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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화장품 제조업 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

폐기물 중간재활용법 허가

인증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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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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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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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회사 설립

창업경진대회 우수 기술상 수상“닥터샌드”

필립스차이나 항균 마스터배치 수출 개시

벤처기업 인증 획득

본사 확장 이전(부천)

중국 천진 사무소 개설

폐기물 중간 재활용법 허가 취득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득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취득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2010.04

2010.08

2012.06

2013.08

2013.10

2015.04

2015.07

벌집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항균제 Bacto Liquid 개발 완료

플라스틱 레진용 천연 항균제 Bacto Cera 개발 완료

천연 추출물의 나노좀화를 통한 항균방충 소재 개발 수행완료 - 중기청

항균기능과 VOCs저감기능을 포함한 기능성 도료개발 수행완료 - 중기청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항균기능의 카페 부자재 개발 수행완료 - 중기청

비접촉 살균기능을 갖는 플라스틱 개발

식품 신선도 유지제 개발

R&D

R&D
기초 소재
기술 개발

항균, 방충, 신선도,
산화 생분해, 미용

Mission
사회적 가치 공유

Health care & 
Environment 기업

친환경 기업

Application
항균 솔루션
항균 플라스틱
방충 솔루션

기능성 식품포장재
생분해 필름
비타민 솔루션

  회사소개

㈜바이오켐코리아는 천연 항균, 살균 소재 분야에서 선진화된 기술력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이념

사람의 위생과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실행.

  사업영역

천연 살균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 천연 방충소재 개발 및 제조 판매, 친환경 항균 생활용품 제조 판매

식품 신선도 유지제 개발 및 제조 판매, 소재 application컨설팅, 담체기술 개발



박토 리퀴드(Bacto Liquid)이란 바이오켐코리아가 독자기술로 벌집(프로폴리스)에서 추출한 강한 항균기능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특수 분리 추출기법으로 추출하여 안정화시킨 천연 항균소재 입니다. 

박토세라란 벌집(프로폴리스)에서 항균기능이 강한 물질을 분리 추출한 박토 리퀴드에 실리카 등 무기소재로 

캡슐화 시킴으로써 강한 항균력을 발휘하면서 내열성이 강한 천연 항균소재 입니다.

천연 항균 소재를 무기 캡슐화하여 powder 형태로 가공한 Bacto cera를 각종 레진과 혼합하여 사출 성형이 

가능한 항균 플라스틱 소재로 응용가능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고초균, 녹농균 등 그람 음성 및 양성 세균에 우수한 

항균 효과를 가지며, 특히 식중독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탁월함

● 천연 추출물을 기초로 한 소재로 인체에 독성이 없습니다.

● LD50 Test : 5.000㎎/㎏.   ● 피부자극 테스트 : 통과

● 구강점막 테스트 : 음성,    ● 경구독성 테스트 : 음성

인체
무독성

● 일반 세균은 물론 식중독균, 바이러스 등 30초이내 99.9% 
 완벽살균

● 한국화학시험 연구원 FITI 인증완료

超강력 
살균력

박토세라 할로테스트

● 열에 약한 유기 소재를 무기 담체에 특수 기법으로 담지  

 시킴으로써 고온에도 성분 파괴없이 효과 유지 

 [최고 내열 온도 250℃]

열 
안정성

● 미세 다공성 캡슐화로 살균 효과 서방성(徐放性) 실현

● 적용 소재에 따라 1년~5년 효과유지

효과 
지속성

비누, 세정제, 주방세제 등 항균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반 생활용품들

플라스틱, 실리콘 성형품 등 항균기능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

응용분야

박토 리퀴드(Bacto Liquid) 박토세라(Powder Type)

세정제 주방세제 핸드워시 탈취제 디퍼웰 텁리드 컵리드 샌드위치케이스

박토 리퀴드

박토세라

BACTOSTER
ALEXIN

무독성

지속성
超강력
살균력

높은열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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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인 님, 고삼, 정향, 계피 등으로 부터 곤충 기피물질을 분리 추출하여 나노좀화 후 마이크로캡슐로 다시 

캡슐레이션 한 더블캡슐 형태의 천연 방충소재 입니다. 

천연 방부 솔루션인 NBS-150은 물티슈용 방부 솔루션 입니다. 총 8가지의 천연물에서 직접 추출하여 합성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부가 가능하고 물티슈에 필요한 항균, 보습, 피부자극 등 여러 기능성까지 고려

하여 개발한 소재입니다. 

