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원료 개발자에게 듣는다

 BHN (동경 치요다구, ☎03-5281-5661) 은 식욕억제와 지질합성억제를 함께 지니

며 다이어트 소재로서 호평 중인「DNF-10」, 성장촉진효과를 지닌「YGF」, 수면

개선분야「노트레스」3종류의 효모펩티드 원료를, 총수입원인 헬시네비(동경 오타

구, ☎03-6715-8068)와 함께 일본의 시장개척을 전개하고 있다. 원료 개발자인 한국

의 고려대학교 서형주 교수, 제조원인 네오크레마의 김재환 사장에게 그 내막을 들

었다.

효모펩티드 3가지 효소의 시장 판매
-「DNF-10」이 일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형주 교수 「DNF-10」은 빵이나 청주제조에 사용되는 효모를 프로티아제 처리, 
평균 분자량을 1만이하의 식욕억제 및 지질합성억제와 관련이 있는 저분자 펩티드

를 규격화한 다이어트 소재입니다.
기능성 실험에서 식욕억제와 지질합성 억제효과, 체중・섭취 칼로리・피하지방 감소

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각 학술지에 논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면에서의 성과와,「더 이상 간식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일본을 포함

한 전 세계인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잘 복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표물

질의 해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서형주 교수(좌)와 김재환 사장(우)



「DNF-10」의 브랜드 로고 도입
김재환 사장 현재「DNF-10」은 일본이나 대만 등의 동아시아, 태국이나 필리핀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도 샘플 워크를 개시, 「DNF-10」의 원료 로고도 새롭게 작성, 임상자

료를 취득한 250mg 이상을 중심으로, 로고 마크를 활용한 브랜드 전개도 함께 진

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서플리먼트 뿐만 아니라, 맛있고 먹기 편한 식품 형태로서의 응용이 보

다 원활한 점을 감안하여, 칼로리 제한을 목적으로 한 식사대체식품, 캔디, 음료 등

의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GF」와「노트레스」에 대해서

김재환 사장 「YGF」는 한국에서 뼈 성장 등,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채

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코코아 등과 같은 음료나 일반식품 형태의 상품이 많은 

편입니다. Ⅱ형 콜라겐 등과 같은 관절대응소재와 함께 뼈・관절 분야에 맞추어 시

장 개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형주 교수 「YGF」는 아이들의 성장촉진작용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노트레스」는 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수면개선에 관한 자료도 취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 향후 전략은?

김재환 사장 「DNF-10」이 일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덕분에 세계 각국으

로부터 효모펩티드 소재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 효모펩티

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며, ISO나 할랄인증의 취득을 위해 신 공정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 축적, 품질관리, 안정공급 등을 잘 이끌어 나아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