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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종합나노소재 전문생산

全世界唯一专业生产纳米综合材料的企业 

Top-down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나노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신 산업혁명을 이끌어 갑니다.

Apexel(株)采用“Top-Down”的方式制造世界最尖端
纳米新材料；将引领21世纪全新的产业革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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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보유특허

2013.  03.

2012.  11.

2012.  10.

2012.  05.

2011.  10.

2011.  06.

2009.  07.

2009.  04.

2009.  01.

2008.  06.

2008.  05.

2006.  12.

2006.  11.

2006.  04.

2005.  05.

2005.  04.

2005.  02.

2004.  12.

2004.  10.

2004.  07.

2003.  09.

2001.  08.

2001.  03.

1998.  03.

•

중국 북경 세계 최대 규모 럭셔리 박람회 참관
미국 FDA 일반의약품 인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키성장촉진과 치료, 7030칼슘 Ⅰ,Ⅱ)

미국 FDA 일반의약품 인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키성장촉진과 치료, 8030칼슘 Ⅰ,Ⅱ)

2015.  06.

2014.  10.

2015.  06. 서울 관광특구 서교동에 관광 전문 매장 오픈 및 서울사무소 이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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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EL
2015年06月   在首尔观光特区内开设观光专卖店并搬迁首尔办公室
2015年06月   获美国FDA一般药品认证（治疗和预防骨质疏松症,心血管疾病,生长发育迟缓、
                      抑郁症,关节炎骨关节疼痛,月经痛,肌肉酸痛等;还有安神作用。8030纳米钙 I,II）
2014年10月   参加中国•北京世界耀莱奢博会
2013年03月   获美国FDA OTC认证(治疗和预防骨质疏松症,心血管疾病及促进和治疗生长发育;
                     7030纳米钙 I，II)
2012年11月   荣获韩国发明专利大展金奖
2012年10月   与国立安东大学签署家族会社协约
2012年05月   京畿道农业技术院签署农业发展协约
2011年10月   成立纳米复•融合事业团
2011年06月   荣获美国食品科技博览会（IFT）技术革新奖（纳米钙）
2009年07月   通过ISO9001认证
2009年04月   被韩国专利厅指定为专利明星企业
2009年01月   纳米科技（株）变更为Apexel（株）
2008年06月   被指定为优秀出口企业
2008年05月   荣获第一届世界女性发明大会金奖
2006年12月   通过ISO14001认证
2006年11月   被选定为技术革新型中小企业（INNO-BIZ） 
2006年04月   获蒋英实尖端科技大奖
2005年05月   荣获韩国发明振兴会 大奖
2005年04月   接受浦项工大创业培训及开设首尔办公室
2005年02月   公司名称变更为纳米科技（株）
2004年12月   荣获大韩民国专利技术大展银奖
2004年10月   获韩国技术大展国务总理金奖
2004年07月   被指定为优秀出口企业
2003年09月   获产业资源部优秀品质认证（EM）标志
2001年08月   成功研发矿渣新材料及完善干式纳米粉碎设备
2001年03月   公司名称变更为TECHWORLD
1998年03月   成立天柳机械工程（株）

专属专利
1. 发明专利- 成功研发利用高炉矿渣生产天然沙的制造方法及设备
2. 发明专利-超微粉碎机(纳米粉碎机) (中, 美, 韩)
3. 发明专利- 易燃气体柴油发动机
4. 其他多数发明专利
5. 2009.11 专利技术动向调查分析结果显示 纳米素材(粉末)专利申请 
    APEXEL 韩国国内第一(21%), 韩国科学技术院(18%) 第二, LG 化学 第四(9%)

(株)发展历程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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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셀(주) 나노기술의 우수성과 혁신성
나노기술은 물질과 소자에 새롭게 향상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이펙셀(주)는 대부분의 물질을 어떠한 조건에서도 분산제 없이 다양한 입도분포의 나노크기로 제조할 수 
있는능력을 갖추고 나노분말제조 및 융합과 나노신소재의 R&D를 수행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업체입니다.
특히 1 나노에서 1000나노까지를 top - down 방식에 의해 당사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세계 최고, 세계유일)
Nano 3D Mill(건식)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많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나노 분말과 물질을 공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신물질 개발과 생산에 협업합니다.당사는 최상의 나노기술을 통해 업계에서 최고가 되고자 
원하는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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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합작투자 파트너 국태약업전경"

"중국현지 에이펙셀 나노과학홍보관"

因为纳米技术赋予物质全新的机能与特性，所以纳米相关产业在全世界市场上得以迅速发展和成长。
APEXEL（株）天然纳米粉碎技术的特点在采用“top-down”的方式在任何条件下、任何物质、不添加任何分散剂，
常温下粉碎成任何大小纳米粒子（1~1000nm）。整个粉碎过程由我公司自主研发的纳米3D粉碎设备来完成的。 
APEXEL（株）是以天然（干式）纳米粉碎技术制造纳米粉剂及研发纳米新材料的，全世界独一无二的企业。

我公司给诸多企业、研究机关、大学研究所提供纳米粉剂样品，协助开发新材料及新产品等。
我公司将不断协助并推动应用APEXEL（株）纳米技术的的客户，使其在各自领域成为首屈一指的企业。

中国合作投资伙伴-国泰药业全景

中国APEXEL纳米科学展馆

APEXEL(株)天然纳米技术的优秀性和革新性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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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분쇄]

