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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에
쎌바이오텍이 있었습니다

(주)쎌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을 연구하는 300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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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장 건강을 생각하는 바이오 전문 기업,
지난 20여 년간 쎌바이오텍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쎌바이오텍의 시작

성장과 도약

현재와 미래

1995-1999

2000-2009

2010-현재

1995

2000

2010

02 (주)쎌바이오텍 설립
07 제1공장 완공(발효공장)
08	쎌바이오텍 세포공학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생산 허가(보건복지부)

04 DUOLAC 과 SAFELAC 에 대한 FDA안정성 인증(미국)
11 ISO-9001 인증 획득(영국, BM TRADA)
12 BGMP 인증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처)

1996
01 제2공장 완공(완제품공장-GMP시설)
04 (주)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 설립(판매법인 설립)
08 의약품제조업 허가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처)
10 벤처기업 지정(중소기업청)

1999
05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2 기술개발시범기업 선정(기술신용보증기금)

Ⓡ

TM

2001
01 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적정 업체 선정(중소기업청)

2002
02 DUOLAC Ⓡ과 SAFELAC TM에 대한 FDA안정성 인증(미국)
04 HACCP 인증 획득(스위스, SGS)
12 코스닥 상장

2004
04 듀얼(이중) 코팅 유산균 특허 등록(한국, 일본)
07 HALAL인증 획득(이슬람중앙회)
08 100만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국무총리상 수상(산업자원부)

2005
12 GMP 인증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처)

2006

01 유산균 전문 브랜드 ‘듀오락(DUOLAC Ⓡ)’ 출시
03 모범납세자상 수상(기획재정부장관상)
올해의 기술혁신상(Frost & Sullivan)
09 히든챔피언 최종 선정(한국수출입은행)
대장암 관련 기반기술 특허 취득
11 1000만불 수출의 탑 및 국무총리상 수상

2011
05 HACCP 인증기관 변경 획득(영국, LRQA)
11 ISO 9001 인증기관 변경 획득(영국, LRQA)

2012
04 듀오락(DUOLAC Ⓡ) 브랜드 리뉴얼 런칭
08 원료의약품 LH균 DMF 등록
원료의약품 LH균 틴달화립 DMF 등록
12 원료의약품 LH균 틴달화동결건조물 DMF 등록

2013
10 제3공장(완제품 생산공정) 완공 및 생산 개시

2015

08 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덴마크) 설립
11 300만불 수출탑 수상
덴마크 수상 국빈 방문(H.E. Anders Fogh Rasmussen)
12 ATC(우수제조기술 연구 센터) 지정(산업자원부)

06 특허기술상 특허 실용신안 부문 '충무공상' 수상(특허청)
07 'World Class 300' 선정(중소기업청)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학술대회 '기술상' 수상(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Forbes Asia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GS경영대상
기술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한국능률협회)

2007

2016

10 세계일류상품 및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선정(산업자원부)

09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Forbes)
12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8
02 듀얼(이중) 코팅 유산균(DUOLAC Ⓡ) 특허 등록(유럽)
11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17
0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10 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프랑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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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쎌바이오텍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를 비롯하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No.1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쎌바이오텍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및 전문 마케팅, 유통회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전 세계 의료 전문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 활동을 펼쳐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글로벌 마케팅 활동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 세계 현지 의료 전문가 대상 프로바이오틱스 학술 심포지엄 개최
프로바이오틱스 분야 권위자 초청 및 최신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제고

Korea

Denmark
(주)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 덴마크

(주)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

유럽 지역 영업마케팅총괄 판매전문법인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영업마케팅
전담 판매전문법인

France
(주)쎌바이오텍 인터내셔날 프랑스
(2017. 10 설립)
유럽 지역 영업마케팅총괄 판매전문법인

Singapore
싱가폴

Finland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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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세계특허 코팅 기술
쎌바이오텍은 지난 20여 년간 프로바이오틱스만을 연구한 결과 유산균의 체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Dual Coating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Dual Coating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세계적인 기술로 코팅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Triple Coating, Multi Coating 등 유산균에 관련된 진보된 코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유산균 코팅 기술 Dual Coating

