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수출 인증서(약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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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가치 의약품 개발까지는 먼 길
그린바이오산업은 기능성 작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을 만드는 산업을 바이오산업을 말합니다.
특히 천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그린바이오산업 꺾였던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약용작물은 재배 역사가 오래된 벼나 작물에 비해 재배기술 자체가 덜 발전해 왔습니다.

갱년기 엄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매일 저녁 피부관리에 열중하는 딸을 위해
‘스킨케익바’로 함께 세안한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눈다.
이렇게 호보 ‘스킨케익바’로 피부 케어하며
우리의 좋은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중2딸의 여름방학은 나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내 심신 저물어가는 것도 억울한테 부러울 것 없는 저 나이,
이 환경에서 하루종일 세상을 향해 불만을 외치는
딸아이의 마음 속을 이해할 수 없었고 보이지 않는 호르몬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꽉찬 40대, 거부할 수 없는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갱년기의 현실은 참으로 야속함의 연속이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위로의 메세지…

‘스킨케익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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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던 피부 행복은 ‘스킨케익바’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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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다다름에 도전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저는 생각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늘아래 새로운것은 없고 ‘새롭게
기발한’ 그 무엇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연구 속에서 발전해 정상에 오르려 하지만 연구개발에 정상은
없는 듯합니다. 일흔이 된 나이까지 한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왔지만 완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완벽과 정상의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시간에 희열을 느낍니다. 내 일을 너무 사랑
해서 끝없는 정열과 열정으로 연구개발에 정년 없이 계속됩니다. 오늘의
호보 ‘스킨케익바’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이스 디앤비 TCB로부터 매년 기술
신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개발자 전순호는 24시간 호보
‘스킨케익바’와함께숨을쉽니다.잠들기전한걸음라도더앞으로가고싶습니다.
호보대표 개발자

전순호

피부 노화 현상인 건조, 탄력저하, 색소변화 등에 기존
연구를 통해 세부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오랜기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중금속, 방부제 등에 대한 검증!
제보 제품의 일부는 전성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상테스트 완료 화장품은 알레르기, 여드름, 피부자극 등의 발생 가능성이낮다는
테스트 결과일뿐, 알레르기 유발 의심물질 무첨가를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Skin Cake-Bar
선물세트(2개입)

‘스킨케익바’의 무향

최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알러제프리'향은
향료 속 25가지 알레르겐이 없다는 의미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중금속,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아 많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스킨케익바’ 호보제품 대부분의 제품은 기능성 작용작물성분으로(추출물으로)
제조, 자연에서 찾은 안전한 성분들만 담았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와 셀레늄은 '찰떡', 칼슘과 클로렐라는 '상극'
유형별 섭취 주위해야 하는 성분
고혈압
당뇨병
갑상샘기능항진증
요로결석
임산부
아스피린 복용자
이뇨제 복용자

칼륨, 요오드
오메가3, 글루코사민, 셀레늄, 아연
셀레늄
비타민C
비타민A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알로에 성분
2021.9.18~19일자 중앙선데이 기사 발췌

건기식, 영양제 사이에 존재하는 궁합
칼슘+철분·클로렐라 ‘Bad’

오메가3+비타민E+코엔자임Q10 ‘Good’

철분·비타민+녹차(추출물) ‘Bad’
미네랄+섬유질, 곡물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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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주세요!
세안과 동시에
아이라인(유성, 수성) 클렌징, 바디클렌져(40, 50)

Moisture
스킨케익바 for 모이스처라이징
민감피부용/극건성 피부 관리용(남녀노소공용)

피부진정 및 수분케어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익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기능성약용작물의 4가지 성분을 함유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하고 외부환경으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의 빠른 진정을 돕습니다.

“낯설지만 경험해보세요!”
‘산소거품’을 바르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 민감성 피부라면 깊은 보습 케어에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에 2주 정도 케어하면 얼굴, 목등에 각질이 일어날 때 물을 묻혀 맛사지하듯 밀어 주고 다
시 세안하면 도자기 피부처럼 톤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소거품’으로 부족한 수분을 채워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녁 세안후 바르기를 추
천합니다.(스킨, 로션 사용을 피해 주세요.)