TABLE ROLLER MILL AWM
Powders down to D97 +10㎛

연속진동 분쇄기
CONTINUOUS / VIBRAllON MILL

3차 [초미분쇄]
나노 3D Mill 에이펙셀이 세계 유일함

4차 [첨단나노분쇄]

다양한 입도조절가능

1~1000nano

06

세계 분체제조기술의 발전사

200~
400 

Mesh

1000~
3000 
Mesh

Apexel의 천연나노기술

2차 [미분쇄]

TABLE ROLLER MILL AWM
Powders down to D97 +10㎛

연속진동 분쇄기
CONTINUOUS / VIBRAllON MILL

3차 [초미분쇄]
나노 3D Mill 에이펙셀이 세계 유일함
4차 [첨단나노분쇄]

다양한 입도조절가능

1~1000nano

Apexel天然纳米技术  



Generations of  pulverizing mill

200~
400 

Mesh

1000~
3000 
Mesh

TABLE ROLLER MILL AWM
Powders down to d97+10㎛

CONTINUOUS VIBRATION MILL

Apexel' s NANO 3D MILL (dry type)

4th ultimate generation [super  nano powder]

possible control of various
particle size distribution

1rv ~1000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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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nano

全世界粉体技术的发展史

2次(微粉碎) 3次(超微粉碎)  4次(尖端纳米粉碎)  
纳米3D粉碎设备 全世界唯有APEXEL拥有 

连续式振动磨

可自由调节粒子分布

超音速气流粉碎机

球磨机

200~
400目

1000~
3000目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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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식 초미립 분쇄기

Jet Mill 기존 습식 볼밀 Nano sol 합성법 Nano 3D Mill제품명

3 ~ 5 ㎛ 3 ~ 5 ㎛ 1 ~ 30nm 1~1000 nm 
자유조절

생산입도

불가능 불가능
30nm이상 크기

생산 불가능
0.5㎛ → 0.02㎛
으로 재 분쇄 가능재 분쇄기능

열에 의한 성분파괴 재료가 산화 크다, 분산제 필요 분산제 필요없다/
성분변화 없다

성분변화

열에 의한 영양파괴 손실이 크다 제조 불가능 색, 향기, 풍미, 비타민등
영양손실 없다

식품/제약의
영양변화

있다 높다 높다 없다불순물혼입

생산 불가능 생산 불가능 20~30g 1,000~2,000g생산량(h)

비금속광물로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극히 제한적이다.
실리카, 은 등 약 10종

홍삼,녹차,현미,콜라겐,키토산
등 고분자 소재, 실리카

알루미나, 금, 은, 다시마,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각종 의약품, 각종 한방재료,
기타

분쇄영역

습식 분쇄기 합성나노제조법 당사 건식 나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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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립화 기술과 Apexel Nano Technology 성능비교

기존 건식 초미립 분쇄기
Existing ultra-micro

pulverizer

Jet Mill 기존 습식 볼밀
Existing Ball Mill Nano sol 합성법 Nano 3D Mill

제품명
Name of the

product

3 ~ 5 ㎛ 3 ~ 5 ㎛ 1 ~ 30nm 1000~1nm
자유조절

생산입도
Produced Particle

size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
Impossible

30nm이상 크기
생산 불가능

Impossible to produce
smaller than 30nm

0.5㎛ → 0.02㎛
으로 재 분쇄 가능

Possible to re-pulverize
0.5㎛ → 0.02㎛

Over size
재 분쇄기능

열에 의한 성분파괴
Component

destruction by the
heat

재료가 산화
Oxidation of materials

크다, 분산제 필요
High in change,

Dispersant is needed

분산제 필요없다/
성분변화 없다

Dispersant is not needed

성분변화
Composition

change

열에 의한 영양파괴
Nutritional destruction

by the heat

손실이 크다
Serious loss of

nutrients

제조 불가능
Impossible to
manufacture

색, 향기, 풍미, 비타민등
영양손실 없다

No loss in vitamin and
other nutrients

식품/제약의
영양변화

Nutrition change

있다
Yes

높다
High

높다
High

없다
No

불순물혼입
Mixing of impure
foreign matters

생산 불가능
Impossible to produce

생산 불가능
Impossible to produce 20~30g 1000~2000g

생산량(h)
Production
quantity(h)

비금속광물로
제한적이다
Restricted-

only non metallic
minerals

제한적이다
Restricted

극히 제한적이다.
실리카, 은 등 약 10종

홍삼,녹차,현미,콜라겐,키토산
등 고분자 소재, 실리카

알루미나, 금, 은, 다시마,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각종 의약품, 각종 한방재료,
기타

분쇄영역
Pulverizing

scope

습식 분쇄기 
Wet type pulverizer

합성나노제조법
Bottom-up

당사 건식 나노밀
Dry type Nano Mill

기존의 미립화 기술과 Apexel Nano Technology 성능비교



Performance comparison of Apexel' s Nano 3D Mill equipment with other' s

Existing ultra-micro
pulverizer

Jet Mill Existing Ball Mill Nano sol method Nano 3D MillName of the
product

3 ~ 5 ㎛ 3 ~ 5 ㎛ 1 ~ 30nm
1000~1nm

(possible control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Produced
Particle

size

Impossible Impossible 1 ~30nm Possible to re-pulverize
0.5㎛ → 0.02㎛

Over size
Re -

pulverizing

Component
destruction by the

heat
Oxidation of materials High in change,

Dispersant is needed Dispersant is not neededComposition
change

Nutritional
destruction
by the heat

Serious loss of
nutrients

Impossible to
manufacture

No loss in vitamin and
other nutrients

Nutrition
change

Yes High High No
Mixing of

impure
foreign
matters

Impossible to produce Impossible to produce 20~30g 1000 ~2000gProduction
quantity(h)

Restricted -
only non metallic

minerals
Restricted

Extremely restricted
- Silica, Silver etc.
(about 10 Kinds)

Almost all materials – 
Sulfur, Green tea,

Silkworm, Sillica, Fe2O3,
Silver, Nickel,
Copper etc.

