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항노화바이오 산업 원천기술의
글로벌리더 HK바이오텍이
당신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항노화 연구리더
HK 바이오텍
HK바이오텍은 미국, 일본 등의
글로벌 대학과 공동연구로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CEO
Greeting
GLOBAL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 HK바이오텍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HK바이오텍은 1996년 조그마한 연구실(Laboratory)로 출발하여 2000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Global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HK바이오텍은 20여년간 산·학·연 R&D를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여 한미약품, 한국인삼공사, 대상, 종근당, LG생활
건강, 해태음료, 풀무원을 비롯한 20여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HK바이오텍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연 R&D 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완제품을 개발할 것이며,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개별인정형 및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완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여 고객사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HK바이오텍 대표이사

김정옥

박사

Introduction

항노화산업 GLOBAL 리더
HK바이오텍은
생명공학기술로 건강한 삶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HK바이오텍은 생명공학기술(천연물로부터 신기능성 소재 발굴기술,
버섯균사체에 의한 Bioconversion기술, 세포주 및 미생물 배양기술 등)을
이용하여 효능과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Health Functional Food Ingredients) 및
건강기능식품 완제품(Dietary Supplements)을 생산하는
GLOBAL 바이오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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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및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생산 및 공급

■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생산 및 판매

천연물 신약
■

Eritadenine을 지표물질로 한 혈압정상화 천연물신약 개발 및 공급

■

비타민D를 지표물질로 한 알츠하이머병 천연물신약 개발 및 공급

■

기타 천연물을 활용한 천연물신약 개발 및 공급

항노화 화장품
■

천연 건강기능성 물질을 소재로 한 항노화 화장품(피부재생, 눈보호 등)
개발 및 원료공급

■

보톡스 유사 천연 바르는 "해파톡스 화장품"과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피부재생 및 줄톡스 화장품" 개발 및 원료 공급

기타
■

항노화 관련 소재 개발 및 원료 공급

■

줄기세포에 의한 기능성소재 개발 및 원료공급

핵심기술

버섯균사체 배양에 의한

천연물로부터

세포주 및 미생물

줄기세포 배양에 의한

건강기능소재

신기능성 소재

배양에 의한

신 기능성 화장품 소재

생산기술

생산기술

신 기능성 소재 생산기술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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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

01

R&D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획득

02

지속적인 산학협력 R&D에 의한 신규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제품개발

03

■

HK나토배양물, HK표고버섯균사체, HK루테인, 공액리놀레산(CLA), 공액리놀레산 TG

■

표고버섯균사체 비타민D 생산과 이를 이용한 알츠하이머 예방소재, 항바이러스 소재 및 뼈 건강 소재

■

Eritadenine의 고혈압 정상화 건강기능식품, 탈모방지 등의 소재

대기업과 공동 R&D 추진
■

아
 모레퍼시픽과의 공동특허 등록(한국, 중국, 미국, 홍콩, 일본)과 동시에 피부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설화수 브랜드의 소선보 제품 출시 및 판매

■

04

아모레퍼시픽과 지속적인 R&D 추구(버섯균사체 발효 녹차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화장품 원료 대기업의 건강기능식품부서에 공급
■

한미약품, 한국인삼공사, 종근당, 대상, LG생활건강, 해태음료, 풀무원을 비롯한
20여 국내외 기업에 원료 공급

05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R&D에 의한 글로벌화

06

국내외 최고의 버섯균사체배양기술에 의한 신기능성 물질개발

■

경
 상국립대학교, 한림대학교, 경희대학교, 미국 위스콘신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일본 시마네대 등과 공동연구

■

표
 고버섯균사체를 포함한 식용버섯균사체 활용

■

기
 타 비식용버섯균사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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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HK바이오텍은 1996년에 인류의 건강관리를 위해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HK바이오텍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완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021
07 아마존 입점
06 홈페이지 영문, 중문, 일문 구축
0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제 2021-42호, 부산)

2020
10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쇼피 입점

2019
12 비즈사업본부 구축

2018
04 건강기능식품제조 GMP 재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07 HK홈페이지 새단장
06 "HK표고버섯비타민D" 출시

