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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이숲”의 

대표이사 장태숙입니다. 

㈜이숲은 한방원료를 활용한 거품치약을 비롯하여 구

강건강과 눈 건강을 위한 제품개발에 전력하고 있으

며, 이외에도 다양한 친환경적인 개인위생용품을 개

발·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건강한 생

활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

가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이사  장 태 숙

CEO GREETING  인사말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품질로 

고객에게 감동을

“

”

www.es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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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비전&미션

VISION

숲의 이로움을 
제품에 담다

인간존중

MISSION

환경보존

+ +

가치중심

글로벌 기업 이숲

첨단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KFDA, CE, FDA, ISO 인허가 획득 기업

연구개발을 통한 건강세계를 창조하는 기업

고객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맡은 모든 일을 성실히 완수하는 기업

지속 가능한 경영

새로운 인재상

주인의식 (기업가치 상승)

도전의식 (새로운 장을 향한 열정)

전문성 (제품 개발의 혁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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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ISO13485
CE1370

midEasT
ISO13485
CE1370

KorEa
KFDA
GMP

HISTORY

CERTIFICATES

2013.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2.03

FDA OTC등록 (미국, 76170 
- 101, 102, 103, 거품치약)

2013.02

상표등록 (미국, 
85/787,269, 거품치약)

2013.02

상표등록 (미국, 
85/783,080, 거품치약)

HISTORY & CERTIFICATES  연혁&인증현황

2011.10 주식회사 이숲 설립

2011.11 여성기업 인증

2012.03 벤처기업 인증

2012.12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표창

2013.0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모범중소기업상 수상

2013.03 INNO-BIZ협회장상 표창

2013.06 KASBP Symposium 참가

6

Usa
FDA

2014.09

ISO9001 인증 획득

2014.10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2015.01

클린룸 인증

(Cleanroom validation)

2015.09

유럽CE 인증획득

2015.09

ISO13485 인증획득

2013.10 홍콩 MEGA SHOW 참가

2014.09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2014.10 ISO9001 인증

2014.10 KOREA-Maryland, USA BIO EXPO 2014 참가

2014.11 산업통상자원부 모범소상공인 표창

2014.11 2014 KASBP Fall Symposium 참가

2015.09 유럽 CE 및 ISO13485 인증획득

CARING HUMAN AND NATURE

asia
ISO13485
ISO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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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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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s completed 완료사업

2012 

· 거품치약(Dentree) 제품의 항염증 평가

· 친환경 주방세제 시제품 개발

· 한방 복합추출물의 화장품약리활성 검증을 통한 항염증 및 

  아토피 개선 화장품 개발

2013 

· 한방 기술과 섬유기술을 융 복합한 구강 질환 예방 및 개선 제품 개발

· 거품치약(Dentree) BI 및 디자인 개발

2014 

· 개다래 박 추출물을 함유한 유아용 액체세제의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안구 염증발생 억제효능을 가미한 다목적렌즈세척용액 개발 및 사업화

2015 

·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친환경 렌즈 세척액 BI 개발

 ongoing projects 진행사업

2015 

· 오배자 추출물을 함유한 다목적 콘택트렌즈 세척액 개발



progress of production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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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정

생산 설비

·자체 생산은 물론 OEM, ODM 가능

병공급기

⬅ ⬅ ⬅

정렬기+에어클리너 충진기 캡핑기

정렬&에어클리너

충진

캡핑

라벨링

병을 투입하는 단계. 공급기에서 이송된 용기를 사이드 벨트를 통하여 정렬시킨 후, 용기를 역전시켜 에어

린서를 통해 용기를 세척한다.

세척된 병이 공급되면 정렬이 된 후 8HEAD가 동시 작동하면서 액을 충진시킨다.

충진된 용기의 마개를 연속 작동으로 부착시킨다. 

라벨이 공급되면 용기 측면에 스티커를 부착시킨다. 잉크젯프린터를 이용해 라벨 표면에 제조일자를 인
쇄한다.

