02
2008.06.02
2008.06.17

2008년도 공동연구과제 현황
발명의 명칭
케나프 추출물과 이로부터 분리된 신규 캠프페롤 화합물 및 이
의 용도
황태육수가 함유된 김치양념 및 그것을 이용하여 제조한 황태
김치
케나프 추출물과 이로부터 분리된 신규 켐프페롤 화합물 및 이
의 식품으로의 용도
아넥신 융합 단백질
세포도입성 열충격단백질 27 융합단백질
항염증 및 면역조절 활성을 가지는 케나프 추출물

등록번호

연구원

NO

논문제목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참여기업

10-0815476

조재열

1

노랑다발 및 붉은자루 동충하초를 이용한 혈관계 질환 개선 및 예방 기능성식
품개발 연구

조재열
(김태웅, 이재휘)

(주)머쉬텍

10-0820139

강일준

2

인삼 및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혈당조절소재개발

강일준 (임순성)

(주)한국천연물신약

3

피부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단백질 기능성 소재 개발과 이를 이용한 기능
성 화장용품 개발

박진서
(최수영)

(주)바디텍메드
바이오셀트란

4

Helicobacter pylori와 Rota virus의 특이항체 개발 및 이의 효능평가

신현경 (원무호)

(주)애드바이오텍

5

어류 가수분해물의 효능평가 및 제품개발

강영희 (윤정한)

(주)바이오뉴트라

서준교
전종갑 (서홍원)
전성호
이재용
변용환
신현경
정차권

(주)에스앤디
(주)엠웰
(주)이뮨메드
(주)화인코
(주)바이오뉴트라
(주)삼성생약
(주)바이오쎈

10-0835710

조재열

10-0835879
10-0835880
10-0840558

최수영, 박진서
최수영, 박진서
조재열

특허출원
NO

출원일자

1

2008.03.19

2

출원번호

연구원

Egonol의 효율적 전합성

10-2008-0025167

2008.03.28

세포 도입성 피리독살-5'-인산 탈인산화효소 융합 단백질

10-2008-0028713

전종갑
최수영, 박진서
원무호

3

2008.04.08

번데기 동충하초의 특이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코디세핀을 유효성
분으로 자외선 조사(UVB)에 의한 피부 염증 질환 치료용 조성물

10-2008-0032585

강일준

4

2008.04.17

세포투과성 SAG 융합 단백질

10-2008-0035420

5
6

2008.04.28
2008.04.28

10-2008-0037494
10-2008-0039197

7

2008.04.28

세포투과성 크레아틴키나아제 융합 단백질
피부염증예방 및 치료용 천연물 조성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9N2 감염예방 및 검출에 유용한
DNA 압타머 및 그 혼합물

최수영, 박진서
원무호
최수영, 박진서
최수영, 박진서

10-2008-0039199

전성호

2008.05.01

인삼으로부터 분리된 사포닌 유도체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는
단핵구 유착 억제용 조성물

10-2008-0041037

2008.06.24

Fusion protein comprising FK506 Binding Protein and method
of making and using the same

미국특허 12,144.890

2008.06.25

진세노사이드Rg1 또는 Rg3를 고농도 함유하는 인삼 또는 홍삼
추출물

10-2008-0060097
10-2008-0060588

강영희

10-2008-0070395

전종갑

8
9
10

발명의 명칭

11

2008.06.26

아스퍼질러스 시로우사미에 의해 생산된 당귀 및 대추 바이오전
환물질을 함유하는 혈관신생 억제용 조성물

12

2008.07.21

트란스 선택적 Wittig-Horner 반응을 이용한 Piceatannol의 개선
된 합성법

6
7
8
9

Fagopyritol을 이용한 항당뇨 식품의 개발
비스나진 및 이의 유도체를 이용한 신규 뇌신경세포 보호제 개발
급성열성질환 진단키트의 성능 및 효능 연구
실크 피브로인 필름을 이용한 상처치유용 피부피복재 개발
10 건강식품기업의 사업모형 연구
11 비타민 나뭇잎차의 생리활성 평가
12 천연물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체지방 저하 기능성 소재탐색, 효능시험 및 제품개발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1

한국인에서 알코올 섭취가 관상동맥질환 관련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 3기 (2005년)

