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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

인공경량골재

에스제이(주)

더 가볍게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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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주)는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인해 파괴된 우리 자원환경을 복원하고 이에 발생한 폐자원을 친환경 신기술을 
사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소재로 전환시켜 선순환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신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No.1 광물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세계로 나아가 리사이클링 및 광물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에스제이(주),삼척시,대한석탄공사 업무 협약체결

도계 공장 및 삼척시 행정지원

제천&도계 공장 시제품 TEST

02월

04월

05월

2019

2018 2017 2016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개발사업화
자금지원선정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대한석탄공사와 공장부지 임대계약

중소기업청 창업선도화 자금 선정
(한국교통대학교 창업선도대학)

대한석탄공사 도계공장 부지 추가계약

대한석탄공사 경석공급 계약

건국대학교 산학자문협력체결
충청북도 및 제천시와 MOU협약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원재료 확보를 위한 대한석탄공사와
MOU 협약

 벤처기업 인정 및 등록

 제천 제1공장 건물 준공 및 등록

에스제이(주) 법인설립

인공경량골재 사용화
설비 및 기술 개발 완료

제천 제2바이오밸리
인공경량골재 제1공장 부지 확보

02월

03월

04월

05월

08월

11월

03월

04월

07월

11월

01월

03월

12월

회사명 

생산품목

제조기반

대표자

생산량

핵심기술 

김태경

기반시설 용량 200,000m³/Year

경석(저열탄),광미, Bottom Ash 등을 
인공경량골재로 이용하는 기술

에스제이(주) 

에스제이 인공경량골재

제천공장면적 11,500m²(3,500평) 

업무 협약 체결 및 시제품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정 및 등록 인공경량골재 설비 상용화



콘크리트의 중량 경감, 단열성, 방음성, 내열성, 가공성, 경제성 등 산업분야에서 요구 되어지는 광범위한 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골재. 종류로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천연경량골재, 부산경량골재,인공경량골재로 분류되며, 에스제이는 경석,광미,Bottom Ash를 인공경량골재로 생산합니다.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인공경량골재 사업내용

인공경량골재

국내 휴/폐광산 2,631개소 광해 발생 중 
국내 화력발전호 Bottom Ash

연간 약 130만 톤 이상 발생

산업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심각

비산먼지 발생
침출수, 지하수오염(비소,카드륨)

스모그 발생주범 (납,중금속)

환경오염

광산광미, 방치/보관,
Bottom Ash, 매립

매립보관

폐광미,경석,Bottom Ash

산업폐기물 
발생

인공경량골재를
활용한 2차 제품

생산 및 판매

인공경량골재
1차 제품

생산 및 판매
성형 및 발포폐자원

(폐광미, 경석, Bottom Ash 등)

제품 및 사업개요



석유화학 분야중수로 분야여재 분야

토목 분야건축 분야

압축강도 우수
천연경량골재 보다 높은 압축 강도

단면절감
보통콘크리트보다 얇은 두께

내진성능 우수
구조물의 내진설계 시 적용 가능

단열성 및 내화성 우수
보통골재보다 뛰어난 단열 및 내화성

경량성 우수
보통골재보다 가벼움

흡음 & 차음 효과 우수
보통골재 보다 뛰어난 방음효과

인공경량골재

01. 인공경량골재의 주 수요분야
02. 초고층 빌딩 상부 구조용 슬레브
03. 공사비 절감 가능

04. 2차 제품으로 단열재, 경량 패널, 차음재 사용
05. 물리적 특성 및 흡음성, 내화성등으로 원가절감
06. 온돌바닥이나 층간 차음용 바닥으로 우수

01. 교량의 상판, 교각, 노반제, 도로포장 등   
        다양한 토목분야에서 사용
02. 경량화 및 단면절감, 도로 붕괴 최소화 가능

01. 일반적인 암석의 고강도 장점과 양호한 표면적 
        등 미생물이 서식하는 최고의 환경 제공
02. 현 국내 여재시장의 수요는 수입품을 사용

01. 인공경량골재의 내부 공간 및 침투 우수성 등 
        미생물 서식에 용이
02. 초기 빗물처리에 우수하고 수자원 확보 등의    
        이점으로 중수로 분야에서 활용

01. 중량이 낮아서 증류탑에 자중경감에 기여
02. 토양 강화 기술로 지반의 안정화 기여
03.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중감소 효과가 뛰어남

인공경량골재 특징

인공경량골재 특성

적용분야

보통골재 보다 낮은 밀도를 갖는 
골재로 중량 경감, 단열성, 방음성, 

내열성, 가공성, 경제성등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성능향상 등의 목적에 사용