⬅

www.den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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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 
air cleaners Filling Capping stickers 

rabelra

inspection out box packing systolic 
Compressive 

film

⬅ ⬅ ⬅

루뎅기 수축기스티커라벨러 자동 카톤 포장기

Roll에 감긴 필름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병뚜껑에 필름을 씌운다.

뚜껑에 씌워진 필름에 열풍을 발생시켜 압착시킨다.

병을 자동으로 정렬하여 제품을 넣은 후 Case를 조립하여 자동 포장한다.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 LOT, EXP, MFD를 인쇄한다.

Case에 담겨 나온 제품을 Out box에 담는다. 1개의 Out box에는 24개의 제품을 담아 패킹한다.

필름 부착

필름 압착

자동 카토너 포장

박스 포장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월 100만개 생산 가능

raw material raw material 
quality control mixing inspection 

shipping pallet load
24ea box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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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G HUMAN 
AND NATURE

자연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이숲은,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품질로 자연 친화적인 깨끗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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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렌즈 관리용액 

              & EYE CarE
눈의 건강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숲의 다목적 콘택트렌즈 관리용액 OJOY(오조이), EYE CARE(아이케어)는 단 

하나의 제품으로 콘택트렌즈의 세척, 보존, 보습, 소독 및 살균 기능을 하여 렌즈를 착용하는 하루 종일 편안한 착용감과 촉

촉함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단 하나의 제품으로 콘택트렌즈의 세척, 단백질 제거, 헹굼, 소독, 보존 및 가시아메바 살균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편리

합니다.

콘택트렌즈를 보관하는 동안 세척·보습 및 컨디셔닝 하는 기능이 있어 렌즈를 항상 깨끗하게 하며, 오랜 시간 동안 습윤성을 유지시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KFDA 인증으로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다목적 렌즈 세정액은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 각막세포에 

독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및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세균성 각막염과 안질환을 유발하는 가시아메바균을 포함한 다양한 박테리아

와 미생물을 살균하여 세균 감염을 차단합니다.

OJOY, Eye care는 단 하나의 제품으로 콘택트렌즈의 세척, 보존, 보습 및 살균 기능을 하는 다목적 콘택트렌즈 관리용액입니다.

용량 355ml, 150ml

다목적 렌즈 관리용액의 특징 

· 소독

· 세척

· 보습

· 단백질 제거

· 가시아메바 살균

1

2

3

4

· 유럽 CE 인증 제품

· KFDA 품목허가

· 안전성 시험 완료

· 생물학적 시험 완료

· OEM, ODM 가능 제품

· ISO13485 / ISO9001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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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리는 양치, 가글, 세정까지 한 번에 가능한 구강관리제품으로 입속의 유해균 살균, 시린이 예방,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Total Oral Care 제품입니다.

· 야외활동

· 임플란트, 교정 중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Dentree로 치아관리가 가능합니다.

· 임신 중

· 민감한 치아

덴트리는 칫솔이나 다른 도구의 사용 없이 부드러운 거품의 강한 세정력으로 치아 깊숙한 

곳의 음식잔여물들을 제거하고 입안의 상쾌함은 물론 충치 예방과 잇몸질환을 예방해줍

니다.

덴트리는 일반치약에 있는 마모성분이 없어 치아손상 없이 치아표면을 보호해주고 잇몸

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항균성분의 함유로 입속의 유해균이 치아 벽이나 잇몸 등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 입안에서 2~3회 분무 후 1분 정도 가글

· 입안에서 2~3회 분무 후 칫솔로 양치

덴트리 거품치약의 특징

덴트리 사용방법

* 덴트리의 성분

플루오르화나트륨, 알라토인, HAP, 쑥추출물, 천궁추출물 등

1

2

3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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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트리는 거품형태의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기 힘든 분이나 임산부들이 손쉽게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 인증 제품

·KFDA 품목허가 완료

·안전성시험 완료

·OEM, ODM 가능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