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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OATC 대표이사 방상구입니다.

2015년 코스닥 상장사인 ㈜오르비텍에서 분사 창업한 ㈜OATC는 
축적된 바이오 연구 역량을 토대로 시험검사에서 임상시험,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바이오 연구소 
기업입니다.

우수한 연구 역량 없이는 미래를 꿈꿀 수 없기에 OATC는 오로지 
바이오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해마다 연구실을 확장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70%가 연구원일 정도로 연구 인력 양성에 힘쓰는 
등 연구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당당히 국내 종합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피부임상시험 등 임상시험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경면역학 이성중 교수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이나 신경병증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의 뇌질환 
치료 분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리아셀텍 사업

사업 개요

OATC는 최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추고 연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BioLab입니다.

OATC는 여느 바이오 연구소들과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연구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외부
자금 수혈로만 생명을 이어가는 행태에서 벗어나, 바이오 연구 역량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갖춰 나가기 때문입니다.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
하면서도 매출 성장세와 수익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지난 행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연구 역량의 강화와 이의 사업화를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BioLab,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ioLab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 사업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물질성분을
분석하거나 유해성을 검사

임상시험 사업
화장품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하는 피부임상시험 등의
인체적용시험 검사

퇴행성 뇌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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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철학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헌한다!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화목한 문화

자기 책임하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권한 위임 문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고
발굴해 내는 열린 문화

Employees
어떻게 하면 직원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Customer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까?
고객의 불만사항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Society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바이오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Bio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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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자를 향하여

2015. 5 환경사업본부에서 ㈜OATC로 분사
2015. 10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2015. 12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확인
2016. 2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

2017. 5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
2017. 7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초석을 다지다

2006. 8 환경사업본부로 시작
2008.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분야) 지정

2011. 12 안정성검사기관 지정

걸어온 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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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연구 역량의 
확대, 그리고 강화

2018. 2 OATC 연구실 1차 확장 증설
2018. 3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2018. 7 OATC 연구실 2차 확장 증설
2018. 8 검정기관 지정
2018. 10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개소

2019. 5 이노비즈 인증 획득
2019. 9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19.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서울시장 표창 수상
2019. 1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표 BioLab!
2020. 3 글리아셀텍 사업 개시
2020. 6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확장 이전



시험검사 사업 현황

시험검사 사업



OATC는 최첨단 연구 장비와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여 

2008년 유해폐기물 분석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간 꾸준히 시험검
사 영역을 확장해 국내 종합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있으며, GAP 인증과 HACCP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 사업은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OATC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뢰성보증팀을 두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상시 감독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OATC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등으로의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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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C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A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식품, 축산, 사료, 농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화학, 미생물, 
각종 기기분석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확립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밸리데이션,
의약외품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화장품 중 니켈 시험법 밸리데이션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분석법 기관 간 밸리데이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및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기관 간 밸리데이션 

일반화장품 중 히드로퀴논 시험법 밸리데이션

글로벌 시험 분석법(미국, EU, 중국 등) 적용, 고객 맞춤형 정밀 분석법 개발, 미량
성분 첨단 분석법 확립 등 수준 높은 분석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LC-MS/MS, GC-MS/MS, ICP-MS, ICP-OES, UPLC 등 최신 분석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정밀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OATC만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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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C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품공전,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화장품 분석법, 고객자체 
SOP 등 정해진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뢰성보증팀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써 고객의 의구심을 해소해드립니다.

최상의 분석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숙련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검사연구본부 아래에 품질관리팀을 두어 분석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였습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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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C는 수거한 시료의 변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시료 운반 시스템

전국 각지에서 수거한 시료는 수거 당일에 냉장, 냉동 등 최적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며 본사 실험실에 도착합니다.

지방에 위치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에 지역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OATC만의 매력 

시료의 변질 / 훼손을 최소화하는 당일 수거 시스템 구비

충청센터
(청주)

경북센터
(대구)

본사
(수도권)

제주센터
(제주)

강원센터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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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TC는 고객의 신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SOP에
따라 시료를 분석해
드립니다.

고객 SOP에 따른 분석

신규 물질 분석,
기존 분석법 검토 등
전문 기술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분석기술 지도 및 기술 상담

어떻게 분석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면, 

실험실 투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투어 서비스 제공

OATC는 식품, 농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등 건강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종 내 업체 매출순위  (출처 NICE 기업정보 : 2019년 매출 기준)
순위 업체명 속성 사업분야
1 S사 다국적기업 종합 시험 검사기관
2 T사 다국적기업 반도체 검사
3 H사 국내 민간기업
4 I사 다국적기업

전기전자제품 검사

5 I사 다국적기업 종합 시험 검사기관
6 U사 국내 민간기업

종합 시험 검사기관

9 A사 국내 민간기업 독성,잔류성 검사

유전자 검사

8 K사 국내 민간기업 식품,축산물,농산물 검사
7 (주)오에이티씨 국내 민간기업 식품,축산물,농산물,화장품,위생용품 등 검사

10 B사 국내 민간기업 식품,축산물 검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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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석사업 소개