2016
03 하영래 박사, 부설 "HK항노화연구소" 2대 소장 취임

2015
03 부설 "HK항노화연구소" 부지
(진주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내) 취득

2014
03 건강기능식품제조 GMP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01 우량기업 (기술보증기금)

2013
08 IBK 가족기업 (IBK)

2011
03 본사 "진주시 월아산로 950번길 6" 현주소로 이전

2010
07 "HK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개별인정
(간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009
06 "HK나토배양물"개별인정
(혈행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2008
10 "HK루테인 10FL", "HK루테인 10Tb"개별인정
(눈 건강, 국내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03 "CLA연구재단" 창립 및 창립 국제심포지엄 개최

2007
11 "HK공액리놀레산 트리글리세라이드(TG)
" 개별인정 (체지방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
01 세계최초로 한국인 대상 "CLA 인체시험"완료

2006
04 "CLA 제품" (국내 1호) 판매 시작
03 부설 "HK항노화연구소" 설립(초대 김정옥 박사 취임)
"CLA"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국내 1호) 인정
(체지방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

2004
12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08 투자유치(CB) [넥서스투자(주)]
05 CLA공장 취득(진주시 대곡면 대곡농공단지 내)

2003
10
09
08
03
01

"아가리쿠스 A플러스" 일본 수출
기능성 신물질 Isoflavone-β-D-glucan (Gluvone) 개발
INNO-BIZ기업 (중소기업청)
유망중소기업 (KT&G)
"아가리쿠스"와 "상황버섯균사체 엑기스" 원료공급(KT&G)

2002
06 "아가리쿠스 A플러스" 출시
05 HK항노화연구소 개소(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2001
10 "아가리쿠스"와 "머쉬고" 안전성 검사 필 (미국 FDA 승인 기관)
07 생명공학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2000
05 김정옥 박사, 대표이사 취임, (주)HK바이오텍 법인전환(05.22)

1999
08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분야 BK21 사업 참여

1996
11 본사 및 공장 이전
(첨단 버섯종균배양시설 :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소재)
06 H&K Laboratories 설립(진주시 진주대로 891번길 10)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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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항노화연구소
01. HK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HK바이오텍에서는 간 건강, 혈행개선, 눈 건강, 체지방 감소, 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중 연구와 다양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이용한 연구

■

■

■

버섯균사체 배양기술을
이용한 연구

Bioconversion 기술을
이용한 연구

HK Natto Culture Extract (HK 나토배양물) [제2009-50호(개별인정형 원료)]
나토균을 탈지 대부분과 말토스를 함유하는 액체배지에 배양, 여과, 농축하고 아가리쿠스버섯균사체 엑기스와 난소화성말토
덱스트린을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 드라이하여 혈전용해효소 활성이 14,000~22,000U/g이 되도록 분말화 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개별인정형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HK Shiitake Mushroom Mycelia(HK 표고버섯균사체) [제2010-35호(개별인정형 원료)]
표고버섯균사체를 보리배지에 접종, 배양하고 건조하여 분쇄한 것과 표고버섯균사체를 탈지 대두분과 황백당을 함유하는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추출 및 건조하여 분쇄한 것을 2:1로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간 건강기능식품
HK Lutein (HK 루테인) [제2008-58호(개별인정형 : 고시형으로 전환)]
메리골드(Targetes erecta)꽃으로부터 분리 정제한 루테인을 홍화씨유에 분산하여 루테인 함량이 120~180 mg/g
되도록 제조한 적황색의 점성이 있는 오일상으로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눈 건강 건강기능식품 원료 (현재 고시형)

■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제2006-4호(개별인정형 : 고시형으로 전환)]
유럽산 해바라기씨유 또는 홍화씨유로 제조한 것으로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여러 임상연구에서 체지방감소 및 안정성이 확인됨(현재 고시형)

