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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개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한 세계 최초의 ICO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

다. 투자 유치의 목적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생

산력을 증대 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PEATCOIN 토큰

을 구입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타국의 투자자들

에게 이미 운영중인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보장된 소

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암호화폐인 
PEATCOIN 토큰은 ETHEREUM 플랫폼에서 발행될 것

입니다.

문제점들

현재 중소기업의 주요 문제는 투자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고금리의 은행 상품과 소액의  

투자 자금 지원 및 벤처 펀드는 투자유치를  

위한 대안을 찾게 합니다.

또한 소규모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한계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흥미있고 혁신적인 

회사에 투자 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경제의 발전과 성장의 동력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당사의 전반적인 목적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의 

그룹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투자 프로젝트 

및 중기적 개발 및 전망" 참조). 스마트계약을 

체결하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금을 

끌어 들이게 될 것이라 획신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기업 및 산업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초기 프로젝트 참여로 

인하여 알기 쉬운 고정 이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실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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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회사 소개 

ECOPROM LTD. (상표: «ТОРФЯНАЯ ПОЛЯНА» 
"토르퍄나야 폴랴나")사는 2015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러시아의 토탄 채굴 및 가공 업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당사는 

스베르들로브스카야 주 르제브스키 마을에 위치한  

"치스토예" 토탄지에서 토탄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ECOPROM LTD. 은 토탄생산기업 세계협회(PEATSOCIETY.ORG)에서 토탄생산자증명서와 회원증을 받은 

러시아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우랄 지부의 승인과 추천도 받았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러시아 재배자 협회(RUSPITOMNIKI.RU)의 회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농업 및 토탄 연구소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우랄 지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16 000 000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기업은 조직과 인프라 구축 부터 도로 

건설, 전력선 가설, 시설물 건설에 캐나다 (PREMIER TECH), 핀란드 (SUOKONE)의 최신 장비 구입으로 

이루어진 최신식 기업입니다. 

러시아는 토탄 총 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중 40%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탄의 

기질은 채소, 꽃,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이상적인 매개체입니다. 치스토예 토탄지의 매장량은  

20 000 000 ㎥이며, 80 000 000 ㎥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88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COPROM LTD.는 "치스토예"에 위치한 토탄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하층토 사용권 및 25 년간 

광물(토탄)을 채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증번호: SVE 07556 TE / SOBR.GEOSY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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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제품

"일반형"  

(소형 온실 및 주택용)
 
/ 포장단위 2.5~50리터

자체 상표 및 고객 상표로 무역을 하는 

업체의 판매용으로 포장된 개인농장 및 

화훼재배용 제품.

"전문가형"  

(대형 온실 및 농장용) 
 
/ 포장 50~250리터

대규모의 종묘장, 농업 기업, 원예장 및 

온실, 골프 클럽용 등의 조경자재용에도 

적합한 전문 토양혼합물.

ECOPROM LTD.사는 OBI, ASHAN, MONETKA, LENTA 및 기타 연방 유통체인과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와 핀란드에서 제조한 현대식 첨단 기술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토양을 수집 할 때 필요한 모든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분석용 토탄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끊임없이 품질 관리를 각지에서 수행합니다.

최신형 장비 
와 독특한 방식의 해외 생산 기술에 의해 최대 

효율로 토탄을 채굴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 준수 
현대식 과학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고품질의 토탄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규 토탄지  
토탄지에서는 전에 토탄을 채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와 가치를 보존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생산공정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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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생산공정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750 000 ㎥
로 증가할 경우 판매시장별 

판매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0 000 ㎥ 
러시아내  

"일반형"시장 

110000 ㎥  
러시아내  

"전문가형"시장

560 000 ㎥ 
수출량

프레이즈 토탄 채굴법(밀링 토탄 채굴법 : 상부지층을 

깎아 토탄채굴) 

가장 환경에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인 프레이즈 토탄 체굴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인건비와 생산비, 

심지어 환경오염까지 최소화시킵니다. 따라서 토탄 퇴적물은 전체를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얇은 층에서 

채굴됩니다. 새로운 토탄지는 덮여 있는 층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나무, 관목, 잔디와 이끼가 

덮여 있는 층을 150~300mm의 깊이로 제거합니다. 그 다음 들판을 건조시키고, 생산하기 위한 추가 

사전작업이 수행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장비로는 "치스토예" 토탄지 면적의 1/3에서 토탄을 채굴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1년
간 250,000㎥의 토탄에 해당합니다. 2018년에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그 생산량을 도달할 예정입니

다. 이와 함께 채굴을 위해 지정된 전체 현장에서 덮은 층 제거 작업을 할 경우 연간 채굴량을  

750 000㎥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토탄 가공 공장에서의 완제품 생산

— 토탄조각을 2km의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운송.