쎌바이오텍의 세포공학연구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의학적 효능과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응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 0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Triple Coating (트리플 코팅)
단백질 및 다당류로 코팅된 유산균에 나노입자를 추가 코팅한 유산균 코팅 기술
삼중 코팅 기술을 통해 유산균의 우수한 내산성, 내담즙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유산균의 생리활성기능을 유지한 채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 가능

Multi Coating (다중 코팅)
단백질, 다당류 및 나노입자로 코팅된 유산균에 식용유지 코팅을 추가한 유산균 코팅 기술
다중 코팅을 통해 유산균의 우수한 내열성, 내산성, 내담즙성을 더욱 증진시킴
특히, 식용유지 코팅은 수분에 약한 유산균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제품 개발 시 제형의 제한 극복

독보적인 유산균 코팅 기술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특허 취득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해 pH 의존성 방출 시스템(pH dependent release system) 구현
위산과 담즙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기능성 유산균 수를 획기적으로 높임
제조, 보관 및 유통 과정 중 온도, 수분 및 압력에 약한 유산균의 안정성 극대화

X 10k

차세대 신개념 유산균 코팅 기술

X 30k

◀ 비코팅
X 10k

X 30k

◀ 듀얼코팅
비코팅 및 듀얼코팅 된 L.acidophilus를 SEM으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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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기술력 및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쎌바이오텍이 고객분들께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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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합균주 연구
개별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성장 속도를 알지 못하면 장내에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프로바이오틱스만 성장하여 배합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듀오락은 프로바이오틱스 종균에 대한 끊임없는 미생물적 연구를 통해, 듀오락만의 독특한
균주 칵테일 기술로 ‘맞춤형 복합균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쎌바이오텍만의 균주칵테일 기술로 한국인의 대장, 소장 속 환경과 균주의 성장 속도까지 고려하여 제조
비피더스균 등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균주의 함량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기

한국인의 식습관은 유산균의 분리원에 따른 생육을 다르게 하고, 마늘, 고추, 생강, 파 등의
강한 향신료가 들어있는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사멸시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는 한국인 대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유산균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음식인
김치, 젓갈 및 모유 수유한 건강한 한국인 신생아의 분변 등에서 균주를 분리하여 검증된 유산균만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인 대상 다수의 인체시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합기능성 연구
복합기능성 제품 연구는 장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의 산도를 낮추며 장내 환경이 약산성 조건이 되었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가 최대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쎌바이오텍은 축적된 유산균 연구를 통해 비타민 등과 함께 섭취해도 생존이 가능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엄선해냈고, 듀얼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유산균의 사멸을 방지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듀얼 기능성 제품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복합 기능성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건강한 장 환경 유도

변화된 장내 환경에서 비타민/미네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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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개발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

쎌바이오텍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의해 유산균 종균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유통, 고객만족
서비스까지 쎌바이오텍만의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스탑 솔루션을 실현하여 안정성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제공합니다.

One Stop Solution

균주 개발부터

>>

01

균주분리

02

전통발효 식품인 김치, 청국장 및 유아변,
치즈 등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유산균을
분리

11

완제품 포장

10

완제품 포장

완제품 제형화

균주보관

03

분리되어진 유산균을 장기간 냉동 상태로
보존하여, 필요 시 한개씩 꺼내어 보관

09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과 품질 보증 및
소비자 요구에 따라 캡슐, 포, 정제(타블렛)
로 맞춤형 제형화

부원료와 혼합

유산균 접종

04

유산균 접종

08

오염도 검사, 생균수 분석, 부원료의 혼합

원료 품질검사

본배양

05

유산균 배양 조건(pH, 온도)에 따라
대량으로 배양

07

오염도 검사, 생균수 분석, 생균수 측정을
통해 반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

동결건조

06

유산균(체)을 보호하기 위해 코팅이 완료된
유산균체를 급속 예비동결 후 동결건조 진행

완제품 품질 검사
모든 유산균 제품 샘플에 대한 오염 여부,
생균수 측정, 실험 배양, 생균측정 등 검사

13

판매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전문화 유통에
대한 직접 거래 및 관리로 엄격한
기준의 영업 및 유통 관리

14

마케팅
정품인증 홀로그램, TV CF, 원스탑 솔루션
체험 등 철저한 브랜드 관리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개

15

배송 등 물류
최상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도화된
유통처 직배송 운송시스템 운영

16

듀얼코팅
1차) 단백질 코팅으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게 보호
2차) 다당류 코팅이 제조, 보관, 유통과정
에서 유산균을 안전하게 보호

>>

12

유산균체 분리
발효와 관료된 발효액으로부터
유산균(체)을 분리

고객 서비스까지 한 번에!

