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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2020-0027571 출원
• 특허-2020-0028212 출원
• 특허-2020-0028725 출원

회사명 D&L Biochem

설립일 2020년 03월 11일

대표이사 이은이

사업분야 기능성식품개발

본 사 충청북도충주시충원대로
268, 창업보육센터 406호

연구소 대전광역시동구대학로 62, 
산학협력관 3층 310-1호

• 2020년맞춤형성장지원
프로그램선정

• 대전대학교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 여성기업인증
• 산업체공동연구지원사업
선정

• 2020년도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선정

• 건국대학교글로컴캠퍼스
창업보육센터로본사 이전



D&L 의미

• D(Dream): 친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건강

기능식품 기업 성장의 꿈을 직원들과 공유

하고 인간존중경영을 실천하여 행복한 마음이

담긴 결실을 사회에 나누고자 합니다.

• L(Life):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마인드와 고객중심경영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고객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기업
•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

•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 변화와 혁신을 즐기는 기업

•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직원의 만족감과 능률
을 향상시키는기업

• 능률향상의결과로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제공하는 기업

Vision 달성

혁신적 기업

효율적 기업

효율적 기업

정직한 기업

Mission:   친자연적인제품으로고객에게건강한삶과행복을, 직원에게

만족감을, 사회에게번영과발전을제공하는기업

Vision:   2040년친자연적인건강기능식품대표브랜드로성장



대표이사

이은이

자문위원단

박영진 교수

김일웅 박사

기업부설연구소

차규민 연구소장 김성만 사원

경영지원

소재개발팀

조성관 대리

임상간호사

조화연 사원



기업 인증

기업 보유 기술

• 2020. 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20. 07. 여성기업인증

• 2020.03.‘맥문동유효성분을 포함한 천연물 추출물
을 유효성분으로하는 미세먼지 관련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특허
출원

• 2020.03.‘순무를포함한 복합추출물을유효성분으
로 하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특허 출원

• 2020.03.‘도라지를 포함한 복합추출물을 유효성분
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
물 및 식품 조성물’특허출원



Ⅱ. Business Overview



67,074,313 명
(20.12.08. 기준)

1,536,057 명
(20.12.08 기준)

전세계 COVID-19 확진환자:

전세계 COVID-19 사망자:

전 세계적인
COVID-19 영향

· 전 세계적인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전 인류가 호흡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COVID-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미세먼지 등 사업화에 의한 호흡기 건강
위협은 계속 될 전망

호흡기 건강
관련 기술 현황

· 식약처는 17년에 ‘현재 국내에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다고 명시

· 20년에는 ‘호흡기(기관,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편 기능성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우리 기업은 위와 같은 현 상황을 인지하여 호흡기 건강 관련한 기술을 연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숨’’은 편안한 호흡을 의미

01 제품 설명

‘백색’은 깨끗한 공기와
깔끔한 이미지를 의미

03 제품 설명

‘맥’은 인간의 맥을 터준
다는 의미

02 제품 설명



제품 개발 국내 판매 채널 확대 해외 수출

국산 천연물 활용
건강기능식품 개발

판매 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내 제품 판매

인터넷 쇼핑 플랫폼,
홈쇼핑 진출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

외국어 및 해외 결제
지원을 통한

해외소비자 구매지원



Ⅲ. Company Competitiveness



• 초기창업의낮은인지도

• 낮은시장점유율

• 제품특성상긴 개발기간

Weakness

• 호흡기질환에대한건강기능
식품의부재로시장선점가능

• 국내외미세먼지에대한관심도
증가

• 식품업계시장의웰빙트렌드로
인한건강에대한관심증가

Opportunity

• 다양한효능평가전문기업

• 미세먼지관련제품을
주력으로한 높은성장가능성

• 다양한사업아이템확보로
추가제품개발

Strength

• 국내외시장의선점을위한
치열한경쟁

• 국내외경제환경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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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회전략(SO): 고부가가치창출기반구축

