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j-group.kr

Eco-Friendly
Low Cost
High Value Technology

에스제이주식회사
충북 제천시 왕암동 1412번지
TEL 070-8796-2895
FAX 070-8796-2898
www.sj-group.kr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

에스제이주식회사

CONTENTS
04p 회사소개 및 연혁
05p 사업배경
06p 사업내용
07p 사업계획
08p 시장성
10p 연구개발
11p 기업부설연구소
12p 특허 및 인증
13p MOU 협약서
14p 회사전경

회사개요

사업배경

회사명

에스제이 주식회사

대표자

김태경

생산품목

원형 인공경량골재 『SJ STONE』

생산량

기반시설 용량 200,000㎥/ Year

제조기반

제천공장면적 11,500㎡(3,500평) / 태백연구소 1,000평 부지확보

핵심기술

경석(저열탄), 광미, 버텀애쉬을 인공경량골재로 이용하는 기술

주요 회사연혁
▶

환경오염의 악순환

경석을 활용한 인공경량골재 제조 및 제조장치 특허출원

▶

2016년, 세계최초 산업폐기물 원료 경량골재 생산기술 개발 (황토 / 폐경석 / 광미 / 버텀애쉬)
•제천공장에 600㎥ /일 생산설비 상용화 준비
꿈의 신소재 “광물섬유” 기술 개발 (2013년/ 2016년 음성연구소 설치)
•1,500℃ 용융 / 스피너 방사 / 화이징 섬유화 기술 / 오토마이징 기술 개발

•폐광미
•경석
•Bottom Ash

환경
오염

•폐광미 / 경석 방치 및 보관
•Bottom Ash 매립

•비산먼지 발생
•침출수, 지하수오염
•스모그 발생

에스제이㈜의 친환경 재활용 사업

경석발생

•폐광미
•경석
•Bottom Ash

•산업폐기물 독극물 무해화 / 파우더 원료 세계최초 상용화 준비
▶

매립 및
보관

경석발생

2017년 11월 제천 제1공장 준공

▶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재활용 사업

폐자원
완전 재처리

•잔사물 없이 완전 처리
•중금속 및 오염물질 제거
무해화 > 무적치
•폐기물 보관현장 생태계 복원

신소재
개발

•산업소재
•고강도 경량골재
•불연성 광물섬유
•유용금속광물 추출

화력발전소 버텀애쉬에서 “미연탄소 분리/연소 재처리” 기술 개발
•부선기 개선 및 부선시약 개발(회수율 600% up)

▶

2006~2007년, 광산 항내수(물)에서 “중금속 및 유가금속(금, 은)” 추출, “비소 추출“ 성공

▶

2003~2005년, 휴, 폐광산 항내수 및 광미 “중금속을 무해화 및 유가금속” 추출 기술 개발

폐경석

폐광미

•산업폐기금속 건식, 습식 작업으로 금, 은(99,99%) 추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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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사업계획

경석을 기반으로한 친환경, 저비용, 고부가가치 경량골재 제조사업
• 대한석탄공사와 원료 수급 및 부지활용에 관한 계약체결

원료수급

경석이란?

• 원료(경석)수급을 위한 파분쇄 설비 제작 및 설치

현재 석탄채굴의 부산물인 경석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강원도 등 전국에
약 2억만톤 이상이 산재

• 3,500평규모의 제천 제1공장 설립
(충청북도 및 제천시와 협약 체결 – 도내 관급공서에 자사 경량골재 제품 우선활용)

생산설비

• 연간 200,000 ㎥ 생산규모의 인공경량골재 생산
• 추후 5배이상 규모의 제2공장 설립 계획

경량골재란?
• 인공경량골재의 국내 생산에 따른 수입시장 대체
(레미콘업체, 판넬업체, 건설업체 등 판매로 확보)

판매전략

• 특허기술과 낮은 단가의 원료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

일반 골재(자갈, 쇄석)보다 낮은 밀도를 갖는 골재로 중량 경감, 단열성, 방음성, 내열성,

• 내진 설계 및 천연골재 규제화등 시기적절한 배경을 활용

가공성, 경제성등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기능향상 등의 목적에 사용

경량골재 플랜트 구축 계획

에스제이의 1-CYCLE 1-STEP 1-SYSTEM 경량골재 생산

2017

제천공장
경석

성형 및 발포

에스제이의 경량골재의 특징
우수한 보온성 내열성
(천연골재 대비 300%)

아토비 예방 및 향균효과

단위적용 무게가 가벼움
(천열골재 대비 50~500%)

일반 콘크리트 대비 두께가 얇음
(50%이상)

뛰어난 방음효과
(천연골재 대비 400% 이상)

천연골재 보다 높은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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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

경량골재 생산

원료가공 설비

에스제이
경량골재

2018

시멘트보다 2~3 높은 강도

고층건물 및 내진설계 시
필수 골재

인공경량골재
설비
인공경량골재
시운전
인공경량골재
생산 및 판매

인허가 및
설비제작 진행중

토목공사 및
설비제작 진행중

약 1개월간의
시운전

연간 20만㎥ 의
경량골재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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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콘크리트 - 구조용

