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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인프라 (장비·시설·네트워크) 활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

식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서비스 제공

신제품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호적 품질(맛, 향, 조직감) 특성 평가

식품품질안전센터

기업애로해결을 위한  패키징 설계·분석 지원

포장재 안전성 평가 및 유통환경 시뮬레이션 서비스 지원

식품패키징센터03

기업맞춤형 시제품 소량생산, 위탁가공생산, 건강기능식품 GMP 

생산 지원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 

파일럿플랜트04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신규소재 발굴을 통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업의 기능성 원료(제품) 인증을 위한 기능성 평가 지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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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수의 글로벌 연구소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선진 기술교류 및 기업 니즈별 전문가 매칭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합니다. 

국내·외 산학연 기술교류

단 시간내에 효과적인 검사분석을 원하는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험평가를 통한 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GLP 인증시설 활용지원('17년 예정)

시험분석서비스

기술지원 전문 코디네이터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 획득, 생산공정 개선, 전문 교육 등 

다각적인 처방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인증 및 기술 컨설팅

제품 개발에서 생산 및 완제품 포장까지 기업 맞춤형 생산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상품화 니즈를 제공합니다. 상품개발에 

가치를 더하는 인증시설(GMP) 구축을 바탕으로 기술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17년 예정)

식품벤처센터 입주 기업과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 수행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도모합니다. 벤처기업에 필요한 

상품 기획부터 유통되기 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여 

One-Stop 기술지원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벤처기업 기술지원

기업공동기술개발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연 2회 과제를 선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인프라(장비·인력)을 활용하여 수요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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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F 

미지 성분의 정성분석

NGS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RT-PCR 

유전자 발현량 확인

기능성 

패키징 

투과도시험기(WVTR,OTR)

포장재 수증기 및 산소투과량 측정

만능재료시험기 (UTM)

인장강도,신장률, 압축강도 측정

FT-IR 

포장재 재질 및 이물 분석

품질안전 

GC-Olfactometry

향기성분 분석

전자혀 

식품의 맛 패턴 분석

Texture analyzer(TA)

조직감 및 물성분석

파일럿플랜트 

발효기

미생물 및 세균 다목적 배양

농축기

추출물을 고농도로 농축

PET 음료 포장기

PET 형태로 제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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