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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국내 최초 ICT형 호신용품 개발 기업

ICT기반의 호신용품 제품 상세페이지 및 CI, BI 디자인 개발

신제품 ‘TENZ’를 위한 Brand Identity(BI) Design 개발

24시간 7일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린다는 의미를 가진 기업 주식회사 247코리아 입니다. ICT

기반의 호신용품으로 기존의 호신용품과 달리 호신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자동으로 SOS APP과 연동되어 자

동신고 및 위급상황 요청이 가능한 ICT형 호신용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서 오로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며, 데이트 폭력 및 갈수록 잔인하고 범죄가 증가함에 따란 

시대에 맞는 호신용품제품을 개발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TENZ는 ㈜247코리아에서 신제품 전기충격기임. 전기충격기라는 제품에 어울릴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전기

를 표현하고자 하였음. 직관적으로 전기를 표현하기도 하였고 컬러나 형상을 이용해 은유적으로 전기를 표현

하기도 하였음. 최종안으로 결정된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는 전달할 수 있도록 타이포그래피

를 위주로 디자인하고, N자를 전기, 번개의 형상으로 표현하여 전기충격기의 특성을 나타내었음.

디자인 컨셉 결정 후 많은 수의 스케치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킴, 아이디어 스케치는 교수님과 여

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듬어 갔으며, 어느 정도 구체화된 스케치는 Adobe Illustrator를 통해 디지털 데이

터로 제작하였음. 1, 2차 시안 발표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한 후, 사이즈 사용 규격 등을 결정하고 코퍼레이트 

컬러를 적용하여 디자인을 완료함

총 25개의 시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차와 2차 시안 선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TENZ의 Brand Identity

를 결정하고,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

디자인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ㆍ

ㆍ

ㆍ

ㆍ

(주)247코리아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행 결과 ICT기반의 호신용품 제품 상세페이지 및 CI, BI 디자인 개발

㈜247코리아 위한 Corporate Identity(CI) Design 개발

㈜247코리아는 안전을 위해 몸을 보호 할 수 있는 전자 충격기를 판매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조

형미로 ‘안전’, ‘신뢰’라는 중심 키워드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되 로로 마크의 형식 CI

를 제작해 제품에 로고를 삽입하는 데에 용이하게 배려함. 또한 앱 아이콘 제작에도 염두를 두고 작업을 진행

하였음.

컨셉 구상을 마친 뒤 스케치 작업을 통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실물화 시켜보았음. 그 뒤 여러 차례 작

업을 계속하며 Adobe Illustrator CC, AdobePhotoshop CC 툴을 이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진행 하였음. 

이 후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의 선별 작업을 한 뒤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고 ㈜247코리아의Corporate 

Identity(CI) logo symbol 의 형태 작업을 진행하였음. 또한 기업이 제시하는 방향의 아이덴티티 컬러 선별

작업을 진행하여 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기업에 알맞은 컬러를 선정 하였음.

총 약 20개의 시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차와 2차 시안 선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47코리아의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

디자인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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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ICT기반의 호신용품 제품 상세페이지 및 CI, BI 디자인 개발

㈜247의 모바일서비스 제품인 ‘247SOS’의 앱 아이콘 디자인 개발

Corporate Identity(C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먼저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체계에서 통용되는 앱아이콘 규격을 정확히 리서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음. 그 

다음 혀재 사용 중인 247 SOS의 아이콘 분석을 통해 서체의 굵기가 라이트하며 전체적으로 어둡고 약하다

는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개선할 새 아이콘은 주목성과 가시성이 높고, 형태가 강하고 튼튼한 

느낌을 주는 볼드한 서체를 사용하였음. 또한 심볼의 직선적인 느낌을 중화시켜주고자 SOS 글자는 스퀘어타

입의 서체가 아닌 볼드하지만 전체적으로 라운딩이 들어간 서체를 사용하였음

총 약 10개의 시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차와 2차 시안 선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47코리아의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

디자인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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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ICT기반의 호신용품 제품 상세페이지 및 CI, BI 디자인 개발

신제품 ‘TENZ’를 위한 웹 및 앱용 제품 상세페이지 개발

호신용품 전기 충격기 ‘TENZ’를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이기 때문에 기존 상세페이지보다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좀 더 믿음직스럽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기업 컬러를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함.

먼저, 쿠팡에 올라와 있던 기존 상세페이지를 보고 문제점, 보완할 점을 분석하였음. 그 후 상세페이지의 내용

을 정리하였고, TENZ가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무엇일 지 자료조사를 진행함. Adobe Photoshop 

CC를 이용하여 시안 1을 작업 후 교수님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함. 시안 2 를 작업 

후 교수님과 247korea 이사님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고 업체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페이

지 디자인을 마침. 3주차에 영문 페이지요구가 있어 영어 원고를 받아 영문판 TENZ 상세 페이지 작업을 마침.

총 3개의 시안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차와 2차 시안 선별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47코리아의 웹 및 앱용 

제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

디자인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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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결과 ICT기반의 호신용품 제품 상세페이지 및 CI, BI 디자인 개발

신제품 ‘TENZ’를 위한 웹 및 앱용 제품 상세페이지 개발



참여 소감

학생소감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제가 지금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가 정말 매

력적인 학문이구나 라는 생각 이였습니다. 또한 처음 해보는 실무 경험에 처음엔 겁도 나고 부담도 많이 되었

지만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지금의 저는 취업을 했을 때 지금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배우기 힘든 실무 프로세스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졸업을 하고 취업후에야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과 회의를 통해 조율

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코 제가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과 자문을 해

주신 교수님과 저희 조원들이 모두 화합해야 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취업을 한 후에도 다양한 직업군들

과 작업을 할 것이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실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

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

다. 사회로 나가기 전 좋은 워밍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과제는 혼자만의 영역에 가까웠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와 팀원과 업체와 조율을 하면서 점차 발전

하는 디자인 시안들을 보면서 많은 것 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계로 나갔을 때 이번 프로젝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직접 기업과의 프로그램 진행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 보다 훨씬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흘러가지 않는

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직접마주하여 제 디자인을 보여주고, 서로 소통해가면서 실무 프로세

스의 경험을얻는다는 것은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희망 이음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서 앞으로 제가 

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할 때, 취직 후 이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 보다 제가 빠르게 회사 시스템에 적응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호영(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김예빈(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남태광(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임정민(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해당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당사가 고민하고 있던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CI/BI 분야를 포함하여 사이트 

리뉴얼에 필요했던 문제점들을 참여 학생들 및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감각을 통하여 당

사에서 필요했던 참신한 아이디어 디자인과 전문가를 통하여 디자인 업그레이드 및 당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일

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개인 개인이 요청분야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족스

러운 결과물을 내어 놓았고 많은 요구사항과 어쩌면 무리일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통하여 훌륭하게 문

제를 해결하여 당사에서 원했던 부분보다 더욱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당

사에서 필요한 디자인관련 분야에 대한 에로점을 해결하고 참여학생들과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좋은 취지의 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결과물을 잘 활용하여 

당사 및 참여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전문 디자이너들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기업의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었습니다. 학

기중에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또 기업과 전문가 또한 업무를 병행하며 과제를 진행하느라 서로 적지 않은 고충

이 있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학생들의 열의가 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과제를 마치고, 목적했던 소기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및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본

래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디자인 작업으로, 기간이 짧을 경우 기업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성급

한 그래픽으로 귀결되기 쉬운데 학생들의 아이덴티 티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시간투자로 인해 성공적

인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과제 중 앱 어플리케이션과 아이콘 디자인, 그리고 제품 상세페이지의 제작은 멀

티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의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서 구성원들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무제 해결

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기획부터 시작품까지 전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스마일 코퍼레이션

Consortium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참여기업

기업명 코스마일 코퍼레이션 대표자명 윤가람

설립일자 2018.05.08.

기업담당자 유해민 사원

참가자
(학생)

소속 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성명 강민지

소속 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성명 서진미

소속 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성명 이승현

전문가 소속 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성명 박수진 교수

수행과제 부산대표 캐릭터 및 부산관광 특화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기업명 코스마일 코퍼레이션 대표자명 윤가람

설립일자 2018.05.08. 주업종 화장품

사업장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78 (우동 1462) 센텀그린타워 301호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부산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로

부산대표 캐릭터 및 부산관광 특화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동백꽃 소녀”&“갈매기 소녀”

코스마일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및 뷰티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융합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 디자인 연구개발 전문 기업임.