• 나눔과상생및문서디지털화등친화적환경모델
선도도입

• K-바이오위상제고에따른국내인증을통한
글로벌시장진출

• 핵심소재의고부가가치화지원통한기업역량강화

• 글로벌기업으로도약및이에부합하는가치나눔
기업

국내의인증을통한

핵심소재개발역량강화

친환경,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가치창출을통한위상

강화



• DL20-01(천연물)을 활용한 호흡기 건강 관련
연구 수행

• 추출물로부터 기능성분 분리,  in vitro 효능
실험, in vivo 효능 실험을 통한 효능 데이터
확보

• 독성시험 진행중에 있으며 임상실험 계획 중

• DL20-01(천연물) 추출물 분말형 시제품 생산, 
이를 활용한 액상 스틱형 완제품 생산

• 위의 연구경험으로 호흡기 건강 연구관련 가이
드를 확보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소재에 접목
하여 신제품 개발 계획

천연물을활용한호흡기건강제품

(기능성분스크리닝) (효능평가)

(원료생산) (완제품생산)



• DL20-02(천연물) 추출물을 활용한
호흡기 건강 관련 연구 수행

• 추출물로부터 기능성분 분리,  in vitro 효능
실험, in vivo 효능 실험을 통한 효능 데이터
확보

• 독성시험 진행중에 있으며 임상실험 계획 중

• DL20-02(천연물) 추출물을 활용한 분말 스틱
형 시제품 생산

• 식약처에서 발행한 호흡기 건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연구하였으며, 식약처 인허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진출을 목표로 함

천연물을활용한호흡기취약계층맞춤형제품

(기능성분스크리닝) (in vitro 효능평가)

(in vivo 효능평가) (원료생산)



현 재 시 점 미 래 시 점

바이러스 백신 개발 미세먼지 이슈
호흡기
건강

COVID-19 치료 목적 백신 개발 호흡기 건강 예방 제품 개발

• COVID-19 이후 COVID-19 후유증, 다시
떠오르는 미세먼지 이슈 등 소비자들은
호흡기 건강 제품 요구 예상

• 관련기술을 앞서 확보하여 경쟁력 및
시장 선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관련한
기술이 큰 이슈 예상

관련기술을 확보 및 경쟁력 상승

다양한 사업 및 시장 선점

• COVID-19 가 대유행 중인 현재 치료
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의 부재

• 모든 기업들의 관심은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중점



Ⅳ. R & D Overview



Step 1

Step
2

Step 3 Step 4

01

02

기능성 소재 검증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천연물 신
소재 발굴

천연물 신소재 발굴

세포 수준에서 천연물 신소재의
효능 평가 수행
동물 수준에서 천연물 신소재의
효능 평가 수행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식약처 인
허가 근거자료 확보

연구 개발

03

04

연구 개발된 근거자료를 통한 건
강기능식품 인허가 획득
국산 천연물의 고부가가치화

식약처 인허가 획득

특화된 기능성으로 제품판매 전
략 수립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마케팅
으로 제품 홍보

제품 판매



40%

90%

90%

100%

01

02

03

04
[대전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맞춤형성장지원프로그램

천연물 추출물을 활용한 호흡기 개선 기능 제품 개발

[건국대] 산업체(지역연계)공동연구 지원사업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지역주도형 R&D)

DL20-02(천연물)를 활용한 호흡기 취약계층 맞춤형 탑브랜
드 제품 개발



10%

50%

0%

0%

05

06

07

08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충북산학융합본부에서 주관하는 창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개편, 외국어 지원, 제품 구매 편의 지원 예정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브랜딩
전략 구축 및 단계별 유통 채널 확보를 진행할 예정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애로 상담 지원 사업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사업

충청북도 주관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사업 신청을 통
한 수출 판로 개척

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위원과의
상담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