식품
분석사업

식품첨가물 
분석항목

식품 
분석항목

영양성분검사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에 따라 가공식품(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 검사항목

자가품질위탁검사 성상, 이물, 보존료, 미생물, 중금속, 타르색소 등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조단백, 조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
미량영양성분 등

유해물질 곰팡이독소, 납, 카드뮴, 멜라민, 비소, 수은, 벤조피렌, PCBs(폴리염화비페닐) 등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 등

유통기한 설정실험 유해물질, 미생물

구분 검사항목

확인시험 HPLC법, TLC법, 단순정성

면류첨가알칼리제확인시험 면류첨가알칼리제(1), (2), (3), (4), 타르색소(희석제-전분),
타르색소(희석제-포도당 및 설탕),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1)

면류첨가알칼리제순도시험 면류첨가알칼리제, 규산염, 불용성물질, 비중, 수산화알칼리, 염화물

순도시험
검화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크롬, 철, 나트륨 등 - ICP, 납-비색법,
단순정색반응, 메틸알콜, 물불용물, 산가, 수산기가, 수은, 액성,
염화물 및 황산염, 염화물, 용상, 융점, 잔류용매, 점도, 황산염

함량 스테비올배당체, HPLC, GC, TLC, 적정

기타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강열감량, 단백질, 총질소(킬달법), 회분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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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 
분석사업 소개

분석항목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 31조)

 제1항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1조)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2)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재질 규격 검사항목

종이제
잔류규격 PCBs

용출규격 비소,납,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목재류 용출규격 납,비소,이산화황,오쏘페닐페놀,티아벤다졸,비페닐,이마잘릴

전분제 용출규격 과망간산칼륨소비량,납,포름알데히드,비소,형광증백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8)-헵탄),

1-헥센,1-옥텐

폴리스티렌(PS)
잔류규격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PET)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

안티몬,게르마늄,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아세트알데히드

폴리락타이드(PLA)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공통
잔류규격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톨루엔

용출규격 벤조페논

이 외 검사 가능 재질
(☎전화 문의)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가공셀룰로스제(셀로판,레이온),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폴리아세탈, 
아크릴수지, 폴리아미드, 폴리메틸펜텐,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우레탄, 폴리부텐,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공중합체, 폴리메타크릴스티렌,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릴설폰, 폴리아릴레이트,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불소수지, 폴리페닐렌에테르, 이오노머수지, 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에폭시수지,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폴리에테르설폰,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공중합체, 
경화폴리에스터수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O
ATC lnc.

축산물 분석사업 소개

품목 검사항목

자가품질위탁검사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조단백, 조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
미량영양성분 등

유해물질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벤조피렌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등

식용란
잔류농약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동물용의약품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제1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축산물
분석사업

축산물 위탁검사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품질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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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분석사업 소개

구분 검사항목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물
섬유소 ADF, NDF
무기물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철, 망간, 구리, 코발트
유해물질 납, 카드뮴, 비소, 수은, 크롬, 셀레늄, 불소
비타민류 비타민C, 나이아신
향미제 과당, 포도당, 설탕, 맥아당, 유당, 사카린나트륨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 멜라민
곰팡이독소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B1, B2, G1, G2, 제랄레논,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보존제 부틸히드록시니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잔류농약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함

생균제 Saccharomyces sp., Lactobacillus sp., Bacillus sp., Bifidobacterium sp., Enteroco
ccus sp., Pediococcusp., Aspergillus sp., Monascus sp., Clostridium butyricum

유해미생물 살모넬라D그룹

기타성분 요오드가, 산가, 불용성 불순물, 휘발성염기태질소, 청산, 과산화물가, 
염산불용물질, 펩신소화율, 브릭수계수, 비중, pH, 팽윤도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료
분석사업

자가품질검사 
(사료관리법 제20조 )

사료 
분석항목 

사료 자가품질검사란?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사료자가
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
ATC lnc.

농산물 검정사업 소개

농산물 검정이란?

OATC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검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업무범위 : 무기성분, 유해물질 분야
2. 대상품목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농지(토양)
3. 검정항목

구분 검사항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무기성분(2성분) 칼슘, 철
유해중금속(2성분) 카드뮴, 납
곰팡이독소(4성분)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잔류농약 320성분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104종
폴리에테르계 5종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10종

농지(토양) 중금속(8성분)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수은, 6가크롬

제98조(검정)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  규격  성분  잔류물질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사용하는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검사 유효성 검증을 인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업무범위 : 유기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2. 대상품목 : 농산물, 농산가공품, 토양, 축산물, 축분
3. 검사항목

잔류물질 대상시료 대상성분

유기합성농약

농산물(가공품포함) 잔류농약 320성분
토양 잔류농약 320성분
축산물 잔류농약 320성분(계란 328성분), Fluralaner
축분 잔류농약 320성분(계분 328성분), Fluralaner
자재 잔류농약 320성분

동물용의약품 축분
동시다성분 104종
폴리에테르계 5종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10종

농산물
검사사업

검정항목

유효성 검증

농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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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사업 소개

안전성 검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OATC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검정기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검사항목

중금속
농지 8성분
농산물 2성분(Cd, Pb)

잔류농약 농산물 320성분

용수
지하수 15성분
하천수 5성분
호소수 5성분

• 잔류농약 473성분에 대한 참고용 검사가 가능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잔류농약검사가 가능합니다.

