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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진희 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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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보석로 길 

제   안

기   술

개   요

기술명 편백 피톤치드 관련

기술 개요 기술의 우수성

국내산 청정지역 편백잎을 활용한 

천연 유기농 및 코스모스 인

증증서 편백오일과 편백워터 생산으로 최

고품질 최대 함량의 피톤치드 고함유 편

백오일과 편백워터를 생산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중

당사의 편백오일과 편백수는 년부터 

유럽연합 프랑스 에서 편백오

일 및 편백수를 천연 유기농 를 인

증증서 받고있으며 년 부터는 

인증증서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써 국내외 최고함량의 피톤치드 

편백오일 및 편백수를 생사한고 있는 기

업으로 지속적인 투자로 편백관련 

추출특허 건 조성물특허 건 등이 있으

며 편백오일의 피톤치드함량 분석

최하 로의 고순도의 편백 피톤

치드 오일을 자체생산하고 있음

관련 사진 관련 사진 



기술 소개서

제  안 

기  술 

개  요

활용도

본 편백관련 추출 및 조성물특허의 기술은 최고품질의 편백오일과 편백워터 생산물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조성물을 다양한 생할용품 및 산업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
이 목적이며, 편백 피톤치드는 스프레스 완화 효과, 항균 및 진균효과, 탈취효과, 진
정작용과 쾌적 효과, 황산화 미백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편백수는 
호흡기 암모니아 제거능력 120분 100%, 폼알데하이드 제거능력 85.4%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편백오일 0.2%를 사용 치면세균 억제 실험에
서 S.mutans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 99% 억제 실험 도출, 편백오일과 편백수를 활
용한 고함유편백헤어샴푸/고함유편백트리트먼트는 인체실험을 통하여 저자극성, 두피
진정, 두피트러블감소, 두피가려움감소 항목에서 각각 96%, 82%, 79%, 79% 이상의 
피험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도출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기  업 

관  련

추  가 

정  보

주요 연구 분야

암모니아 제거, 폼알데하디드 제거, 4대종균 제거(황색포도상균, 
대장균, 녹노균, 칸디다균) 편백오일 마이크로켑슐을 통한 피부
개선, 편백오일 수를 이용한 편백고함유샴푸 및 트리트먼드 적용

주요 연구 실적

1. 편백추출관련 기술특허 3건
2. 편백 조성물특허 5건
3. 편백오일 피톤치드 함량(GCMS분석) 98%~99.9% 순도생산
4. 편백오일 마이크로켑슐 섬유적용을 통한 피주개선 효과 입증
5. 고함유편백헤어샴푸/고함유편백트리트먼트는 인체실험을 

통하여 저자극성, 두피진정, 두피트러블감소, 두피가려움감소 
항목에서 각각 96%, 82%, 79%, 79% 이상의 피험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도출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기타 기업 관련 사항 문의처

중기청산학연과제 구강청결제 참여기업
산업단지공단주관 테마클러스터바이오테크웨어개발 참여기업
중소기업청 공정개선사업 주관기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유아화장품SET개발 참여기업
중기청 창업성장과제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사업 참여기업

편백관련 추출특허 3건
편백관련 조성물특허 5건

성    명 : 허진희
직    책 : 대표
전화번호 : 063-915-9432
이 메 일 : a518949@gmail.com

기술소개서 작성후 바이오헬스케어 소분과 담당자에게 제출

 바이오의약 소분과 안전성평가연구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