Pulverizing
scope

Wet type pulverizer Bottom-up
method

Dry type Nano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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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超微粉碎技术与APEXEL天然(干式)纳米粉碎技术的性能比较

 

一般干式超微粉碎机

设备名称
JET MILL

(超音速气流粉碎机) 一般球磨机(湿式) NANO-SOL合成法 纳米3D粉碎机

3~5μm

无

3~5μm 1~30nm 1~1000nm
自由调节

无需分散剂/无成分变化

100%保存材料色、香、味、
维生素及各种营养成分

无法生产30nm以上 再粉碎功能
(0.5 μm→0.02 μm)

需分散剂, 成分变化多

不适用

无

有（高温、高热） 材料被氧化

由于高温,
高热破坏营养成分 营养损失比较多

有 多 多 无

无 无 20~30g/h 1,000~2,000g/h

红参，绿茶，糙米，
胶原蛋白，

壳聚糖等高分子有机物，
硅，铝，金，银，
海带,有机化合物，
无机化合物，
各种医药品，

各种中药材，其它。

受限制
(主要为非金属矿物质)

受限制 极易受限制
(硅, 银等约10余种)

生产粒度

再粉碎功能

成分变化

食品/制药
营养变化

有无杂质

生产量(g/h)

粉碎领域

湿式粉碎机 合成纳米制法 APEXEL天然纳米粉碎机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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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분쇄 전
(기존분쇄의 한계)

이트라코나졸 적용 결과 (제약 :항진균제)

나노분쇄 후 나노분쇄 전

PDP 형광물질 적용결과

나노분쇄 후
(30배 선명도 향상, 수명연장)

슬래그 폭열시험 1300℃ 비교 파손실험 I 제철소 용광로 산업부산물

나노키토산의 적용결과 –  SCI 급 논문 (세계 TOP10) 

나노 슬래그 혼화재 ▶

실리카퓸 ▶

나노급냉슬래그

(5, 10, 15, 20)

가열 전 ▶

1시간 가열 후 ▶

가열 전 ▶

1시간 가열 후 ▶

KSA 한국표준협회 [동명대학교 건축학과를 통해 비교한 자료임]

실리카퓸

(5, 10, 15, 20)

쇠붙이가 녹는 온도에서도 파손이 안됨

파손

당사 천연나노기술 제품

기존의 고층빌딩용 첨가제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nano chitosan 46.60% 42.70%
chitosan 18.50% 22.50%

일반키토산과 나노키토산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제거효과 비교(동물실험)

Reference: M.H. Seo. et al, Physicochemical, microbial, and sensory properties of yogurt supplemented with nanopowdered 
chitosan during storage. Journal of Dairy Science. 2009, 92 (12), 5907~5919 

에이펙셀의 기술 경쟁력 (사례)



APEXEL技术竞争力(例子)

纳米粉碎前
（一般粉碎技术的局限性）

纳米矿渣混合材料 ▶

一般硅酸盐 ▶

一般壳聚糖与纳米壳聚糖降低总胆固醇及中性脂肪的疗效比较（动物实验）

中性脂肪 总胆固醇

纳米粉碎前
（一般粉碎技术的局限性）

纳米粉碎后
（可提高30倍清晰度并延长使用寿命） 

纳米粉碎后

Proven performance of nano powder by Apexel' s nano 3D Mill equipment (dry type)

Before
(pulverizing)

ltraconazole(antifungal)

Test  resuIt of Nano chitosan

After nano pulverizing Before After (lmproved distinction by
30 times and prolonged life)

Existing : 22.5%  
Nano chitosan : 42.7%

cholesterol in blood
Existing : 18.5%  
Nano chitosan : 46.6%

Blast furnace  slag test on explosion under the heat 1300°C

(5, 10, 15, 20)

加热前 ▶

加热1小时后   ▶

KSA 韩国标准协会（东明大学建筑系试验材料）

加热前 ▶

加热1小时后   ▶

(5, 10, 15, 20)

나노급냉슬래그

(5, 10, 15, 20)

가열 전 ▶

1시간 가열 후 ▶

가열 전 ▶

1시간 가열 후 ▶

KSA 한국표준협회 [Test by dept. of architecture, Dongmyeong Univ.]

