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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토양의 산성화

1. 개발 배경 - 1

 지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약 800% 증가, 

 특히 질소, 인산, 칼리 등 여러 가지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만든 합성비료 개발이 성공을 거

두면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토양은 원래 중성을 유지 되어야 하지만 계속적인 화학비료의 과다살포와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

의 영향으로 점차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거기에서 자라난 식물도 산성화되고 그 식물을 섭취한 사람도 산성화가 된다.

 자연계에 있는 각종 균들 중에서 병원균들은 대부분이 산성 속에서 잘 번식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띤 토양이나 작물에서 끊임없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질소량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약 4분의 1이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활동의 결과” 로 보고 있다.

합성 화학비료

사막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 니제르 지역

산성화로 인해 황폐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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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진행중의중국신강성지역

화학비료의 문제점

수질오염에의한생태계피해

화학비료는 농약사용을부추긴다

 화학비료에 의한 수질오염

 화학비료를 살포했을 때 전량 식물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흙속의 미생물의 작용으로 2~3단계의 변화

를 거쳐 작물에 흡수되나

 토양의 산성화로 유효미생물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유해미생물은 증식되어 질소의 경우 평균 70%이

상이 유실되고 인산 가리 성분도 80%정도가 불 용해성으로 흡수 되지 못한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유실된 70%이상의 화학비료성분의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 물속에 양분이 많

아지는 부영양을 초래시켜 바다의 적조현상을 가져오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화학비료의 악순환

 화학비료의 유실은 유실되는 양 만큼 화학비료를 더 필요로 하게 하고 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지며 더

많은 유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토양의 산성화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농작물은 유기물 부족에 의한 생육부진 토양 산성화로 인한 병

해충의 왕성한 번식으로 화학비료를 뿌리는 한편 병해충을 잡기 위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화학비료와 농약은 상호의존적이며 더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하는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1. 개발 배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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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자재(비료·농약 등) 산업 : 약 1,142억$ 규모

 화학비료·농약은 당분간 정체하며 친환경 농자재 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화학비료 산업규모 : 730억$

 원자재 비중이 높아 원자재 생산국이 주도 :

※ 생산비중('09) : 중국 28.5%, 미국 10.4, 인도 8.9, 캐나다 8.7, 러시아 8.0 한국 0.7

 원자재는 ‘08년도 최고의 가격상승을 보였으나, ’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비료소비가 위축되었으며,

인광석과 암모니아는 ‘07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세계비료 생산1위인 중국의 수출물량 축소 및 수출세 부과로 지속적인 원자재가 상승이 우려됨

※원자재값의 전반적인하락('08→'09) :인광석 62.1%, 염화가리 21.2%, 암모니아 49.2%

※ 요소가격 : (‘07.6) 9,750원/20kg → (’08.5) 12,400 → (‘08.6) 20,700 →(‘09.1) 14,450

→(‘09.9) 13,200 →(’10.2) 10,650 →(’11.1) 11,200

 선진국은 환경문제 등으로 화학비료의 적정시비 또는 친환경비료의 시비를 유도하고 있다.

농자재 산업 국제 동향

세계 화학비료 시장

2.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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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비료시장 - 1

중국 농업 및 관련(농기계, 농산품가공, 농약 등) 시장 발전

 중국의 농작지는 약 24억 묘(畝)(1묘는 667m²)로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의 입지

 중국 농업부(农业部)는 2003~2013년 농산품 가공업 관련 기업 영업 수입이 2억6300만 위안에서 약 17만 위안으로 급증했음을 발표함.

 전자상거래나 한 국가 내에서 기후와 작물의 차이가 다양한 점을 이용한 원산지 농산품 직거래방식의 발달로 농산품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짐.