국내 시장동향

• 인공경량골재의 주 수요분야로 초고층 빌딩 상부 구조용, 각종 슬래브, 토목 구조용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중경감 및 강도 등으로 사용

• 현재 경량골재는 수입에 의존
• 천연골재의 사용 규제, 내진설계의 의무화등으로 경량골재의 수요량 증가

• 인공경량골재 사용시 공사비의 15%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수요가 상승
• 국내 골재시장 규모는 연 12만㎥로 추정되며 1%만 인공경량골재로 대체해도 약 800억규모의 시장형성이 가능

콘크리트 - 비구조용

해외 시장동향
•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인공경량골재 연구가 100여년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 폐기물을 이용한 인공경량골재 연구도 40년 전에 실용화
• 인공경량골재의 수요를 확대하기 시장개척에 노력

• 2차 제품으로 단열재, 경량 판넬, 차음용 바닥 등으로 사용
• 인공경량골재의 특성상 물리적 특성, 흡음성, 내화성 등으로 원가절감
• 온돌바닥이나 층간 차음용 바닥 등으로 우수하여 수요가 상승

토목 분야
유럽

• 강교(다리)의 상판, 교각, 노반재, 도로포장 등 다양한 토목분야에서 사용
• 경량화 및 단면절감, 도로 붕괴 최소화가 가능

주요사용처
건축·토목 구조용, 인공토양, 지붕단열, 칸막이벽, 항만공사, 방음벽 등
수요 및 생산규모
EXCA(유럽경량골재협회) 회원사가 유럽전체의 경량골재 산업에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량골재 총 생산량은 매년 450만㎥로 추정(약 2,400억이상 규모)

여재 분야
• 일반적인 암석이 갖고 있는 고강도의 장점과 양호한 표면적 등으로 미생물이 서식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여재분야에서 고가로 사용
• 국내 여재시장 규모는 연 300억원 규모

미국

중수로 분야
주요사용처
건축·토목 구조용, 내부 경화용, 인공토양, 중수도
수요 및 생산규모
ESCSI(미국경량골재협회)에 가입된 업체의 공장 수와 가동률을 감안하면
연간 경량골재 총 생산량은 1,500만㎥로 추정 (약 1조 5천억원 규모)

• 인공경량골재의 내부 공간 및 침투 우수성 등으로 미생물의 서식이 용이
• 초기 빗물처리에 우수하고 수자원 확보등의 이점으로 중수로 분야에 활용

석유화학 분야
• 중량이 낮아서 증류탑에 자중경감에 기여
• 토양 강화 기술로 지반의 안정화에 기여

일본

•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중감소로 효과가 뛰어남

주요사용처
건축.토목 구조용, 아스팔트 도로용, 인공토양, 여재분야
수요 및 생산규모
ALA(일본경량골재협회) 소속의 2개의 대규모 회사가 생산을 담당하며 경량골재 총 생산량은
매년 185만㎥로 추정(약 1,850억~ 4,000억원 규모 – 용도에 따라 다름)
고층건물 시장의 활성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08

기타 토양 분야
• 인공경량골재는 작은 구멍이 많고 가벼우며 투수력이 우수하여 인공토양의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
• 모래 및 자갈을 대체하여 시공 비용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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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광물섬유)

기업부설연구소

에스제이의 연구개발 기술인 잔사물 제로화 광물섬유 생산기술

에스제이의 연구&개발의 핵심 기업부설연구소

에스제이의 광물섬유 생산 기술
폐광미

유가금속 추출

광물섬유 생산

연구인력

• 석·박사 학위의 연구소장 및 전담연구원 보유
• 연구소와 협약을 통한 연구 다양화 및 지원

• 경량골재의 강도, 비중등 지속적인 품질 연구&개발

연구개발

• 1차 제품을 활용한 2차 제품 개발(경량복함판넬, 방화벽등)
• 광물섬유 및 섬유를 활용한 2차 제품 연구&개발

유가금속 추출기술
• 광미, 석탁회 등 폐자원에서 금, 은, 철, 텅스텐 등 유용광물을 분리, 추출하는 기술
폐자원 무해화 기술
• 유용광물 추출 후 부유선광 공정을 통해 비소, 카드뮴등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다양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기대효과

• 연구개발을 통한 각종 인증으로 기업가치 극대화
•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잔사물 제로화 광물섬유 생산기술
• 무해화된 광물원료를 광물섬유로 전환하는 기술

광물섬유 제조장치

에스제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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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화안티몬 국산화 기술 개발
(회수율 92%)

잔사물 제로화 광물섬유 생산기술

금속 슬러지 재생업 기술 개발
(산업 폐기물에서 유가금속 추출)

Bottom Ash 재처리 기술
(연소, 탄소추출, 철분제거, 원소분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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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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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인증서

광산폐기물 무적치 재처리 장치

유리제품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유리제품 제조장치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대한석탄공사 협약서

광물섬유 제조장치

인공경량골재 제조 및 제조방법

유가금속 비중 선별 진동테이블

충청북도 및 제천시 협약서

무해화 시험성적서

광미 미네랄 섬유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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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전경

강원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연을 보호하는 기업
건설자재의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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