귀엽고 부드러우며 청순한 성격을 가진 “동백꽃 소녀”

우아하며 고귀한 “갈매기 소녀”

동백꽃과 갈매기의 특징 조사, 국내외 지자체 캐릭터 및 다양한 기법으로 그려진 일러스트와 캐릭터들을 조사

하여 의인화를 어떻게 가장 잘 했는지 차이점으로 비교, 손스케치 및 아이패드의 ‘Procreate’ 그림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스케치, Adobe의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벡터화 최종 작업.

동백에서 가져올 수 있는 빨강, 노랑, 초록 등 난색을 주로 사용.

갈매기와 바다에서 가져온 파랑, 하양 등 한색을 주로 사용. 갈매기 날개의 끝부분에는 바다의 색으로 입혔다.

동백꽃의 형태를 가진 머리카락을 가짐. 머리카락 안쪽에는 부산 불꽃축제의 밤이 담겨있음.

부산 바다를 닮은 머리카락을 가짐.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이미지를 나타냈다.

“동백꽃 소녀” 디자인 컨셉

“갈매기 소녀” 디자인 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당사는 부산시 관광특화 화장품인 캔비스킨(Canbeskin)과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화장품인 아

띠앙떼(AtiAngtte)로 타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더하고 있음.

코스마일 코퍼레이션은 지역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크고 바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며, 향후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임.



수행 결과 부산대표 캐릭터 및 부산관광 특화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꽃동이”&“바매”

동백꽃의 요정 컨셉

부산의 바다와 갈매기의 여신 컨셉

다양한 캐릭터 자료와 부산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 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연필 스케치 과정을 거침.

그리고 그것을 스캔하여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으로 옮긴 뒤 타블렛을 이용해 연필 스케치 이미지를 

따라 선을 따고 채색하는 작업을 함.  

그 뒤 파우치나 손거울 등의 시제품을 제작할 땐 전문 출력기를 이용하여 파우치는 전사지로, 손거울은 a4용

지로 출력한 뒤 파우치엔 그림을 전사하여 만들고, 손거울은 버튼 기계를 활용하여 만듦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빨강, 초록, 노랑 등의 따뜻한 색감을 사용함

차가운 색감으로 동백꽃 요정과 대비를 주고, 부산의 바다를 연상시키고자 함

한복과 흑갈색 머리, 검은눈 등으로 동양적인 느낌을 살림

꽃을 연상시키는 머리와 치마 형태

부산과 관련된 소품을 접목시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

"꽃동이” 디자인 컨셉

"바매” 디자인 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수행 결과 부산대표 캐릭터 및 부산관광 특화화장품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동백이”&“맑음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고 소장 욕구 자극하는 디자인

갈매기를 탄 자세와 흰 갈매기가 보일 수 있도록 뒷 배경을 넣는 등의 색감에 중점을 둠

초반 캐릭터 시안 작업 후 스캔하여 구체화하여 작업

Adobe illustrator 툴을 사용하여 캐릭터의 형태와 컬러감 선정 후 Photoshop으로 명암등의 디테일한 작업

어메니티와 각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20-30대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

동백, 갈매기를 사용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둠. 동백이는 장난끼가 많은 소녀, 맑음이는 새초

롬한 소녀로 컨셉을 잡아 진행

기업에서 원하는 부산의 시조, 시화를 이용한 캐릭터

“동백이”&“맑음이” 디자인 컨셉

디자인 과정 및 방법

디자인 결과 

<맑음이>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갈매기를 탄 소녀> <동백이>



참여 소감

학생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부산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제작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BI 수업 때, 부산 금정구 캐

릭터를 제작하면서 다른 부산의 캐릭터들을 제작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었고, 끝까지 완성을 하고 난 

후의 기쁨과 성취감은 너무 대단했습니다.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코스마일 기업과 만날 수 있어 행

운이었고 교수님과 팀원들과 함께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어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 열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덕분에 좋은 기업을 만날 수 있었고, 기업과 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

결하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소 시간이 빠듯했던 게 아쉬웠지만,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관심 많던 분야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게 되

어 뿌듯했습니다.

앞서 경험해봤던 중견기업 단기 프로젝트와는 달리,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업

체와의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팀원들과 컨셉에 맞춰 작업하고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마음

에 드는 캐릭터를 디자인해 낸 것이 보람찼습니다. 부산의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

던 것 같습니다.

강민지(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당사는 ‘코스마일 코퍼레이션’기업만의 ‘부산 특화 브랜드’ 상징 캐릭터를 제작하여 패키지 등에 활용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부산을 넘어 한국을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참여 학생과 전문가는 해결 방안을 위한 충분한 사

전 조사와 적극적인 미팅 참여를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넘어 각자의 개성으로 개발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 모습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관광 상품화에 유용한 캐릭터와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상 결과물이 있기 까지는 서로의 마음과 다르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땐 감정이 상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과 참여 학생분들이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해주었기에 서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이음 경진대회를 통해 ‘코스마일 코퍼레이션‘ 기업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음에 감

사합니다.

서진미(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이승현(인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참여 소감

전문가 소감

좋은 취지의 과제였지만, 학생들과 교수에게는 학기 중에, 그리고 업체에게는 업무 중에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

트였으며, 더욱이 4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기획과 결과물 도출까지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첫 미팅을 하면서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팀’임을 예감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작

업이 진행되면서 협력과 배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너지를 가져다주

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와 주말을 반납하고 시간을 쪼개어 최선을 다해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지도교수 또한 4주간 최

대한의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 자문하였으며, 업체 또한 물심양면 개발팀을 지원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새벽

까지 밤새워 주고받은 단체톡방의 수많은 게시글과 많은 양의 작업 결과물 그리고 지난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산학협력 경험이 드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디자인 개발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며 인적 자원의 공

유 또한 희망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미래는 준비하는 기회이자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며, 자문교수이게는 신실한 기업 동반자를 얻을 

수 있었고, 업체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산학협력 관례를 유지하며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 개발의 기회를 주신 한

국중견기업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아쿠아픽 강원지사 대표자명 이계우

설립일자 2016.02.24.

기업담당자 강온유 연구원

참가자
(학생)

소속 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성명 박성호

소속 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성명 유정아

전문가 소속 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성명 김정원 교수

수행과제 구강세정기 내부 부식 및 오염을 최소화한 천연바이오 구강케어 조성물 개발

기업명 ㈜아쿠아픽 강원지사 대표자명 이계우

설립일자 2016.02.24. 주업종 무역, 전자제품

사업장 주소 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641-22 해양바이오산업지원센터 #218호 (210-340)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국내 오랄 케어 선도기업 아쿠아픽

구강세정기 내부 부식 및 오염을 최소화한 천연바이오 구강케어 조성물 개발

구강세정기 부식 원인 분석 및 자료조사

조성물별 구강세정기의 부식정도 실험

㈜아쿠아픽은 국내 유일의 구강세정기 생산 및 제조업체로서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구강관리의 어려움을 간

편하고 쉽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강세정기 분야의 

최고 브랜드로 오랄 케어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family 기업, 강원대학교 링크사

업단 플러스 협력 업체 등 산·학·연 협력을 진행하여 R&D 투자와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구강세정제들의 성분들 중 구강세정기의 부식원인성분 확인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구강정기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실험을 통해 정도를 확인하고, 직접 조성물을 추출 제조

한 것과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차이점을 나타나는 것으로 오염을 확인하였음. 실험의 결과와 이전 조성물을에 

대한 다음 실험 및 시제품제작을 위해 논의. 

구강세정제의 부식원인 물질에 대한 대체성분 조사

국내-외에 걸친 구강세정제에 부식원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조사

전반적인 구강세정기 부식완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료조사 착수

실질적인 실험을 통한 구강세정기의 부식정도를 평가

<수돗물을 1주일간 사용한 경우 부식됨> <추출제조한 조성물을 사용시 부식되지 않음>

ㆍ

ㆍ

ㆍ

ㆍ

ㆍ

㈜아쿠아픽 강원지사
[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수행 결과 구강세정기 내부 부식 및 오염을 최소화한 천연바이오 구강케어 조성물 개발

제조 조성물 정제 및 제품화

추출 후 비율을 조절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포장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기업에 가져가 평가

구강세정기 내부 오염 방지 조성물 기호성에 대해 평가

제조한 조성물을 정제하여 투명한 액상으로 만든 후 기업에서 제품에 첨가되는 성분들을 넣기 위해 포장하고 

제품화를 하기위한 공정을 거침. 