실리카퓸

(5, 10, 15, 20)

쇠붙이가 녹는 온도에서도 파손이 안됨

파손

당사 천연나노기술 제품

기존의 고층빌딩용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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应用于制药-纳米粉碎之后的伊曲康唑(抗真菌剂) 应用于电子产业-纳米粉碎之后的PDP荧光物质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nano chitosan 46.60% 42.70%
chitosan 18.50% 22.50%

Reference: M.H. Seo. et al, Physicochemical, microbial, and sensory properties of yogurt supplemented with nanopowdered 
chitosan during storage. Journal of Dairy Science. 2009, 92 (12), 5907~5919 

应用于保健食品产业-纳米粉碎之后的壳聚糖(甲壳素脱乙酰基产物)

矿渣爆破试验 1300°C 破损试验比较/ 炼钢炉副产物

纳米速冻矿渣

一般硅酸盐

APEXEL天然纳米技术加热前 

一般高层建筑用添加剂

可融化钢铁的温度也不被破损

破损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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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전 SEM사진

입도분석표

분쇄후 SEM사진 (다양한 입도조절)

•Blackginseng (흑삼) D50 : 200nm

•Spirulina (스피루리나) D50 : 30nm

•비금속광물 D50 : 100,500nm

•자수정 D50 : 5nm, D97 : 10nm

SEM사진 및 입도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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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黑参 D50 : 200nm

· 螺旋藻 D50 : 30nm

· 非金属矿物质 D50 : 100,500nm

· 紫水晶 D50 : 5nm, D97 : 10nm

粉碎前SEM图片 纳米粉碎之后的SEM图片(自由调节粒度）

粒度分析表

扫描电镜(SEM)图片及粒度分析表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14

Apexel의 사업분야

항공,
우주 전자,

반도체

축산,
  농업

농약,
  비료

생명공학

화장품재료

바이오

생활용품

철강

섬유

통신
에너지

식품

환경

한약재료

제약

시멘트

제지

석유화학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신소재 창출

고기능성
효율성 극대화

■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신소재 창출, 고기능성, 효율성 극대화

■ 세계최초 Apexel nano Technology는 모든 산업분야에 
   제조 혁명을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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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el의 사업분야

항공,
우주 전자,

반도체

축산,
  농업

농약,
  비료

생명공학

화장품재료

바이오

생활용품

철강

섬유

통신
에너지

식품

환경

한약재료

제약

시멘트

제지

석유화학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신소재 창출

고기능성
효율성 극대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신소재 창출,
고기능성, 효율성 극대화

세계최초 Apexel nano Technology는
모든 산업분야에 제조 혁명을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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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el' s business Areas

Apexel' s world-best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manufacturing revolution in almost all industries.

Aviation
 & Space Electronics

& Semiconductor

Livestock
& Agricultural

Agriculture
  Chemicals
    & Fertilizer

Life Science

  Cosmetic
Material

Bio

Commodity

Steel

Textile

Telecom
Energy

Environment

Nature Hub
Medicine

Drug

Cement

Paper

Petrochemistry

Plastic &
Painting

Ceramic

Improved quality
New materials

High functionalities
High e�ciency

www.apexel.kr 15

Improved quality
New materials

High functionalities
High effciency

航空/航天     
电子半导体

畜牧 农业

农药/肥料

医生命工学

化妆品材料

生物科技

生活用品

钢铁

纤维

通讯
能源

食品

环境

中药材料

制药

水泥

造纸

石油化学

塑料,
油漆

陶瓷

Apexel 事业领域 

■ 提高现有产品的品质，研发新材料，极大限度地提高其功能和效率。 

■ 世界首创Apexel 纳米科技将引领所有产业领域的制造革命。



전자/반도체산업
(2~4um)을 나노입자

(300~600nm)로 만들면 PDP화질 (선명도)이
30배로 향상된다.

더 가볍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산업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각종 대체에너지, 태양광 분야,

수소저장합금, 연료전지 등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고효율, 고성능의 보다 더 우수한 각종 첨단제품을 만들
수 있다.

건설업/시멘트산업
균열이 가지 않는 빌딩, 내열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

물을 보다 슬림화 할 수 있으며 보다 견고한 초고층 건축물
을 만들 수 있다.

우주/항공, 철강산업
우주, 항공, 선박, 자동차 등의 산업분야에 제공할 각종

특수기능을 가진 다양한 나노 철강신소재를 제조할 수 있다.

电子/ 半导体产业

能源产业

将现有的PDP荧光物质（2~4um）经过APEXEL天然纳米技术加工
成300~600nm ，PDP荧光屏幕的清晰度将提高30倍。

建筑业/ 水泥产业
应用APEXEL(株)尖端纳米技术，可建造超薄、耐热混凝土结构， 
进而实现无墙体裂缝、 更坚固的超高层建筑物的梦想。

航空/航天, 钢铁产业
可为航空/航天、船舶、汽车等产业领域提供各种特殊功

能的纳米钢铁新材料。

目前备受瞩目的各种替代能源、太阳能领域、贮氢合金、
燃料电池等经过APEXEL（株）尖端纳米技术处理后，
可制造出各种高效率和高性能的优秀尖端产品。 

应用APEXEL（株）尖端纳米技术可将现有的手机、笔记本电脑等
家电产品制造得更小、更轻便、更结实。

应用APEXEL(株)尖端纳米技术可突破电子/ 半导体产业技术
性的局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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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제약산업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무병장수의 길이 열려 전 세계
인류에게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치료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구강용, 피부용,
주사액 등에 적용, 제약분야에 혁명을 가져온다.

화장품 산업
화학 화장품 시대에서 천연식물 재료를 나노화한 기능

이 뛰어난 천연화장품 시대가 온다. 잘 뜨지 않는 화장
품, 각종 살아있는 천연 영양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
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기타 산업소재
다양한 특성의 종이를 만드는 제지산업, 각종기능(건강,

공업용 등)이 첨가된 첨단섬유제품, 고온에서 견디는
플라스틱, 잘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에서 항공기, 우주선
제작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제작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혁명을 가져다주는 최첨단 기술이다.

