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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소프트머터리얼즈
Soft materials Co.、Ltd.

대표이사 하태성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47

설립일 2019년 02월 17일

임직원수 40명 (2020.09 기준)

사업분야

전자빔 조사 서비스 (GeV)

- 의료용품, 제약 & 생명공학 산업, 식품, 제조업 멸균조사

- 전력반도체, 신소재 특성개선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서비스 (SRS)

- 의료인,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 피폭관리

화장품 제조판매업(soft materials)

- 코스메스티컬, 코스메틱 제품 제조, 판매

의료기기 제조업(인허가 준비중)

- 의료기기 제품 제조

운영 사이트
www.srsrad.com
www.gevkorea.com
www.softmaterials.co.kr

http://www.srsrad.com/
http://www.gevkorea.com/
http://www.softmateria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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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프트머터리얼즈라는 회사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으로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프트머터리얼즈는 전자빔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분자 신소재를 개

발하고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하이드로겔 제품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이오 플랫폼 소재입니다. 

또한 바이오 플랫폼 소재 이외에도 산업용 신소재 생산을 위하여 나노 고분

자 등의 연구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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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소재 특성 개선

▪ 전자빔을 이용한 신소재 바이오 플

랫폼 제시

▪ 병 · 의원, 동물병원 종사자 방사선 모니

터링

▪ 산업환경 작업자 방사선 모니터링

▪ 판독 업무의 자동화 시스템 확립

▪ 보건 위생분야의 멸균서비스

▪ 전력 반도체의 특성 향상

▪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고부가가치

기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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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패치

기능성 패치마스크팩

리프팅 밴드

창상 피복제 패치

콘텍트 렌즈

웨어러블 ECG

창상 피복제

해열 패치

화상 드레싱제

아이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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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Beam

흡습성이 있고, 물, 알코올에

용해됨

해독작용 및 자극저하제로 이용됨

Galactose 로 구성된 다당류 천연고분자

겔화 능력 증가

탄성력, 투명도, 보수력(수분을 붙들고

있는 힘) 상승

Hydrogel sheet

물리적 특성 :  겔강도, 팽윤도, 겔화율

생물학적 특성 : 멸균특성, 세포독성 상처치료

효과

//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b/Polyvinylpyrrolidon.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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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25.9 ℃

26.3 ℃ 26.6 ℃

3.5℃ 감소

(사용 전)

(사용 30초 후)

2.8℃ 감소3.1℃ 감소

(사용 20초 후)

(사용 10호 후)

29.4 29.4 29.4 29.429.4

25.9

26.3
26.6

사용전 사용 10초 후 사용 20초 후 사용 30초 후

무처치 Pure BIM Hydrating gel sheet

사용 전 사용 10초 후 사용 20초 후 사용 30초 후

무처치

피부 표면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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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사용전(0일) 사용24시간후 사용48시간후 사용72시간후

시험부위 대조부위

사용 전(0일) 사용24시간 후 사용48시간 후 사용72시간 후

시험부위 대조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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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사용 15분 후 사용 30분 후 사용 1시간 후 사용 2시간 후

Hydrogel sheet 무처치무처치

사용 전 사용 15분 후 사용 30분 후 사용 1시간 후 사용 2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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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Doubtful skin sign such as weak erythema

+ 1 Slight erythema、either spotty or diffuse

++ 2 Moderate uniform erythema

+++ 3 Intense erythema with edema

-++++ 4 Intense erythema with edema＆vesicles

- - Negative

1st 2nd 3rd

Pure BIM Hydrating gel 0 0 0 0 0 적합 -

1％ SLS 18.75 1 2.50 3.50 1.82 부적합 양성대조군

ddH20 0 0 0 0 0 적합 음성대조군

Grade 1(+) Grade 3(+++)

Grade 4(+++)Grade 2(++)

연구기관 :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패치제거 후 30분, 24시간, 48시간 모두에서 자극이 관찰되지 않았다. 평균피부반응도는0.00으로 피부첩포시험(Patch Test)의 판정기준에 따라 “Pure 
BIM Hydrating Gel sheet” 는 무자극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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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BIM Hydrating gel 1mm

Hydrocolloid

Medifoam 2mm

Medifoam A

Argon

Fd Nd:YAG

Dye Diode

He-Ne Rudy

Alexandrite

Diode Nd:YAGLaser
Wavelength

(nm)
Treatment Target

Argon 488 – 514

Fd Nd:YAG 532 혈관장애

Dye 560 - 630
혈관장애,

암치료

He-Ne 632 피부재생

Diode 635 피부재생

Rudy 694 제모

Alexandrite 755 제모

Diode 800 제모

Nd:YAG 1,064
색소 병변, 
문신제거

He:YAG 2,140

Er:YAG 2,900 피부재생

CO2 10,600
피부재생
점제거

Wavelength range measurable by UV-vis

자사제품의 경우, 사용되는 Laser의 모든 파장대에서 90% 이상의 우수한 투과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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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2

2014

2013

2015

2016

음성 맹동산업단지 공장 준공 및 전자빔 조사기
상용조사 시작

ISO 9001 인증 획득

미국 FDA 등록

자본금 증자(120만 달러)

전자빔 가속기 2호기 도입 준공식

전자빔 가속기 2호기 20MeV 출력증강
제2공장 취득

ISO 11137, 13485 인증 획득

2017

2018

2019

2020

중소기업청 수주 소재개발 과제 및 고분자 소재 개발의 양산계획
강소기업 인증 획득(고용노동부)

Soft materials Co., Ltd. 관계회사 설립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GMP 수준 공장 준공
제조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주 개발 과제 선정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주 소재개발 과제 선정

1995

2000

2003

2005

2004

2006

2007

서울방사선서비스㈜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arot 열형광 선량계 특허 획득

전력반도체 특성 개선을 위한 전자빔 조사 제어방법 특허
획득

전자빔 조사량 자동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빔
조사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특허 획득

INNO-BIZ 인증 획득

라드세이프㈜ 합병 및 Panasonic 판독시스템 도입



17

인체친화적인 기능성 하이드로겔 개발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고기능성, 저분자량 β-glucan 제조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전자빔을 이용한 무독성 의료용 점착제 개발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
기업청)

방사선 조사로 유도된 단결정 금속 산화물의 표면 활성 극대화 연구 및 고효율
광 변환 소재 개발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착력과 생체 안전성이 우수한 웨어러블, 의료 디바이스용 점착･접착 소재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수주)

수소연료전지용 측정 고감도 백금대체 철계 촉매소재 및 전극 개발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주)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겔 전해질 일체형 분리막 양산기술 개발
(방사선고부가신소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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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N ISO 11137-1 인증 회득

EN ISO 13485 인증 획득

EN ISO 9001 인증 획득

개인정보 보호(PIMS) 인증 획득

강소기업 인증 획득

기술혁신형 이노비즈(INNO-BIZ) 기업 선정(중소기업청)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열형광 선량계 특허 획득

전자빔 조사량 자동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빔 조사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특허
획득

외부 피폭 선량계를 위한 대면적 연속식 품질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 획득

방사선 가교방법을 이용한 점착 전도성 하이드로겔,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점착전도성 하이드로겔 시트 출원

친수성이 저하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필름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필름 특허 기술 이전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제조방법 출원

연료전지용 촉매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획득

전력반도체 특성 개선을 위한 전자빔 조사 제어방법 특허 획득

FDA 등록



Soft materials Co.,Ltd.

sm@softmaterials.co.kr

www.softmaterial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