제조한 구강세정기 부식방지 조성물을 제작 및 포장

ㆍ

ㆍ

ㆍ

수행 결과 구강세정기 내부 부식 및 오염을 최소화한 천연바이오 구강케어 조성물 개발

구강조성물에 대한 기업평가 및 논의

제조된 구강세정제 조성물을 구강세정기에 넣어 사용함으로 써 구강의 청결과 범용구강세정제보다 개선된 입 

안의 고통을 줄이고, 이로 인하여 세정기내부에 가해지는 부식정도도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조된 구강세정제를 넣어 세정기를 사용하면 훨씬 개

운함과, 항염 및 항산화 역할을 하여 구강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추출한 조성물의 베이스에 여러 성분을 첨가하여 구강세정제를 제작

ㆍ

ㆍ



참여 소감

학생소감

같이 진행한 (주)아쿠아픽 강원지사는 현재 R&D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서 많이 부족하지만 과제를 진행하여보고 한 주마다 보고서를 작성해보니 재밌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없

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매우 뜻 깊은 경험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좋았습니다.사실 학교에 있을 때 중견기업과의 프로그램 활동의 기회는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희망이음 과제 담당자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기업에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해 참여시켜주신 아쿠아픽 담당자분들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로서 자신감을 얻고 다른 과

제들도 잘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알게 되고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더

욱 더 구강건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더욱 더 실력을 쌓아서 구강건강제품을 개발하고 과제

를 수행하는 실력을 갖춘 후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다시 아쿠아픽에서 

진행이 되면 더욱 액티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심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음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석사)

유정아(강원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4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우선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는 부식 방지 구강세정제의 경우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실험평가가 이

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강원대학교 학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두 학생 모두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 과제에 임하는 모습이 많이 엿

보였습니다. 전문가분깨서는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시는 모습이 보여 과제의 문제해결이 많

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과제에 대한 방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셔서 본 기업으로서는 매우 만족스

러운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해결사항에 대해 많이 진척 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학생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의 담

당자 분께서 많은 정보제공으로 본 과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학생과 전문가의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매우 좋았습니다. 본 과제에서 

구강세정기 부식 방지 조성물 개발뿐만 아니라 차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과 같은 컨소시

엄을 통해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보비씨엔이(주) 대표자명 최태호

설립일자 2013.06.28.

기업담당자 박상영 대리

참가자
(학생)

소속 인천대학교 생명나노바잉오공학과 성명 이지수

소속 서울대학교 바이오모듈레이션학과 성명 정민주

소속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성명 조성인

소속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성명 최성빈

전문가 소속 인천대학교 성명 변상균 교수

수행과제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기획

기업명 보비씨엔이㈜ 대표자명 최태호

설립일자 2013.06.28. 주업종 제조업

사업장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1농공단지길 21-28 영월산업진흥원 내 207호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수소흡장 Bio 전문 연구개발기업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기획

Spill-over 마케팅 플랫폼(프로세스) 개발

보비씨엔이㈜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개발력을 바탕으로 탄산칼슘을 이용한 수소흡장 항산화 Bio 원료물의 전문 제

조와 무공해 청정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 회사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특허 기술로 개발한 수소흡장 항산화 Bio 원료

물은 천연 재료를 원료로 하며, 강력한 항산화력 및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물질로서 만병의 근원인 독소 활

성산소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아울러 세계는 화석연료 고갈과 인구증가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문제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청정 수소에너지는 기존의 에

너지원과 비교 시 3~4배의 효율성으로 주요 대안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비씨엔이(주)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와 청정 수소에너지 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혁신적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화 및 마케팅 구성을 위해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소 방출을 이용한 상품들의 

상품 마케팅 전략과 상품의 이론적 타당성을 토의하였고,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수소수 제품들 분석결과, 소비

자가 수소수나 수소 관련 제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소수의 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

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매출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흡장 칼슘 제품이 소비자에게 보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토의함. 또한 학생들의 의견만으로는 현 시장에서의 상품화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함. 기존의 마케팅 프로세스에

서 벗어나 ‘spillover’라는 새로운 마케팅 프로세스를 접목시켜 기존보다 더 나은 매출과 기획을 이용하고자 함.

ㆍ

보비씨엔이(주)

공유: 원천기술+경험&지식

혁신적 생산유발: 연 52.6조(Min.)/140.6조(Max.)

Spill-over 성공모델

가치: 지식상품기획

Spill-over 협동조합(융합)

상품기획(독자)

통상실시권 및
독점적 원료공급

[창업기회(무자본/무점포)]

(혁신모델)

창업기회: 52,600개(매출 10억 기준)
고용인원: 526,000명(인당 부가가치 1억원↑)

[Spill-over 창업→창업솔루션]

혁신적 Business-model
: On/Off-line 판매구축

유통/수출확대(재분배)
: 제조업+지식서비스업(융합)

각종피로
운전, 학습, 음주,
흡연, stress..

신경, 뇌 etc.
성인병, 당뇨,
비만 etc.

피부미백,
보습 기능성

성장, 뼈
관련질환

호흡기,
미세먼지 etc.

식품ㆍ환경

[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Spillover MD 원천기술 원료물 사업자

MD-F1 MD-F2 MD-F3 MD-F4 5.6.7... 보비씨엔이 주식회사

수행 결과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기획

Spill-over 마케팅 플랫폼(Map) 개발

강원도 영월에 보비씨앤이 수소흡장 칼슘을 만드는 견학을 가게 되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바이오 원물이 

가공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음. 또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회의를 진행. 기능성 원료를 공급해줌으로서 기능

성 제품생산 회사 창업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spillover’ 마케팅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원료 제공 방식, 창업 

아이디어 및 솔루션 제공 등 창업사에 더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플랫폼 개발

수행 결과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기획

Spill-over 마케팅 상품기획서

Spill-over 패키지 디자인

산화 및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체내의 현상에 대해서 토의함, 이것들에 수소흡장 칼슘을 어떻게 적용시

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함. 체내에서 산화 및 노화가 일어나면서 숙취가 해소되지 못한 채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체내의 산화에 의해 졸음이 오게 되며, 운동으로 쌓인 근육의 피로가 풀리지 못한 채 존재하고 비교적 

오랫동안 피로가 풀리지 못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소흡장 칼슘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어떠한 제품

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섭취를 하게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함. 추가적으로 최근의 이슈인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감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체내의 산화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구    분

Franchisee
(기존)

Spillover-마케팅
(지식상품기획 Franchisee)

원천기술
(본부)

상품기획/PR/재료공급/교육(유료)
원료물질제공/시제품제작 지원(B toB)

⇒ 통상실시권 제공(기획상품 독점적 지위)

MD
(가맹점)

판매(가맹점간 치열한 경쟁)
상품기획(독점적 판매권 확보) : Bto C

원천물질 이해·응용→상품기획
→독점 생산·판매권 확보

투자
프렌차이즈 가맹점 

⇒평균투자액: 2.5억
⇒ 가족 및 친지 몰락

무자본 창업(창업 솔루션 활용)
성공모델(1인/1사/1제품+∝) → 또 다른 

      상품기획 성공(확산) → 확산(경쟁회피)

위험요소 Hi-Risk⇒ low-Return
Low-Risk⇒Hi & low-Return(MD 역량)
상품기획(발굴) : 일상의 전분야 적용 가능성

균형성장
힘의 불균형(본사 >가맹점)

⇒ 종속적 노예화

상품기획& 창업⇒ 성공(협동조합)
원천기술사업자=Spillover

협동조합(동등자격)

On/Off-line
매장

Only 단일매장 : 수수료↑(이익분배)
(요기요/배달민족/직방/다방등....)