농수산식품, 축산산업

하면 소량으로도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로 섭취 할 수 있으며 재료의 낭비가 없다(기존 미크론
단위는 3%~10%만 생체이용 ) 

모든 영양성분을 흡수할 수 있어 생체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生命工学 /制药产业    
采用APEXEL天然纳米技术可研发出治愈骨质疏松症、
癌症、糖尿病、高血压等不治之症和疑难杂症的药品，
开拓无病长寿之路，将为全人类做出巨大的贡献。

化妆品产业
我们将全面迎来天然化妆品时代。天然植物材料作为原料，
经过APEXEL天然纳米技术研制而成的，功能性卓越的天然化妆品。
它的特点是上装效果自然，各种天然营养成分可直接渗入皮肤深层

农水产食品, 畜牧业
各种家畜饲料的原料(例：玉米,米糠 等)
经过APEXEL天然纳米技术加工之后,少剂量也能提供充
分的营养。

其它工业材料
从制造各种特殊纸类的造纸产业，具有各种功能（保健，工业用等）
的尖端纤维产品，耐高温的塑料产品，不易脱落的油漆到航空航天
产业所需要的各种附件，APEXEL天然纳米技术将是给我们生活带
来革命性变化的最尖端技术。

大米、大豆、薏米等各种谷物经过APEXEL天然纳米技术处理
之后，营养成分的吸收可达到100%，丝毫没有浪费。
(微米单位颗粒的生物利用率只有3%~10%） 

鲍鱼、海星、各种水果、蔬菜中的维生素和纤维等经过
APEXEL天然纳米技术加工之后，所有农/水产品的营养成
分的利用率可极大限度的提高，从而达到最高生物利用率。

所有药品原材料经过APEXEL天然纳米技术处理之后，
少剂量即可达到最高疗效。可应用于口腔用药、
皮肤外用药、注射液等，将给制药领域带来颠覆性的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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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신의 는 하십니까

1.칼슘
 
 
 

2. 비타민 D
     
     

3.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D, 마그네슘 보충용제품

프로폴리스(호주산)
항산화작용, 구강에서의 항균작용

한국칼슘박사

한국칼슘왕

2013년 미국 FDA  일반의약품인증 (골다공증, 심혈관 예방과 치료, 키성장치료제 ) 
2014년 중국 북경럭셔리박람회 (第三届耀莱奢博会)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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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在的您, 骨密度还健康吗？

APEXEL7030黄金钙(功能性保健食品)

APEXEL7030钙是采用APEXEL(株)研发的世界
首创干式纳米粉碎技术, 将食用贝壳钙粉碎成

纳米粉剂的优秀产品。

世界首创发明专利：专利第0360303号，高微粉末粉碎机，获得韩国、美国、
中国（干式纳米粉碎机）专利。
2003年 获得产业资源部优秀品质认证(EM标识):干式超微粉碎机。
2004年 荣获大韩民国技术大展国务总理金奖：干式纳米粉碎技术。
2006年 荣获蒋英实科学技术大奖：最尖端干式纳米粉碎技术研究。
2008年 第一届世界女性发明大会荣获金奖。
2009年 被专利厅指定为专利明星企业。
2011年 荣获美国世界最大 IFT 2011食品科学博览会荣获技术革新大奖（纳米钙）。
2013年 获得美国FDA一般药品认证（预防和治疗骨质疏松症，心血管疾病，
促生长发育的治疗剂）
2014年 参加中国北京奢饰品博览会(第三届耀莱奢博会)

APEXEL 7030补钙产品是采用APEXEL天然纳米技术制造而成，极易被人体吸收，
对补钙和预防缺钙给予极大的帮助。这款产品由APEXEL（株）自主研发，
经过严格的检验系统，采用符合美国FDA及国际质量要求的最顶级原材料制造
而成的，是值得信赖的优秀补钙产品。

APEXEL 7030钙（功能性）
-钙、维生素D、镁的补充剂

1.钙
有助于形成骨骼和牙齿，有助于维持神经和肌肉的各项机能，
有助于血液正常凝固，有助于减少患骨质疏松症的危险。

2.维生素D
有助于钙的吸收，有助于形成骨骼和牙齿，有助于减少患骨质疏
松症的危险。

3.镁
促进能量代谢，维护神经和肌肉的各项功能。

韩国钙博士  出口美国的纳米钙 apexel纳米钙精华     

韩国钙王

APEXEL7030黄金高钙胶囊    7030 
黄金高钙咀嚼片  

APEXEL
桑叶丸

APEXEL
白桦茸粉末

纳米稻子 纳米糙米

apexel 100%
有机农 麦茶

蜂胶口喷剂(澳大利亚产)
抗氧化作用，口腔抗菌作用

出口日本的钙 纳米糙米面包

电子半导体纳米材料

纳米银粉末 纳米铜粉末 纳米镍粉末

洁面用谷物粉末 apexel壳聚糖

特别推荐给曾经服用过其它钙产品的人！

【干式纳米粉碎技术（纳米设备）授奖内容】

“不可能模仿”,  
“想要强健骨骼的人”,  

“采用世界首创干式纳米粉碎技术制造”。

世界首创 发明专利

产品介绍

 
 
 

 
     
     

      

 

骨质疏松症不仅缩短寿命、加快老化，它还是个无声地带你走向垂死的疾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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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도

전북

충남

충북

대전

대구

광주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도

전북

충남

충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울산
부산

광주

농약, 비료, 축산,
바이오 나노단지

한방, 의약품, 로봇,
제지, 나노단지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섬유,
나노단지