한국영양학회지
41(3):232-241, 2008

강영희

2

목향 헥산추출물의 LNCaP 전립선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7(1):8-15, 2008

김은지, 윤정한

3

목향 헥산추출물이 대장암세포인 HT-29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40(2):207-214, 2008

김은지, 윤정한
임순성

4

Protein Transduction of Familial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related
Mutant PEP-1-SOD into Neuronal Cells

Molecules and Cells
25:55-63, 2008

5

Protein Transduction of Antioxidant Enzyme: Subcellular Localization of
Superoxide Dismutase Fusion Protein in the Cell

BMB Reports
41:170-175, 2008

6

Soluble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Synthetic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Escherichia coli

BMB Reports
41:404-407, 2008

최수영

7

Human Brain Pyridoxal-5’-phosphate Phosphatase (PLPP): Protein
Transduction of PEP-1-PLPP into PC12 Cells

BMB Reports
41:408-413, 2008

최수영, 박진서
원무호

8

HIV-1 Tat-mediated protein transduction of human brain creatine kinase
into PC12 cells

BMB Reports
41:537-541, 2008

최수영, 박진서

9

Biopharmaceutical Evaluation of a Solid Dispersion System Containing
Sibutramine Freebase

Bull. Korean Chem.
Soc. 29(4), 2008

강영희
최수영, 박진서
임순성, 강일준

Evaluation of Skin Permeation and Accumulation Profiles of a Highly
10 Lipophilic Fatty 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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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Pharm Res
31(2):242-249, 2008

최수영, 박진서
원무호

이재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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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제목

11 한국산 섬오갈피나무 및 지리산오갈피나무의 정유성분 GC/MS 분석
12 오갈피나무의 정유성분 GC-MS 분석
Inhibitory activities of red ginseng acidic polysaccharide in platelet
13 aggregation.
Modulatory effect of diethylstilbestrol on CD29-mediated cell-cell
14 adhesion in monocytic U937 cells.

서지사항
한약작지
16(2):86-93, 2008

연구원

임순성

생약학회지
39(1):7-18, 2008

조재열

국외 학술지 게재논문
NO

논문제목

서지사항

1

Differential MAPK- and JAK/STAT-responsive protection of EGCG and
hesperetin against oxidized LDL-induced endothelial apoptosis

Journal of Nutrition
138(6):983-990, 2008

2

Blockade of chronichigh glucose-induced endothelial apoptosis by Sasa
borealis bamboo extract: modulation of NADPH oxidase and heat shock
protein.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233(5):580-591, 2008

3

Inhibitory constituents of aldose reductase in the fruiting body of
Phellinuslinteus

4

연구원

강영희

Biol. Pharm. Bull.
31(4):765-768, 2008

강영희, 임순성

(-)Epigallocatechin gallate hampers collagen destruction and collagenase
activation in ultraviolet-B-irradiated human dermal fibroblasts: involvement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46(4):1298-1307, 2008

강영희

5

Effects of Chrysanthemum indicum Linne flowers on acetylcholinesterase
activity and learning performance in mice

Food Sci. Biotechnol.
17(2):384-388, 2008

강일준

6

Topical transduction of superoxide dismutase mediated by HIV-1 Tat
protein transduction domain ameliorates 12-O-tetradecanoylphorbol-13acetate

Biochemical
Pharmacology
75:1348-1357, 2008

박진서, 최수영

Transduced human PEP-1-Heat shock protein 27 (HSP27) efficiently
protects against brain ischemic insult

FEBS Journals
275:1296-1308, 2008

최수영, 박진서
원무호
원무호, 최수영
박진서, 강일준
임순성

7

8

A phytochemically characterized extract of Cordyceps militaris and
Cordycepin protect hippocampal neurons from ischemic injury in gerbils

Plant Medica
74:114-119, 2008

9

Time course of changes in immunoreactivities of GABA degradation
enzymes in the hippocampal CA1 region after adrenalectomy in gerbils

Neurochemical Research
33:938-944, 2008

Effective delivery of Pep-1-cargo protein into ischemic neurons and long10 term neuroprotection of Pep-1-SOD1 against ischemic injury in the gerbil
hippocampus
Potential role of pyridoxal-5'-phosphate phosphatase/chronopin in
11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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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chemistry
International
52:659-668, 2008
Experimental Neurology
211:128-140, 2008

논문제목

Hyperthermic seizure induces persistent alteration in excitability of the
12 dentate gyrus in immature rats
Characterization of the hypothalamic proopiomelanocortin gene and beta13 endorphin expression in the hypothalamic arcuate nucleus of mice elicited
by inflammatory pain.