성공모델 협동조합 :판매관리(수익 재분배)
⇒ On/Off-line 판매 및 수출확대

사후관리
Before & After유지비용

⇒지속적 발생
1인 창업자  +α상품기획 제품 확보(가능)
창업희망/재창업/청년실업 등 도전가능

<Spill-over 마케팅 프로세스>

제안→ ←공모

현금출자↓

↓

↓

↓

↓

↓

↓

↓

↓

PT→

←현물출자

가입→

←창업지원

<Spill-over 마케팅 플랫폼(Map)>

상품기획(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

상품기획 숙취해소 졸음/운동피로 해소 멀미/온열질환 해소 미세먼지 해소

제품
이미지

제품
출시형태

① 스틱포장
② 스마트캡+음료
    -자양강장 음료

※ 탄산음료 적용불가

① 생수+스마트캡
② 음료+스마트캡
    -스포츠 음료
    -파워에너지 음료

※ 스마트캡(파우더충전)

① 타정
② 환약

① 파우더 케이스
② 스틱(과립형)

抗산화 바이오 원료기반 상품기획(案)

판매 및 수익성 확보 Spillover 협동조합

실험적 임상 Data 확보
창업솔루션 제공

(창진원/소신공 etc.)

심의/평가(타당성): OK

Spillover 창업(J/V)

Spillover 프랜차이즈: On/Off-line 마케팅 활성화(수출역량)

기획상품 제작(통상실시권)

사업화 가능성(검토)



참여 소감

학생소감

고등학교 이공계 진학 후 대학원까지 이공계로 진학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경험할 일이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희망이음 경진대회라는 경험을 통해서 바이오 원료물 신제품 상품기획을 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였

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마케팅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고 기존의 마케팅 방법이 아닌 Spill-over 마케팅 플

랫폼 구축과 Spill-over 마케팅 상품기획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보

통 대학교에서는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듣고 실험을 배워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이 취

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 희망이음 경진대회는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과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구상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책이나, 강의로만 접했던 새로운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공학과

를 졸업하고, 식품공학과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과학적인 것만 접해왔는데,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

면서 연구를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책이나, 강의로만 접했던 새로운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공학과

를 졸업하고, 식품공학과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과학적인 것만 접해왔는데,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

면서 연구를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해본 경험은 있지만 그 물질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

어지는지, 또 이 물질들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실험에 사용했던 물질들에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직접 볼 수 있었고 한가지 물질을 가지고 여러 다른 분

야에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지수(인천대학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석사과정)

정민주(서울대학교 바이오모듈레이션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조성인(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4학년)

최성빈(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4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희망이음 경진대회를 통해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을 이용한 상품기획은 Spill-

over 마케팅 플랫폼 구축과 Spill-over 마케팅 상품기획 숙취해소, 졸음/운동피로 해소, 멀미/온열질환 해소, 

미세먼지 해소 총 4가지 상품기획을 통해 수소흡장 칼슘 기반 항산화 및 항노화 바이오 원료물의 신제품에 대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합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신

제품 기획력에 매우 만족합니다. 전문가도 보비씨엔이㈜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적인 Spill-

over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신제품 기획 또한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 및 경험과는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해볼 수 있고, 회사의 관

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디자인네이처 대표자명 한누리

설립일자 2017.05.08

기업담당자 한누리 대표

참가자
(학생)

소속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성명 설정우

소속 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성명 이송민

소속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성명 응웬티튀띠엔

소속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성명 황티린응옥

전문가 소속 제미크리 성명 이두형 대표

수행과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기업명 디자인네이처 대표자명 한우리

설립일자 2017.05.08 주업종 제조업

사업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중앙로23, 8308,8309호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천연 화장품 제조기업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제품 패키지 디자인

디자인네이처는 기업의 이윤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안전하게 만들

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족이 먼저 사용해 보고, 우리 직원이 먼저 사용해 본 제

품들입니다. 사용감이 조금 우수하지 않더라고 피부에 불필요하고, 유해한 성분은 과감히 제외하였습니다. 디

자인네이처는 피부에 이롭고 검증된 성분만을 담았습니다. ‘천연’을 고집하는 디자인네이처의 마음을 담아, 

더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디자인 네이처가 되겠습니다.

ㆍ

디자인네이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마스크팩은 시장조사 

결과 한국화장품에 대한 외국관광객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

광 상품 형태의 마스크팩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Hello seoul”이라는 주제로 총 5종의 마스크팩을 디자인하였습

니다.두 번째 프로젝트인 선크림의 경우에는 시장 조사 결과 자외선 차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 톤업 

등 메이크업의 전 단계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포함한 선크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트렌드는 타이

포를 활용한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크림의 기능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아이콘을 디자인하여 디자

인네이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홀로그램을 타이포와 아이콘에 적용함으로써 선크림의 톤업 기능

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마스크팩 & 선크림 디자인 결과물

[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수행 결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수행 결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소비자 분석에 따른 마케팅제품 패키지 디자인

마스크팩 & 선크림 디자인 결과물
대한민국 서울 주요 관광지를 반영한 미용 제품 디자인의 베트남 시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중심의 베트남 

시장 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한 마케팅과 디자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인재를 구하기 힘든 지역기업으로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일자리를 위해 기업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학생들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디자인네이처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기업과 전문가, 학생들이 모여서 잘 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도 들었으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산하는 시너지가 기대이상의 성과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문가로서 일원이 되어 전체적

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여 소감

학생소감

졸업하기 전에 미리 기업과 디자인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의미있었고 디자인 진행에 앞서 

시장조사와 트랜드 분석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과제가 아닌 실제 디자인 업무를 맡아서 작업을 해보니 클라이언트의 생각대로 시안들을 뽑아

내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미와 보람도 있었고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겠다

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면 계속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마케팅 상황이 많이 달라서 자료를 모으고 알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어려웠지만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여서 너무 뜻 깊었습니다. 

이송민(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설정우(전남대학교 디자인학과)

황티린응옥(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응웬튀띠엔(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트위니 대표자명 천영석, 천홍석

설립일자 2015.08.27.

기업담당자 천영석 대표

참가자
(학생)

소속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학과 성명 이창환

소속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성명 신혜수

소속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성명 유현경

전문가 소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성명 장학근 선임 연구원

수행과제 모바일 메신저 ‘모이고’의 분석 및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명 ㈜트위니 대표자명 천영석, 천홍석

설립일자 2015.08.27. 주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장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하워드관 H동 401호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모바일 메신저 ‘모이고’의 분석 및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

모이고의 SWOT 분석 

모이고 어플 경쟁사 분석

트위니는 카이스트 실시간 제어연구실 출신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15년 8월 설립한 자율주행 이동로봇 소

프트웨어 및 모바일 메신저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3년간 직원 수 37명 증가, 투자 23억원원 유치 등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은 분야별 그 간의 개발 결

과가 사업화되는 시기로서 향 후 성장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ㆍ

ㆍ

㈜트위니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ㆍ일정 공유, 비밀그룹등
ㆍ다른 경쟁사에 없는 특화 기능
ㆍ트위니의고성능 자율주행이동
ㆍ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하이테크
ㆍ이미지

ㆍ사용자가 적어 피드백을 통한 개선 느림
ㆍ이모티콘, 기프티콘등의 제휴 및 상품 부족
   (수익성 부족)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ㆍ현대인의 업무와 사생활의 분리 선호 성향
ㆍ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인한 경쟁사들의
   신뢰성 하락

ㆍ경쟁사에 구축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ㆍ모이고의 장점인 일정 공유  능을 경쟁사가 언제든
   추가 가능

모이고 카카오톡 라인

일정
공유/
관리

ㆍ달력에서 바로 일정 공유 가능

ㆍ그룹마다 달력이 있어서 드룹마다
    일정을 달력으로 확인가능

ㆍ날짜를 직접 지정해야 함.