고객 서비스(CS)
유통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수렴하여 지속적인 품질 및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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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장 건강을 위해 오직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을 연구
쎌바이오텍의 세포공학연구소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새로운 생리활성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 응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PP유전자 파트
NGS 파트

유산균 운반체 라이브러리 구축 및 효능 평가
유산균 유래 생리활성물질 운반 시스템 개발
● 유산균 유래 생리활성물질 운반체 개발
●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이용한 유산균주의
생산 및 발효 최적화
●
●

유산균주별 유전체 분석
유전체 비교, 분석
● 장 내 미생물 균총 분석
●
●

효능평가 파트

종균관리 파트

유산균 및 인체 유래
신규생리활성물질 발굴
● 유산균주의 효능별 연구영역
데이타베이스 구축
●

한국인의 기술로 세계인의 장을 건강하게 쎌바이오텍 세포공학연구소

주요 연구 영역

임상/분석 파트
단백질 분리/정제
자사제품 임상시험 진행
및 관리
● 자사제품 품질 분석
●
●

R&D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탐색 및 분리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원화
(장기보관용 앰플 제작)
● 분리된 유산균의 최적 배양
배지조건 확립
●
●

연구지원 파트
연구 기획/관리
특허 관리
● 연구시설 안전관리
● 연구 기자재 관리 및 재고 관리
● 대외업무 지원
●
●

미생물 전문 연구인력 및 균주 유전자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R&D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해외 공동연구 및 R&D 조직 강화,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 확립 등 연구 역량의 세계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R&D Pipeline 확대로 글로벌 R&D 경쟁력 및 연구 역량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01

유산균 발효기술 확립
R&D 기반 구축
유산균주 분리 및 동정
대량 배양기술 개발
유산균 코팅 기술 개발

02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

R&D 역량 강화
미생물 전문 연구인력 영입
동물실험실 운영 및 유산균 기능성 연구
균주 유전자 분석기술 도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인증 획득

03

연구 역량의 세계화
글로벌 R&D 경쟁력 확보
해외 공동 임상연구 확대
해외 출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R&D 조직 강화
차세대 유전자 분석기술 확립
바이오의약품 개발 추진을 통한 R&D Pipeline 확대
글로벌 R&D 파트너 확대

쎌바이오텍의 세포공학연구소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해
인간의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장내 미생물) 사이의 상관관계 규명 및 프로바이오틱스를
융합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개인별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가능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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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선두기업으로서
최첨단 기술 보유 및 특허 취득

수상 내역
1996년

세계 선진 5개국 특허 취득

5월

기술대전 우수상

2000년 9월

벤처기업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03년 5월

차세대 세계 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2004년 4월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한
이중 코팅 유산균 원말 특허(제0429495호)

독보적인 유산균 코팅 기술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특허 취득

▲ 중국 제 1967934 호

▲ 한국 제 0429495 호

▲ 일본 제 3720780 호

▲ 유럽 제 1514553 호

2004년 8월

100만불 수출탑, 국무총리상 수상

2005년 3월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국세청장 표창 수상

2006년 5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06년 11월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07년 5월

GS경영대상 기술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7년 12월

현재 세계 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2008년 11월

500만불 수출탑 수상

2010년

3월

모범성실납세자 지정(기획재정부 장관상)

2010년

3월

올해의 기술 혁신상 수상(Frost & Sullivan)

2010년

5월

모범 중소 기업인 수상(지식경제부 장관상)

2010년

9월

히든챔피언 선정(한국수출입은행)

2010년 11월

1000만불 수출탑, 국무총리상 수상

2011년

4월

KRX 히든 챔피언 설정

2014년

9월

제12회 스몰캡부문 최우수 IR기업 선정

2015년

3월

제4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기획재정부)

2015년

6월

특허기술상 특허+실용신안 부문
'충무공상' 수상(특허청)