Journal of Ginseng Research
32(1):73-78, 2008
Yakhak Hoeji
52(1):12-19, 2008

NO

원무호, 최수영

서지사항

연구원

Brain Research
1216:1-15, 2008

최수영

Neuroscience.
152(4):1054-66, 2008

The differential effect of morphine and beta-endorphin administered
14 intracerebroventricularly on pERK and pCaMK-II expression induced by
various nociceptive stimuli in mice brains.

Neuropeptides.
42(3):319-30, 2008

Intracerebroventricular ginsenosides are antinociceptive in
15 proinflammatory cytokine-induced pain behaviors of mice.

Arch Pharm Res.
31(3):364-9, 2008

The effect of formalin pretreatment on nicotine-induced antinociceptive
16 effect: the role of mu-opioid receptor in the hippocampus.

Neuroscience.
154(2):415-23, 2008

Comparison of ionized calcium-binding adapter molecule 1
17 immunoreactivity of the hippocampal dentate gyrus and CA1 region in
adult and aged dogs

Neurochem Res.
33(7):1309-15, 2008

Folic acid deficiency increases delayed neuronal death, DNA damage,
18 platelet endo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1 immunoreactivity, and gliosis
in the hippocampus after transient cerebral ischemia.

J Neurosci Res.
86(9):2003-15, 2008

서홍원

서홍원, 원무호

The differential effects of acetaminophen on lipopolysaccharide induced
19 hyperalgesia in various mouse pain models.

Pharmacol Biochem Behav.
2008 Jul 1.
[Epub ahead of print]

Reduced immunoreactivity of tyrosine hydroxylase in the hypothalamic
20 paraventricular nucleus of the seizure sensitive gerbil.

J Vet Med Sci
70(6):645-8, 2008

Late expression of Na(+)/H(+) exchanger 1 (NHE1) and neuroprotective
21 effects of NHE inhibitor in the gerbil hippocampal CA1 region induced by
transient ischemia.

Exp Neurol
212(2):314-23, 2008

Doublecortin-immunoreactive neuronal precursors in the dentate gyrus of
22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at various age stages: comparison with
sprague-dawley rats.

J Vet Med Sci
70(4):373-7, 2008

Age-related changes of calbindin D-28k-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23 myenteric plexus of gerbil duodenum.

J Vet Med Sci
70(4):343-8, 2008

alphaII-Spectrin breakdown product increases in principal cells in the
24 gerbil main olfactory bulb following transient ischemia.

Neurosci Lett
435(3):251-6, 2008

Differential changes in pyridoxine 5'-phosphate oxidase immunoreactivity
25 and protein levels in the somatosensory cortex and striatum of the
ischemic gerbil brain.

Neurochem Res
33(7):1356-64, 2008

Ischemia-induced ribosomal protein S3 expressional changes and the
26 neuroprotective effect against experimental cerebral ischemic damage.

J Neurosci Res
86(8):1823-35, 2008

Age-related differentiation in newly generated DCX immunoreactive
27 neurons in the subgranular zone of the gerbil dentate gyrus.

Neurochem Res
33(5):867-72, 2008

서홍원

원무호

원무호, 임순성

원무호
최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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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제목

서지사항

연구원

Comparison of changes in GAD65 and GAD67 immunoreactivity and
28 levels in the gerbil main olfactory bulb induced by transient ischemia.