비료 수요 증가 요인

1. 최근 중국의 식량 생산은 10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식량 생산량은 1조2000억 근으로 2012년 동기대비 2.1% 증가함

2. 식량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비료의 수요 역시 식량의 가격과 함께 증가할 전망

3.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기초 화학비료 생산기업이 1000여 개소를 넘어서며 최대 농업국의 입지만큼 비료생산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최근 가정 내에 화초나 원예작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가정용 비료, 양액 등 소매시장 역시 성장 중

중국 화학비료 및 기타 비료(HS Code 3105)

(단위: 천 달러, %)

2012 2013 2014(1~9월)

수입 878,752(43.0) 891,126(1.4) 589,210(-17.6)

수출 3,076,249(-34.7) 2,399,810(-22.0) 2,088,652(31.4)

무역수지 2,197,497 1,508,684 1,499,441

자료원: KITA (한국무역협회)

중국 비료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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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료시장 발전 상황

 중국의 도시화 및 토지오염

 2013년 말 중국의 도시화 진행률은 이미 53.73%로 농촌 노동력이 감소하고 토지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내 중금속 오염이 된 농경지 면적은 2000만㏊(3억 묘)로 전국 농경지의 약 1/6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상황이 악화되는 추세로 중금속 오염과 식품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그 외에도 중국은 넓은 토지로 인해 지역별 자연재해, 병해충 등이 다양해 농산품 생산량 확보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꾸준히 농약과 비료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그 결과 중국은 국가 식품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 1일부터 '식품 농약잔류 최대 허용량(食品中農藥最大殘留量)'을 실시, 농약과 비료시장에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의 정책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농약 생산량이 연평균 21.5% 증가하면서

거대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의 1% 미만에 그치고 독성

잔류성이 높은 유독제품이 여전히 사용됐으며, 소기업이 많아 생산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그 원인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008년 6월부터 바이오•유기질비료 제품에 대해 완전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산동성 등 지방정부는 이미 유기질비료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중

 중국 정부는 ‘무공해 식품 행동계획’, ‘친환경 식품’, ‘유기농’에 대한 인증

등 관련 정책시행으로 농산물 품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발전을 촉진함. 중국은 농업오염총량이 공업오염을 초과하였다.

3. 중국 비료시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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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품 소개

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2. 추가비료1 - 동물성 아미노산 영양제

3. 추가비료2 – 액상 미네랄 (ROX)

4.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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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합 인회석은 한국 광산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질소함유 신종 인광석이다.

 중합 인회석은 식물의 영양 성분원소가 함유된 광석이 유기산에 용해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석을 채광 분쇄공정만으로 비료화 요건(requiste)이

완성시킨 천연비료이다.

 인회석은 식물의 영양원소(Ca, Mg, P, N)가 착물(complex) 구조의 인광석이 구연산에 용해되는 물리적 특성은 식물영양 흡수에 유리한 비료화의 필수

요건이다.

 화학처리 없이 광석을 분쇄 공정만으로 대량생산된 천연비료이며 화학비료의 문제점인 토양 산성화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비료이다.

 빗물 등에 유실 없이 토양에 오래 잔류하면서 식물에 천연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한번 시비로 1년간 경작할 수 있어 불필요한 화학비료와 과다 사용되고 있는 유기비료를 절감 비료사용을 크게 줄이고 저비용 친환경 농업을 실현 시킬 수 있다.

 구용성이란? 구연산암모늄 3%용액에 녹는 성질을 갖는 인산화합물의 총칭으로 토양 속에서 미생물 군이 분비하는 효소 또는 작물의 뿌리에서 분비되는 근산, 유기질비료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 혹은 구연산, 유산 등 유기산에 의해 분해되어 영양분을 가용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성질을 말한다.

※ 구용성 비료의 효과는 토양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좋은 토양일수록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중합인회석의함유성분

중합인회석의 이해 (Polymerized Apatite) 

구분 내용

화학구조식 Ca5(PO4,HCN2)3OH

화학명칭 착화합물

구연산용해성 구용성(90%)

질소(N) 5~12%

인산(P) 10~28%

칼슘(Ca) 33~47%

망간(Mn) 0.7%

철(Fe) 0.38%

규소(Si) 1.4~12%

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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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 2

중합 인회석의 주요 특징

1. 천연 미네랄 원소를 베이스로 개발된 친환경 비료로서 무공해이며, 안전하고, 독성, 발병, 인

축독성이 없다.

2. 비료의 유효율을 크게 증진, 유기농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병충해에 강한 면역력을 부여, 

생산성을 크게 증진시킨다.