몸에 때가 생기지 않습니다. ‘산소거품’이

각질만 제거하므로~~~
입술각질이 일어날 때 ‘스킨케익바’ 바르세요.




의약품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거품’ 도포주기는 개인에 따
라 조절하여야 합니다. 피부에 깊은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받은 피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크림과 유사한 부드러운 발림성이 끈적임 없이
1일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합니다. 톤업이 상당한 편이라 미백크림을 바른 듯합니다. ‘산소거품’을 바
른 뒤 곧바로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바디클린저로 사용하면 깊은 수분이 마
음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Men
료~

을

내속

구
태우는

스킨케익바 for 맨
습진, 정수리 냄새, 사춘기 냄새, 비듬, 가려움, 코블랙헤드, 면도후 붉은기, 몸냄새 싹~

“낯설지만 경험해보세요! 피부 건강”
머리감고 저녁엔 ‘산소거품’을 머리에 바르고 숙면, 두피세정력(유수분, 각질)에 도움이 됩니다.
몸냄새, 몸에 때가 생기기 않습니다. 하루 내내 입었던 속옷에서 냄새가 없어요.
두피는 모공크기가 얼굴보다 크고 개수도 많다. 피지샘이 더 활발히 활동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조밀하고
풍성한 ‘산소거품’으로 두피와 모 발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을 수 있습니다.
두피 염증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❶ 하나의 신물질이 개발되고 제품화되는 데는 유효성과 안전성, 위해성 분야 각각에 대한 전문연구와 시험과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❷ 피부가 당기는 건성피부는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산소거품’을 바릅니다.

마음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고객님이 쓰고 있는 ‘스킨케익바’



의약품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씻고 ‘산소거품’을 바르고 도포
주기는 개인에 따라 조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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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맡은 그레이엄 룩(UCL 영국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아이의 면역 형성과 관련이 없다. 다만, 세재 등 과도한 화학약품등을 사용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부를 수 있다.(21.7.17 한국경제신문 기사 인용)

Kids
스킨케익바 for 영유아 키즈
6개월 된 우리아기 모기에 물렸어요! ‘스킨케익바’로 씻고 ‘산소거품’을
바르면 좋을까요? 벌레 물린데를 포함해 습진, 피부염,땀띠,가려움,기저귀 발진 등에
연령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익바’입니다.
외출, 귀가후 씻고 얼굴,팔, 다리 등에 ‘산소거품’을 바르길 추천합니다.(모기. 벌레에 물려도 덧나지 않아요)

인터넷 맘카페에 요즘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정말 항생제성분 연고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아이가 모기 물린데 발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이피부는 어른보다 여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스킨케익바’ ‘산소거품’ 바르기를 추천
합니다. 기능성약용작물의 성분이어서 1일 수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의 로션, 연고 사용으로 가려운 부위(특히 등, Y존)에 ‘산소거품’을 바르기를 추천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 단기간에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항생제 성분연고제 : 감염 생겼을 때 제한적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기저귀 발진에 쓰는 스테로이드 제재, 항생제 성분연고제, 가려움 진정하는 효과 약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장시간 사용하면 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21.7.24(토) 한국경제 기사 발췌
모기기피제는 눈이나, 입주위, 상처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는 피해야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스킨케익바’와 물로 피부에 남아 있는 기피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
이나 양말은 잔여성분이 남지 않도록 바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거품’으로 샤워하면 몸에 때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려운 부위에 바르는 즉시 가려움이 싸악~


의약품이 아니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포주기는 개인에 따라 조절하여야 합니다.

Cleansing
내

속을

스킨케익바 for 릴렉싱클렌징

태우

붉은기, 화장독, 크블랙헤드, 풀메이크업, 아이라인(유성,수성)세안과
동시에 릴렉싱클렌징, 입술 각질 제거
오돌토돌한 뾰루지는 얼굴, 목 가슴 등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주로 생깁니다.