ㆍ그룹별 달력 확인 기능 없음

ㆍ일정공유 기능이 모이고와
   겹치는 부분이 많음
ㆍ일정 참석여부 체크 가능함

ㆍ모이고보다 더 편리한 일정공유 
   메신저

상세
프로필

ㆍ차별성 없음 ㆍ차별성 없음 ㆍ차별성 없음

노트
작성/
공유

ㆍ노트 작성 시 체크박스 기능 제공

ㆍ노트 내용을 위아래로 옮길 수 있음

ㆍ개선점

ㆍ작성중에 자동 줄바꿈 되도록 바꾸기

ㆍ노트 위치 바꾸는 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좋을 듯

ㆍ노트 기능 없음
ㆍ노트작성 및 공유 기능이
   잘되어 있음
ㆍ모이고보다 사용이 쉬움

앨범/
파일 탭

- - ㆍ노트작성 기능과 같은 탭에 있음

그룹/
개인분리

ㆍ모이고의 특장점

ㆍ모이고의 그룹/개인 분리 기능은 
   독자적이며, 그 전환이 직관적임

ㆍ카카오톡은 그룹/개인이
   분리되지 않은 반면,
   모이고는 분리되어 있고
   그 기능 전환이 직관적임

ㆍ그룹/개인 분리 기능이 모이고의 
   차별적인 기늠임을 확인

캐릭터

ㆍ캐릭터 ‘모이’가 평창 올림픽
   캐릭터인 ‘수호’와 비슷한 느낌
ㆍ캐릭터에 대해 설문조사 후
   피드백 예정

ㆍ카카오톡 프렌즈

ㆍ니니즈

ㆍ라인 프렌즈

ㆍ무료 이모티콘이 귀엽고
   잘 되어 있음

기타 ㆍ투표 기능 추가 필요 -
ㆍ라인의 타겟층은 해외(일본, 태국) 
   따라서 경쟁사 분석에서
   제외해도 문제 없을것으로 예상

[장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



수행 결과 모바일 메신저 ‘모이고’의 분석 및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

모이고 어플 사용 설문조사 실시

모이고 어플 사용 경진대회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이고만의 강점 및 약점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모이고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하여 모임전용 메신저인 점을 부각하여 충남대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용 

후기 경진대회 및 홍보영상 제작 

수행 결과 모바일 메신저 ‘모이고’의 분석 및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

모이고 어플 사용 경진대회 운영 결과

설문조사와 사용후기 경진대회 분석을 통해 모이고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고 개선점을 도출 할 수 있었음

장  점

ㆍ연락처가 연동이 돼서 어플에서전화를 걸거나 바로 친구추가가 가능
ㆍ일정에 등록 대상을 추가해서 공유할 수 있다.
ㆍ상단탭으로다른 기능들을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ㆍ채팅기능 내에서 상단바사용으로 여러 채팅창을같이 볼 수 있다.

단  점

ㆍ불완전한 ios지원 
ㆍ친구삭제 기능 친구삭제 기능이 없다.
ㆍPC버전으로 파일을 올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ㆍ이모티콘종류가 적다.

개선점
ㆍ채팅목록 내에서 삭제하는 기능 추가
ㆍ일정에 등록대상을 추가했을 때 전체보기 된 일정에서 중복으로 일정이 추가되는 것보단 하나만 추가
ㆍ일정에 대한 알림 기능 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수행 결과 모바일 메신저 ‘모이고’의 분석 및 향후 마케팅 전략 수립

시상 및 홍보 영상 유튜브 게시

경진대회 우수 팀 시상 및 제작된 홍보영상 게시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다른 팀에 비해 조직 구성이 다소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의 열정으로 베타버전인 모이고어플리케

이션의 대학생 대상의 마케‘’ 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20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실제 수요자와 의견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기업,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팀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짧았으나 학생들의 우수한 실

행능력과 기업의 협조를 통해 협력을 통하여 무난히 프로젝트를 수행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경험이 부족

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타겟을 본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마케

팅을 실행함으로써 전문가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과제 수행 기간이 늘어난다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소감

학생소감

공학도인 제가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케팅에 도전한 이유는 공학과 마케팅은 서로 과정이 다르지

만 최종 목표는 수익창출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저는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도 소비자의 

니즈를 알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 전공과 무

관한 마케팅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상품과 시장을 분

석 하고 홍보 계획안을 작성 및 실행해 봄으로써 공학적 사고만의 한계를 깨닫고 다른 팀원들로부터 저에게 

필요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번 경험을 바탕으

로 얻은 다각적 시각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성공적인 공학도의 길을 걷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제가 직접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해볼 수 있어서 작게나

마 마케팅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팀원들과 사용자 입장에서 느낀 점들을 토대로 홍보 계획들도 세워보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대표님과도 직접 의견을 나눠 보고 실행해 보면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음 경진대회가 저의 인생의 큰 경험이었고 제가 진

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이 대회에 몰입해서 어떻게 해야 모이

고 어플이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고 팀원들과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들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상마케팅스쿨 11기의 경험을 통해 쌓은 마케팅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었는데 희망이음 경

진대회를 통해 직접 기업과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트위니 측과 

의견 조율 과정을 통해 직장에서 어떻게 제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 더 수월하

게 제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마케팅 계획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

산에  대해 구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더욱 유의미한 경험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

에도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홍보하고 홍보 자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말 이 기업의 일원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창환(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학과 4학년)

신혜수(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유현경(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학년)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오토인 대표자명 나용선

설립일자 2016.10.20.

기업담당자 나용선

참가자
(학생)

소속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성명 김민수

소속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성명 유창석

소속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성명 남성국

전문가 소속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성명 이기동 교수

수행과제 eAutoin.com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명 주식회사 오토인 대표자명 나용선

설립일자 2016.10.20. 주업종 온라인정보 서비스

사업장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벤처오피스동 5층 11호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글로벌 자동차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

eAutoin.com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오토인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주식회사 오토인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요 서비스로는 중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글로벌 B2B 마켓플레이스인 eAutoin.com 제공하고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꿈꾸

며 자동차부품 시장의 틈새에 도전합니다. ‘전 세계’를 목표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석한 타사의 UI를 참고하여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UI시안에 대해 논의.

웹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유저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함.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UI시안 제작

오토인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개발 착수

개발 결과

ㆍ

ㆍ

ㆍ

ㆍ

㈜오토인
[장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



참여 소감

학생소감

학과 전공과목을 통해 습득해온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기업관계자와 논의하고 

분석하여 과제를 수행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기업

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가 됨

파이썬을 이용한 크롤링을 더 깊이있게 배우고 실전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팀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음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실전에서 익혀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

었다.각종 문서 작업 처리를 통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

다.기업과의 토의를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민수(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유창석(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남성국(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현재 제공 중인 eAutoin.com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연동을 통하여 추후 비즈니스 확대

에 대한 기대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내 인지도 확보 기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의 자체 마케팅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임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관련 정보 조사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방향성을 수립하는 과정이 좋았음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이롬 대표자명 황성주, 유양원

설립일자 2008.07.01.

기업담당자 김중학 차장

참가자
(학생)

소속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성명 강지은

소속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성명 김예주

소속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 성명 조현영

전문가 소속 강원대학교 성명 오덕환 교수

수행과제
식품 부산물 유래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효능 탐색

기업명 ㈜이롬 대표자명 황성주, 유양원

설립일자 2008.07.01. 주업종 제조/도, 소매

사업장 주소
공장)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111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1, 1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건강한 생식요법을 주도하는 건강을 지키는 기업

식품 부산물 유래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효능 탐색

바나나껍질과 마늘껍질의 추출물 분석

(주)이롬은 예방의학자 황성주 박사가 각종 질병은 올바른 식이요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함을 인

식하고, 암환자의 치료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생식요법의 유효성과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생

식요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설립하여 건강이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비로소 건강하다고 하는 전인적 건강을 추

구함.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통합적 치유를 시도하고 있으며 자

연의 생명력이 담긴 자연지향, 천연지향의 건강보조식품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나나껍질과 마늘껍질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HPLC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2). 바나나 껍

질로부터 추출한 성분은 대부분이 FOS성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락토올리고당 FOS는 극히 소

량이 위산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과당에 포도당으로 흡수되어 거의 대부분은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장내균에 의해 발효되며, 발효의 결과로 생성된 단쇄지바산은 장내환경을 산성화하며, 장내균이 사용할수 있는 

손쉬운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마늘 껍질로부터 추출한 성분은 대부분이 inulin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inulin은 돼지감자의 주요 성분은 

fructose 분자들이 β-2,1결합으로 연결되어있는 inulin이며, 인간의 위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

하여 발효되어 배변기능 촉진에 효과가 있다. 또한, 분해되어도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고 열량이 낮아 

비만개선 효과와 중성지질의 감소효과 등이 보고된 바 있다.