관광용품, 명품,
수산물, 나노단지

농수산식품, 환경,
나노단지

화장품, 시멘트,
생활용품,나노단지

에너지, 태양광,
나노단지

전자/반도체
나노단지

방위산업/항공,
우주, 플라스틱,
나노단지

전국토 나노단지화 계획도

사업방향

가) 각종 소재 수탁 나노 임가공

   ◎ SiC, Al2O3 , ZrO2, Si02 카오린등 각종 세라믹류

       녹차, 홍삼, 한약재, 현미, 콩, 전복, 다시마, 불가사리 등 농수산 식품류

   ◎ 금, 은, 구리 등 비철금속

   ◎ PDP형광물질, LED형광물질, 연료전지, 전극제 등 화합물

   ◎ 이트라코나졸, 아스피린, 단백질, 코큐텐 등 의약품 

   ◎ 칼라토너, 잉크재료, 필러 등 각종산업용 소재 나노화

나) 각종 나노 신소재 제조 및 판매

다) 각종 응용 상품 제조 및 판매

라) 나노 신소재관련 합작투자 등 국내 및 해외 신규 사업추진

   ◎ 각종 지역 클러스터단 추진, 태양광분야, 연료전지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식품분야, 기타

마) 국가 천연나노소재 생산 지역별 특화 전문단지 조성 기획

18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도

전북

충남

충북

대전

대구

광주

서울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도

전북

충남

충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울산
부산

광주

농약, 비료, 축산,
바이오 나노단지

한방, 의약품, 로봇,
제지, 나노단지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섬유,
나노단지

관광용품, 명품,
수산물, 나노단지

농수산식품, 환경,
나노단지

화장품, 시멘트,
생활용품,나노단지

에너지, 태양광,
나노단지

전자/반도체
나노단지

방위산업/항공,
우주, 플라스틱,
나노단지

전국토 나노단지화 계획도

사업방향

가) 각종 소재 수탁 나노 임가공

   ◎ SiC, Al2O3 , ZrO2, Si02 카오린등 각종 세라믹류

       녹차, 홍삼, 한약재, 현미, 콩, 전복, 다시마, 불가사리 등 농수산 식품류

   ◎ 금, 은, 구리 등 비철금속

   ◎ PDP형광물질, LED형광물질, 연료전지, 전극제 등 화합물

   ◎ 이트라코나졸, 아스피린, 단백질, 코큐텐 등 의약품 

   ◎ 칼라토너, 잉크재료, 필러 등 각종산업용 소재 나노화

나) 각종 나노 신소재 제조 및 판매

다) 각종 응용 상품 제조 및 판매

라) 나노 신소재관련 합작투자 등 국내 및 해외 신규 사업추진

◎ 각종 지역 클러스터단 추진, 태양광분야, 연료전지분야,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식품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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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cessing on commission for nano powders and nano materials

2. Manuf acture and sales of various nano new materials

3. Manufacture and sales of various nano application  products

4. Alliance or joint venture with domestic or overseas  partners in strategic areas

5. Participation  or  formation  of  regional  clusters for  R&D and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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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业方向

A) 受委托加工各种材料

B) 制造及销售各种纳米新材料

C) 制造及销售各种应用APEXEL纳米技术研发的新产品

D) 促进国内外纳米新材料相关的合作投资事业

E) 按地区设国家天然纳米材料生产园区企划

◎ SiC, Al2O3, ZrO2, SiO2，高岭土等 各种 陶瓷类；
     绿茶、红参、韩药材、糙米、大豆、鲍鱼、海带、海星等农水产食品类；

◎ 促进各地域特色的工业园区、太阳能领域、燃料电池领域、环境领域、能源领域、食品领域、其它等。

◎ 金、银、铜等，非金属
◎ PDP荧光物质、LED 荧光物质、燃料电池、电极材料等化学物质；

◎  伊曲康唑、阿司匹林、蛋白质、COQ10、等医药品

◎  彩墨、墨水、过滤器等各种工业用材料的纳米化

全国纳米材料生产园区规划图

首尔

大田

大邱

光州 蔚山
釜山

京畿

农药, 化肥, 畜牧,
生物等纳米生产
基地

韩药材 , 医药品,
机器人, 造纸等
纳米生产基地

汽车, 造船, 钢铁, 
建设, 纤维等纳
米生产基地

国防工业/航空/
航天, 塑料等纳
米生产基地

农副产品、
环境等纳米生
产基地

化妆品, 水泥, 
生活用品纳米生
产基地

能源, 太阳能等
纳米生产基地

电子/半导体纳
米生产基地

观光用品, 
高端产品, 
水产品等纳米生
产基地

江源

庆北

庆南

全南

全北

忠南

济州岛

江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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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 북경 럭셔리 박람회 언론 대서특필!