■

HK표고버섯 비타민D (제20040016061-53호)
표고버섯 자실체로부터 생산된 비타민D 원료제품으로 비타민D 200 ug/g (8,000 IU) 이상 함유되어 있어 1일 상한
섭취량 10 ug (400IU) 기준치 20배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의 혈압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Eritadenine이 함유된 표고버섯 균사체 배양물의 혈압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

남성 성기능 개선 및 전립선 비대증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 및 신령버섯균사체 배양물을 이용한 남성 성기능 개선 및 전립선비대 개선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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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K항노화 화장품 소재
HK바이오텍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소재 개발에 대한 집중연구와 다양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

■

버섯균사체 배양기술을
이용한 연구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연구

편백다당체
편백잎으로부터 추출·정제한 편백다당체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 및 주름을 개선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효과가 뛰어나고, 각질 형성 세포 분화를 촉진하고 피부 보습력을 향상시키고
항염증 및 피부 재생효과가 우수하여 피부 외용제 조성물로 사용할 수 있음

■

발크림 Bodran
각질이 많은 발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발크림 Bodran은 기능성 원료인 HK표고버섯균사체 분말과
HK나토배양물을 함유하고 있음

■

눈에 좋은 화장품
눈의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성 천연물을 함유한 화장품

■

탱글탱글 화장품
피부세포의 재생과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천연물로부터 분리한 부작용이 없는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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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HK천연물신약 소재
HK바이오텍에서는 천연물신약(소재) 개발에 대한 집중연구와
다양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을
이용한 연구

■

혈압조절 천연물신약 Eritadenine
지표성분인 Eritadenine을 함유하는 천연물 신약

04. HK 균형 영양식
HK바이오텍에서는 특수영양식품 개발에 대한
집중연구와 다양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아요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레토르트 액상인 균형영양식 "조아요"는
귀리 추출물과 기능성 소재인 HK표고버섯균사체 및 HK나토배양물을 함유

■

조아라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한 밀봉 분말파우치인 균형영양식 "조아라"는 귀리
추출물과 기능성 소재인 HK표고버섯균사체 및 HK나토배양물을 함유

버섯균사체 배양기술을
이용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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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기능식품 원료

Health Functional Food Ingredients

HK나토배양물 제2009-50호(개별인정형 원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

■

■

당사 특유의 미생물 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나토균(B. subtilis natto)을 이용한 혈행개선 건강기능식품 원료
Natto 균을 사용하여 생산한 혈소판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HK표고버섯균사체 제2010-35호(개별인정형 원료)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

■

■

당사 특유의 미생물 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β-글루칸을 기능 성분으로 하는 간 건강 기능식품”
HK표고버섯균사체를 이용한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HK표고버섯 비타민D 제20040016061-53호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

■

■

 사 고유한 기술로 표고버섯의 Ergosterol로부터 비타민D2를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당
“뼈 형성 및 유지와 골다공증 위험감소에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 유래 비타민D 원료”
특허출원 : 표고버섯 유래 비타민D의 제조방법[Method for prparation of vitamin D from
Lentinus edodes mushroom], ㈜HK바이오텍;. KR10-2020-0014531
(2020. 02. 06)

HK루테인 10FL 제2008-58호(개별인정형 : 고시형으로 전환)
황반색소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
■

■

당사 특유의 Crude opportunity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메리골드꽃추출물을 이용한 눈건강기능식품”

공액리놀레산(CLA) 제2006-4호(개별인정형 : 고시형으로 전환)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
■

■

■

 초 개발자(하영래 박사)가 직접 생산하는 CLA:Ha, et al. Carcinogenesis 12, 1881-7, 1987
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한국인 대상 인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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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Dietary Supplements

표고버섯유래 HK비타민D 4000 (제20040016061-65호)
■

■

■

 건강과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복합기능)
뼈
주원료 : ( 주)HK바이오텍의 HK표고버섯비타민D (제20040016061-53호) 와
개별인정형 HK표고버섯균사체 (제2010-35호)를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부원료 : 야채분말(13종), 세븐베리추출농축물분말, 포도씨추출물분말, 나토PGA , 비타민E 등