Fig. 1. Analysis of Fos extraction compounds 

from banana peels by HPLC.

Fig. 2. Analysis of inulin extraction compounds 

from banana peels by HPLC.

ㆍ

㈜이롬
[장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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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생육 증진 효능 검증 실험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바나나 부산

물의 FOS 성분과 마늘 부산물의 inulin성분을 프리바이오틱의 주요성분으로 선정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inulin의 경우 바나나 부산물과 마늘 부산물에 공통적으로 함유되어있다고 판단되어 비교 표준물질로 inulin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주요 성분의 농도를 10mg/mL로 맞춘 MRS 배지에 프로바이오틱스 8균주를 접종한 뒤 

12-well plate를 이용하여 12시간 동안 3시간 마다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육을 조사하였다(Fig. 1-2). 본 실험

은 3회 반복 수행되었으며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바나나 껍질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을 10mg/mg 농도로 MRS broth에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 0.1~ 

0.15 O.D가 증가하였으며 Enterococcus faecium SC54, Weissella cibaria SCCB2306 균주에서는 큰 

폭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물내에 존재하는 FOS, inulin 이외에도 다른 성분역시 유산균의 성장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연구를 통한 이외의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늘 껍질로

부터 추출한 inulin을 10mg/mg 농도로 MRS broth에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약 0.15~0.2 O.D가 증

가함. 샘플중 가장 많은 성장을 보임. Enterococcus faecium SC54, Pediococcus acidilactici SDL1406, 

Lactobacillus rhamnosus JDFM6 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마늘껍질로부터 분리

한 inulin은 유산균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Growth of probiotics in MRSbroth

with 10 mg/mL of pure inulin (standard) 

Fig. 4. Growth of probiotics in MRS broth

with 10 mg/mL of inulin exracted from banana p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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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gans colonization test

Colonization test에는 공시균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Lactobacillus rhamnosus JDFM6 균주를 사용하

였다. 프리바이오틱스 수용액을 뿌린 NGM배지에서 C.elegans을 키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준 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뿌려놓은 배지에 C.elegans을 옮겨 해당 균주가 장내에서 얼마나 증식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Control은 probiotics를 사용하지 않은 배지에서 C.elegans을 키웠으며 그 이후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Colonization test는 이틀에 한번씩 C.elegans를 분쇄한 후 MRS 배지

에 도말하여 콜로니 수를 확인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값으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Prebiotics를 섭취하지 않은 대구조는 3일차에 최고값을 보였으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tandard 물

질로 Inulin을 섭취한 시험구에서는 5일차에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며 7일차부터 감소하였다. 바나나 껍질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을 섭취한 시험구에서는 3일차에 최고값을 보였으며, 마늘로부터 추출한 추출물을 섭취한 시험

구에서는 3일차부터 7일차까지 C. elegans 대장 내 콜로니가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실

험 결과 prebiotics를 섭취하지 않은 대구조에 비해 식품 부산물 추출물을 섭취한 시험구에서 L. rhamnosus 

JDFM6의 높은 생육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품 부산물을 섭취하여 C. elegans 대장 내 서식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추출물의 섭취가 대장 내 유산균의 증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를 통한 세부적인 연구를 추

진할 계획이다. 

ㆍ

ㆍ

Fig. 6. Growth of probiotics in gut of C. elegans by different prebiotics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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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Fig. 7. Assimilation of Cholesterol by the 

selected lactic acid bacteria

Fig. 8. Precipitation zone formed by lactic acid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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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평가 in vivo test.

C. elegans를 이용하여 8종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수명연장 효과를 관찰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다. 모든 

균주가 C. elegans의 대조구 대비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 coli OP50를 먹이로 공급한 대조구

의 평균 수명 시간은 15일이었으며 양성대조구인 strain 434의 경우 평균 17일의 수명 시간을 나타냈다.

이와 비교하여 strain 312는 평균 수명 시간이 17일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strain 182, 309, 313, 872의 

경우 평균 수명 시간을 대조구 대비 2일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앞서 진행한 in vitro test의 결과들과 비교

하여 strains 182, 309, 313이 C. elegans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된 8종의 lactic acid bacteria의 콜레스테롤 동화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Live cell 균주의 콜레

스테롤 제거능은 대조구 Strain 434와 비교하여 Strain 182, 309, 313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Resting 

cell 균주의 경우 live cell 균주 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으나, 대부분 높은 콜레스테롤 동화능을 보였다. 반면, 가

열처리에 의해 사멸된 dead cell 균주은 매우 낮은 동화능을 보였으나 콜레스테롤 감소효과 어느정도 있는 것

은 판단되어 향후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Lactic acid bacteria의 bile salt hydrolase (BSH)는 콜레스테롤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부위를 끊어 유리 담

즙산을 생성하며, 이는 분변을 통해 배설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담즙산을 생합성하기 위한 전

구체인 콜레스테롤의 요구량이 증가되고 체내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된다. Taurodeoxycholic acid sodium 

salt (TDCA)가 포함된 MRS agar 배지를 이용하여 BSH activity를 평가하였으며, 배지의 구멍에 BSH 활성

을 갖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분주하면 precipitation zone이 하얗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 

lactic acid bacteria 8종은 모두 precipitation zone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strain 182, 309, 

313, 434, 872은 넓은 범위의 zone을 형성하였다. 콜레스테롤 동화능 실험결과와 BSH 활성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콜레스테롤 저하능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Probiotics의 콜레스테롤을 저하능과 생체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배지와 

대조군으로 포함하지 않은 배지에 배양을 하였다.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배지를 사용하였을 때의 총 지방산의 양

이 더 많이 나타난 309번, 313번, 434번의 균주에서 콜레스테롤 저하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ㆍ

ㆍ

ㆍ

Fig. 8. Lifespan assay for degrading-cholesterol by probiotics isolated

from Korean soybean paste 



수행 결과 식품 부산물 유래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효능 탐색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능 평가 in vivo test.

Fig. 10. Filipin staining images of cholesterol in C. elegans by E. coli OP50, E. coli OP50 with 

cholesterol feeding and selected lactic acid bacteria with cholesterol feeding.

Positive control인 434번의 Lactobacillus rhamnosus JDFM6 시험구에서 콜레스테롤 축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시험구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섭취한 

후 콜레스테롤을 투여한 시험구에서 가장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었다. In vivo test 결과, strain 313 

(Pediococcus acidilactici  SDL 1406)에서 조금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E. coli OP50 만을 먹인 C. elegans 대조구와 E. coli OP50와 콜레스테롤을 함께 섭취한 C. elegans시험구 

비교하였을 때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C, elegans의 장 내에 파란색으로 염색된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였다. 콜

레스테롤과 positive control인 strain 434 (L. rhamnosus JDFM6를 먹인 C. elegans 장내 콜레스테롤과 

Strain 313(Pediococcus acidilactici  SDL 1406)를 먹인 C. elegans의 장내 콜레스테롤은 현저한 차이는 

없었으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콜레스테롤 투여 전 시험구와 콜레스테롤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투어한 모든 

시험구에서 C. elegans 장내 콜레스테롤함량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그 중 strain 313 (Pediococcus 

acidilactici  SDL 1406)의 효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가 C. 

elegans 장내 축적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ㆍ

ㆍ

참여 소감

학생소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식품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었던 기업

탐방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이롬의 생식 및 두유제품의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사용되는 원료

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제조 공정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품이 개발되기까지 거쳐오는 수

많은 연구과 시험 과정들에 대해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롬 기업은 생식기반 건강식품 전문회사이다. 최근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각광받으면서 생식 자체가 프리바

이오틱스로서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4주라는 기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실험을 진행할 수 없음에 아쉬움이 남았

다. 하지만 주요한 실험은 다행히 완료할 수 있었으며 실험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경진대회를 통하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여러모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희망이음 경진대회로 기업과의 연구와 기업탐방을 통하여 ‘이롬’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롬은 생식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회사이며 생산과정과 연구실을 견학하며 식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식품의 품질관리직무에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생산 공정을 볼 수 있었던 견

학로와 미생물실험실과 분석실, 개발실 등의 연구실이 깔끔하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 위생적이고 실험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된 연구실이라고 생각했다. 희망이음 경진대회를 통해서 4주간의 길고도 짧은 시간에 

