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 AGROCARBON
“쓰레기를 현금으로”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탄소 바이오리파이너리
3R AGROCARBON은 천연 인 성분을 재활용한 탄소 제로 방출 기술로써 열공학과 생명공학을 통합한 재활
용 기술에 의해 음식 쓰레기에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표준 투입 용량은 4 m3 /h (30,000 m3/year)입니다.
투입물은 인 성분이 많은 동물 골분, 곡물 찌꺼기, 식품 가공 및 농업 부산물, 과잉 유기물과 같은 저가(식물/동
물) 유기 또는 무기 부산물입니다.

골분

골탄

바이오테크 포뮬레이션

SEM 현미경 사진

최종 제품은 광범위한 농업(천연 인 비료)과 환경(흡착제) 분야, 재활용 질소 비료, 청정 에너지를 위한 고급 동
물 골탄과 생명공학적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3R AGROCARBON은 수평정렬 간접가열 저온 탄소
제로방출 시스템(850°C 미만에서 작동)으로써, 새로운
농업 생명공학 장치에 직접 통합되었습니다.
인 성분이 많은 동물 골분과 기타 농업/식품 산업 부산
물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의 조합된 혁신 공정으로 재활
용됩니다.
1. 생명공학적인 광물/탄소 캐리어를 생산하기 위한 고급
탄소화 과정
2. 혁신적인 고체 발효/형성 과정
3R 탄소화 장비
edward.someus@gmail.com -edward@terrenum.net WEB : www.3ragrocarbon.com and www.terren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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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 AGROCARBON
“쓰레기를 현금으로”
3R AGROCARBON의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 저가 과잉/쓰레기 물질을 부가 가치 정제 천연 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제적인 물가 안정 과
정. 제품을 광범위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낮은 생산 비용과 경제적 가치 창출
시장과 소비자 지속 가능성 = 모든 사람에게 ‘‘윈-윈’’ 효과
에너지 지속 가능성 = 최소 에너지만 사용하고 모든 에너지는 재활용
기술적 지속 가능성 = 제품 품질을 조정하는 산업화된 생산 시스템
환경적 지속 가능성 = 첨단 탄소 제로 방출 공정으로 폐기물을 부가 가치 제품으로 재활용
법적인 지속 가능성 = 3R 기술과 제품 용도는 모든 EU/US 및 국제 규정 및 표준과 당국의 승인 요구 조건을 충족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허 3R 기술은 스웨덴 발명가인 Edward Someus에 의해 발명되었고, 지적 재산권은 3R
Environmental Technologies Ltd.가 소유합니다.
기후 지속 가능성 = 탄소 네거티브 적용에 의한 탄소 제로 방출 과정
당국에 의해 승인되고, 검증되고, 현장에서 시연된 기술

3R AGROCARBON 적용 전략
최종 제품은 여러 가지 결합된 효과를 제공하고, 특히 채소와 한약재 재배를 위한 저투입 유기 농업에
사용합니다.
1. 더 나은 품질을 가진 식물 산출량을 늘리고 더 안전한 식품을 얻기 위해 천연 물질을 위한 식물 재배를 촉진합니다
2. 천연 N, P, K 비료 : 토양의 자연 밸런스의 회복으로 곡물의 광물 부족 및 장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에너지 집약적
인공 비료를 대체합니다.
3. 농업 화학물질을 대체하거나 대폭 낮추기 위해 토양 식물 병원균을 생물학적으로 조절합니다.
동물 골탄 재활용 프로그램은 높은 산출량과 시장 가치를 가진 고급 곡물 제품을 얻지만, 생산 비용이 덜 드는 저투입 유
기 농업 원예를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제품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3R AGROCARBON 국제 사업 전략
새로운 3R 기술 생산과 사용을 위한 지역 생산 라이센싱과 기술 이전 프로그램

3R Environmental Technologies Group
Mr. Edward Someus

(총괄 이사, 환경 기사)
전자 메일 : edward.someus@gmail.com - edward@terrenum.net
홈페이지 : www.3ragrocarbon.com and www.terrenum.net
전화 : (36-20) 201 7557 or (36-20) 805 4727
SKYPE : Edward.Som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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