 제61조(안전성조사)

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사용한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  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안전성
검사사업

분석항목

농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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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분석사업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분석항목

분석항목 기준
내용량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하여 97%이상
pH 3.0 ~ 9.0
납 20㎍/g 이하(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 : 50㎍/g 이하)
니켈 눈 화장용 제품류 : 35㎍/g, 색조 화장용 제품류 : 30㎍/g, 기타 : 10㎍/g
비소 10㎍/g 이하
수은 1㎍/g 이하
안티몬(ICP/MS 방법) 10㎍/g 이하
카드뮴(ICP/MS 방법) 5㎍/g 이하
디옥산 100㎍/g 이하
메탄올 0.2(v/v)% 이하, 물휴지는 0.002%(v/v) 이하
포름알데히드 2000㎍/g 이하, 물휴지는 20㎍/g 이하
프탈레이드 3종(DBP, BBP, DEHP) 총 합으로서 100㎍/g 이하

총호기성 생균수
세균 - 일반화장품 : 1000개/g(mL) 이하

-   영, 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 : 500개/g(mL) 이하 
물휴지의 경우 각각 100개/g(mL)진균

대장균 불검출
녹농균 불검출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제별 상이함(전화문의)
건조중량 97% 이상(고체비누)
유리알칼리 0.1% 이하(고체비누)

화장품 품질검사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 

품질검사 위탁계열을 체결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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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시험항목

품목 분석항목

미백개선
나이아신아마이드(니코틴아마이드), 알부틴, 에칠아스코빌에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유용성감초추출물(글라브리딘),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알파-비사보롤,
코직애씨드(코직산),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주름개선 아데노신, 아스코빅애씨드(비타민C),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토코페롤니코티네이트

자외선

4-메칠벤질리뎀캄퍼, 벤조페논-3(옥시벤존), 벤조페논-4, 벤조페논-8,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트리아존, 옥토크릴렌,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호모살레이트,
징크옥사이드(확인시험 발색법 진행 가능), 티타늄옥사이드(확인시험 발색법 진행 가능),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이소아밀 p-메톡시신나메이트,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폴리실리콘-15),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액(50%)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 시험항목

품목 분석항목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아트라놀), 나무이끼추출물(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그 외  
시험항목

품목 분석항목

기타

벤젠, 벤조일퍼옥사이드, 히드로퀴논, 톨루엔, 자일렌, 6가 크롬, 크롬, 벤질알콜,
성상, 스테로이드 43종, 정제수, 파라벤 7종(메칠, 에칠, 프로필, 부틸, 이소프로필,
이소부틸, 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프탈레이트 5종(부틸벤질, 디부틸, 디에칠헥실,
디옥틸, 디헥실), 형광증백제, 철, 아연, BHT(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타르색소,
BHA(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트리클로산, 트리에탄올아민,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L-멘톨, DL-캠퍼, 에틸알콜, 페녹시에탄올, 벤조익애씨드(안식향산, 소듐벤조에이트),
벤조페논, 벤질벤조에이트,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에칠아스코빌에텔, 클로페네신, 소르빈산, 알칼리, 비중,
강열감량, 건조감량, 탈크중석면, 염모제



O
ATC l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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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품   목 검사주기

위생물수건
기본항목 매월 1회 이상

중금속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3개월마다 1회 이상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건티슈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정제 생분해도에 대한 참고용 검사가 가능합니다.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1항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제1항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항    

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생용품 
검사사업

대상품목 및 
검사주기

위생용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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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분류명 소분류 시험항목

세척제
1종 pH,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2종 pH,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3종 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헹굼보조제 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일회용 종이냅킨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형광증백제,일반세균,대장균,메탄올,포름알데히드 

일회용 이쑤시개

합성수지
잔류규격 납,카드뮴
용출규격 중금속,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

목재 용출규격 중금속,비소,허용외 타르색소

전분제
잔류규격 수분
용출규격 중금속,비소,허용외 타르색소

일회용 면봉

성인용 면봉
성상,면체와 축의 거리,축간거리,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축의 강도,일반세균,진균수,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어린이용 면봉