아이윈 플러스 (제 20040016061-61호)
■

■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복합기능)
간
(주)HK바이오텍의 개별인정형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와 아연을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나토피린 (제20040016061-69호)
■

■

 소판응집을 억제하는 혈행개선 및 혈액생성 건강기능식품(복합기능)
혈
(주)HK바이오텍의 개별인정형 HK나토배양물(제2009-50호)과 엽산을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전립선의미소 (제20040016061-57호)
■

■

전립선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노화에 의해 전립선과 뼈의 건강이 나빠짐)
(복합기능)
쏘팔메토열매추출물과 HK표고버섯비타민D(제20040016061-53호)를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 기능식품

HK클리어아이 루테인 (제20040016061-66호)
■

■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
눈
(주)HK바이오텍의 개별인정형 HK루테인 10FL(현재 고시형)을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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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씨CLA다이어트 (제20040016061-68호)
■

■

■

 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감마-오리자놀 함유)
과
(주)HK바이오텍의 개별인정형 공액리놀레산(제2006-4호: 현재 고시형)을 주원료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시험 수행한 결과임

브레인PS (제20040016061-55호)
■

■

 미해진 인지력 및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개선과 정상 면역 기능 유지(복합기능)
희
non-GMO 대두로부터 추출한 독일산 포스파티딜세린(PS)과 아연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구강폴리스 (제20040016061-70호)
■

■

■

구강(치아포함)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주원료: 구강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하고 철의 흡수에 필요하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C; 그리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하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되는 비타민D
부원료: 나토PGA, 포도종자추출물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대두발효추출물분말, 유기농과채
혼합분말(15종) 및 식물스테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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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식품 및 기타

Foods in General

아가리쿠스 A플러스
■

■

 상차
액
아가리쿠스버섯균사체 추출물 100% (고형분 4%, 국산)

노보미
■

■

 상차
액
아가리쿠스버섯균사체 추출물 100% (고형분 30%, 국산)

보드란
■

■

 K표고버섯균사체 분말과 HK나토배양물 함유
H
각질이 많은 발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함

표고버섯균사체 LEM
■

■

■

■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립
스틱형 과립포장 (3 g/포)
표고버섯균사체 1,500 mg/포
권장 일일섭취량: 6 g (2포)

토탈수퍼모
■

■

■

일반식품
주요구성분: 표고버섯분말, 신령버섯균사체분말, 대두발효추출물, 맥주효모, 녹차분말,

은행잎추출물, 어성초분말, 비오틴 등 모발성장과 탈모억제를 위한 원료 및 성분 함유
권장 일일섭취량: 2정(800 mg/정)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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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보유특허
총보유특허 53건 (국제 15건, 국내 38건)
국제특허(15건)
등록(13건)

1. 항노화 화장품 소재 생산 기술(3건)
■

■

■

C
 omposition containing Chamaecyparis obtusa polysaccharides to be externally applied to the skin.
US8557795 B2 (2013. 10. 15).

含
 有日本扁柏多糖的皮肤外用组合物 (Composition containing Chamaecyparis obtusa polysaccharides to be

externally applied to the skin). CN102421412 (2013. 09. 25).

含
 有日本扁柏多糖的皮肤外用组合物 (Composition containing Chamaecyparis obtusa polysaccharides to be

externally applied to the skin). HK1165699 (2012. 06. 25).

2. Isoflavone의 β-D-glucan 배당체 Gluvone 생산 기술(2건)
■

■

Isoflavone-β-D-glucan produced by Agaricus blazei in the submerged liquid culture and method of
producing same. JP4090438 (2008. 03. 07).

Isoflavone-β-D-glucan produced by Agaricus blazei in the submerged liquid culture and method of
producing same. US7060470 B2 (2006. 06. 13).

3.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활용 기술(8건)
■

■

■

■

Octadecadienoic phospholipic esters, antioxidant and mold inhibiting compositions. US5208356 (1993. 05. 04).
Methods of chelating metal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JP4213383 (1992. 08. 04).

Methods of chelating metal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EP0440325 A2 (1991. 08. 07).
Methods of chelating metal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US5070104 (1991. 12. 03).