Neurochem Res
33(5):719-28, 2008

원무호

Isolquiritigenin inhibits tumor growth and protects the kidney and liver
29 against chemotherapy-induced toxicity in a mouse xenograft model of
colon carcinoma

J Pharmacol Sci
106:444-451, 2008

윤정한, 임순성

Inhibition of colon cancer cell growth by dietary components: role of the
30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 system

Asia Pac J Clin Nutr
17:253-256, 2008

윤정한

Design and Evaluation of Prostaglandin E1 (PGE1) Intraurethral Liquid
31 Formulation Employing Self-Micro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SMEDDS) for Erectile Dysfunction Treatment

Biol. Pharm. Bull.
31(4):668?672, 2008

이재휘

Licochalcone A inhibits the growth of colon carcinoma and attenuates
32 cisplatin-induced toxicity without a loss of chemotherapeutic efficacy in
mice.

Basic Clin Pharmacol Toxicol.
103(1):48-54, 2008

네트워크
건강기능식품 지원 사업 설명회 (2008년 2월 22일)
본 센터에서는 2007년 2월 22일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센터 소개 및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
품임상시험지원센터 소개 후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을 설명하여 관련 산업체
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08 혁신네트워크 워크샵 (2008년 5월 29일)

CD7 expression and galectin-1-induced apoptosis of immature
33 thymocytes are directly regulated by NF-kappaB upon T-cell activation.

Biochem Biophys Res
Commun.
370(1):149-153, 2008

34 BAF60a interacts with p53 to recruit the SWI/SNF complex.

J Biol Chem.
283(18):11924-11934,
2008

Chloroquine, an anti-malarial agent, acts as a novel regulator of beta135 integrin-mediated cell-cell adhesion.

Biological and
Pharmaceutical Bulletin
31(4):726-730, 2008

본 센터에서는 혁신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과 효능평가실제”라는 주제로 혁신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강원도청의 박암식 과장
이“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지원정책방안”, (주)바이오톡스텍 백성진 연구소장이“건강기능식
품의 안전성 평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지연 연구사가“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평가실
제”, 한림대RIC 신현경소장이“한림대 RIC의 효능평가 시스템 구축소개”발표 후 한림대
RIC 김진경 연구교수의 인솔로 효능평가 장비활용 견학을 하였다.

임순성

전성호

Novel modulatory effect of SDZ 62-434 on inflammatory events in
36 activated macrophage-like and monocytic cells.
The mechanism of anti-platelet activity of davalialactone : Involvement of
intracellular
calcium ion,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2 and p38
37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Src-targete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davallialactone in
38 lipopolysaccharide-activated RAW264.7 cells.
Hinokitiol, a tropolone derived from natural products, inhibits TNF-a
39 production in LPS-activated macrophages via suppression of NF-kB
pathway.

2008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참가 (2008년 6월 18일 ~ 20일)

NS Archives of
Pharmacology
377:111-124, 2008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584(2-3):361-367, 2008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154(4):852-863, 2008
Planta Medica
74(8):828-833, 2008

기능성평가 워크샵 : 2008.06.20(금)

조재열

본 센터에서는 2008년 6월 18일(수) ~ 20(금)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08년도 한국식품과학회 제 75차 학술대회”
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회동안 우리 센터에서는 그동안 전임 연구교수 및 연구원들이 식의약품 효능평가, 기능성소재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포스터 발
표하였고, 식품산업 전시회에 참가하여(2008.06.18~20) 센터 사업현황 및 협력기업의 상품화 실적을 홍보하였다. 또한 전북대학교병
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CTCF2)와 공동으로 세포 및 실험동물(전임상), 인체시험 등에 의한 식품의 효능평가,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서비스 및 제형변경에 따른 기능성 평가 기준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평가 워크샵을 개최하여(2008.06.20) 식품과학회 참가자
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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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전시 : 2008.06.18.~06.20

연 사

세포수준에서 식품의 효능평가

김은지 연구교수(한림대학교 RIC)

실험동물을 이용한 식품의 효능평가

김진경 연구교수(한림대학교 RIC)

인체시험에 의한 기능성식품 효능평가

박태선 교수 (CTCF2 기획관리부장 /전북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

식품임상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CTCF2 Service

차연수 교수 (CTCF2 대외협력부장/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건강기능식품의 제형변경에 따른 기능성 평가기준

홍진환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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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신현경(한림대 RIC소장)
2008.03.20

이화여대 이화·삼성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주최「한국식품산업의 진흥방향」심포지엄에서
「바이오 식품의 R&D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변용환

2008.07.25

부산 울산경남 BT지원기관협의회 통합 워크샵“사업지향적 바이오클러스터 발전전략”주제 강연

서준교

2008.05.22-23
2008.07.12

한국실험동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실험동물기술원 워크샵 특강

원무호

2008.05.02
2008.07.09-11

제16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Neuroscience 2008 제31회 일본신경과학대회 포스터 발표

윤정한

2008.03.13

2008.05.15

KINTEX에서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주최「식품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선진기술」심포지엄을 주관하였다.

