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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노에듀_회사개요

대표이사

대표번호

주소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

면허 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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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NA밸리_회사개요

대표이사

대표번호

주소

회사명 사업자번호

업종

면허 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주요사업

• 질병유전자검사분야 감염성질환 암유전자진단 각막이상증등

• 건강유전자검사분야헬스케어 소변중금속검사 개인맟춤형진단검사등

• 체외진단분석시약 감염성질환검사시약 암유전자검사시약등

• 연구관련검사서비스 다양한분야의연구및용역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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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DNA Service Center_조직현황

fn DNA Service 
Center

에프앤이노에듀와 한국DNA밸리는 각 사의 R&R에 따라
DNA DTC 검사와 검진결과를 One Step으로 교육을 통해
맞춤형 Curation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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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DNA Service_검사레퍼런스
fn DNA Service 유전자 검사기관인 한국DNA밸리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형 고객사와 유전자 기반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사업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04.    DNA Curation 서비스 MOU fn이노에듀

 2022. 03.    ㈜마이더스 코리아와 유전자검사(탈모) 중국 수출 협약체결

 2022. 02.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화장품 개발(Morose Cream, Morose Essence 출시예정)

 2021. 07.    일동바이오사이언스㈜와 한국DNA밸리 화장품 공동계발(중국수출)

 2020. 09.   ‘한국DNA밸리 제1공장’ 설립 및 공장등록

 2019. 11.   ‘디씨엘진단검사의학과의원’과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19. 07.    일본 오사카 소재 ‘모토케어유전자연구소’ 합자 설립

 2018. 09     ‘2018년도 바이오헬스산업 수요맞춤형 장비활용지원사업’선정

 2017. 05     ‘㈜비에프생명과학’과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16. 03     ‘메디우먼산부인과의원’과 유전자검사 계약 체결

 2015. 07     ‘부천 하나이빈후과’와 유전자검사 계약 체결

 2010. 04     연세 SK 병원 유전자 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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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검사항목과의료행위구분
fn DNA Service

체질량,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카페인대사, 
중성지방, 원형탈모, 유전성탈모, 머리카락굵기, 
색소침착, 피부노화, 피부탄력등

※ 목적으로 염색체 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입니다.
유전적 질환뿐만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여러분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고 최근 휴먼게놈프로젝트(HGP)를 통해 수많은 인간유전자들이 발견되고, 
그 기능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정 유전자 검사는 개인특성의 파악, 질병의 예측 및 예방, 질병
진행의 모니터링 및 치료 등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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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 5 DTC + 10 DTC  + 15

DTC 검사항목과의료행위구분
fn DNA Service 

** DTC 검사 : 의뢰인(소비자)이의료기관을거치지않고유전자검사기관에직접의뢰하여받는유전자검사서비스를DTC(Direct to customer)라고하며, 개인이가지고있는DNA 중연관된 SNP를분석하여각특성을파악하는유전자검사서비스

** SNP : 단일핵산염기다형현상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은, 조사하고자하는대상의유전서열내하나의DNA 염기서열변이를의미하며, 이를분석하는기술이 SNP Genotyping 입니다. 8



홀랜도 성격 유형론을 기반으로
타켓화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6가지
유형 29가지의 항목으로
수치의 높고 낮음을 분석하여 제공

6

주요한 기질특성을 4가지
Sequence(기질)로 분류하여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제공

12가지 유전자 항목 검사를 통해
타고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Curation 제공

DTC 

DNA 기반기질특성및건강검사리포트
fn DNA Service 

Inborn genetic aptitude REPORT는 DTC검사를 통해 기질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여
홀랜드의 이론을 기반으로 6가지 유형과 주요 4가지 시퀀스로 구성하여 리포트 건강 DTC 
결과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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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기반기질특성및건강검사리포트
fn DNA Service 

Inborn genetic aptitude Report와 함께 8 Genes의 사상체질로
현재 나의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더욱 차별화된 유전적 체질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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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KIT 

DTC 유전자검사_절차안내
fn DNA Service 

fn DNA Service Center센터는 DNA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형 고객사와 DNA 유전자 기반 제품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사업진행합니다.

01 02 03

0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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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Module 01 Module 02 Module 03

0.5hr 1.5hr 1.0hr

•유전자란무엇인가?

•유전자로알수있는것들

•세계적유전자검사트렌드

•심리검사와유전자검사의차이

• 8 Gens 사상체질은무엇인가?

•왜유전자검사와사상체질을함께봐야하나?

•유전자분석과사상체질로본기질적강점과약점

•유전자분석과사상체질로본효과적소통법

•유전자분석과사상체질로본체질별내몸사용

설명서

•유전자검사분석리포트이해하기

•체질과유전자결과에따른개인별 Curation

총 3시간으로구성되어있으며 M1에서는유전자에대한기본이해를, M2에서는유전자와사상체질을
병행하여정확한내몸의상태를이해, M3에서개인별리포트를보는방법과 Curation 진행합니다.

fn DNA Service 

12



유전자 DNA검사를통한기질특성을이해하고

예방적관리를통해기업구성원의건강하고행복한직장생활을 만들겠습니다.

13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