성상,면체와 축의 거리,축간거리,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축의 강도,일반세균,진균수,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유해원소용출 안티몬,비소,바륨,카드뮴,크롬,납,수은,셀레늄
유해원소함유량 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DEHP,DBP,BBP

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형광증백제,pH,포름알데히드,염소화페놀류(PCP),
염소화페놀류(TeCP),아조염료-안감,아조염료-방수층

어린이용 기저귀, 위생깔개

형광증백제,pH,포름알데히드,염소화페놀류(PCP),
염소화페놀류(TeCP),아조염료-안감,아조염료-방수층

유해원소용출 안티몬,비소,바륨,카드뮴,크롬,납,수은,셀레늄
유해원소함유량 총 납,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가소제 DEHP,DBP,BBP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포름알데히드
미용 화장지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위생물수건
성상,이물,이취,대장균,세균수,납,수은,비소,
카드뮴,6가크롬

일회용 행주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일회용 타월
키친타월

잔류규격 PCBs
용출규격 비소,납,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핸드타월 용출규격 포름알데히드

일회용 팬티라이너
성상,색소,산 및 알칼리,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흡수량,삼출,강도

물티슈용 마른 티슈 형광증백제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종이제

용출규격
잔류규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항목

목재류
전분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PET)
폴리락타이드(PLA) 
공통

시험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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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 
분석 사업

분석방법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PCBs란?

Poly Chlorinated Biphenyl(폴리염화비페닐)은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주로 변압기 내 절연 
유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특성 열에 안정, 전기 절연성 좋음, 화학적으로 불활성 물-난용성, 유기용매-가용성,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림

용도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변압기, 축전지 등 산업제품에 다양하게 사용

인체 영향 피부 색소 침착, 눈꺼풀의 종양, 식욕부진, 피로, 두통, 복통, 사지부종, 관절 부총창,
월경 이상, 성욕 감퇴, 호흡기, 신경 내분비 장애

법으로 사용금지 전기 사업법(1979년), 산업안전보건법(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1996년),
폐기물 관리법(1987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2007년)

분석방법 분석절차

PCB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절연유분석법)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한 후 GC-ECD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분석결과는 정수단위
결과 보고

PCB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ECD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분석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고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⑤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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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
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항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 4. 퍼티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항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사업 소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사업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오염물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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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성시기 최초 의뢰이거나 변경 내용(대표자, 주소, 업체명)이 있는 경우
  비      용 무료
  필요분야 화장품, 축산물 분석

시험 

시험  검사 
의뢰서 필수 서류 

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의뢰서 작성
-   
* 신규 업체 의뢰시 :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접속 다운로드 센터접수안내 다운로드

1) 식품/축산물/사료 분석 의뢰서 작성
-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 
(제품명, 식품유형, 포장단위, 보관상태, 제조일자 등 기록)
- 품목제조보고서
* 신규 업체 의뢰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3) 화장품 분석 의뢰서 작성
-   화장품 검사 의뢰서 작성 
(시료명, 용량, 제조번호, 제조일자, 시험항목, 수량 등 기록)
- 수입화장품일 경우 통관예정보고서(EDI) 사본
- 기능성화장품일 경우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신규 업체 의뢰시 : 사업자등록증

4) 위생용품/기구 및 용기  포장 분석 의뢰서 작성
-   
* 신규 업체 의뢰시 : 사업자등록증

2) 농산물 분석 의뢰서 작성
-   
* 신규 업체 의뢰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자택주소

www.oatc.co.kr

시험  검사 
접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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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방법

① 시험  검사 의뢰
- 의뢰방법 : 자사 방문, 홈페이지 문의, 전화 문의
- 온라인 시험 문의 : 홈페이지 (www.oatc.co.kr)
-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907호
- 070-4044-8830(시험문의)

② 접수
- 의뢰서와 시료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 완료 후 접수자가 접수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요청시 접수증과 견적서를 E-mail로 송부해드립니다.)

③ 시험  검사 수수료 납부
- 수수료 입금확인 후 성적서가 발행됩니다.

④ 시험  검사 실시

⑤ 시험  검사 완료

⑥ 성적서 발행
- 성적서는 E-mail 발송 후 등기로 원본 성적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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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사업 소개

GAP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및 
인증절차

인증기관
농관원 - 생산  출하 유통과정 조사점검사후관리-

생산자집단,
농업인

-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GAP기본교육이수(이수증발급)
- 영농일지 작성(1년 이상)
-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1년 이상)
- 조직결성 → 사업운영계획서
- 토양관리 시비처방서(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대학 등의 처방서)

사전준비-

인증기관
-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분석성적서(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인증심사심사

인증농업인
-
- 수확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 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생산
및
출하

인증기관 - 적합여부 판정심사결과
(인증서발급)심의

생산자집단,
농업인

※ 생육 기간의 2/3 경과 전 신청
- 위해요소관리 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
-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   신청수수료 5만원(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
   추가하되, 최고 40만원)
 •   심사원 여비(현장심사 1회, 사후관리 2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신청서 작성
↓