2008.06.05

COEX에서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주최「국제 녹차 심포지엄」을 주관하였다.

2008.06.18-2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식품과학회 2008년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회주관 및 논문발표를 하
였다.

2008.03.30

CLA연구재단 창립 심포지엄에서“Mechanisms by which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inhibits
colon cancer growth" 발표
Keystone Symposia on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논문 발표

2008.04.05

Experimental Biology 2008 논문 발표

2008.06.28-07.01

미국 New Orleans에서 개최된 IFT학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재미식품과학자모임(KAFTA)에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2008.06.05

2008.07.10

COEX에서 개최된 농촌진흥청 주최「2008 조선일보 웰빙건강 심포지엄」에 좌장으로 참석하였다.

2008.07.31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Korea 바이오허브센터 주최로 개최된「신성장 동력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008.08.13-18

미국 San Diego에서 개최된 UKC 2008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으로 사회를 보았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Cancer chemopreventive effects of some phytochemicals and
their underlying molecular mechanisms"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발표
한국식품과학회 2008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Mechanisms by which phytochemical present
in fruits and vegetables exert cancer chemopreventive effects" 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 발표
영국 영양학회 Summer meeting에서“Chemoprevention by a cruciferous vegetable
component" 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 발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16회 농수산학회 한림콜로키엄에서“식품에 포함된 기능성 성분들의 항암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 발표

2008.08.25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초청 농식품 유관학회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참여교수 활동사항
강영희

2008.04.05-09
2008.04.18-19
2008.06.17
2008.06.18-19

Experimental Biology 2008 참석(미국)
2008년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구두발표
한림대학교 RIC 국제심포지움, 구두발표
한국식품과학회 제 75차 학술대회 참석

2008.03.20
2008.04.05-09
2008.06.18-20

춘천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전략적 연계방향 정책포럼발표
Experimental Biology 2008 포스터발표
2008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포스터발표

김은지

2008.04.05-09
2008.04.12-16
2008.06.18-20

Experimental Biology 2008 포스터 발표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Annual Meeting 2008 포스터 발표
2008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김진경

2008.05.13-14
2008.06.12-13
2008.06.18-20

일본식품면역학회 참석 및 발표
제 34회 대한암학회 참석 및 발표
제 75차 한국 식품과학회 참석 및 발표

최수영

2008.05.07

2008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 참석

강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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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9
2008.07.03
2008.07.15
이재용

2008.05.15-05.16

2008한국노화학회 춘계 conference 및 제 8회 한일 노화학자 조인트 심포지움 참석 및 발표

이재휘

2008.05.02

2008년 춘계약학회 참석

임순성

2008.05.01-03
2008.06.18-20
2008.07.15-18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2008 Plant Metabolomics 학술대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

전성호

2008.04.22-26

Cold Spring Harbor Lab. Meeting 참석 및 발표

전종갑

2008.03.22
2008.04.17-18
2008.06.22-27

제26회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화학 심포지움 참석
대한화학회 제101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참석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c Synthesis (ICOS-17) 참석

조재열

2008.05.23

대한약학회 국제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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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소개

한림대 RIC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명

삼성생약주식회사
본사/공장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304호(TEL.241-2214)
사 무 소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304호(TEL.241-2214)
지 점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45-1번지 삼성생약(주)강원지점
Homepage : http://chunma.ne.kr
E-Mail : saleshop@bcline.com

업체 소개
물 좋고 맑은 공기의 천혜 환경 속에 친환경농법(유기농법을 이용한 유기농산물)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현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업무 및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
협하는 요소로 인해 현대인들은 뇌혈관질환, 대사성질환, 순환기계질환, 신경계질환 등 각종 내외과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
다. 이러한 산업화가 파생시킨 건강유해요소를 약과 같은 화학물질이 아닌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한 건강식품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세계에서 제일의 노화방지기술로 제공합니다.