[더블캡슐의 구조]

인증현황

인증현황
진드기기피테스트 : 진드기기피율 99.8% (FITI시험연구원)

항균력 테스트 : 9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피부자극 테스트 : 무자극 (더마프로)

항곰팡이 테스트 : 방미도0등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금속 테스트 : 6대중금속 무검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유해가스 테스트 : 토탈VOCs 무검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충 제로 
천연 해충 기피물질을 적용하여 곤충의 내성없이 기피효과가 오래 유지된다

세균 제로
천연 항균소재를 무기 담체화하여 99.9% 항균효과 지속

곰팡이 제로
곰팡이 방지효과 우수함

중금속 제로
납, 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

유해가스 제로
포름알데하이드 등 발암성 유해가스 물질 발생이 없음

장점

방충소재

특허 등록2건
항균과 방충기능을 가지는 더블캡슐 및 그 제조방법

항균 및 방충기능을 가지는 더블캡슐이 함유된 액상도료

천연 방부 솔루션 (NBS-150)

피부자극 테스트 항균 테스트 항곰팡이 테스트 항균임상 시험 화장품 검사 성적서

천연 방부 솔루션 성분 및 효능

성분

정제수

화산수 추출물

편백증류(피톤치드) 추출물

금송 추출물

전복발효 추출물

자몽 추출물

프로폴리스(벌집)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커피 추출물

피부진정, 노폐물제거, 탄력, 보습

항균, 방부, 탈취, 보습, 항염

보습, 항균, 방부

미백, 보습, 노화방지. 피부탄력강화

항균, 방부, 탈취

안균, 방부, 항염

보습

항균, 방부

효능

아파트, 주택, 빌딩

농축산물 저장시설 
및 축사

냉동 및 냉장창고 
운반차량, 선박 등

식당, 급식소, 화장실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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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건 : 상온 27~30도

오이

바나나 & 토마토

에틸렌은 미세한 양으로 식물의 성장이나 발육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물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식물 호르몬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에틸렌이 식물체에 미치는 수많은 

영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직의 노화 현상을 촉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선도가 요구되는 과채류

를 저장할 경우, 에틸렌은 반드시 흡수 또는 제거되어야 한다.

에틸렌의 영향

신선도 유지제 (JY-815)

신선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신선농작물의 수확 후 대사작용은 일반적으로 수확 후 품질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과채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온도, 습도, 산소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에틸렌가스, 진동이나 충격,

병원성 미생물, 빛 등 매우 다양한 인자가 있다. 

대 조 군 시 험 군

▶

▶

▶

▶

오이 실험 10일차에 control은 완전히

부패되어 흰곰팡이가 피어 오르고 물이 

고이기 시작함

바나나 시험 8일차에 control은 외피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고 물이 고임

토마토는 40%정도에서 마르고 부패가 

일어남 

복숭아

천도복숭아 실험 5일차에 control에서 곰팡

이가 생기고 부패됨

귤

감귤 실험 15일차에 control에서 흰 곰팡이

가 피어남

JY-815의 효능
과일 채소에서 발생되는 에틸렌을 신속히 흡착, 분해 (에틸렌 제거능력 (9.5ppm/g/h))

항균작용으로 미생물 및 곰팡이 증식 억제

수분 조절을 통한 방담 효과

원
료
소
개

신선도 유지제 블록 타입 신선도 유지제파우더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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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마스터배치

 항  목  단  위  시험방법(ASTM)  대 표 값

 밀 도  g/cm2  D1905  0.921

 융융지수    g/10min  D1238    12  

 연 화 점   ℃   D1525     85

 인장항복강도    kg/cm2       D0638    110

 인장파단강도   kg/cm2    D0638    130

 파 단 신 율    %    D0638  550

 저온취하온도    ℃    D0746   < -70

식품 포장재, 우생랩, 진공위생팩, 라미네이팅 필름 등

음용수 탱크, 항균도마, 수통, 생활 가전제품 등의 사출성형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며, 높은 기계적 물성과 열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접착강도나 높은 가공 내열

안정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적합

PE

 항  목  단  위  시험방법(ASTM)  대 표 값

 밀 도  g/cm2  D1905  0.962

 융융지수    g/10min  D1238    12  

 연 화 점   ℃   D1525     152

 인장항복강도    kg/cm2       D0638    340

 인장파단강도   kg/cm2    D0638    100

 파 단 신 율    %    D0638  > 550

아이스메이커, 식기, 정수기 바디, 호스, 파이프 등

볼펜, 필통 등 학용품, 식품포장재 등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며, 식품용기, 일반생활용기, 등 널리 사용 가능

PP

 항  목  단  위  시험방법(ASTM)  대 표 값

 밀 도  g/cm2  D1905  1.04

 융융지수    g/10min  D1238    12  

 연 화 점   ℃   D1525     97

 인장항복강도    kg/cm2       D0638    380

가전제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사무용품, 자동차부품 등 항균기능을 요하는 ABS 제품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며, 항균지속성, 내 충격성, 가공성이 우수함

ABS

천연 항균 소재를 무기 캡슐화하여 powder 형태로 가공한 Bacto cera를 각종 레진과 혼합하고 사출하여 

성형이 가능한 항균 플라스틱 소재로 제조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고초균, 녹농균 등 그람 음성 및 양성 세균에 우수한 

항균 효과를 가지며, 특히 식중독 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탁월함

PE, PP, ABS 등 응용제품과 동일 소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므로 다양한 소재에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제품에 적용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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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가공하여 생분해성 바이오매스 수지 조성물 BC PLA.