전문인증기관에
제출

첨부
서류

GAP 
인증사업

우수관리(GAP) 제도란?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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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컨설팅 사업 소개

HACCP 
컨설팅 사업

HACCP 
컨설팅 절차 신청 준비

- 조직진단
- 선행요건진단
- 현황 점검 및 위해요소진단
- 신청서류 작성

HACCP 인증 
절차 세부 항목

HACCP 시스템
구축 및 교육

- 해썹 관리계획 수립
- 교육 훈련 및 유효성 평가 실시

HACCP 인증 
절차 세부 항목

심사신청 -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HACCP 인증 
절차 세부 항목

현장 심사 - 현장 심사 준비
- 시정조치 사항 검토 및 보완

HACCP 인증 
절차 세부 항목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HACCP 인증 
절차 세부 항목

해썹(HACCP)이란?

해썹(HACCP)이란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해썹(HACCP)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합니다.



임상시험 사업 현황

임상시험 사업



OATC는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등 피부에 직접 작용
하는 제품들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
입니다.

다소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화장품 시험검사를 통해 다져진 연구 역량과 
고객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와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제고
시킨 점이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OATC는 현재의 피부임상시험센터를 시작으로 in vitro 시험 
평가를 담당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CRO 등으로 임상시험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상시험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전문성에 기반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2020년 6월, 확장 이전을 통해 대규모의 설비와 체계적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등 임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와 의뢰 제품에 적합한 임상시험을 진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객관적
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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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임상시험센터 소개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는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②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임상시험으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됩니다.

① 2020년 6월에 확장 이전을 통해 구축한 체계적인 임상시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고객맞춤형
    임상시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③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 절차(SOP)에 따라 시험합니다.
④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① 인체적용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② 인체적용시험은 자사의 시험책임자 혹은 시험책임자로부터 시험책임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인체적용시험은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시험 참가 동의를 받은 후 실시됩니다.

OATC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고객맞춤형 
임상시험 일정 수립 다양한 인체적용시험 가능

의뢰 제품에 가장 적합한 
임상시험 제안서 작성

임상시험과 품질검사
동시 진행 가능

임상시험 진행 과정
직접 확인 가능

피부임상 
시험센터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는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미용기기, 미용식품, 의약외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Medical Doctors)들의 지도 
하에 안전성이 보증된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화장품 임상시험 경험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여러 피부 임상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고객맞춤형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의뢰하는 제품에 가장
적합한 임상시험 제안서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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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임상시험센터 소개

임상시험 항목
    안정성 평가
  

- 피부 첩포에 의한 일차 자극
- 누적 첩포에 의한 누적 자극
- 누적 첩포에 의한 누적 자극 및 누적 감작에 의한 알러지
- 인체 대상 안과사용성(안적합성 평가, 안과 전문의 참여)
- 여드름 적합성 평가(non-comedogenic test, 피부과 전문의 참여)
- 두피 적합성 평가(피부과 전문의 참여)
- 민감성 피부 적합성 평가(피부과 전문의 참여)
- 피부 적합성 평가(피부과 전문의 참여)
- 여성청결제 평가(산부인과 전문의 참여)

    기능성 화장품 평가(식약처 제출용)

- 주름 기능성
- 미백 기능성
- 탈모 증상 완화

    기초 화장품 평가

- 피부결(거칠기) 개선
- (피부) 탄력 개선
- (피부) 더블 탄력 개선
- 탄성복원력
- 피부치밀도 개선
- (피부) 기미 완화
- 피부 밝기 개선
- 다크 서클 완화
- (피부) 광채 개선
- (피부) 보습 개선
- (n시간) 피부 보습 지속력
- 사용 중단 n시간 후 피부 보습 지속력
- (깊은 피부) 보습 개선 
- 표피 누적 보습 효과 
- 깊은 피부 누적 보습 효과 
- 피부 수분 장벽 개선
- 경표피수분손실량 개선
- 피부 유수분 개선
- 피부 각질 개선
- 주름 깊이 개선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입가, 목)
- 주름 개선 (이마, 미간, 눈가, 팔자, 입가, 목)
- 모공 평균 부피 개선
- 모공 면적 개선
- 모공 밀도 개선
- 모공 수 개선
- 모공 깊이 개선
- 모공 결 개선
- 모공 채움 효과

- 2중 모공 개선
- 피부 리프팅 효과
- T존(이마, 미간) 볼륨 개선
- 아이백 개선
- 눈 밑 꺼짐 개선
- 블랙헤드 개선 
- 화이트헤드 개선 
- 항노화 효과
- 굵은 주름 개선
- 미세 주름 개선