땀이
많이 날 때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수성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세안후 ‘산소거품’을 바르기를
추천합니다.(밤엔 스킨, 로션을 피해 주세요.)
1일 수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포
주기는 개인에 따라 조절 하여야 합니다.(보통 2주 정도가 좋지만 반응이 심한 경우엔 좀 더 케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2주 이상 ‘산소거품’을 바르시길 추천합니다.
손관리- 끈적임이 없고 촉촉하면서 손톱 각질에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포주기는 개인에 따라 조절하여야 합니다. 피부톤의 차이를 거울로 보세요.(도자기 피부)
2주 정도 사용하면 얼굴 등 신체부위에 때처럼 각질이 일어날 수 도 있는데 맛사지하듯 밀어주고
다시 세안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화장품 표시 규정상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일정 함량 이하인 경우 전성분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는구

료~

FTA수출 인증서(약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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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 주세요!
세안과 동시에
아이라인(유성, 수성) 클렌징(MZ세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눈(32.8%)관련 질환, 피부와 구강(29.8%), 외과(22%) 상처,
순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늘었다합니다. 샴푸 사용을 피해주면서 호보 ‘바오베이바’로 케어해 보시면 털 부드러움, 모질 속 각질
등에 도움이 됩니다. ‘산소거품’으로 목욕시킬 때 결대로 또는 반대로 부드러운 브러쉬로 위 아래 빗겨주면 털 속 각질 등이 거품
과 함께 빠져나와 피부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
지난해 말 2000가구 설문조사 결과 비용은 반려동물 한마리 기준임.

반려인

선호하는 펫

1448만명
강아지
반려견 양육자 1161만 명

반려견
혼자있는
시간

5시간 40분
하루평균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

23만4000

입양비
양육비(월 평균)
1회 치료비

단위 : 원

11만
6만7000
20만3000

입양비
양육비(월 평균)

7만

1회 치료비

8만7000
자료 : KB경영연구소

Dog & Cat
반려동물 전용 ‘바오베이 바’
산책 후 외부 감염으로 인한
발, 항문, 입, 배 부위에 꼭
‘산소거품’을 발라주세요!

‘바오베이 바’ 사용 전

‘바오베이 바’ 사용 후

사용법 : 바오베이바를

조금만 털에 문질주면 풍성한 ‘산소거품’ 만들어 부드러운 브러쉬(손가
락 사용)로 털결 반대로 빗어주면 이때 털 속, 피부 속 이물질, 각질 등이 제거되면서
털이 깨끗해지며 피부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항문, 입, 발은 손으로 거품으로
씻어주세요.) 피부병 걱정을 덜어 줍니다.
목욕 후 : 물기를 닦아 준 후(특히, 배 부위에 ‘산소거품’을 발라주서야 합니다.)
(주의 : 방부제, 향 첨가된 연고, 로션은 꼭 피해야 합니다.)
※ 반려가족은 향이나면 몸을 비비고 힘들어 하면서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산책,
운동, 외출 후 귀가하며 ‘바오베이 바’ ‘산소거품’을 내어 발, 항문, 입주변, 눈가, 배 부위
등에 꼭 발라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손을 씻으면서 거퓸을 발라주면 손도 씻고, 외부 감염 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바오베이 바’에 물을 묻혀 손으로 로션처럼 발라주면 감염, 상처에
도움이 됩니다.

Dish
식기 전용 세제 ‘스킨케익바’
고무장갑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후 ‘산소거품’을 로션처럼 발라보세요.