▲ 미국 제 9163120 호

1. 단백질 코팅 유산균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2. 단백질 및 다당류를 이용한 이중 코팅 유산균 원말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일본, 유럽)
3. 3중 코팅 유산균의 제조 방법 및 나노 입자 코팅 방법, 그 방법으로 제조된 3중 코팅 유산균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 (대한민국, 일본, 유럽)
4. 다중 코팅층을 갖는 유산균 및 이의 제조 방법 (대한민국)
5. 식용아가를 이용한 이중코팅 유산균 원말 및 그 제조 방법 (중국)
6. 유산균 분말을 포함하는 제형의 제조 방법 및 유산균 분말의 신규한 용도 (대한민국)

2015년

7월

World Class 300 선정

2016년

9월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Forbes)

2016년 12월

2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7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1월

총 49건의 세계특허 등록
한국 37건, 미국 2건, 유럽 2건, 싱가포르 2건, 일본 4건, 중국 2건 등 (2017년 기준)
- 공정 및 용도 특허 : 총 18건 (국내 9편, 해외 9편)
- 물질 및 조성물 특허 : 총 31편 (국내 28편, 해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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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LAC® KOREA

듀얼(이중) 코팅 유산균 듀오락(DUOLAC Ⓡ)은 성인용, 아이용, 가족용, 스페셜케어용, 병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자의 장내 환경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듀오락

뉴트라 듀오락

[ 건강기능식품 ]

[ 건강기능식품 / 식품 ]

듀오락 골드

듀오락 에이티피

듀오락 베이비

듀오락 바이탈리티

듀오락 위청장쾌

듀오락 데일리 키즈

듀오락 스탑 츄어블

듀오락 플레인 모닝
(식품)

듀오락 케어

듀오락 얌얌

듀오락 듀오 디-드롭스

듀오락 김치유산균

병원용 듀오락

듀오락 멀티비타민

듀오락 비타민B복합

듀오락 비타민C

듀오락 은행잎추출물

락토클리어(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

듀오자임 플러스

듀오락 아이비에스

듀오락 키즈

듀오락 12
락토클리어 액티브 크림

락토클리어 익스폴리에이팅 클렌저

락토클리어 페이스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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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OLAC® GLOBAL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를 비롯하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 No.1*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입니다.
(*2014년 기준, 2015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덴마크

고객의 눈높이, 그 이상의 품질 경쟁력 쎌바이오텍의 자존심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쎌바이오텍은 고객만족과 품질경영을 실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료 검사부터 제품 생산 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단계별 품질 검사를 진행하며
미국, 유럽, 중동 등 세계 4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국가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Normal Immunforsvar

Derma Plus

Rejse2i1

Daglig Vitalitet

Daglig Born

핀란드

원료입고에서 발송
전까지의 품질 테스트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시험분석
및 최신 시험장비 보유

LINE PROCESS
ADULT SYSTEM 운영

쎌바이오텍의 국내, 외 인증 및 관리 시스템
쎌바이오텍은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GMP, HACCP, ISO 9001 등을
비롯해 2000년부터 할랄, 코셔 인증을 획득해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쎌바이오텍은 더욱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계인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Normal Immune

Travel 2 in 1

STOP

Daily Kids

Daily Vitality

싱가폴

Normal Daily Vitality

DUOLAC CARE

DUOLAC TRAVEL

HALAL

Kosher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된 식품에
부여되는 이름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유대 율법에 따라 처리된
식품에 부여되는 인증

HACCP

GMP

ISO 9001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해 요소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공급 하기 위한 시스템 규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으로 제품 제조 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해 안정성 확보와
품질수준을 보증하는 품질 관리 제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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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GLOBAL BIO LEADER | CELL BIOTECH

세계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21세기 바이오 전문기업
쎌바이오텍은 고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
한국형 균주 개발 및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고농도 배양 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미국, 일본 등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였고, 프로바이오틱스 원말, 수출용 완제품 및
자체브랜드 ‘DUOLAC Ⓡ’ 제품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항균활성 물질, 신약 개발 등
신규 바이오 사업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세계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기술 기반의 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할 것 입니다.

쎌/바/이/오/텍/의/경/영/철/학

01

New Technology
첨단의 신기술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인류사회에 공헌

03

World Business
세계사업 도전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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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reative Ideas
창조적인 아이디어

더욱 진보된 프로바이오틱스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휘

04

Technology-Intensive
기술집약형 기업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 인류사회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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