- 피부 모공 개선
- 모공 부피 개선
- 피부 온도 감소 효과
- 여드름 피부 적합
-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
- (피부) 피지 분비율 개선
- 물리적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효과
-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 완화
- 피부 진정 효과
- 붓기 완화 효과
- 순수한 피부 탄성도
- 피부 pH 개선
- 깊은 피부 탄력 개선
- 일상 피지 개선
- 입가 리프팅 효과
- 팔자 리프팅 효과
- 눈두덩이 리프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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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임상시험센터 소개

    색조 화장품 평가

- 입술 보습 개선
- 입술 윤기 개선
- 워터프루프 효과
- (n시간) 메이크업 톤업 효과
- (n시간) 붉은기 커버력
- (n시간) 노란기 커버력
- 더블 톤업 효과
- 트리플 톤업 효과
- 피부 균일 톤업 효과
- (n시간) 주름 커버력
- (n시간) 모공 커버력

- (n시간) 기미 및 잡티 커버력
- (n시간) 다크써클 커버력
- (n시간) 홍조 커버력
- (n시간) 메이크업 균일도
- 피부 광채 톤업 효과
- (n시간) 광채 지속력
- (피부) 10광채 효과
- 밀착력
- (n시간) 색상 지속력
- (n시간) 입술 주름 커버력
- (n시간) 입술 볼륨 지속력

    두피&헤어

- 두피 피지 개선
- 두피 진정 효과
- 두피 각질 개선
- 두피 보습 개선
- 모발 볼륨 개선
- 모발 윤기 개선
- 모발 염모력
- 모발 색상 유지력
- 모발 인장강도 개선
- 모발 큐티클(거칠기) 개선 
- 모발 안티에이징 효과
- 두피 냄새 개선
- 비듬 방지 효과

  세정제류

- 블랙헤드 세정력
- 화이트헤드 세정력
- 메이크업 제품 세정력
-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세정력
- 토탈 메이크업 제품 세정력
- 자외선차단 제품 세정력
- 모공 속 노폐물 세정력
- 미세먼지(모사체) 세정력
- 항균(력)
- (피부) 피지 세정력

    네일

- 손톱, 발톱 거칠기 개선
- 손톱, 발톱 윤기 개선

  기타 평가 

- 땀분비 개선
- 감성평가

임상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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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최종 시험 결과 보고

피부임상시험 
의뢰방법

① 피부임상시험 상담
- 의뢰방법 : 자사 방문, 홈페이지 문의, 전화 문의
- 온라인 시험 문의 : 홈페이지 (www.oatc-sctc.co.kr)
- 오시는 길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201~1204, 1209호
- 효능, 저자극 시험 문의 : 070-4044-8839
- 전문의 참여 요청 시험 문의 : 070-4044-8818

② 연구계획서 작성 및 검토
- 신뢰성 검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시험 진행 가능 여부 확인

-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 취합
- 선정 제외 기준에 맞는 피험자 선별

- 피험자 선정
- 시료 배포 및 사용법 안내
- 시험계획서에 따라 측정 진행

   (IRB 심의 완료 후 시험 착수 가능)

③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④ 시험시료 수령

⑤ 피부임상시험 진행

⑥ 시험데이터 분석
- 결과 분석 후 통계처리를 통해 유의성 확인

⑦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신뢰성 검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검토

피부임상시험센터
시험 및 의뢰절차

시험 및 의뢰 절차

- 의뢰사로부터 시료와 ‘시험시료 안전성 확인서’ 수령



글리아셀텍 사업 현황

글리아셀텍 사업



OATC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신경병
증성 통증, 다발성경화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하는 바이오 신약 기업입니다.

최근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기존의 신경세포 중심에서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인 microglia로 옮겨감에 따라 이를 표적으로 하는 연구가 세계
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microglia를 전문
으로 하는 기업이 없으며,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업체들만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OATC는 20여 년 넘게 microglia를 전문으로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경면역학 이성중 교수와 함께 뇌질환연구소를 구축, 
microglia 특이적인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OATC는 제대로 된 치료제 하나 없는 척박한 뇌질환 치료제 분야
에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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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 안에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neuron)와 이를 감싸는 1조 개의 신경교세포(neuroglia, 

에만 주목해왔습니다. 양적으로는 10배나 많은 glia이지만, neuron을 붙잡아주는 지지대나 영양을 
공급하는 단순 보조자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glia가 다양한 신경 활동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원인 모를 신경병증성 통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들이 모두 glia의 이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neuron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뇌신경 질환 치료제 개발
의 잇따른 실패와 맞물려 더더욱 과학계의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glia로는 신경 조직을 지지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등 neuron의 활동을 도와주는 성상
교세포(astrocyte), neuron의 축삭(axon)을 둘러싸 수초(myelin sheath)를 형성 유지하는 희돌기
교세포(oligodendrocyte), 뇌 속에서 면역 활동을 담당하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 등이 있습니
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받고 있는 glia가 microglia입니다.

뇌 속의 유일한 면역세포, Microglia에 주목하라!