기억해 주세요!
제2의 얼굴 손관리 해보세요!
상표 등록
상표등록공고 40-2019-0071739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511)
(210)
(220)
(260)
(442)
(111)
(151)

상품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11판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상표등록공고 40-2018-0060256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40-2019-0071739
2019년07월26일

03
40-2018-0135924
2018년10월02일
40-2019-0021434
2019년02월28일
40-1502036
2019년07월22일

(511)
(210)
(220)
(260)
(442)
(111)
(151)

(732) 상표권자

상품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11판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상표등록공고 40-2018-0073781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40-2018-0060256
2018년07월11일

03
40-2017-0113415
2017년09월06일
40-2018-0032549
2018년04월05일
40-1374736
2018년07월04일

(511)
(210)
(220)
(260)
(442)
(111)
(151)

(732) 상표권자

전순호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511)
(210)
(220)
(260)
(442)
(111)
(151)

상품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11판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전순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특허법인 남양

특허법인 남양

담당심사관 : 김미경

담당심사관 : 김미경

(511) 지정상품(업무)

40-2019-0071740
2019년07월26일

03
40-2018-0135927
2018년10월02일
40-2019-0021435
2019년02월28일
40-1502037
2019년07월22일

(732) 상표권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특허법인 남양
담당심사관 : 정해정

(511) 지정상품(업무)

상표등록공고 40-2019-0071740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40-2018-0073781
2018년08월24일

35
40-2017-0113416
2017년09월06일
40-2018-0045178
2018년05월10일
40-1388332
2018년08월17일

전순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특허법인 남양

11판

(732) 상표권자

전순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상품분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담당심사관 : 정해정

(511) 지정상품(업무)

(511) 지정상품(업무)

제 03 류

제 03 류

제 35 류

제 03 류

두발 및 두피화장품, 마사지 크림, 미용액,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화장용 백분, 개인위생용 비누, 미용비누,
샴푸, 헤어린스,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항균성 가루세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 목욕용 비
누,

두발 및 두피화장품, 마사지 크림, 미용액,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화장용 백분, 개인위생용 비누, 미용비누,
샴푸, 헤어린스,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항균성 가루세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 목욕용 비
누,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수입업무대행업, 수출업무대행업, 오퍼업, 중개무역업, 샴푸 도매업, 샴푸 소매업, 샴
푸 판매알선업, 샴푸 판매대행업, 슈퍼마켓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체
용 비누 판매대행업, 인체용 비누 판매알선업, 인체용 비누 도매업, 인체용 비누 소매업,

두발 및 두피화장품, 마사지 크림, 미용액,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화장용 백분, 개인위생용 비누, 미용비누,
샴푸, 헤어린스,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항균성 가루세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 목욕용 비
누,

상표견본

상표견본

상표견본

상표견본

-1-

-1-

-1-

상표출원공고 40-2018-0032548

상표등록공고 40-2019-0080789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511) 상품분류
(210) 출원번호
(220) 출원일자
(260) 출원공고번호
(442) 출원공고일자
(111) 등록번호
(151) 등록일자

11판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190) 대한민국특허청(KR)
출원공고상표공보

40-2019-0080789
2019년08월23일

(511) 분류
(210) 출원번호
(220) 출원일자

03
40-2018-0135925
2018년10월02일
40-2019-0035806
2019년04월04일
40-1511148
2019년08월19일

(260) 출원공고번호
(442) 출원공고일자

(511) 상품분류
(210) 출원번호
(220) 출원일자
(260) 출원공고번호
(442) 출원공고일자
(111) 등록번호
(151) 등록일자

전순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11판

(112) 등록공고번호
(450) 등록공고일자

40-2018-0073780
2018년08월24일

35
40-2017-0113414
2017년09월06일
40-2018-0045177
2018년05월10일
40-1388331
2018년08월17일

(732) 상표권자

특허법인 남양

전순호

전순호

담당심사관 : 김미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71, 103동 401호 (가경동, 진로아파트)
(740) 대리인

(511) 지정상품(업무)

(740) 대리인

상표등록공고 40-2018-0073780

(190) 대한민국특허청(KR)
등록공고상표공보

40-2018-0032548
2018년04월05일

03(11판)
40-2017-0113413
2017년09월06일

(731) 출원인

(732) 상표권자

-1-

특허법인 남양

특허법인 남양

제 03 류

담당심사관 : 김미경

담당심사관 : 정해정
두발 및 두피화장품, 마사지 크림, 미용액,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화장용 백분, 개인위생용 비누, 미용비누,
샴푸, 헤어린스,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항균성 가루세제,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 목욕용 비
누,

