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of people
with the bio-technology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인사말

1996년 렉스진바이오텍이라 는 회사명으 로 시작한 저희 (주)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성 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OEM/
ODM 기업입니다.
(주)노바렉스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생명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과 인체시험을 통하여 신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R&D 중심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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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노바렉스는 제품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충청북도 오창 과학
단지 내에 ISO9001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획득한 최신 자 동화 공장을 다수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난
20여년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상위권 건강기능식품 전문 OEM/ODM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주)노바렉스는 200여종 이상의 정제, 연질/경질 캡슐, 파우더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를
연매출 20%이상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GNC, 호주 BLACKMORES와 같은 대표적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기업과 독점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료 .......................................... 12

(주)노바렉스는 한국의 천연자연 소재와 식품을 더욱 기능화 하고 고급화 하여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의 미래를 책임지며 세계적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 16

감사합니다.

연구 개발.................................... 18

대표이사

권 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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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고객 중심의 최고의 서비스

저희 (주)노바렉스는 언제나 전문적이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임을 자부합니다.
(주)노바렉스는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 OEM & ODM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모든
사항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만족스러운 제품을 공급함을 약속 드립니다.

전략

“우리는 최고의 가치, 높은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최단시간에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항상 노력 하고 있습니다.”
(주)노바렉스에서 생산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속에서 최신 자동화 시설을
사용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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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건강기능식품 개발
(주)노바렉스의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제품 기능성에 대한 연구 및 원료의
표준화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 대중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노바렉스는 국내외 새로운 원료 및 제품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용, 발전 시켜 고객에게 전달 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렉스플라본 (회화나무열매 추출물, 개별인정 제2010-27호)은 저희의
혁신적인 새로운 원료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 시켰으며 “CBP (Colostrum Basic Protein)”는

수출 및 글로벌 기업

(주)노바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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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산업 단지내의 대규모 제품 생산 공장 증축 (現 3곳의 공장 시설 보유)
·자동화 시설을 기반으로 훌륭한 생산능력 보유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 가능 (정제, 연질/경질 캡슐, 파우더, 젤리 등)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고객을 존중하는 기업
저희 (주)노바렉스는 고객사의 니즈(needs)에 따라 생산, 공급하는 OEM 방식과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Know-How를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 방식을 구축하여 고객사의 만족을 드리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식품 기업

1

다양한 종류, 높 은 품질의 OEM/ODM 건강기능식품 을
공급합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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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비즈니스 네트워크

(주)노바렉스 사업전략

혁
신
적
인

2015년
Gummy jelly 생산 예정
2015년
‘2015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건강기능식품부분 대상 수상
2015년
제 2공장 종합 포장실 구축
2014년
백만불 수출의탑 달성
2013년 11월 (주)노바렉스로 사명 변경
2013년 3월 3공장(연구소, 연질 캡슐라인) 신축기공
2012년 		 국내특허 1건, 개별인정 1건
2012년 11월 호주 BLACKMORES와 제조계약 체결
2012년 9월 미국 GNC와 제조계약 체결
2011년 12월 벤처기업확인(한국벤쳐캐피탈협회, 유효기간 2013년 12월 29일)
2011년 6월 Probio Pharma Ltd(필리핀)과 OEM 생산개발 및 파트너쉽 MOU 체결
2010년		 개별인정6건
2010년 8월 렉스진바이오텍/헬스싸이언스 합병 [합병회사명 (주)렉스진바이오텍: 대표이사 권석형]
2010년 5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010.5~2012.4: 지식경제부)개시,
		 과제명: 효모유래 기억력개선 기능성식품개발
2009년		 해외특허1건 개별인정 10건
2009년 12월 벤처기업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효기간 2011년 12월 29일)
2009년 10월 Valensa International, Inc(미국)와 사업공유계약 체결
2009년 4월 (주)렉스진바이오텍 지분 100% 헬스사이언스(주) 보유 -대표이사 권석형
2008년		 해외특허 1건 개별인정 2건
2007년		 국내특허 1건 해외특허 2건 개별인정 1건
2007년 2월 우수건강식품 음료공장 GMP 적용업체 지정
2006년		 국내특허 2건 해외특허 2건
2006년 8월 건강음료공장 준공
2005년		 국내특허 6건 해외특허 1건
2005년 9월 뉴질랜드 세퍼렉스사와 CBP 생산 및 판매 협력 계약 체결
2005년 6월 우수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체 지정
2004년		 국내특허 2건 해외특허 3건
2003년 		 국내특허 1건 해외특허 2건
2003년 10월 오창공장 준공
2003년 9월 충청북도 일류벤처기업 (충청북도)
2002년		 국내특허 1건
2002년 12월 ISO9001 인증 획득
2002년 11월 코스닥 상장
2002년 10월 2002년 대통령상 (벤처기업대상) 수상
2002년 7월 2002년 벤처기업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 인증- 전경련
2000년 9월 2000년 국무총리상(벤처기업대상)수상
2000년 1월 부설생명과학연구소 설립인가(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1996년 7월 회사설립