“럭셔리박람회 오픈식에서 에이펙셀(주)와 일생(홍콩)홀딩스는 
RMB 2억원 상당의 MOU체결”

중국 럭셔리박람회 10월호

2014 북경 럭셔리 박람회 개막식 
(왼쪽에서 4번째 에이펙셀 김청자 대표이사)

2014 북경 럭셔리박람회 MOU체결
(오른쪽 에이펙셀 김청자 대표이사)

2014年 舆论界大笔报导中国·北京奢饰品博览会

2014 北京奢饰品博览会开幕式
（左第4位是APEXEL(株)金清子代表理事）

奢饰品博览会开幕式上APEXEL(株)和日生(香港)控股有限公司签订相当于RMB 2亿元的MOU。

中国奢饰品博览会10月刊

2014北京奢饰品博览会MOU签订仪式
（右APEXEL(株)金清子代表理事）

1. Processing on commission for nano powders and nano materials

2. Manuf acture and sales of various nano new materials

3. Manufacture and sales of various nano application  products

4. Alliance or joint venture with domestic or overseas  partners in strategic areas

5. Participation  or  formation  of  regional  clusters for  R&D and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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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셀 청송 약대추/대추잎 차

● 항산화제 (Anti Oxidant)란? / 抗氧化剂(Anti Oxidant)是什么？

구암농산
GUAM FARM

青松
の在来種ナツメ茶

www.guamjujube.co.kr

 CHEONGSONG JUJUBE TEA

「模倣不可能」、「世界初」食品医薬品安全処の広告審議マークを獲得
（韓国唯一）、世界最大米国FOOD EXPO技術博覧会で技術革新
大賞を受賞（72年伝統の韓国唯一）した乾式ナノ技術で製造し、

天然の味と香りがよく、吸収力に優れている。

0.3g X 10stick

人工色素、人工甘味料、香料、界面活性剤、砂糖など無添加

0.3g X 10stick

구암농산
GUAM FARM

www.guamjujube.co.kr

 C
HE

ON

GSONG JUJUBELEAF TEA

青松の在来種ナツメ
葉茶

「模倣不可能」、「世界初」食品医薬品
安全処の広告審議マークを獲得

（韓国唯一）、世界最大米国FOOD EXPO
技術博覧会で技術革新

大賞を受賞（72年伝統の韓国唯一）
した乾式ナノ技術で製造し、

天然の味と香りがよく、吸収力に優れている。

人工色素、人工甘味料、香料、界面活性剤、砂糖など無添加

그 외에 체중감량,혈당수치감소,중성지방 수치 감소,체내 지방 조직감소 등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대추나무잎에는 사포닌, 비타민A, B1, B2, C, T, B6, K,쿠마린, 플라보노이드 등 약리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고 항당뇨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또한 대추나무잎의 성분 중 루틴은 혈압을 낮추어 주며 플라보놀 배당체(글리코시드)의 하나로 뇌출혈과 방사선 장애, 출혈성 질병예방에 효과가 뛰어난 식물성분으로 알려져있다.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성숙시기에 따른 대추잎의 화학적 조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추잎에서 방사능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뛰어난 루틴함량이 100g당 0.11g 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식물 영양소, 또한 과일과 야채의 색소인 카르티노이드 등 비타민이 풍부한 유기물을 말한다. 
분자 및 세포 단계에서 항산화제는 체내의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프리 래디컬을 무력하게 만든다.

抗氧化剂是含生物类黄酮、植物营养素、类胡萝卜素（水果和蔬菜的天然色素）
等维生素丰富的有机物。它可以清除破坏正常细胞的自由基。

氧是我们人体所必需的物质，但在呼吸代谢过程中会产生自由基，自由基会破坏人体的正常细胞加速老化、诱发疾病。
自由基是指含未配对的电子，所以极不稳定，因此会从邻近的分子上获取电子，使其保持稳定的状态。
我们体内自身可分泌消除自由基的抗氧化酶（SOD），但过40岁之后这种抗氧化酶的分泌就会急剧下降。
另外，由于各种精神压力、紫外线、辐射、电磁波、快餐、吸烟、过度运动、药物等外界因素产生的自由基量超过人体自身的防御能力，
就会使我们的身体暴露于危险的自由基环境当中。
大枣叶中含有丰富的芦丁成分，有防辐射功效。大枣叶当中的钙也能阻碍放射性物质的吸收。

另外它还有助于减肥、降血糖、降低中性脂肪和体内脂肪的功效。
最近研究发现，大枣叶中含有丰富的皂苷、维生素A、 B1、 B2、 C、 T,、B6、K、香豆素、类黄酮等药理成分，具有预防糖尿病的功效。
大枣叶中含有的芦丁成分有降血压的作用，作为黄酮醇苷的配糖体之一（配醣）它是预防脑出血、放射线障碍、出血性等疾病效果显著的植物成分。
岭南大学食品营养学学科和大邱市保健环境研究院，最近发表了关于“成熟期大枣叶的成分组成变化”的相关研究报告。
这项报告中指出，大枣叶含有预防以及治疗放射线障碍的芦丁成分多达0.11克（每100克）。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 그 대사의 산물로서 프리래디컬이 발생하게 되고 이 프리 래디컬로 인해 
우리 세포는 공격을 받아 노화와 질병이 촉진된다. 프리 래디컬이란 전자가 모자라 짝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정하게된 분자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위해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다른 분자의 전자를 빼았는 현상을 말한다.
인체 내에는 SOD 라고 하는 생체 항산화 효소가 있어 스스로 프리래디컬을 방어 할 수 있지만 40세가 넘어가면서 이 효소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또한 스트레스, 자외선, 방사선, 전자파,인스턴트식품, 흡연, 과도한 운동, 약물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성된 
프리래디컬의 숫자가 인체의 자연 방어력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몸은 위험한 프리래디컬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추잎에는 루틴 함량이 높아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도와준다. 칼슘도몸이 방사능 물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한다. 

