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찾아오시는 길

회사소개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시대, 레시피 산업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끌어갈 혁신적 벤처기업 

블루레시피 입니다. 

주식회사 블루레시피는 전 세계 최초 레시피 관련 특허를 받았으며, 해당 특허를 반영한 디지털 

레시피 공유거래 플랫폼 ‘RecipeBank’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연혁

프로를 위한 프리미엄 레시피 

1. 공식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레시피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독권 또는 소유권을 판매하여 레시피에 대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자기만의 전용 레시피 저장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약 3400여개의 식재료 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통용 레시피보다 정밀한 

레시피 작성이 가능합니다.

5. 공개된 레시피 창작자의 프로필과 레시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번역 시스템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레시피가 

도달할 수 있습니나.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레시피의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 

레시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저희 블루레시피가 앞장서겠습니다. 

레시피에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시작, 블루레시피의 출범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레시피뱅크에서는

주식회사 블루레시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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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를 위한 프리미엄 레시피 

전문 레시피 발굴, 개발 및 표준화

레시피 지식재산권 확보

정밀 레시피 정보 디지털화

디지털 변환 전문가 육성

RecipeBank

전문 레시피 산업화 도모

전문 레시피

거래 활성화

전문 레시피 

표준화

레시피 활용산업

진출

레시피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레시피 인증사업 활성화

스마트 조리봇용 데이터 표준화

Meal Kit, HMR 시장 진출

O2O(O4O) Service 시장 진출

전문 레시피 표준화 기준 정립

레시피 표현 및 입력표준 마련

전문 레시피 표준화 데이터 변환기술 

개발

레시피를 통한 산출물의 반복성 및 

재현성 확보방안 연구

레시피 데이터 거래 활성화

이용자 변형 레시피 변환거래 활성화

레시피 표준화 적용 인증사업 확대

적용분야 발굴 및 확대

개인거래 및 커뮤니티 활성화

레시피 판매자 수익모델 제시

표준화된 레시피 적용사업 확대

레시피 적용 조리기구 알고리즘 개발

조리봇용 알고리즘 개발

산지, 유통, 소비 통합형 Meal Kit 적용

Big Data기반 AI 적용 레시피 판매

레시피와 전문 요리사 통합 생태계 구축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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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01

회사 연혁

2020 주식회사 블루레시피 설립

04 특허 출원

05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과 MOU 체결

07 벤처기업 등록

09 우송대학교와 MOU 체결

사단법인 한국조리학회와 MOU 체결

01 특허 등록2021

01 사단법인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설립2013

02 (사)한국조리학회 학술대회 특별강의(레시피 

지적재산권 관련)

2017

09 ICAF 연구포럼 개최

(사)한국조리학회와 레시피 인증 협약 체결

ICAF 레시피 코리아 홈페이지 시범 운영 개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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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0723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오성빌딩) 1101호

T. 02-783-9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