젖소 초유에 함유된 다량의 성장인자인 IGF 1, TFG-β를 함유한 원료로
어린이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특허 성분으로 국내외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널리 사용 되고 있습니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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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진출
제품의 고급화와 차별화 정책에 의한 고객의 제품 및 서비스 만족을
기반으로 (주)노바렉스는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
했으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세계화 하여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등의
해외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만족을 위해 모든 서비스를
저희 (주)노바렉스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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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생산
(주)노바렉스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를 획득한 최신 자동화 공장을
보유하여 타 제조처와 구별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노바렉스는 제형의 다양화로 고객사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연질 캡슐

연질 캡슐

경질 캡슐

정제

파우더

구미젤리

파우더
(주)노바렉스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간 백만 박스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로 단백질
보충제, 스포츠 영양소 제품, 다이어트용 제품, 효소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 되고 있습니다.

연질 캡슐 생산

파우더 생산

·생산량 : 1일 최대 3백만 캡슐 생산 가능
·형태 & 사이즈: 계란형, 장방형/ 320 mg ~ 1,300 mg
·그 외 : 투톤 칼라 생산 가능
·제품 적용: 멀티 비타민/미네랄, 오메가3, 쏘팔메토, 루테인,
지아잔틴, 미역등복합추출물(잔티젠™) 등 유상의 기능성 원료

·생산량: 1일 400,000 컨테이너 생산
·형태& 사이즈: 1 ~ 60 g (스틱, 파우치) / 1 ~ 5 kg (벌크)
·제품 적용: 멀티 비타민/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주요포장 및 제조설비

경질 캡슐
150종 이상의 다양한 제조가 가능하며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질 캡슐 생산

packing
machine

·생산량 : 1일 1백오십만 캡슐 생산 가능
·형태&사이즈: 0호 00호/450 mg ~ 800 mg
·그 외 : 투톤 칼라 생산 가능
·제품 적용: 멀티 비타민/미네랄,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키토산, 프로바이오틱스 등 분말형태의 기능성 물질

멀티팩 포장기

스틱포 포장기

자동 병 포장기

정제

리프트 블렌더

PTP 포장기

구미젤리
(주)노바렉스는 10년 이상의 제조경험과 최신식 장비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정제 생산
·생산량: 1일 5백만정 생산 가능
·형태 & 사이즈: 장방형, 계란형, 원형, 삼각형,
각종 캐릭터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등) 200 mg ~ 1,800 mg
·제품적용: 멀티비타민/미네랄, 글루코사민, 스피루리나, CBP,
은행잎추출등 분말형태의 기능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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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검출기

저희 (주)노바렉스는 2015년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구미젤리 생산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성의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젤리
·생산량: 1일 약 400,000 구미젤리 생산 가능
·형태 & 사이즈: Bear, 고객사의 needs에 맞는 몰드 추가 예정
·제품 적용: 멀티비타민, 미네랄, 칼슘 및 다양 기능성 제품

7

앞선 기술로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
(주)노바렉스는 200여종 이상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생산 하고
있으며 매년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천연 종합 비타민 및 미네랄

천연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은 건강한 몸을 가꾸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총 13가지의 필수 비타민은
각각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비타민 섭취는 건강한 삶을
유지 시켜주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노바렉스는 다양한 종류의 필수 비타민을 매일매일 간편하게 복용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 시킬 수 있도록 여러 제형의 제품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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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팔메토

어린이 성장 및 임산부 전문 제품

미국 Valensa사의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저희 쏘팔메토

프로바이오틱스

장 속 유 산균 을 효과 적으 로 보충하 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 자신합니다. 미국
약전 (US Pharmacopeia)에 의해 이미 전립선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Valensa사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눈건강·뷰티

임상시험을 통하여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며 특히

Global 기업 제품

미국 GNC 및 호주의 Blackmores 제품을국내 유일 독점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품

Valensa사 내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사의 쏘팔메토
원료보다 4배 이상의 베타 카로틴, 10배 이상의 루테인,
30배 이상의 지아잔틴 등이 함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수 국내 굴지의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저희 (주)노바렉스는 고객 여러분께 국내 최고의
쏘팔메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에 필수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 제품들과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CBP 제품
등을 생산 합니다. 또한, 임산부 전문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립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보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체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 합니다.

오메가3

혈행개선 및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다양한 기능성을 접목시킨 제품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0

파우더

섭취방법과 형태가 다양한 분말제품을 생산 합니다.