● 프리 래디컬(Free Radical:활성산소)이란? / 自由基(Free Radical:活性氧)是什么？

● 대추 나무잎은 HDL(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며 LDL(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어 준다.

    大枣叶可提高HDL（好胆固醇），降低LDL （坏胆固醇）。

Apexel 青松药枣 / 枣叶茶



24

수상 및 인증서

비교한 임상시험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 또 국내 지방공사 포항의료원,
박경남내과 (서울), 과천 국립보건소, 방주병원 등의 임상골밀도 시험에
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포항의 중소기업 에이펙셀(주)가 개발
한 제품이 미국 IFT국제 식품 과학 기
술박람회에서 기술혁신 대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에이펙셀(주)가 개발한 나노칼슘제
품을 판매하는 Summit그룹은 지난
11일~14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즈시
에서 열린 IFT국제식품과학기술박람
회에서 12일(미국 현지시각)한국기업
으로써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골다
공증완치 제품을 개발해 기술혁신대상
(Best-Technology)를 수상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에 있는
는 에이펙셀(주)대표이사 김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식나노융합기술로
그동안 불치병으로 알려진 골다공증
을 완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칼슘
제품을 개발, 미국병원에서 기존의 골
다공증치료제 및 세계적인 칼슘제품과

미국 IFT 국제식품과학기술박람회는
지난 1939년부터 시작해 70년 의 전
통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식품 박람
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100여개 국에
서 1천여개 기업들이 참관해 분야
에서 듀폰 등 4개 기업이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에이펙셀(주) 강대일 상무는 “우리
가 개발한 칼슘제는 60대 이상의 노
화된 뼈 상태가 정상의 골밀도로 회

%001 닌아 이식방 적학화“ 며”다된복
천연물 재료를 사용해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펙셀(주) 삼성제약과의
제휴를 통해 15일부터 칼슘드링크
박탄C & 요오도를 판매한다.

에
에

에

포항 中企 美 식품과학박람회 빛냈다
에이펙셀㈜  골다공증 완치 제품 IFT 기술혁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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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ISO 14001

奖项及认证书

APEXEL（株）参加2011美国食品科学博览会（简称IFT）
治愈骨质疏松症的纳米钙产品荣获IFT“技术革新”大奖

获得专利明星企业

国务总理奖

EM 优秀品质认证书
(技术标准研究院)

韩国专利（超微粉碎机）

美国专利（纳米粉碎设备） 中国专利（纳米粉碎设备） 韩国专利（气体柴油发动机） 韩国专利
（利用高炉矿渣制造天然沙的技术）

蒋英实科技大展 大奖 世界女性发明大展金奖 技术革新型(创新型企业)

FDA认证书 7030
黄金钙胶囊/高级钙胶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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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셀 칼슘

미국 FDA NDC (National Drug Code) 국제의약품코드에 일반의약품 등록인증
인증내용 -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심혈관 예방과 치료, 성장 촉진과 치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8030 나노칼슘 Ⅰ,Ⅱ
FDA NDC [OTC Drug (일반의약품) ] 골드 등록 NO : 55259 - 5001 – 1 

프리미엄 등록 NO : 55259 - 4001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7030 나노칼슘  Ⅰ,Ⅱ
FDA NDC [OTC Drug (일반의약품) ] 골드 등록 NO : 55259 - 1001 – 1  

프리미엄 등록 NO : 55259 - 20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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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NDC [OTC Drug (gerneral drug) ] gold registration NO : 55259 - 1001 - 1
 FDA NDC (OTC Drug) premier registration NO : 55259 - 2001 - 1

Apexel Calcium

It has been registered in international drug code of U.S.A NDC (National Drug Code) as gerneral drug.

hastening growth and remedy.

The internationally known

We have know-how accumlated fo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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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纳米钙有国际通用的 FDA  NDC[OTC ]注册编号
7030纳米钙I  注册号:55259-1001-1
7030纳米钙II 注册号:55259-2001-1

8030纳米钙有国际通用的 FDA NDC[OTC ]注册编号
8030纳米钙I 注册号:55259-5001-1
8030纳米钙II 注册号:55259-4001-2

APEXEL纳米钙

以一般药品被美国 FDA 认证并注册在国家医药品代码 (National Drug Code-NDC) 。
认证内容-预防和治疗骨质疏松症、心血管疾病、促生长发育治疗剂



Excellence In Nano Technology

에이펙셀㈜ 본사_

에이펙셀㈜ 서울지사_

TEL _ +82-2-322-8920
FAX _+82-2-322-8941
E-mail_ ntw33@apexel.kr

电话 _ +82-2-322-8920
传真 _+82-2-322-8941
E-mail_ ntw33@apexel.kr

TEL _ +82-54-262-4922
FAX _+82-54-262-0896
E-mail_ ntw33@apexel.kr

电话 _ +82-54-262-4922
传真 _+82-54-262-0896
E-mail_ ntw33@apexel.kr

에이펙셀 (주)

▲ 해외 합작투자 제약회사 건설중   海外合作投资型制药公司正在建设中

▲ 서울 에이펙셀 사무소 및 마포 관광특구지역 매장 首尔APEXEL办公室及麻浦观光特区卖场

APEXEL（株）本社_

APEXEL（株）首尔分社_

한국 경상북도 북구 송라면 대전리 24-1

한국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6-2 창평빌딩 1.2층

地址： 韩国庆尚北道浦项市北区松罗面大田里 97-87

地址：韩国首尔特别市麻浦区西桥洞 466-2 昌平大楼1,2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