커피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지조성물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생분해성 수지조성물 비접촉 살균기능을 갖는 생분

해성 수지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비접촉 살균

기능을 갖는 생분해성 수지조성물, 이를 이용한 비접 촉 살균기

능을 갖는 물티슈 포장캡

바이오 베이스 수지 인증

바이오매스 사용, 탄소배출 저감, 생태계 독성저감

플라스틱 수지에 혼합하여 사출 압출하여도 물성의 변화가 거의 없음. 생분해 시험 그래프

(누적) 생분해도 곡선

이산화탄소 누적발생량 및 누적생분해도의 계산

물  성  표

  단 위     시 험 방 법      결 과 값

 용 융 지 수     g/10min    ASTM D1238      16

 밀        도     g/cm3     ASTM D792      0.9

 항복점 응력     kgf/cm2     ASTM D638      160

 파단점 신율     %     ASTM D638      100<

 굴곡탄성율     kgf/cm2      ASTM D790     17,000

 충격강도(23℃)     kgf-cm/cm     ASTM D256      2.5

 열변형온도     ℃      ASTM D648     120

원
료
소
개

생분해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BC PLA)

특허 등록

BP인증

생분해성 커피 BIOMASS 수지 BC PLA

<PP> <HDPP> <HIPS> <LDPE> <LLDPE>

압출 및 사출 성형품

필
름
압
출

사

출

시
트
압
출

BC PLA
항균시험
99.9%

BC PLA
생분해시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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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
임
가
공

부품 & 임가공

공기청정기용 항균필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특수 

가공하여 필터 여재에 코팅

항균력 : 99.9%, 

항곰팡이 : 0등급

Bio mass 플라스틱 레진

커피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분해성 bio mass 

플라스틱

물성저하 없이 사출성형 

가능

진드기패치

천연방충물질을 사용한 매

트리스용 진드기 퇴치 제품

으로 천연방충물질을 추출

하여 패치에 특수코팅한 서

방성 진드기 퇴치용 패치

항균 디퍼웰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식품 

조리시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기능성 Soft 캡슐

기능성 물질을 고분자반능

을 통해 캡슐로 제조

식품, 화장품, 음료 등 적용

가능

비타민 필터

연수기, 샤워기 등에 장착

하여 수돗물 속의 잔류 염소

를 제거 비타민을 겔화시

켜 내구성을 강화

아로마키트

침대 매트리스 에어홀에 

장착하여 은은한 천연 아

로마 향이 은은하게 발산

되는 제품

생분해성 항균 시트

일회용 식품 포장재 성형용 

시트

두부용기, 컵리드, 샌드위

치케이스 등 진공성형용

자동차용 비타민 
에어컨 필터

비타민을 나노좀화 하여 

여재에 특수 코팅한 제품

항균기능, 미세먼지 제거, 

비타민방출

항균 세디필터

(비데,정수기,연수기용)

항균소재로 세디먼트 블록

을 만들어 이물질, 녹제거는 

물론 필터 내 세균 증식을 

억제

보습용 미용캡슐

미백, 보습 기능의 추출물

을 캡화하여 만든 제품으로 

샤워기 연수기 등에 장착

하여 사용

항균 텁리드

실리콘 러버에 항균기능을 

부여하여 사출성형한 제품

손에 의한 세균 오염 방지

임가공
  기능성 물질 추출     미세캡슐 제조(마이크로캡슐, 나노캡슐)   

  soft캡슐 제조     발포정 등 타블렛 생산      발환제조(3Φ~15Φ) 

  세정제, 세제, 핸드워시 등 OEM생산 및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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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소
개

상품소개

항균 세정제 (센스 후레쉬)

천연소재로 만들어 안전

하고, 항균효과는 물론 

탈취 효과까지 있는 항균 

세정제입니다.

용량 : 40ml, 250ml, 450ml, 

       1L, 10L

항균 핸드워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와 

천연성분 항균 추출물로 

만들어 자극이 없고 우수

한 항균력을 자랑합니다. 