글리아셀텍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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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구축, 혈액 내의 모든 
잠재적인 위험 물질들이 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외부의 적으로부
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세포의 출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뇌에는 면역 활동을 담당할 
면역세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microglia입니다. 

뇌 속의 면역세포로서 microglia는 다른 장기에 존재하는 선천성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macrophage)와 유사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microglia는 여러 가닥의 
가늘고 긴 가지 돌기(cell process)와 작은 몸체(cell body)를 지닌 분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암제 개발에 있어 1세대인 세포독성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에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
오른 것이 바로 항암면역치료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암 치료법으로, CAR-T와 같은 면역세포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뇌신경 질환에도 면역세포인 microglia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방향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microglia의 기능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신경병증성 통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의 병인기전으로 밝
혀지며, microglia를 표적으로 한 신약 개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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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lia와 연관된 뇌질환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이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으로 유발되는 통증으로, 자
극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자발통(spontaneous pain), 무해한 자극에 반응하는 이질통
(allodynia), 유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각과민(hyperalgesia)과 같은 임상적 증상을 동반한 
만성통증 질환을 말합니다. 특히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한의 통증이라 불리우는 희귀 난치병인 복
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신경병증성 통증의 한 부류입니다.

세계적으로 10%에 육박하는 인구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정도로 인류의 삶에 크
게 영향을 끼치는 질환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경병증
성 통증에 대한 치료는 주로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에서 이온통로(ion channel)의 활성도를 조절
하는 약물(gabapentin, pregabalin, lidocaine 등)이나 내인성 억제기전을 보강하는 약물(TCA, 
duloxetine,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약효의 지속시간이 
짧고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억제해 감각을 둔하게 하는 등 부작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 진통제의 경우 중독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신경병증성 통증의 발생이 척수(spinal cord) microglia의 비정상적인 활성화에 의
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microglia 활성을 조절해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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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뇌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이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신경세포가 퇴행하면서 
인지 기능이나 감각 기능, 자율신경 기능, 운동 조절 능력 등에서 이상을 보이는 신경 질환을 말합니
다. 대표적으로 치매로 일컬어지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과 운동 장애를 부르는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수십 년간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
발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지만, 정작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신경세포 사멸
에만 초점을 맞춘 치료제 개발 연구들은 줄줄이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면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조직에 축적되는 β-amyloid나
α–synuclein plaque이 신경 독성을 띠며 장기적으로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microglia가 포식 
작용을 통해 이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microglia의 기능 저하는 퇴행성 뇌질환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에서는 정상인
보다 microglia가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이 발현하는 염증성 cytokine과 활성산소가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도 aggregated α–synuclein plaque이 주변의 microglia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cytokine과 활성산소가 주요 병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출처 : Bachiller et al., Front Cell
Neurosci., 2018, 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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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spinosa-Parrilla et al., 
Trending Topics in Multiple 
Sclerosis, Ch3 p307-328)

Microglia와 연관된 뇌질환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이란 뇌, 척수, 시신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중추신경계 자가
면역질환으로, 그 발병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팔과 다리의 감각 소실, 
사지마비, 시력저하, 균형감각 소실, 어지러움,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병리학
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탈수초성 
질환(demyelinaing disease) 중 하나로, 수초가 벗겨져 탈락되며 신경 신호의 전도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 중추신경계 염증, 탈수초화(demyelination), 교세포 흉
터 형성(glial scarring)을 특징으로 합니다.

임상적으로 흔히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질병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완치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급성 악화 및 재발 치료를 위
한 스테로이드계 주사나 증상 완화를 위한 면역조절제(인터페론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점에서 과학계는 예전부터 중추신경계의 유일한 
면역세포인 microglia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면역 시스템이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하는
지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주요 원인으로는 oligodendrocyte를 죽
이는 자가면역 T세포(autoimmune T cell)의 활성화와 중추신경계 유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microglia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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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aolicelli and Ferretti, Front. 
Synaptic Neurosci., 2017, 9:9)

정신 질환(psychological disorders)이란 사람의 사고나 감정, 행동 측면에서 병적인 정신상태를 의
미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양극성 장애, 발달 장애인 
자폐증, 정신 분열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 장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정신 질환을 외부의 충격에 대한 마음가짐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쉽지만, 이 역시 생리적인 뇌 기
능의 이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우울증을 마음의 병으로만 여겨 환자에게 외부 스트레
스를 받아들이는 자세 변화와 함께 우울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행복호르몬’으로 불
리는 세로토닌(serotonin)이나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농도를 증가시키는 항우울제를 처
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보다는 대증요법에 가까운 접
근법으로, 정작 생리적인 문제로 인한 우울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microglia의 기능 이상이 우울증이나 자폐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
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microglia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cytokine인 IL-1β나 염증에 의해 
유도된 IDO라는 효소 기능의 증가가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자폐증이나 조
현병의 경우 유아나 청소년기 뇌의 비정상적인 시냅스 발달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microglia의 시냅스 가지치기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자폐증이나 조현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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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lia 전문 연구 기업, OATC