M
 ethods of preventing oxidation, quenching singlet oxygen and inhibiting mold growth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CA1340945 (2000. 04. 04).
■

M
 ethods of preventing oxidation, quenching singlet oxygen and inhibiting mold growth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DE69019084 (1995. 06. 08).
■

■

■

M
 ethods of preventing oxidation, quenching singlet oxygen and inhibiting mold growth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EP0411101 B1 (1995. 05. 03).

M
 ethods of preventing oxidation, quenching singlet oxygen and inhibiting mold growth and novel
compositions therefor. US5017614 (1991. 05. 21).

출원(2건)

■

■

Method for preparation of vitaminD2 from Lentinus edodes mushroom. PCT/KR2020/018776 (2020. 12. 21).
Composition for blood pressure drop, containing shiitake mushroom mycelia culture product and

Bacillus subtilis natto culture product. (PCT/KR2014/004515). (2014.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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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38건)

등록(37건) ·출원(1건)
1. 비타민D (2건)

■

■

표고버섯 유래 비타민D의 제조방법. KR10-2020-0014531 (2020. 02. 06).

버섯균사체 배양물을 이용한 비타민D 제조방법. KR10-1677185 (2016. 11. 11).

2. 남성갱년기 개선 식품소재 생산 기술(3건)
■

■

■

신령버섯균사체 액체배양 추출물을 포함하는 전립선 비대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KR10-2121400 (2020. 06. 04).
에리타데닌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염증 및 항산화용 조성물. KR10-2104425 (2020. 04. 20).
에리타네닌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 촉진제. KR10-2020336 (2019. 09. 04).

3. 나토균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생산 기술(2건)
■

■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과 나토균 배양물이 포함된 혈압 강하용 조성물. KR10-1663778 (2016. 09. 30).
나토배양물과 버섯균배양물이 포함된 혈전용해 조성물. KR10-1078306 (2011. 10. 25).

4. 버섯균사체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생산 기술(10건)
■

■

■

■

■

■

■

■

■

■

발효차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발효차 추출물. KR10-2017-0053688 (출원). (2017. 04. 26).
배당체 획득방법 및 이에 따른 배당체. KR10-1170979 (2012. 07. 30).

지방감소를 위한 피부도포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KR10-1119877 (2012. 02. 17).

항암효과를 가지는 버섯균사체배양 추출물 및 이것의 제조방법. KR10-1040236 (2011. 06. 02).
체지방감소용 조성물. KR10-0809411 (2008. 02. 26).

아가리쿠스 버섯균사체 동결건조물, 에탄올침전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이의 제조 방법. KR10-0781817 (2007. 11. 27).
아가리쿠스 버섯균사체 배양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구토억제제. KR10-0567161 (2006. 03. 28).

버섯균사체를 이용한 항산화제 생산방법. KR10-0597950 (2006. 06. 30).

느타리버섯 균사체 배양물로부터 육고기향의 생산 방법. KR10-0480981 (2005. 03. 24).
버섯의 보존방법. KR10-0428555 (2004. 04. 12).

5. Isoflavone의 β-D-glucan 배당체 Gluvone 생산 기술(1건)

아
 가리쿠스 버섯균사체 액체배양 방법에 의해 생성된 이소플라본-베타디글루칸 및 그의 제조방법. KR10-0491186
(2005. 05. 16).
■

6. 항노화 화장품 소재 생산 기술(2건)
■

■

아가리쿠스 버섯균사체 배양추출물을 함유하는 경구용 피부 미용 개선용 조성물. KR10-1829187 (2018. 02. 08).
편백다당체를 함유하는 피부 외용제 조성물. KR10-1382112 (201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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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연물 활용기술(1건)

당
 귀와 건지황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인지기능 개선용 기능성 음료 및 이의 제조 방법. KR10-1221739 (2013. 01. 07).
■

8.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활용 기술(15건)
■

■

■

■

■

감압 회분증류를 이용하여 유기물질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 KR10-1225047 (2013. 01. 16).
트랜스-9, 트랜스-11 CLA 및 트렌스-10, 트랜스-12 CLA의 제조 방법. KR10-0456607 (2004. 11. 01).
CLA 생산 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버섯 균사체 및 배양물. KR10-0415283 (2004. 01. 03).
CLA를 함유하는 누에 및 이의 제조 방법. KR10-0381458 (2003. 04. 10).
고순도 CLA 이성체 분리 방법. KR10-0387941 (2003. 06. 03).