용량 : 250ml, 500ml, 1L 리필

다목적 세정제

자몽종자 추출물, 카테킨 

등 천연소재 사용으로 자

극이 없고 세정력이 우수

한 제품입니다.

행주살균제

행주를 삶지 않고 담가만 

놓아도 삶은것 같은 살

균효과가 나타나며 100% 

식품첨가물의 천연성분으

로 인체에 무해하고 천연 

보습성분으로 피부자극 

없이 안전합니다.

항균 방충 페인트 첨가제
(에코팅 Zero)

천연 해충 기피물질과 항균

물질을 미세 캡슐화하여 가

공한 첨단소재로 해충기피

효과, 항균효과는 물론 곰

팡이 방지 효과까지 탁월한 

신소재입니다.

항균페인트 첨가제
(에코팅 Pro)

천연항균물질을 나노좀화

하여 가공한 첨단 소재로 

항균효과는 물론 곰팡이

방지 효과까지 탁월한 신

소재입니다.

양변기용 절수기
(가리수애)

1회 사용시마다 30%의 

물을 절약 가능한 절수기

로 수압의 저하 없이 완

벽세정, 간단한 설치와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

합니다.

스스로 살균캡

비접촉 살균 기능으로 캡만 

닫아놓아도 물티슈를 스스로 

살균시켜주며, 생분해성 원료

를 사용해 친환경적입니다. 

1,000번 이상 탈부착이 가능

한 특수 점착제를 사용하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균 주방세제 연

자연 생분해도 98.8% 강

력한 세척력과 냄새까지 

제거되는 제품입니다. 주

방식기뿐만이 아니라 아

기 젖병, 과일까지 살균

세정할 수 있는 1종 주방

세제입니다.

편백증류 추출물

100%천연 피톤치드 성분

이 새집증후군을 없애주

고 각종 냄새 제거와 항

균효과가 탁월합니다.

용량 : 250ml, 40ml

계피증류 추출물

100%천연 계피성분이 집

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고 

모기기피 효과가 탁월합

니다.

용량 : 250ml, 40ml

바이오포그머신 & 
에코탈취제

피톤치드, 허브 등 천연

추출물을 연무식 분무하

여 사용하는 신개념 항균

탈취기 및 탈취제입니다.



10  

스스로 살균이란? 
살균이 필요한 부분에 직접 닿지 않고도 비접촉 식으로 살균력을 발휘하는 기술입니다.

물티슈를 사용하고 뚜껑을 닫기 전 반쯤 뽑혀있는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고 뚜껑을 닫게 되는데, 이 때 손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물티슈가 오염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물티슈 내부에 균이 증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스스로 살균캡은 물티슈 사용 후 뚜껑만 닫아 놓으면 오염된 

부분이 살균이 되는 원리입니다.

스스로 살균캡

[비접촉 항균시험]

[일반 캡 속의 물티슈] [살균 캡 속의 물티슈]

세균이 3,000배 
이상 증식 됨

세균이 모두 사멸됨

[스스로살균캡 각종 시험 인증]

[일반캡] [살균캡]

손으로 밀어 넣을 때 

손에 의해 세균에 오염 됨

비접촉 항균시험 결과

유해물질 검사 : 불검출 비접촉 살균력 테스트 : 항균력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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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RO 는 순수 천연 아로마 오일을 캡슐에 담아 집에서 간편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힐링샤워 시스템 입니다.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캡슐을 하나씩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캡슐은 relax, concentration, memory, refresh, hair care 등

기능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샤워 시에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원터치로 간단하게 캡슐을 탈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천연 아로마가 온 몸을 감싸듯 코팅하여 피부와 두피를 보호

하고, 천연 향에 의한 테라피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샤워만 해도 욕실 가득 아로마 향기로 채워집니다.

컴팩트하고 수려한 디자인으로 어느 욕실에나 잘 어울림

어떠한 샤워기에도 쉽게 장착 가능

원터치 캡으로 캡슐 탈착이 용이함 

기존 샤워기에 탈착 형식으로 별도의 설치 시공이 필요치 않음

물 속 유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3중 복합필터 시스템

3단계에 걸친 필터링 시스템으로 이물질, 녹, 중금속 등 유

해물질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염소 까지 제거합니다.

검증된 원료만 엄선하여 therapy 효과 극대화 

100% 천연 에센스 오일 사용으로 피부자극

이 없고 은은한 향 발산

상
품
소
개

아로마로 힐링샤워 & 캡슐

설치방법

Relax Memory

Hair care

RefreshConcentration



사무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 D동 1212호(도당동, 부천대우테크노파크) (우:14523)

TEL : 070-8270-4046  FAX : 032-670-7911  www.biochemkorea.com

Bio
Chem
 Korea

바이오켐코리아
살균소재 전문기업 -

BIO CHEM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