OATC는 20여 년간 microglia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경면역학 이성중 
교수와 함께 뇌질환연구소를 구축, 글리아셀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성중 박사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glia 연구로 미국 알라배마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박사후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
학원 신경면역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성중 박사의 관심은 오로지 
microglia를 중심으로 한 glia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례로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뇌졸증/뇌
전증에서 microglia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100여 편의 SCI 논문과 다수의 특허를 보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OATC는 이성중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학교의 우수 연구자들과 microglia 표적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최적화된 in vitro 및 in vivo 연구 개발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microglia 연구에 매진
하고자 합니다.

이런 microglia 연구 역량을 토대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부터 신경
병증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정신 질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치료제 하나 없는 척박한 뇌신경 질
환 치료제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개척자가 되고자 합니다.

NAMING
GliaCellTech는 microglia를

중심으로 glia cell을 대상으로 하는 
technology라는 의미입니다.

SYMBOL
심볼은 여러 가닥으로 뻗어 있는
microglia를 형상화하였습니다.

SLOGAN
'All that Glia'라는 슬로건은 microglia를

포함해 glia 연구의 모든것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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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치료제의 특성상 신경세포나 중추신경계의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microglia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microglia 특이적인 약물 개발 플랫폼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phage display 방법을 이용해 microgli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eptide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phage display library와 single-chain antibody variable region(scFv) library를 제작하여 스크리닝에 활용하고 있
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peptide를 통해 기존에 검증된 항염증 물질을 결합시켜 다양한 뇌신경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자 합니다. 또한 microglia 활성 조절 세포막 수용체를 대상으로 phage display 기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microglia 활
성을 조절할 수 있는 peptide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Microglia-targeting peptide01

대식세포처럼 microglia도 외부 물질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약물/유전자를 나노 입자에 싸거나 결합해 투여하면 약물/
유전자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전달 방식은 신경세포 등에도 영향을 미쳐 off-target effect에 의한 부작
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노 물질의 약물 전달체로서의 효용성은 microglia에만 작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ATC는 다양한 나노 물질 스크리닝을 통해 microglia 선택적인 나노 물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발굴한 나노 물질에 microglia 특이적인 peptide를 결합시켜 특이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합니다.

Microglia-targeting nanoparticle02

생체 내 면역 반응이 적고 염색체에 유전자가 삽입될 가능성이 적어 비교적 안전한 adeno-associated virus(AAV)
를 활용하여 microglia 활성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virus vector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AAV 
serotype은 microglia에서 발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microglia에 대한 specificity가 높은 serotype과 
자체 발굴한 microglia 특이적인 프로모터를 사용함으로써 microglia 표적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Microglia-targeting virus vector03

OATC의 접근법



인증 및 수상 실적

OATC 기업 
인증 및 수상

인증 및 지정
O
ATC lnc.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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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검정기관 지정서

친환경인증 검사 유효성 검증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수질측정대행업 등록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인증 및 수상 실적

O
ATC lnc.

OATC 기업 인증 및 수상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 친환경인증 검사 유효성 검증서
- 검정기관 지정서

- 사료검정인정기관 인정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증 

- 서울형 강소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 하이서울브랜드 지정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서 

임상시험 관련 인증 및 지정

- ISO 9001 인증서
- 한국미용산업협회 정회원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임상시험 관련
인증 및 지정

ISO 9001 인증서 한국미용산업협회 정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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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01~806호, 905~912호, 1010~1011호, 1103호

Contact Tel. 070-4044-8830  /  Fax. 02-865-8832  /  Email. oatc@oatc.co.kr

시험검사사업 Tel. 070-4044-8830  /  Fax. 02-865-8832

임상시험사업 Tel. 070-4044-7888  /  Fax. 070-4032-7777

글리아셀텍사업 Tel. 070-4044-8023  /  Fax. 02-865-8832

뇌질환연구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309호 신경면역학 실험실

피부임상시험센터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201~1204, 1209호

OATC >
www.oatc.co.kr

OATC 시험검사 사업 > 
www.oatc-tni.co.kr

OATC 임상시험 사업 >
www.oatc-sctc.co.kr

OATC 글리아셀텍 사업 >
www.gliacelltech.com

블로그 
Blog.naver.com/oatc_

인스타그램
Instagram.com/oatc.co.kr

홈페이지 및 SNS충청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503-13
합동빌리지 401호
Tel. 070-4164-7506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1길 18
Tel. 064-725-6667
Fax. 064-725-6668

강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55번길 24-5
Tel. 033-762-2231
Fax. 033-762-2236

경북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6길 23-27 상가 101호
Tel. 053-323-8830
Fax. 053-323-8831

Contact



www.oatc.co.kr

(주)오에이티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