3. 방출되는 이온전자기파는 물의 클러스터 (입자)를 나노화시켜 육각수화 하는 기능수(水) 로

작물에 최상의 물을 공급

4. 효소작용을 돕고, 생물학적 촉진제(Bio-stimulant)로서 미생물 조직체의 다양한 세포적 신

진대사를 증가시키는 세포성장 가속제(cell-stimulant) 역할

5. 유용미생물의 폭발적인 증식으로 작물생장에 절대적인 유용함을 제공한다.

6. 작물이 섭취시 항원-항체-화합물의 형성이 되어 극대화된 면역체계를 갖추게 되어 병해에

강해진다.

7. 독성물질을 흡수, 결합, 중화, 해독하는 기능으로 독성물질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유해

균류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 발휘한다.

8. 무농약, 저농약 농법을 구현할 수 있는 신개념의 비료이다.

9. 발근 및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광합성 작용을 향상시키고, 엽록소의 분해를 막아, 작물의

노화를 방지한다.

10. 구용성 비료로 1년에 1회 사용으로 기초비료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상용화된제품의예

한국에소개된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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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하고 광범위한 병해의 예방효과( 탄저, 역병과도 같은 고병원성에 더욱 위력을 나타내며, 

농가평균 약80%의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2. 획기적인 잔류독성 중화효과(1회만 사용하더라도 잔류독성이 유기농 수준으로 격감되며, 

지속적으로 사용시 아예 검출되지 않는사례도있다. 작물을 세척해도 동등한 결과가 나타난

다.)

3. 왕성한 발아, 발근, 생육촉진 효과

4. 용존 산소량 증가 및 강력한 식물 생리 활성 효과

5. 식물의 노화방지 및 내병성 향상 효과

6. 내서, 내한, 내건성의 향상 효과(냉해 극복의 사례도 있으며, 영하1~2도 에서 토마토를 정상

적으로 기르고 수확한 사례가 있다.)

7. 놀라운 저장성 향상효과(저장성이 3배~ 5배까지 향상된다.)

8. 신진대사의 촉진 및 작물 스트레스 해소 효과

9. 왕성한 유용 미생물 증식효과 및 PH최적화 효과

10. 작물의 품질, 생산성 극대화

11. 맛, 빛깔, 당도 등이 놀랍게 향상된다.(당도, 비타민C등의 유효성분이25%~ 30%까지 상승

하며, 질산염 함량은 40%이상 격감되어 최고 등급의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12. 가장 효과적인 토양 개량 효과(2Kg을 토양시비 했을 시 퇴비 2톤~ 3톤에 필적하는 토양개량

효과를 나타낸다.)

13. 강력한 연작 장해(염류침적, 토양 산성화) 예방효과로 연작가능

중합 인회석의 효능 및 효과

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 3

농촌진흥청원예연구소

2001.01.16 ~ 2001.07.1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업개발연구소
2001.08.20 ~ 2001.10.31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2.07.08 ~ 2002.11.07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04.05.01 ~ 2004.09.24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04.04.01 ~ 2004.09.30

한국內작물실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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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 인회석 특허증 및 추천서

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 3

농촌진흥청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작물비교실험

중합 인회석 특허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추천서

용성인비

과인산석회

중합인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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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1. 기초비료 (Polymerized Apatite) - 4

◀사용군

▲미사용군
(일반비료사용)

▲미사용군
(일반비료사용)

▲사용군

▲사용군
▲미사용군

(일반비료사용)

사용군▶

▲미사용군
(일반비료사용)

■ 고추 성장율 비교

동일종류의 고추를 기른후

비교, 뛰어난 성장율을 볼

수있다.

■ 방울토마토 비교

크기 뿐만 아니라 맛, 신선

도, 저장성에서 훨씬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자 성장율 비교

2배정도의 크기차이가 났으

며, 경도 및 저장성이 향상

되었다.

■ 무우 성장율 비교

크기와 중량에서 배 이상 차

이가 났으며 높은 품질로 상

품성이 향상되었다.

