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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형 태 코스닥 상장 기업(SG 2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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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 l  /  F a x 032-574-6525 / 032-574-6527

사 업 영 역 아스콘, 레미콘 사업

설 립 일 2009.12

임 직 원 160명

매 출 1,300억원

본 사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0번길 3

◈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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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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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허가현황

■ 에코도로 국책과제
 정부지원 연구개발 진행중

 제강슬래그와 순환골재를 활용한 아스콘 제품개발

 친환경 저비용 에코 아스팔트도로포장 기술개발

 (총 연구 개발비 124억)

■ 2017년 특허2건 추가등록
 개질아스콘의 제조장치

 상온재생아스콘 제조를 위한 프리믹싱장치

■ 중온재생 첨가제(RAPCAP) 기술협약
 저탄소 중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기술 보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협약

 RAPCAP 판매 실시

주요 연구실적

Smart & Great

[특허]
수지보강 재생아스콘, 그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도로포장방법

[특허]
순환골재제조시스템 특허증

GR인증서 ISO 인증

단체표준인증서

가열아스팔트혼합물
품질인증서

[특허]
개질아스콘의 제조장치

[특허] 
상온 재생아스콘 제조를 위한
프리믹싱장치

[특허]
폐 아스콘을 이용한 재생
아스콘의 제조방법

순환골재 품질인증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상표등록증(MASCON)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서

SG 사업분야 (아스콘/레미콘)

SG

아스콘 레미콘기술연구소

중간처리업 운영
폐아스콘을 수집 → 순환골재 생산

경인레미콘
(인천 공장)

아스콘연구소 서울아스콘 경인아스콘 서경아스콘 서부아스콘 영종아스콘 경인레미콘
(김포 공장)

레미콘연구소



ASCON
아스콘 기술연구소

REMICON
레미콘 기술연구소

슬래그골재와

순환골재를 활용한

친환경 아스콘의 신제품

저비용  + 고성능 + 

중온 + 박층포장 가능

CO2 발생저감 및 20%이상 비용절감 가능

현장적용 사례 : 이케아 고양점 진입도로 포장(2016년 8월)

“SG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아스콘 제품을 개발 중에 있음”

Eco 아스팔트

순환상온아스콘

1. 보유중인 주요기술

 고강도 콘크리트·내염 콘크리트·한중 콘크리트·서중 콘크리트 기술 보유

2. 개발/연구 기술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외에 특수 콘크리트 연구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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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대표사례 : 롯데월드타워

다기능 아스팔트

첨가제인 RAPCAP을

사용한 순환중온아스콘

재생첨가제
 + 

중온첨가제
+ 

박리방지제 기능

가열 아스팔트 포장
(Hot Mix Asphalt)

생산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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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온도

상온 아스팔트 포장
(Cold Mix Asphalt)



2009
12 서울아스콘㈜ 설립

2018
01 코스닥 상장

02 충남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자원순환처리시설' 부지 매입

2013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08 순환골재 제조시스템 특허취득 (특허 제 10-1296529호)

 ISO 9001:2008 인증 취득

12 비전기업 인증

2012

12 벤처기업 인증 

 (서울아스콘 - 2012년 12월, 경인아스콘 - 2015년 1월)

2014

03 '수지보강 재생아스콘 특허' 취득 

 (특허 제 10-1376051호)

07 국책과제 수행 시작 

 (친환경 저비용 에코 아스팔트도로포장

 기술개발, 총 연구 개발비 124억)

10 경인레미콘 인천공장 인수

HISTORy
Smart &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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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8 '중온아스팔트 혼합물 제조방법' 특허 통상실시승인

 (특허 제 10-1275595호)

 '재생아스팔트 혼합물 제조방법' 특허 통상실시승인 

 (특허 제 10-1282174호) 

09 경인레미콘 김포공장 인수

2017

07 '개질아스콘의 제조장치' 특허 취득

 (특허 제 10-1764827호)

 '상온 재생아스콘 제조를 위한 프리믹싱장치' 특허 취득  

 (특허 제 10-1764830호)

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22회 인천 환경 대상 '인천시의회 의장상' 수상



아스콘이란?

사업안내

아스팔트콘크리트(Asphalt Concrete)의 약자이며, 도로 포장 재료

SG의 아스콘 사업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아스콘 업계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 하고있습니다. 

서울, 경인, 서경, 서부, 영종 등 여러 아스콘 사업장을 통해 경인지역의 원활한 납품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우수한 품질의 아스콘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anytime)과 장소(anywhere)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ASCON  _ 아스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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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서부아스콘

생산능력 가열아스팔트 플랜트 160t/h 

소재지 인천 서구 도담6로 17

연락처 032-519-8200

사업장 경인아스콘(’15. 01 벤처기업 인증)

생산능력 가열아스팔트 플랜트 240t/h 

  간접가열 재생 플랜트 100t/h 

소재지 인천 서구 도담6로 19

연락처 032-525-4200

사업장 영종아스콘

생산능력 가열아스팔트 플랜트 160t/h 

소재지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970 

연락처 032-751-3361

사업장 서경아스콘

생산능력 가열아스팔트 플랜트 240t/h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90번길

연락처 070-4571-6651

사업장 서울아스콘

생산능력 가열아스팔트 플랜트 240t/h  

  간접가열 재생 플랜트 120t/h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300번길 3

연락처 032-574-6525

본사 사옥 전경

ASCON
사업장 안내

주요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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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 납품기간 납품수량(ton)