기초공사 및 관련 시공기술의 간소화 및 이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

천연골재의 사용량 감소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 파괴의 방지

경량콘크리트 자체의 특성인 단열성 및 방음효과 등으로 인한 
시공의 간소화 및 에너지 절약

구조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에 따른 필수골재

경제적, 사회적인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

내진설계의 의무화 시행에 따른 인공경량골재 사용량 증가

천연골재의 고갈 및 규제화로 대체재인 인공경량골재 필요성 증가

내진설계 의무화 및 고층건물의 필수 자재로 인공경량골재의 필요성 증가

건축물의 경량화 및 구조물의 자중경감, 부재응력 감소, 경제성 확보등에서 인공경량골재의 관심도 증가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요성

기대효과

국내의 인공경량골재의 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공급량이 부족

내진설계 의무화 및 천연골재 규제로 
인공경량골재의 관심 지속 상승

인공경량골재의 다양한 적용분야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가능

현재 국내에 인공경량골재 수입시장이 있으며 
수입시장을 대체하여 수요 확보

경석을 활용한 인공경량골재 생산기술 보유

국내제품 및 수입제품보다 우수한 품질의 
인공경량골재 생산

에스제이(주)의 인공경량골재는 폐자원의 활용으로 
시장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로 경쟁력 유리

높은 성장 가능성

안정적 수요처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우수 기술력 확보

제품의 경쟁력

인공경량골재 경쟁력



건축분야

건축 분야 (데크 플레이트)

-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가기준의 강화로 인한 필요성 증대
- 구조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량 콘크리트 사용

- 건물의 수직, 수평 증축 시 구조적 하중 부담을 감소 시킴 

적용사례

경량골재 데크플레이트

J국제공항 리모델링,  H그룹 별관 증축공사 시 사용

- 인공경량골재의 주 수요분야   
- 건축물의 단열성, 경량성의 효과 증대  
   건물의 대형화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 높은 흡음효과로 경량골재 PC 흡음형 방음판넬로 사용
- 연약한 지반 위의 뛰어난 구조물 자중 효과
- 초고층 빌딩 상부 슬래브 등 자중 경감 목적

적용사례

세인트루이스의 28층 규모 C호텔, 시카고의 L타워, 시카고의 M호텔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 2차 제품으로 채움재, 단열재, 비구조용 패널 등으로 사용됨 ‒ 단열기능 향상 및 에너지 절감 가능 
- 건식화된 공법을 통해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원가 절감 가능 
- 물리적 특성, 흡음성, 내화성 등이 뛰어남  
- 경량성 및 강도의 향상 ‒ 층간소음에 대한 차음 효과 기대

적용사례

경량콘크리트판넬 단면

경량�골재 경량�골재

H백화점 무역센터점, H전자 반도체 공장, S타워

건축 분야

외벽 단면 상세도경량벽체 선호도 조사
             

점토기와
기와걸이�판재

수직�각재
방습지

OSB 합판
THK 240 가등급�그라스울

서까래
THK 200 ALA 패널

THK 4 플라스터
ALA 전용�마감재

THK 300 ALA 블록
THK 50 Aircell

THK 10 플라스터
ALA 전용�마감재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출처 KIEAE Journal Dec.2017



- 강교(다리)의 상판, 교각, 노반제, 도로포장 등 다양한 토목분야에서 사용
- 초경량화 및 단면절감으로 인해 도심부 굴착 복구 시 도로 붕괴 최소화 가능
- 교량의 자중효과에 따른 전체 시공비용 절감 ‒ 케이블과 철근의 투입량을 줄이면서 단면을 작게 설계 가능
- 철도 ALA블럭으로 사용됨으로써 철도 소음을 저감 시키는 슬래브 궤도면용으로 사용 ‒ 유럽 철도의 경우 3dB(A)이상의      
- 소음저감 달성함

적용사례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B브릿지, P브릿지, C브릿지, 노르웨이의 N브릿지

토목 분야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노반 시공 방법 경량골재를 사용한 철도의 흡음재 터널로 사용 
(흡음블럭)  

레일

강화노반
자갈

체결구

침목



여재 분야

- 일반적인 암석이 가진 고강도, 이온교환성, 양호한 비표면적의 다양한 장점 
- 수질개선 효과 및 수질 정화 극대화
- 미생물이 서식하는 최고의 환경 제공 -경량골재의 내부가 연속적인 다공성 Foam 구조
- 처리장치 규모 최소화 가능 - 유입되는 물질의 불안정 및 수량과다 등의 근본적인 문제 차단 