다이어트

정제, 분말, 캡슐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노바렉스는 강력한 항산화 제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활성 효소,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엽록소
등 세포 대사를 보호 및 개선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사 개별인정 제품

(주)노바렉스에서 독자적으로 개별인정받은 원료로 특별한
제품으로 차별화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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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플라본 (REXFLAVONE)
회화나무열매추출물 : 제 2010-27호

원료
저희 (주)노바렉스의 생명과학연구소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원료의
표준화 및 기능성 연구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을 개선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매우 혁신적인 새로운 원료들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며, 또한

렉스플라본은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회화나무 열매를 추출해서 얻어진 다량의
이소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렉스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효능과
함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완화 하고,
뼈의 칼슘을 조절 하기도 하며, 고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렉스플라본은 천연식물 추출물로서 독성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 됩니다.
Main active ingredient: Sophoricoside 10~15%
O

O

자체적으로 신규 원료에 대한 기능성 연구에 집중하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에 대한 기능성을

OH

O

OH
OH

HO

인정받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OH
HO

O

렉스플라본의 장점
· 높은 이소플라보노이드 함유
· 배당체 형식으로 체내 흡수력 증가
· 허브에서 추출하여 무독성 원료
· 다양한 함량 (10~90%)
· 비유전자 조작 (NON-GMO)원료
·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인정 원료로 인정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임상시험·원천기술력 확보 (특허 6건):
렉스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시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주 임상 시험에서
갱년기 증상 호전을 평가하는 중요 지수인 KI (Kupperman Index)의 개선이
인체시험을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p ＜0.0392). 또한 in vivo 시험에서 경골 내의
지주골(해면골)의 면적이 증가됨을 나타내어 골다공증 및 뼈 손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입증 되었습니다.

지주골(해면골)의 면적증가

대조군

회화나무열매추출물 투여군

골다공증 및 뼈 손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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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초유단백분획물)
초유단백분획물 (Colostrum Basic Protein, CBP)은 성장인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IGF-1), 형질 전환 성장 인자
베타-2 (TGF-β2), 성장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초유단백분회물의 항체는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프로세스 즉, 세포의 분열, 분화, 소멸 및 성장촉진, 소화계 발달 등 전반적인 수동 면역 항체를 공급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장점은 천연 쏘팔메토 열매를 최신 기술인 초고압 초임계 추출에 의해 생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만을 용매로 사용하는 초임계 추출 기술은 다른 어떤 화학적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천연 그대로의 효능을
전달 할 수 있으며 고유의 진한 색상은 다른 제조사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과의 제품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Valensa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사의 동일 제품보다 3배의 베타카로틴 함량을, 10배의 루테인 함량을 그리고 30배의
지아잔틴 함량을 보여 줍니다.

USPlus® & Saw Pametto Ro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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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단백분획물
(CBP)의 효능 (동물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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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0.05%, 0.5% and 5% 의 CBP를 투여한 쥐의 성장도 (각각 37.52 mm, 37.94 mm, 38.11 mm씩 성장함)

Serum IGF-1과 성장호르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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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lus® : Ultra high pressure extract, deep and rich color
Rosso® : Brilliant natural rose-colored extract, low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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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등 복합추출물 (잔티젠) (제 20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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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팔메토
현재 미국 Valensa사의 USPlus 쏘팔메토 원료는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주)노바렉스에서 사용하는 쏘팔메토는 적절한 수확시기에 맞춰 열매를 채취하고 초임계 추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원료
생산에서 포장까지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습니다. Valensa사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미국 약전의 지방산 지문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 하고 있습니다.
(U.S. Pharmacopeia Saw Palmetto Extract. USP26-NF21 First Supplement. 2003, p.3024-25).
Valensa사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품질로 저희 (주)노바렉스에 의해 공급 됩니다. 유기농 및
코셔 인증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원료로 그 우수성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지방간 감소

Xantigen™은 새로운 다이어트 소재 원료로 미역 추출물의
fucoxanthin 성분과 석류씨 오일의 punicic acid 성분의
복합물 입니다. 이 제품은 스페인의 PoliNat사에서 개발한
원료로 현재 미국 특허에 비만 치료 원료 “Composition for
Treating Obesity Patent No. US 8,367,072, B2”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미역 추출물에 풍부하게 함유된 fucoxanthin은 다이어트에
관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 지방 축적 감소 및 혈중 지방 감소에
효능을 보였습니다. 석류씨 오일의 punicic acid 성분은
트리글리세리드 및 아포리포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0.06

0.05
0.00

Xanthigen™

UCP-1
상향조절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REE) 증가

체중감소

혈중 지질 및
간 효소 개선

백색지방 감소
(흉부, 체지방)