주요 연구 분야
연구개발분야 : 생약성분을 이용한 노화기전 연구 및 노화억제물질 개발
· 노화관련 유전자 발굴 및 노화에 따른 뇌기능 저하기전 규명
· 천마가공 중 유효성분변화 연구
· 천마를 이용한 항산화, 항미생물, 항지질과산화, 항당뇨, 항고혈압 활성검정
· 비타민나무의 항산화물질과 항염작용의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주요 사업 분야
하늘이 내린 자연의 선물을 담는 삼성생약주식회사는 네가지 사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산학협력과 각기관과의 기술이전협약의 연구개발을 통한 개발분야
둘째로 독자적개발 제품의 유통망 구축 및 기존 유통망운영
셋째로 우수한 원료를 이용한 제품 출시 및 유통
넷째로 자체생산라인과 이를 토대로한 OEM/ODM의 네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주요 브랜드 및 제품
천마진액원골드플러스 : 천마95.6%(고형분20brix,국내산) 목질진흙버섯(상황버
섯)1.5%(고형분 0.2brix 국내산)외 생약제재인 한약재가 원료배합으로 들어갔으며 유
효성분만 액상추출을 하여 만든 제품이라 100% 몸에 흡수되어 효과가 더욱 빠르게 하
였고 천마제품 중에 천마의 성분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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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연락처

겟웰바이오(주)

진통제, 신경보호제

033-248-3180

머쉬텍(주)

버섯(공장식 고정설비), 일반가공식품

033-244-0550

바이오시너젠(주)

치매치료제 및 당뇨치료제

033-248-2613

바오이쎈(주)

건강기능식품, 금연초

033-252-0310

바이오팜테크널러지

홍국(紅麴)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37호

033-264-1900,1,2

에스앤디(주)

MPG-6, BHGF/BGSF

033-258-6515,6

엠웰(주)

생명공학관련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033-435-3764

이뮨메드(주)

급성열성질환 진단키트, 바이러스억제물질

033-248-2633

화인코(주)

면역활성제, 실크화장품

033-258-6001

바디텍메드(주)

체외 진단용 의약품, 진단기기

033-258-6888

바이오메드포토닉스(주)

면역진단기기

033-258-6883,4

바이오비즈(주)

화장품

033-248-3102

바이오셀트란

Tat-SOD, PEP-1-SOD, Tat-Catalase

033-248-3056

삼성생약(주)

건강기능식품, 노화기전식품

033-2241-1901

서로와인

들쭉와인

033-248-2111

서림바이오(주)

대두추출분말

033-258-6819

영동기능식품(주) 중앙연구소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

033-258-6812

우리제약(주)

전문의약품

033-262-5881

자연과 숯

숯마스크 팩, 숯게르마늄 팩

02-565-8577

네추럴에프앤피(주)

건강기능성식품, 화장품

033-258-6771

누리원(주)

건강식품

033-257-6761

래디안(주)

화장품 원료

033-244-1243

리제론(주)

액상 및 분말 인간성장 호르몬

033-258-6263

바이오뉴트라(주)

치료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033-248-3070

싸이제닉(주)

INM176, 조인웰글루코사민

02-3442-6744

씨-메드(주)

홍국, 액상추출차

033-258-6780

아탑(주)

송이M3.0, 버섯균사체 가공품

033-258-6156

애드바이오텍(주)

IgY

033-241-4907

에스티알 바이오텍(주)

홍국-F, 상황다당체

033-258-6320

에이지아이(주)

건강기능식품

033-258-6366

에코비젼(주)

환경설비, 바이오·환경소재

033-258-6007

제노바이오텍(주)

동물용 체외 진단용 의약품

033-258-6700

제니스(주)

색조화장품류

033-264-0256

파마코제네칩스(주)

유전자칩, 에너리치, 건강청국

033-244-4777

프로테오젠(주)

단백질칩

033-258-6670

해나천연물신약(주)

식품, 의약품

033-242-0720

한림바이오

발효식품

033-248-2137

휴젤(주)

보툴리늄 톡신 타입에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르 하이드로젠

033-255-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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