경량골재를 활용한 여재 사용 현황

경량골재를 사용한 중수로

H2O + CO2

VOC
악취물질

Biofilter
VOC

악취물질

H2O + CO2

H2O + CO2

여재

여재

여재

미생물막

- 보조 수자원 확보, 방재 측면의 유출 저감효과 - 침투로, 침투정, 저류조 등의 구성요소에 사용 가능 
- 경량골재의 내부 공극을 이용한 바실루스,질산화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을 합침하여 효율적인 초기 빗물 처리에 우수

중수로 분야

도로경계석

투수시트

고농도
오염빗물

토사

지중침투�빗물

경량골재

L형�측구

투수콘크리트
(Porous Con’s)

우수연결관
(ø250mm)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 중량이 낮아서 증류탑에 자중 경감에 기여

- 수평시추기법을 통한 수압파쇄공법으로 셰일가스 추출이 적용 가능

    * '셰일가스(Shale gas)＇: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혈암, shale)에 함유된 천연 가스

- 토양 강화 기술로 지반의 배수 및 심지 안정화 기여 

- 지반 붕괴의 위험 최소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에 자중 감소 효과가 뛰어남

- 석유화학에서 경량골재가 촉매제로서의 역할 대체 가능

석유화학 분야 

적용사례

해양플랫폼 TLP(Tension Leg Platform), 노르웨이 해양플랫폼 트롤GBS 

경량골재를 적용한 대표적인 해양플랫폼

Fixed Platform
(FP)

Compliant Tower
(CT)

Tension Leg
Platform (TLP)

Mini-Tension Leg
Platform (Mini-TLP)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 난석 및 인공토양으로 사용 가능 

- 못자리용 상토, 원예용 상토 등에 대체재료로 사용가능 

- 천연골재의 부재로 인해 경량골재로 대체한 Back fill을 사용 - 낮은 밀도, 높은 마찰각으로 구조물의 하중 감소 및

  시공비용 절감 효과

토양 분야

경량골재로 대처한 Back fill

Compacted
back�ll

ALA back�ll
for drainage

Weephole

Reinforcing steel

Topsoil

인공경량골재 적용분야



국내 시장 현황
원료가 되는 팽창점토와 팽창혈암 등의

부존자원이 미비하여 인공경량골재

국내 생산이 어려움

일부 업체에서 인공경량골재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

에스제이(주) 방안 01
최초의 폐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인공경량골재 생산 기술로 수입시장을 대체하고

국내의 부족한 물량을 공급

제2공장의 증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공급 및

수출시장 확보와 2차 제품을 개발 및 판매

국내 시장 확보 방안

시장성

수입에 의존

에스제이(주) 방안 02

국내 시장 현황 에스제이(주) 수입에 의존

천연골재 고갈 및 규제로 인공경량골재 필요성 증대

증가하는 수요량에 비하여 부족한 공급량

수입 인공경량골재의 비싼 가격으로 원활한 사용 불가능

국내 내진설계 의무화 등 인공경량골재의 필요성 증대

국내에서 연간 20만㎥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서 부족한 물량 공급

고퀄리티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서 수입시장을 대체

인공경량골재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 강화

2020년 제2공장 증설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량공급 및 2차 제품 개발

국내 인공경량골재시장 현황 에스제이㈜ 전략

국내 시장 현황

인공경량골재 시장성



인공경량골재 시장성

해외 협회 매년 생산량

450만㎥

EXCA(유럽경량골재협회)
수요 및 생산규모

13개 회원사가 유럽 전체의 경량골재 산업에 약 
90%를 점유

1500만㎥

ESCSI(미국경량골재협회)
수요 및 생산규모

가입된 회원사 중 대부분 업체는 50년 이상 제품 
연구를 진행하여 안정된 경량골재 공급처를 

소유하고 있음

185만㎥

ALA(일본경량골재협회)
수요 및 생산규모

소속의 2개 대규모 회사에서 메인으로 생산을 
담당 



인증서 및 협약서

특허 및 협약 인증현황

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서 대한석탄공사 양해각서 삼척시 MOU협약서 제천시 투자협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인증확인서 석탄폐석을 활용한 인공 경량골재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

광미를 활용한 인공경량골재 
제조 장치 및 제조 방법

광물섬유 제조장치 유가금속의 비중선별을 위한 
진동 테이블

유리제품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폐경석을 활용한 고열탄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