항소염 마커
레벨 개선

Xanthigen의 작용기전

Xantigen™의 사전 임상 실험결과 인간에게 체중 감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 하였으며, 작용기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Peer-reviewed, publish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인체 시험
· 시험 대상자에게 각각의 Xanthigen™을 매일 600 mg씩 16주간동안 복용한 결과 평균 14.2 pounds (6.6 kg) 감소
하였으며 대조군 대비 복용 6주후부터 유의적 차이를 보임
· Xantigen™의 복용은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지방간 감소의 효과와 체내 지방을 조절하는 결과를 보임
· 혈중 지방에 대해 개선 효과 및 간 효소, 혈압 등의 효과 입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별인정 원료로 인정 (제2013-10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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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노바렉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Xanthigen™에 대하여 2013년 개별 인정이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14

15

Lactomin Cap (태국, 베트남에 수출)
·프로바이오틱스의 맛을 향상 시켜 미립 캡슐화 시킨 제품
·열과 산에 대한 안정성 확보
·유산균의 위장에서의 높은 생존율 확보

Lactomin Plus
·3가지의 유산균과 함께 코팅된 프로바이오틱스
·위액의 안정성 확보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적 분배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와 새로운 어린이용 제품 출시

Lactomin Capsule and Plus
·급성 설사에 의한 몸의 불균형을 자연적인 항생 물질 생성 증진, 장 속의 점액 및
pH 안정화, 유해균 억제 등에 효과
·많은 소화 효소 생성, 특히 우유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 생성 증가
·장내 운동 촉진 효과
·대장내의 부패에 의한 독성 박테리아균의 성장 저해

Lactomin 장점
·3가지의 유산균을 혼합
·NOLTEC Technic에서 생산한 미립캡슐을 사용하여 위액에서의 분해를 막고 장까지
안정적으로 전달

해외시장 개척
(주)노바렉스는 항상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려 왔으며, 현재 다수의 유명 글로벌
기업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호주 및 동남아시아에 제품을 생산, 공급 하고

·FOS 첨가 (Fructose Oligo Saccharide): 천연 섬유질을 사용하여 유익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변비 예방

제품 특징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GNC, 호주 대표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유산균 (Lactobacillus acidophilus, Bifidobacterium longum, Streptococcus
faecalis) 은 많은 임상 시험에서의 효능이 입증 되었습니다.

BLACKMORES 와 2012년도에 국내 유일 독점 제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2014년

·급성 설사로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 박테리아 생성을 억제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백만불 수출탑 수출의 탑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게 함
·우유 섭취시 나타나는 유당불내증 완화
·변비 예방
·노화 및 두드러기, 또한 장의 부패를 억제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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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개발

연구개발
2 0 여 명 이 상 의 석·박 사 들 로 이 루 어 진 (주 ) 노 바 렉 스 의
생명과학연구소 전문 연구원들은 다년간 건강기능 식품 연구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경험을 바탕으 로 국내외 대학 병원,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철저히 관리된 제품으로 한정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식품에 대한 동물시험 및 인체시험 연구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88가지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 등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 개발 및 다수의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국내의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선구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노바렉스는 개별인정팀을 신설하여 국내외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새로운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소싱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업체별 개별인정현황
( 2015년
7월 기준 )
업체별 개별인정현황
(2015년 7월 기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O.N Phyt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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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국내 총 243개의 개별인정형 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 시험 및
검증

승인되었으며 저희 (주)노바렉스의 지속적인 원료 소싱 및 개발을 통하여 이 중
33개의 원료들을 저희 (주)노바렉스에서 승인 받게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개별인정을 받은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저희 (주)노바렉스는

신제품
품질 검증

전임상 및
독성 시험

33

30
30

노바
렉스

새로운 원료 개발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국제표준화
신제형 개발

R&D 네트워크

40
40

00

생명공학

정보교환
합동연구

개별 인정 원료 (건)

최고의 전문연구진과 효율적인 산업과의 네트워크: 대학·연구기관과의 삼위 일체

개별 인정 원료 (건)

50
50

내부 품질 검증
아주대학교
삼성의료원
식품 분석 시험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신규 소재들을 확보,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노바렉스의 개별인정형 원료들은 갱년기 여성건강, 항산화,
기억력개선, 긴장완화, 관절건강, 체지방 감소, 요로건강, 전립선 건강, 피부보습, 눈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여러 원료들을 보유하게

제품의 연구 개발, 원료의 해외 소싱 및 계약 구조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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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2 공장

3 공장

www.novarex.co.kr
서울 사무소

오창 1 공장

오창 2, 3 공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9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60

우영벤처빌딩 8~9층

• Tel: 82.43.216.0080

• Tel: 82.43.218.0510/4

• Tel: 82.2.587.0019/103

• Fax:82.43.216.6660

• Fax: 82.43.218.0517

• Fax: 82.2.587.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