지역의 기업에 대해 알게 되고 기업에서 행하는 일을 알고 도움이 될 수 있을 실험을 통하여 발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현영(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대학원)

강지은(강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식품생명공학 4학년)

김예주(강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식품생명공학 4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참여 소감

㈜이롬은 생식과 두유를 주력으로 유통하고 있는 동시에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

식품의 개발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롬은 생식 및 두유 외에도 건강기능을 증진 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식품소재들의 탐색과 개발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체식 및 장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니즈가 크게 증대되면서 이롬도 생식과 함께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장건강 소재들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

만 기존 소재들에 대한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부족으로 숙고하던 중에 희망이음경진대회를 통하

여 강원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젊은 연구자들과 협업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4주간의 아주 짧은 사업기간이라 솔직히 큰 기대를 갖지 않았으나, 사업종료 후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은 결과 

연구팀의 열정과 전문성에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 먼저 연구테마를 고가의 소재에서 벗어난 저가 식품부산물로

부터 선별하여 산업화적 차별성을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유산균주에 대한 

생균활성 촉진에 대한 프리바이오틱스 기능평가 연구내용에서도 단순히 균주의 생육촉진만을 본 것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 표준물질인 FOS와 inulin등 지표성분 함량분석으로 생산표준화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

과, 또한 균주의 장내 정착능을 C. elegans 모델을 이용하여 다세포동물 모델을 통한 in vivo 실험을 수행하여 

증명한 것,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기능뿐 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감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검증한 것

은 향후 바로 기능성식품소재로의 개발 단계로 추진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았다.

따라서 본 희망이음경진대회를 통하여 ㈜이롬은 기업으로서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소재

에 대한 연구개발의 아이디어와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아울러 강원대학교 식

품공학과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만나고 열정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었다. 향후 

본 프로젝트를 인연으로 연구팀 일원들이 본사에 우수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본 연구실은 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기반으로 1) 위해미생물의 안전성확보: 식중독미생물의 신속검출기술, 

제어기술, 미생물 예측모델 및 위해평가기술을 개발하고, 2)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장내미생물 조절: 프로바이

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내미생물 조절을 통하여 질변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연구하는 실험

실이다.  (주)이롬과는 최근 3년전부터 산학공동연구로 중기청이나 산자부산하 지역특화과제를 함께 수행하면

서 기업이 추구하는 제품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

기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희망이음 경진대회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학생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었다. 조현영 대학원생은 Probiotics와 Prebiotics를 이용하여 장내미생물조절을 통한 위장간개선 증진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부생들을 리드하며 본 프로그램을 대표하고 있다. 강지은학생과 김예주학

생은 학부 4학년으로 3학년 2학기부터 본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강지은학생은 농산물 부산물로

부터 프리바이오틱스소재를 분리 동정하여 특성규명 연구를 하고 있으며, 김예주학생은 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

한 프로바이오틱스균주로부터 콜레스테롤 저감화에 관여하는 프로바이오틱스균의 선별과 효능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이 연구하는 결과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육을 가장 촉진시키는 프리바이오

틱스와 콜레스테롤 저감화 효능이 가장 높은 균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콜레스테롤 저감화를 나타내

는 신바이오틱스소재를 개발하였다.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본인들이 갖고있는 노하우를 통하여 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소재개발에 도

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기업탐방을 통하여 향후 (주)이롬이 필요로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작은 기

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되어 무엇보다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산학공동 프로그

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연구의 기술을 터득 하게하고 기업은 이런 학생들을 채용하여 

기업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제품개발을 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고취하는 상생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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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초정밀 금정부품 제조 기업

프로그레시브 딮 드로잉 부품의 공정개선을 위한 3D 프린팅 및 설계 엔지니어링

Eyelet 제조 공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당사는 초정밀 금형부품 및 기계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과거 반도체 LEAD FRAME금형, 핸드폰 금

형, 콘넥터금형, 정밀전자금형 및 각종 부품등을 제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미크론단위의 초정밀 

금형부품, 지그, 게이지 및 기계부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아(일본, 유럽)으로 수

출하고 있으며 깊은 신뢰도를 바탕으로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 금형제작 및 전문생산 업

체로서 더욱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우수한 기능보유자와 각종 정밀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최고의 품질

과 납기준수에 적극 대응하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Eyelet는 다이아미크론의 생산품으로전자부품을 고정하여 부품연결 및 회로연결을 하는 핵심부품으로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강철이 아닌 황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동은 열과 에너지가 양호한 도체이고 강철에 비

해 내부식성입니다. Eyelet은 “U” 형상의 부품으로 한번의 딥 드로잉(Deep Drawing) 공정이 아닌 다단딥 

드로잉 공정(Multi-stage Deep Drawing)이 필요한 단조품으로 피어싱과 노칭공정에서 원료소재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원료손실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어싱(Pilot Piercing)→노칭(Notching)→딮드로잉(Deep Drawing)→포밍(Forming)

→피어싱(Piercing)→챔퍼링(Chamfering)→트리밍(Trimming)

Eyelet의 수요증가에 의하여 기술경쟁력 확보 및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필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의 제

조공정에서 파일럿 피어싱과노칭공정을 제거하여소재수율 향상에 따른 제조단가 절감, 생산성 향상 가능

Eyelet의 문제점

기존 파일럿 피어싱 공정 

개선 파일럿 피어싱 공정(프로그레시브 딮드로잉 공정)

ㆍ

ㆍ

ㆍ

ㆍ

다이아미크론
[장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



수행 결과 프로그레시브 딮 드로잉 부품의 공정개선을 위한 3D 프린팅 및 설계 엔지니어링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그레시브 딮 드로잉 공정 모형 제작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그레시브 딮 드로잉 공정 모형 실험

딥 드로잉(Progressive Deep Drawing) 공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파트인 다이세트와 펀치를 나눠 3D 

프린팅 및 후처리 후 출력물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프로그레시브 딥 드로잉 공정의 금형을 모형으로 완벽하게 재

연 후 펀치 모형 및 실제 펀치를 넣어 정상작동 여부 확인

2차 드로잉 결과 치수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측벽부에 펀치와 다이 사이에서 간섭을 받아 데미지를 받고 두께

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오차를 벗어나지를 않았다.

3차 드로잉 결과 2차 공정과 비슷하게 측벽부 에서 데미지를 받았다. 달라진 부분은 내경의 직경과 높이가 달

라졌고 3차 공정의 딥 드로잉의 맞는 해석 결과가 나타났다.

4차 드로잉 결과 높이와 직경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두께가 0.1mm이하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

문에 5차 드로잉 공정으로 넘어감.

5차 드로잉 결과 높이와 직경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두께가 0.024mm이하로 줄어 들어 전 공정

들에 비해 두께에 변화가 보이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펀치와 다이가마찰하는 부분은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다.

6차 드로잉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7차 드로잉 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고 두께가 0.005mm의 오

차를 가지고 있어 다음 해석에는 딥드로잉과는 호환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해석을 이걸로 마무리 하고 

CAE를통해 딥 드로잉과정을 적용 할 수 있었다.

ㆍ

ㆍ

ㆍ

ㆍ

ㆍ

참여 소감

학생소감

전체적으로 자기자신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기존에 2D, 3D 모델링 작업을 했었으나 이 

정도로 정교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프로그레시브 딥 

드로잉이라는 전문적인 공정을 깊이 파악하고 또 그 공정의 금형을 직접 모델링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작업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크게 오른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평소에 해보지 못한 보고서 작업을 총괄함으로써 사무적

인 능력이 확실히 발전하였습니다. 기업체 전문가와의 대화 및 세미나를 통하여 현재 기업체의 개선사항에 대

해서 의논하였고 그 외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중한 충고와 정밀가공에 대한 심층적 정보 및 진로에 대한 방

향성 제시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의 모델링작업, 사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취업의 선택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탐방하면서 기업 사장님들과 

대화도 하고 2D, 3D 모델링 한것을 3D 프린트로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게는 처음 접하는 경험이

었고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기계를 2D, 3D 도면을 그리는 경험을 통해 도면 그리는 능력을 키울수있었던 값

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기업들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기업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다른면

으로는 기업쪽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널리 알릴수 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 정보를 얻게되고 경험을 쌓을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은 자신의 기

업을 홍보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유익한 프로젝트가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기업에 대해 많이 알고 취업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희망이음 경지대회를 통해 과는 달라도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과제수행을 재미있게 하고 교수님에게 

3D 프린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배움에 감사드리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져서 

기분이 좋았고 다이아미크론에서 초정밀 가공이 무엇인지 프로그레시브가 무엇인지 직접보면서 이해 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작은 부품이여도 품질이 좋고 최적화가 잘 된 부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 방문을 통해 좋은 설명을 해주신 기업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과

제를 통해 남은 학부 생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한국국제대학교 항공부품공학과 2학년)

김현주(한국국제대학교 항공부품공학과 2학년)

임태환(한국국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2학년)



참여 소감

기업 담당자 소감 전문가 소감

참여 소감

처음 본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생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현장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현재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에는 대학생들이 취업하기를 싫어합니다. 따라

서 회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그때그때 충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의 근로자는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이 떨어지고 특히 초정밀 금형분야 신규업무는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져서 회사는 끊임없

는 기술개발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과제의 초소형 딥드로잉 부품은 제작하는 공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결함 부품생산과 생산단가가 크게 좌우됩니다.