(511) 지정상품(업무)
제 03 류

상표견본

(511) 지정상품(업무)
제 35 류

두발 및 두피화장품, 마사지 크림, 미용액, 페이스 밀크 및 로션, 화장용 백분, 개인위생용 비누, 미용비누,
샴푸, 헤어린스, 가루비누, 가정용 비누, 비의료용 애완동물용 샴푸, 애완동물 목욕용 비누,

상품수출입업무대행업, 수입업무대행업, 수출업무대행업, 오퍼업, 중개무역업, 샴푸 도매업, 샴푸 소매업, 샴
푸 판매알선업, 샴푸 판매대행업, 슈퍼마켓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인체
용 비누 판매대행업, 인체용 비누 판매알선업, 인체용 비누 도매업, 인체용 비누 소매업,

상표견본

상표견본

-1-

-1-

-1-

Wear
특허 출원 - 섬유 의류 전용 ‘스킨케익바’
1회 헹굼으로 시간, 물, 전기 절약
모든 소재 속옷, 청바지, 티셔츠, 양말 손상이 없고
원단 색상이 살아납니다. 의류 부드러움, 빨래 냄새가 없습니다.
타월을 세탁해 보면 7일 이상 사용하여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장마철 세탁후 세탁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세탁해 보면 확인 됩니다.

“피부 가려움이 없어요!”
“원료를 가공하면서 사용되는 화학용기나 제조과정중 화학 반응을
통해 생겨나는 제3의 알레르기 유발의심 물질들이 있어
전성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피부보호를 위해서는 세탁 섬유에 비누묻혀 5분정도 담근 후,
1회 세탁으로 섬유손상, 여성 속옷, 브래지어 등 고무밴드 늘어짐이 없습니다.

일관된 품질을 위해 기능 성분, 원료, 완제품 기준을 바탕으로

쉼없는 연구노력으로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FTA수출 인증서(약용, 화장품)

상처받은 피부에 자연의 위로!
‘스킨 케익바’ 호보는 어떠한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
기능성 약용작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맛을 보며 만들어지는
믿기 어려운 스킨 케익에 가깝습니다.

선물세트(4개입)

선물세트(2개입)

for MEN

S
KID
for

for CLEANSING

J-530

for MOISTUR
IZING

J-200
J-810

J-850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비해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의약품 분야에서는
기능성 약용 작물 추출물을 소재로 활용하기까지 갈 길이 멉니다.
고유성분을 의약품에 쓰려면 유효물질과 약리메커니즘을 규명해야 하지만
유효물질과 약리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한 연구자가 한 작물에 평생을 바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KBS인사이드월드뉴스 출연

헝가리 바이어(거래 6년) KOTRA전문위원

FTA수출 인증서(약용, 화장품)
호보
대표자

전 순 호

사업자번호 : 613-33-04741
기 술 분 류 : 화장품/소재(400113)
핵심기술명 : 비누, 오일 제조기술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41-48,
208호 (강서동, 경성하늘#)

인증일자 | 2021.05.26
유효기간 | 2021.05.26~2022.05.25

원료 공급 및 제조 | 호보
본 사 | 043)235-9993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협의회 회장
이 메 일 | hovocare@gmail.com
원료공급, 제조 | 호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164 번길 41–48 하늘 2F 207호, 208호
호보 대표·개발자 | 전순호 M. 010-9651-6788
피부엔젤메이커 | 1899-3214
유통전문판매업 스퀘어빌더 | 대표 전홍조 T. 043)232-9889 M. 010-5041-9787
부산지사장 | 김은령, 유승호(이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115 대림빌딩 5층 T. 051)235-9993 M. 010-3589-5953
에스.엠팩(화장품 전문 판매업) | 대표이사 성승원 M. 010-5429-7889
의약 외 제품이므로 성분 표기는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