— 나무가지와 기타 목재 찌꺼기 제거;

— 정화된 토탄을 각소비자 요구에 따라 여러 사이즈(5~10mm에서 60mm까지)로 분리;
— 제조법에 따라 여러가지 재료와 토탄을 혼합;
— 판매 계획에 따라 2.5리터 부터 l~6㎥짜리 용기까지 다양하게 포장.

추후에 가공할 원료인 밀링토탄을 얻는 과정은 다음 3 단계로 나뉩니다:

1. 상부지층을 5-20 MM의 

깊이로 깎아 토탄조각 채굴;

2. 토탄조각을 생산공장에서 

일정한 습도까지 건조;

3. 토탄조각을 쌓아올려 저장.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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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배경

지리적 위치

현재 "치스토예" 토탄지는 가장 동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판매 시장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 및 중국은 비옥한 토양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농업은 주변의 

비옥한 토양을 수입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는 599 000 000 명, 중동 — 172 000 000 
만명, 중국 — 1 380 000 000 명, 총 잠재 판매 시장은 2 150 000 000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

1 500 000 000 ㎥ 캐나다

1 700 000 000 ㎥

 핀란드

  2 500 000 000 ㎥

토탄지

"치스토예"

20 000 000 ㎥

토탄 세계 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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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사업 거래처. 양해 각서

현재 당사는 이미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생산업자와의 토탄 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스베르들로브 스카야 주 상공 회의소와 긴밀한 협조하에 일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농부들에게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예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수출공급을 제품 판매를 위한 주요 통로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외국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성에만 위치한 버섯 재배 기업들의 토탄에 대한 수요량은 4 000 000 ㎥에 

이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당사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생산량을 늘려야 합는것 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토탄을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업은 

현재 독일, 핀란드, 발트 해 연안 국가들에서 수출되는 비옥한 토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지리적 위치 및 그 결과 물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당사의 제품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의 장비는 최대 5gr/㎥의 비료를 첨가하여 효과적으로 토탄 혼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산도가 보정되고 이물질이 제거된 기초토탄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필요한 비료를 직접 

추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업에서 기본으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 규모를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000 000 ㎥ 
"일반용"시장

2 000 000 ㎥ 
"전문가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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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기업 활동 결과 및 개발 계획

경제 지표

소득:  
16 달러 × 750 000 ㎥ =  
12 000 000 달러 

이익:  
12 000 000 달러 × 56% = 
 6 720 000 달러

2015년 시험 삼아 토탄 채굴 및 가공을 시작했으며 2017년 초 기업 생산 능력은 65%
에 도달했습니다.

토탄 (기본 원료)의 1㎥ 당 평균 판매가격은 약  16달러입니다. 간접비를 고려한 생산 및 

가공 비용은 7달러입니다. 따라서 토탄 1㎥ (기본 원료)를 판매하여 남는 순수익은  

9달러이며, 즉 회사 매출의 약 56%입니다.

가격 16 달러 - 원가 7 달러 = 이익 9 달러 - 56%

하드 캡에 도달할 경우 당사는 2020년에 연간 생산량이 750 000 ㎥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현재 가격으로 12 000 000 달러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익(과세전)은 연간  

6 720 000 달러이며 그 중 60%로 시장에서 PEATCOIN 토큰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토탄 생산량 및 완제품 판매량과 개발 계획

2015
0 0

5 200

10 400

15 600

20
백만 달러 천㎥소득     이익     토탄채굴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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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생산 장비 31% — 2 800 000 달
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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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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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 

필요한 총 투자 금액은 유동자산 

투자를 제외하고 9 000 000 달러 

입니다. 

하드 캡 — 10 000 000 달러 
 
소프트 캡 — 1 000 000 달러

투자 금액 및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보아 투자 회수 기간은 1.5년입니다.

신고된 하드캡 금액 보다 작은 자금을 

모을 경우 투자 효과가  비례하여 

보다 작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투자 분배

토탄채굴 및 추후가공량을 연간 75만㎥까지 증가시키려면 9백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치된 자금은 추가 장비 구매(운송, 설치, 커미셔닝 비용 포함)에 투자될 것입니다.

 프레이즈 토탄 채굴법(밀링 토탄 채굴법)을 위한 덮은 층 제거 작업을 위해 토탄지를 준비하기 위한  

장비 — 6 246 000 달러. 

 토탄 가공 시설 현대화:

— "일반용"시장(설명 각주)에서 판매될 2.5~70 리터 짜리 포장지에 담을 혼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
— "일반용"시장을 위한 제품을 팔레트로 적재 프로세스 완전 자동화;
— 스캐닝 라인의 출력(토탄 정화) 시간당 150 ㎥까지 증가 (※ 현재 시간당 100 ㎥);
— 대규모 소비자 및 수출용 제품을 대형곤포로 포장하기 위한 라인 구축 및 설치;

— 면적이 2 000 ㎡의 인프라를 갖춘 추가 신축 건물 건설. 
 