인천·서울지방조달청 2015년도 연간단가계약 2015.06~2016.06 695,000 

인천·서울지방조달청 2016년도 연간단가계약 2016.07~2017.12 618,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수요아스콘제3자단가계약 2015.04~2017.12 403,770

현대엔지니어링㈜ 제2외곽(인천~김포간)고속도로 4-2공구 / 인천물류센터 외 2016.08~2017.03 104,900 

대림산업㈜ 인천신항1-1컨테이너A터미널 / e-편한세상도화구역단지 2015.06~2017.12 79,580

㈜동화이앤씨 인천신항B터미널조성공사 2015.10~2016.09 49,670 

두산중공업㈜ 제2외곽(인천~김포간)고속도로 4-1공구 2016.08~2017.03 46,660 

두산건설㈜ 제2외곽(인천~김포간)고속도로 1-1공구 2016.04~2017.07 34,680 

서희건설㈜ 시흥목감 2015.05~2017.12 30,970

진흥기업㈜ 마곡택지2공구 2015.01~2016.04 24,640 

현대건설㈜ 서부간선지하도로 / 소사~원시복선전철1공구 외 2015.12~2017.12 19,800

㈜유봉건설 신공항하이웨이고속도로포장공사 2016.05~2016.09 12,200 

㈜한진중공업 북항배후단지조성공사 2015.05~2016.09 11,370 

㈜포스코엔지니어링 영종도(스태츠칩팩코리아) 신축공사 2016.03~2016.09 9,740 

총액입찰 및 기타 민수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공사 외 2016.01~2017.12 540,000

합 계 2,680,980

Smart & Great



REMICON  _ 레미콘 사업

레미콘이란?

사업안내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 아파트, 교량, 댐 등 건축 재료

SG의 레미콘 사업은 최신설비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최고 품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품생산 및 공급, 사후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관리해주는 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한 단계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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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 납품기간 납품수량(m3)

대림산업㈜ e편한세상 도화지구/ 송도A3BL(송도동319-1) 신축공사 2015.11~2017.12 68,860

제일건설㈜ 인천청라A12BL / 인천가정4BL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 2015.11~2017.12 50,700

㈜포스코건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2공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송도 2015.10~2017.12 47,680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가정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2015.11~2017.12 40,630

㈜한양 인천청라A5BL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공사 2017.01~2017.12 33,760

㈜호반건설산업 인천 가정지구 5BL/ 구래동18BL~21BL아파트 신축공사 외 2016.01~2017.12 33,680

아이에스동서㈜ 인천청라M1주상복합(경서동954-1) 2015.10~2017.12 29,410

두산건설㈜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1공구/ 가좌위브1, 2공구 2015.09~2017.04 28,590 

㈜반도건설 김포한강신도시 반도3차~6차 아파트 신축공사 2016.09~2017.12 28,090

㈜대우건설 영종하늘도시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신축공사 2017.01~2017.12 26,140

㈜금성백조 김포한강신도시 Aa-04BL-1공구, 2공구 2016.09~2017.12 24,990

지에스건설㈜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연수파크자이(동춘동750-1) 2016.03~2017.12 24,620

㈜한라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1-2공구/ 루원시티단지조성 2016.09~2017.12 20,370

보광건설㈜ 인천청라 A23블럭 골드클래스 2015.07~2016.11 16,510 

㈜서한 인천 가정지구 8BL 아파트 신축공사 2016.06~2017.12 15,480

기타 관수·민수현장 청라지구 및 영종도, 김포 한강신도시 외 2016.01~2017.12 1,550,000

합 계 2,039,510

Smart & Great

수도권 및 인천 지역의 아스콘·레미콘 
수요가 장·단기적 으로 보장되어 있음
(송도국제도시 / 청라경제특구 / 영종신도시 
개발 등)

안정적 공급시장

레미콘 최신설비와 축적된 기술력 보유
- 레미콘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품
   주문 및 공급, 사후 품질관리에 이르는 
   고객만족 통합서비스 운영

인천시 최대규모 아스콘 생산설비 및 
120톤 용량의 재생설비를 보유
- 동종업계 대비 시장가격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한 경쟁우위

특화된 전문 생산시설 보유

국내 최고의 아스콘·레미콘 노하우 
경력을 지닌 인적자원 및 시험연구원,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최상의 품질, 
원가절감, 창의성이 경쟁사와 차별화
되어 있음

차별화된 인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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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인레미콘 인천지점 

생산능력 총 450㎥/h

 플랜트 1호 210㎥/h

 플랜트 2호 240㎥/h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501번길 38

연락처 032-578-6331~4

사업장 경인레미콘 김포지점 

생산능력 총 420㎥/h

 플랜트 1호 210㎥/h

 플랜트 2호 210㎥/h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약암로 583

연락처 031-986-8844

REMICON
사업장 안내 주요납품실적

SG의 경쟁력

Smart &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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