■ 화분 재배 성공

화분재배는 영양분성취 등

모든 면에서 재배하기가 어

려운 것이 일반적이나, 부족

한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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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비료 1 - 동물성 아미노산 영양제

상용화된제품의예

친환경동물성아미노산영양제의효능/효과

 동물성 아미노산 비료가 식물체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토양 잔류농약의 제거 ▶ 잔류농약 7~37배 분해촉진 및 탁월한 토양환경개선

 토양 내 중금속 제거 ▶ 중금속 22.6~75.7% 제거 및 탁월한 토양환경개선

 병해 · 생리장해방지, 저온 · 일조부족 불구 활착 · 생육우수, 식물체 에너지절약(일본 미생물 연구소 실험)

 토양 및 생육전반에 많은 도움 ▶벤트그라스 잔디의 뿌리길이가 14.9% 증가 하였으며 노지고추의 경우

품질의 향상 및 생산량이 30% 증가 하였다.

 아미노산의 식물체내에서의 일반적 기능

 흡수된 질소원이 식물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생육활성능력이

강화된다. 

 아미노산 액비는 체내 생합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흡수된 아미노산이 직접 식물체 내에 필요한 기능을 하므로

효과가 빠르고 각종 생리활성이 강화된다.

 식물흡수 및 이동속도가 빠르다. 

▶뿌리로부터 가장 먼 거리까지 이동하므로 아미노산을 살포하면 비효속도가빠르고, 효과가 뚜렷하다.

 아미노산은+와 –기를 동시에 가지므로 체내이동 시 다른 이온들을 흡착 각종 이온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식물의 스트레스 방지 억제 물질인 proline을 공급하여 스트레스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토양중의 유용미생물을 활성화 시켜, 토양의 이화학성을 동시에 개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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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동물성아미노산영양제의특징

2. 추가비료 1 - 동물성 아미노산 영양제

1. 부페성 미생물(병원성세균 등)의 완벽한 살균 ▶ 자외선, 오존, 전기분해, 천연물질 ( +@ )

2. 가수분해 · 발효 최적환경 정립 ▶ 단백질구조, 온도, PH, 입자분리( 혈구세포 분쇄 등 )

3.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등 완벽분해 · 제거 ▶ 종류별, 단계별 최적효소 + 미생물 ( 복합 )

4. 품질, 아미노산함량 안정화(냄새, 가스 제거 등)      ▶ 원심분리, 여과, 미생물, 천연물질 ( +@ )

5. ONE – STOP 양산 시스템 ▶ 원료 ( 살균 ), 분쇄 ( 여과 ), 가수분해 ( 발효 ), 분리 ( 여과 ), 저장 ( 제품 )

기존아미노산영양제와의비교

제품별 성분 원료 제조방법 아미노산 함량 품질(활성도&기능) 비 고

본제품 천연효소미생물 동물혈액 가수분해 + 발효 15 ~ 20% 최적

제조방법 별
아미노산 함량은
수분차이 등으로
큰 의미가 없다.

화학제품 화학물질
동물혈액
▶ 혈분

가열 + 酸분해 3 ~ 5%
미달이거나

미흡
미생물제품 미생물 어분,골분,유박등 가열 + 발효(숙성) 10~50%

 친환경 동물성아미노산 제품은 원료 단백질이 변성방지와 천연효소가수분해 + 발효(미생물)등 품질 최적화로 동물성 아미노산(필수 및 비필수)

과 미네랄이 균형비율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 (완전한 아미노산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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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및출원사실증명원

2. 추가비료 1 - 동물성 아미노산 영양제

도축혈액 단백질 이용한 아미노산 비료
및 사료 제조 일관 시스템

- 등록일 : 2014. 2월

도축혈액 단백질 이용한 아미노산 비료
및 사료의 고효율 종합 생산 시스템

- 출원일 :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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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비료 1 - 동물성 아미노산 영양제

본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해 재배한 파
▶ 성장 속도 및 크기가 괄목 할만하다.