공
 액리놀레인산 유도체 및 그의 합성법: KR10-0350427, KR10-0350428, KR10-0350429, KR10-0350430,
KR10-0350431, KR10-0350432 (2002. 08. 14).
■

■

■

■

■

CLA 함유 기능성 식품의 제조 방법. KR10-0337377 (2002. 05. 07).

CLA가 함유된 돈육 및 이를 위한 비육돈의 사육법. KR10-0313057 (2001. 10. 16).

육가공제품의 질산염 또는 아질산엽 함량을 낮추는 육가공 방법. KR10-0308387 (2001. 08. 28).
CLA 함유 사료를 사용하여 기능성 달걀을 생산하는 방법. KR10-0218235 (1999. 06. 09).

9. 기타 기술(2건)
■

■

포장용 상자(노보미:제09류)(디자인등록). KR30-1081134 (2020.10.28).

NOVOMI (버섯균사체 추출물을 주 원료로하는 건강보조식품) (제29류)(상표등록). KR40-0597803 (2004.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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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료 및 기술
01. ERITADENINE
ERITADENINE (EA)을 지표성분으로 하는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의 혈압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HK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EA 함유 혈압조절 소재를 소개해드립니다.

개발배경

■

EA의 고지혈증 및 혈중 cholesterol 저하 효과

■

EA 및 EA 함유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EA-LEMSC)의 혈압조절 효과
■

개발 중인 EA함유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EA-LEMSC)의 혈압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비교우위
■

EA의 ACE저해효과

EA [2(R), 3(R)-dihydroxy-4(9-adenyl)butanoic acid;EA]의 화학구조
EA(상)와 혈압치료제로 사용되는
Captopril(하)의 화학구조

특허
■

에리타데닌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고혈압 예방, 치료 및 개선용 조성물 및 에리타데닌 추출방법
(KR10-2016-0058296, 2016.5.12.)

연구논문
Sadia Afrin, et al. Eritadenine from edible mushrooms inhibits the activity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 vitro. J. Agric. Food Chem. 64, 2263-2268 (2006). dio:10.1021/acs.jafc.5b0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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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VITAMIN D2
표고버섯 유래 Vitamin D2를 지표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HK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Vitamin D 소재를 소개해드립니다.

Vitamin D2 함유 표고버섯균사체배양물의 뼈 건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개발 (개발 완료)
Vitamin D2 함유 표고버섯균사체배양물의 인지능력 향상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개발

개발배경

비타민D의 합성 및 활성화
■

■

■

Vitamin D2 (ergocalciferol:VD2)는버섯등에
의해 생합성 된 ergosterol (ES) 로부터빛 에너지
에 의해 합성
Vitamin D3 (cholecalciferol:VD3)는
인체 피부의 7-dehydrocholesterol로부터자외
선에 의해 합성
합성된 VD2(VD3)는 간과 콩 팥에서 활성이 있는
1,24(25)-dehydroxyvitamin으로 전환됨

비타민D의 생리활성
■

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

신경면역조절 역할

■

인지기능 증진 역할

■

항노화 효과

■

신경보호 효과

■

기타

연구논문
Suchismita RaHA, et al. Vitamin D2 suppresses amyloid- 25-32 induced microglial activation in BV2 cells
by blocking the NF-KB inflammatory signaling pathway. Life Science 161, 37-44 (2016)

Contact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길 6
Tel 055.762.9307 Fax 055.762.9407
E-mail hkbio@hkbiotech.co.kr
www.hkbiotech.co.kr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길 6
Tel 055.762.9307 Fax 055.762.9407
E-mail hkbio@hkbiotech.co.kr
www.hkbiotech.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