첫째는 무결함이며 그 다음으로 생산단가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대학과 같이 공동 설계와 3D 

작업 그리고 3D 프린터로 금형을 만들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D 프린터 금형과 해석결과를 보면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수를 줄이면서 신규 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과 김동환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취업해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개발

에 같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본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과제이며, 이러한 프

로젝트를 통하여 기업과 학생 간 채용연계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짧은 1개월의 과정동안 초기에 계획

한 바를 수행한다는 것이 매우 버거운 작업이었다는 것을 4주차에 접어 들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학과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 업무분장을 하고 일의 진도를 맞추기 등은 참으

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으나, 이 어려운 작업을 참고 끝까지 수행해준 참여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짧은 1개월이란 시간에 산업체의 애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산업체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하는 데에는 그 효과가 매우 컸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설계작업, 3D 모델링, 그리고 3D 프린터 작업 등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되는가를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실제 현장 작업을 보면서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를 이해하고 대학에서 배우는 설계 

작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산업체의 문제에 대하여 같

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설계, 제작, 해석 등을 직접 참여하게 되어 수동적인 대학수업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명확한 산업체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다이아미크론 강대혁 대표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학업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며 열심히 노력해준 참여학생 임태환, 김승준, 김현주 학생에게

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1회성, 1개월의 경진대회가 아니라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Consortium

참여기업

기업명 BK바이오 대표자명 최혁준

설립일자 2002.03.29.

기업담당자 이자영 사원 외 8명

참가자
(학생)

소속 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성명 이도영

소속 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성명 김준수

소속 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성명 이소빈

전문가 소속 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성명 김창숙 교수

수행과제 감귤가공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

기업명 (주)비케이바이오 대표자명 최혁준

설립일자 2002.03.29. 주업종 제조업/식품제조

사업장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38(용암해수단지)

기본현황

기업소개

수행 결과

바이오소재 전문 연구 개발 기업

감귤가공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

기존 활용 방안 및 검토 내용

BK 바이오는 2000년에 설립되어, 기능성식품,제약원료 및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바이오 소재를 전문적으

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개발된 신소재의 사업화와 친환경 제품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최첨단 연구장비와 생산설비를 갖춘 제주도공장을 2015년에 준공하였으며, 녹색인증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지속가능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

BK바이오

기존 활용 방안 검토 내용

작물 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장조절제로 이용 다른 생장조절제가 더 경제적

감귤박을 이용하여 발효사료를 생산 발효시 배합시간 소요 및 원료 부패

감귤박으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추출 추출 수율이 낮아서 상용화가 힘듦

감귤박으로부터 베타-크립토잔틴을 추출하여 처리

수익성이 낮아서 상용화가 힘듦

입욕제로 사용

화장품으로 사용

세제로 사용

목욕 오일로 사용

[장려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



수행 결과 감귤가공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 수행 결과 감귤가공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 처리

최종 도안

1차 작업은 추출과정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게 된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찌꺼기를 제거하는 2차 작업을 추가하였다. 위 과정처럼 감귤박을 이중사용 한다면 기존에 문제되었던 감귤박 

처리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 상용화에 있어 문제 되었던 수익성 부분까

지 해결되는 셈이다.

B-crybtoxanthin을
추출하여 이용한 화장품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하여 이용한 차량 기름

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여 이용한 음료 및 드레싱

비료화

발효 사료화

활성탄(숯) 제작

추
출

제안 아이템

제안 아이템 부가 설명

발효 사료 개발

ㆍ감귤박 물량을 대량으로 처리가능하다.

ㆍ기능성을 업그레이드하여 기능성보유 발효사료 개발한다.

ㆍ발효시 원료 부패 방지제를 이용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ㆍ귤껍질 사료를 먹인 후 고기질이 좋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crybtoxanthin을 이용한
노화방지제 화장품

ㆍ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현 트렌드에 맞춰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인 B-crybtoxanthin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한다.
ㆍ노화방지에 초점을 두어 홍보하면 상용화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였다.

활성탄 (숯) 개발
ㆍ흑돼지고기 식당 사업이 많은 제주도에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감귤 숯을 강조하여 
    식당에 도입하면 식당측 홍보에도 유리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하여
차량 기름으로 사용

ㆍ추출 수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수익성이 올라가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다.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행하는 사업이므로 추출 수율
    부분만 해결하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다.

알칼리성 건강 음료 및드레싱

ㆍ감귤박에서 플라보노이드(알칼리성 성분)을 추출하여 감귤박 건강 음료 및 드레싱을 
    만들어 “위 보호”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다.
ㆍ매운거를 먹을 때 함께 마시거나 먹으면 식후 위에 부담이 덜 간다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면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료 개발

ㆍ말린 감귤박이나 이엠활성액 등을 뿌린 감귤박을 갈아서 농사시 비료로서
    사용가능하다.
ㆍ말린 감귤박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가설은 이미 미국에서 실제 사례 및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참여 소감

학생소감

제주도에 살면서 감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껍질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귤뿐만 아니라 감귤 껍질에도 효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능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주도가 껍질 처리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 완

벽한 해결방안을 줄 순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에 대해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경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주도 환경보존의 관심에서 시작했던 희망이음 경진대회를 참가하면서, 감귤가공 부산물의 환경 친화적 처

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사를 하였다.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감귤박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

을 몰랐지만, 제주도의 생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감귤박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많은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귤 껍질로 할 수 있는 많은 제품

과 사용방안이 있다는 것에서 과일 부산물들을 단지 버릴 자원이 아니라 많은 활용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나의 진로를 선택 하는데 있어서도 연구를 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회의를 하고 기업을 방문하게 되고 

감귤박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하고 가볍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열심

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해본 것도 처음이고 기업과 연계하여 조사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경진대회를 통하여 제주도 내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자료조사 능력이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운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도영(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4학년)

김준수(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2학년)

이소빈(제주대학교 분자생명공학 2학년)

참여 소감

전문가 소감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케이바이오가 지역 현안문제인 감귤박 처리 문제에 관심

을 두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국민생활형 연구개발

(R&SD: 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정책적 부합성도 매우 높다고 여김

감귤박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기존 개발 기술의 문제점 재점검 및 새로운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노력은 산업적 측면이나 

청정 환경도시 제주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김

학생들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와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희망이음 경진대회 참여는 새로운 가

능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주었다고 사료됨 

감귤박에 대한 영양학적, 기능성적 측면에서의 학습, 감귤박 처리의 기존기술 스크리닝, 이를 통한 새로운 아

이템 제시 등의 접근은 사업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여김

1차 미팅시에는 연구프레임이나 개념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미흡한 점들이 나타났으나, 4~5차 미팅에서

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을 시도하는 모습은 희망이음 이란 단어에 매우 부합하였다고 여

기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었으면 함

감귤박의 기능성물질을 1차 활용하고, 2차적으로는 잔여물을 이용하여 농업용 비료 또는 가축 사료, 특히 발

효사료 개발 제안은 적정하다고 여김

<참여 학생의 동기 부여 측면>

<감귤박의 친환경적 처리 아이템 발굴 측면>

ㆍ

ㆍ

ㆍ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