관행재배
(11Cm)

액비사용
(19Cm)

작물 비교 실험 : 곰취 작물 비교 실험 : 깻잎

관행재배
(12Cm)

액비사용
(18Cm)

작물 비교 실험 : 벼

관행재배 액비사용 액비사용 관행재배 관행재배 액비사용

작물 비교 실험 : 파 작물 비교 실험 : 마늘

아미노산액비작물실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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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비료 2 – 액상 미네랄 (MIROX)

ILLITE 의이해

 1937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Grim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했으며, 그 지방의 이름을 붙여 만든 천연 광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석으로서

그 매장량 또한 희귀하다.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물이고 일반적으로는 운모 혹은 견운모 등으로 알려져 있다.

 ILLITE (伊 利 石) 는 중금속 및 유독가스에 대한 우수한 흡착 탈취 분해력, 상온에서의 높은 원적외선 방사와 음이온 발생능력, 항균성과 항 바이러

스 능력 등이 인정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동물체내에서 비 특이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특정한 질병에 치유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생육을 촉진하

는 특성 등이 연구되었다.

ILLITE 의구성성분 : SiO2, Li,  Al2O3, Cr, Fe2O3, TiO2, Ni, MgO, Cu, MnO, Zn, CaO, Ga, Na2O, Sr, K2O, P2O5, L.

ILLITE 의특성

 물속의 부유물질 흡착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의 부유 미립자와 전기적인 중화로 응집 침전을 유발하여 물을 정화.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한 흡착/분해 능력이 뛰어남.

 물/토양/대기중에서 각종 중금속 및 유독가스를 흡착 탈취 분해한다.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을 증강시킨다.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한다.

 ILLITE (伊 利 石) 자체에서 음이온을 다량 발생하며, 섭씨 40도에서 93%의 원적외선을 방사한다.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 등의 정균 작용을 하며, 피부에 묻어 있는 각종 중금속/유기물질/독성물질 등을 흡착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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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비료 2 – 액상 미네랄 (MIROX)

MIROX의이해

 일반적으로 천연 광물은 Si Ca Al Fe Ca Mg Mn 등 Mineral의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천연 광물 중 ILLITE는 많은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흑운모는 20~40 종류의 Mineral 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ILLITE 로부터 무기산(황산용액)을 이용해 미네랄을 용해 추출을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Mineral Chelate(미네랄염)으로 30% 가까이 함유하는

Mineral solution 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다른 천연 광물에서도 추출한 용액을 이용해서 반응적 작용(산화응집,) 촉매적 작용, 대상 물리적 작용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일라이트가 Mineral

solution이 수득량이 월등히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MIROX” 로 명명하였다.

 MIROX의 성분 및 성상

 MIROX 는 천연 광물로부터 추출한 것이고

 생산 공정에서 무기물(황산)만을 사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유기물(有機物) 함유는 전혀 없다.

 MIROX 성분

 Al,Fe,Mg,K,P,Ti,Ca,Mn,Na,V,Rb,Si,Zn,W,Co,Li,Cu,Se,Ge,Ni,Mo,Ba 등의 황산염 또는 그것들의 복염(複鹽) 착염(錯鹽) 혹은 산화물로써 물에 용해하여 이온 상태

로 존재하고 있다. 염류 함유량 20% 이상이고 특히 As,Pb,Cd,Hg,Cr 등의 유해 중금속은 검출 되지 않는다.

비중 = 1.2~1.4 / PH=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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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비료 2 – 액상 미네랄 (MIROX)

액상미네랄 (MIROX)의활용

 본래 식물은 흙이라는 미네랄 그 자체를 모체 기반으로 하여 탄산가스, 물, 산소를 태양광선하에서 광합성하여 성장하게 되는데, 

 이 광합성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 군이며 또한 동물성 Aminosan 을 첨가하여 첨단화 하였다. 

 액상미네랄 MIROX 와 Aminosan은 발아 발근의 촉진, 잎 줄기 가지의 신장, 과실의 성숙과 당도 증진, 수세강화 등에 있어서의 탁월하고 고온 한냉

에 탁월한 효능을 증명한다. 

 이 응용은 액상미네랄을 원료로 하는 상품화가 행해져서 일반 농작물 과수, 화훼, 관엽식물의 재배 골프장 잔디의 살수 등에 사용 되어 그 효과가 높

이 평가되고 있다.

