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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창간호에는 본협회 부회장에
）連 추대된 회원사를 소개합니다.

■ URL : www.k-bmc.co.kr
■주요제품:고로슬래그미분말

기초소재（주）는 21C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정착을 모토로 1999년 설립되었다. 제철과정에서 발생하고있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재활용 함으로써 국내자원의 절약, 환경오염저

감등 국가 환경관리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어 고
품질의제품과 고서비스제공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과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킬수 있는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향후
우수한 연구개발핵의 결집과 새로운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정신을 기반으
로 고부가가치제품군으로 재편하여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수 있도

・ 최정호 대표이사

록 종합 건자재 메이커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URL : www.nanoin.com
■ 주요제품 : 광촉매제품, SCR제품, 고체윤활제 및 응용제품
（주）나노는 1999년 환경부의 국책과제인 "환경친화성 광촉매 물질개발
및 상용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연구원으로 부터 최우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0년 11월 년간 600톤의 국내 최대
생산규모의 광촉매 원료 제조 공장을 준공하였고 2001년 7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광촉매 원료 제조 기술에 대한 한국 신기술인정서를

받았다. （주） 나노의 광촉매 제조 기술은 미국 특허에 등록 되었으며, 그
기술의 독창성과 시장경쟁력은 검증 된 바 있다. 2003년 일본 광촉매 연

구소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일본 광촉매제품기술협의회의 품질기준과 인체

안정성을 통과한 SITPA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신동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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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www.ssy.co.kr
■ 주요제품 : 시멘트, 레미콘
쌍용양회는 1962년 5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시멘트 제조회사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공장인 동해공장을 비롯하여 영월공장과 문경공
장에서 연간 국내 생산의 25%인 1천5백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전국의 28개 출하기지를 통해 고품질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쌍용양회

는 내수 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출에도 적극 나서 매년 국내 시멘트 수출량

의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과 더불어 양질의 레미콘을 생산,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쌍용양회는 설립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인 광촉매 시멘트를 개
발하여 현재 시험생산중에 있다. 광촉매 시멘트는 기존의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등 각종 건축자재의 표면에 얇게 도포하는 마감재 재료로, 시멘트 자
체가 무기물질이므로 광촉매에 의해 분해될 우려가 없으며 또한 시멘트 자
체가 기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그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광촉매 효율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스프레이나 롤러, 붓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시공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바탕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
문에 그 내구성이 우수한 것이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URL : www.futureeco.co.kr
■주요제품:광촉매응용제품
（주）퓨쳐에코는 환경 친화적 소재인 광촉매 재료와 이를 응용한 부품 및
장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4년여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광촉매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광촉매
막 제조기술에 대하여 신기술（NT）을 획득했다.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광촉매 재료（Ball, 맥반석, 타일, Filter, 엠보싱
등） 및 정수기모듈, 공기청정기모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 연구개
발을 통해 새로운 광촉매 시장형성을 주도하며, 광촉매 분야에서 세계기업
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또한 친환경적 기업경영으로 깨끗한 지구환경에 대

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