 식물의 생체 내 반응에 관여하고 있는 효소(유기촉매)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미네랄이 존재한다. 미네랄에 의해서 식물이 건장하게 자라게 되어 세

균성 질병에 걸리기 어렵게 된다. 

 토양호기성 미생물의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하고 선충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양의 단립구조(團粒)를 개선해 토양의 Porous화(다공화)를 진행

시켜 공기 도입을 촉진하며 그것에 의해 투수성 보수성을 적당한 상태로 유지한다.

식물 뿌리의 신장을 촉진시켜 모근의 발생을 많게 하고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량을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잔류물질을 분해 또는 무독화한다.

이상과 같은 작용의 결과로서

 튼튼한 채소와 건장한 수목을 만들어 낸다.

 과체 과실의 당도를 증가시키며 형상이 균일화하여 상품 가치를 높인다.

 농산물 과실 화훼 등의 선도유지를 향상시킨다.

 연작장해 염해 사막화의 방지에 크게 이바지한다.

 흙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에서 종래방식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식물 각각의 생태가 다양한 것과 현지의 기후나 토질에 따라 각기 최적의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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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사례

北京金山生态动力素制造有限公司의 인삼 연작 실험 (기초비료+추가비료)

1. 인삼 묘삼(종자삼 / 종삼)을 심으면 3년 후 이식을 해야 한다 ▶ 이식 때 새로운 토양이 필요하며, 인건비가 들고, 이식할 때 고사하는 것이 많다.

2. 인삼을 수확(5년~6년 근)한 후, 연작은 불가능 하다.(중국에서는 노삼지라고 한다.)

3. 중국 북경에 있는 회사의 의뢰로 인삼비료를 제공하여 연작의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인삼을 화학비료,농약, 방부제 등으로 재배하여 3년 후 , 이식도 하지 않고 연작지(노삼지)에서 제공한 인삼비료로 4년간 임상실험으로 97%의 생

존률과 관행농업으로 재배한 인삼의 사포닌, 진세노이드, 크기 등 훨씬 좋은 인삼재배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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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사례

중국 광저우 벼농사 실험 (중합인회석)

관행재배 중합인회석 사용

중합 인회석 재배 사례

개발자가 직접 참석한 중합 인회석 재배사례 발표회

관계자들의 검증 모습

중합인회석 개발자와의 중국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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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사례

추가 비료 작물 비교 실험

관행재배 액비사용

작물 비교 실험 : 감자 작물 비교 실험 : 양파

관행재배 액비사용

작물 비교 실험 : 무우

관행재배 액비사용 액비사용 관행재배

작물 비교 실험 : 기무 작물 비교 실험 :고구마

작물 비교 실험 : 엽체류

관행재배 액비사용

관행재배

액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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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화

1.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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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방향

시장 진출방안

○ 본격적인 시장진출에 앞서, 대표 농작지에 시범시비를 함으로써 브랜드 친근감 확립이 필요

-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비료시장은 제품 또한 홍보에 시간이 필요함.

상품별 상이한 비료수요 적기와 농산품별 주요 농산지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를 파악함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 상품으로 비료-농약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품 등 대상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상품의 개발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제품은 수입 관련 수속이 복잡하고 농민에 대한 제품 인지도 제고 등의 문제로 입지를 다져놓은 현지회사와의 합작판매가 현실적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 북경지역의 수입 및 대리상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통경로가 단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의 다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화학비료산업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성장 동력 산업이 분명하지만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품질 수준도 기업마다 다양해 소규모의

기업이 시장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친환경 비료 기업 중 90%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산업의 집중도 제고가 시급하다.)

 따라서 기준미달의 제품이 다수이며, 경쟁우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브랜드 형성을 위한 중국 내 기업과의 협력관계

등 진출방법 모색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친환경 비료산업이 비료산업 내 발전 속도와 주목을 받는 점이 뚜렷하지만 무조건적인 화학비료의 감축 정책이 이루어질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비료 사용의 효율화를 위한 R &D 연구센터나 기술개발을 확대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건립이 필요하다.

 기술이나 자동화, 환경변화에 따른 움직임으로 중국정부의 감시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로 중국 내 수입상의 흥미가 비교적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진입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진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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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액상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중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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