장비에 대한 총 투자는 2 806 000 달러가 될 것입니다.

덮은 층 제거용 장비  42,7% — 3,9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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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구입할 장비 수량 :

Cup,   
천 달러

장비 수량 단위, 대 공압식 토탄채굴기 

수량 단위, 대

설비 수량 단위, 대 생산 현대화에 

대한 투자, 천 

달러

1 000 5 3 0 0

6 000 16 6 18 2 100

10 000 33 15 34 2 800

생산량을 350 000 ㎥로 늘리는 데 필요한 최소 투자액(소프트캡)은 1 000 000 달러입니다. 

청구금액이 소프트캡 금액 보다 적은 투자액을 유치할 경우, 자금은 ICO가 끝난 후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투자 된 자금에 따른 생산량 증가 예상

1 000 000 달러 3 000 000 달러 5 000 000 달러 7 000 000 달러 10 000 000 달러
0

2

0

4

6

200 000

8

10

400 000

12

14

600 000

백만 달러 소득, 천 달러    이익, 천 달러     채굴량,㎥

8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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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투자 프로젝트의 단계

1 주  
ICO 1 PTN = 0,7 달러

2 주  
ICO 1 PTN = 0,8 달러

3 주  
ICO 1 PTN = 0,9 달러

4 주  
ICO 1 PTN = 1 달러

기금 모금 캠페인이 끝나면 PeatCoin 토큰이 거래소로 보내집니다.

ECOPROM LTD.사는 이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운영중인 기업이므로 PTN 토큰의 

ICO가 끝난 직후에 10 PTN = 토탄 1㎥에 해당 분량의토탄을 교환 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1㎥의 배수로 이루어짐)

유치한 자금 분배:

유치한 자금의 90% — 생산 현대화  

(장비 구입)
유치한 자금의 10% — 마케팅 회사에 

지급할 상여금

토큰 분배

88% — 투자자들 ICO에서 PTN를 판매하여 얻은 10% — 
프로젝트 팀   

ICO에서 PTN를 판매하여 얻은 2% — 
바운티 회사 

분배하지 못한 토큰은 소멸됩니다.

ICO를 실시하기 위해 17 500 000 개의 PeatCoin 토큰(PTN)을 발행할 것입니다. PeatCoin은 

토탄으로 보증되는 산출물입니다. 10 PTN = 토탄 1㎥.

10 PTN의 각 소유자는 자기 토큰을 토탄 1㎥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COPROM LTD.사의 생산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Pre-ICO 실시 — 2018년 1분기

Pre-ICO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에게 1 토큰 당 0.5달러의 가격으로 1 400 000 
PeatCoin 토큰 구매에 대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Pre-ICO의 일환으로 700 000 달러를 

모금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마케팅 캠페인에 소비될 것입니다.
단 계

단 계 

기금 모금 (ICO) 2018년 2분기

기본 판매 라운드의 일환으로 PeatCoin의 가격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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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장비 구매. 2018년 3분기~2019년 3분기

토탄채굴량을 늘리고, 기업의 토탄가공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가 장비와 기계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덮은 층 제거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한 장비, 덮은 층 제거용 장비, 토탄채굴용 

장비는 2019년 여름 초부터 작업을 시작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하드 캡보다 적을 경우 보장된 상환 금액이 비례하여 감소될 것입니다.

5년 후 ECOPROM LTD.사는 시장에 공개된 모든 토큰을 받을 때까지 시장가로 토큰을 

계속 구매할 것입니다.

2019년 2분기 — (최대 생산량 도달) 2020년 2분기 

"치스토예"토탄지의 새로운 구역에서 덮여 있는 층 제거 작업 시작. 구입한 장비 설치, 

시운전, 토탄 가공 공정 시작.

완료된 작업에 대한 보고

역환매는 2018년 9월부터 ICO실시를 한 4개월 후  기업의 향후 5년간 이익의 60%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큰 환매는 환매 당시 시가로 이루어지지만 토큰 당 1.6 달러 이상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토큰 가격이 토큰 당 1.6 달러 미만인 경우 토큰 당 1.6 달러의 

가격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하드 캡에 도달하여 연간 750 000 ㎥의 토탄을 채굴할 경우 시장에서 토큰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보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

시장에서 PTN 토큰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총 보증 금액은 하드 캡에 도달할 경우  

15 500 000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3

4

바이아웃, 천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0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단 계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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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생산 및 가공에 대한 투자

구입한 모든 토큰은 구매한 후 소멸 될 것입니다.

투자자의 소득은  토큰 최저 가격으로 환매할 경우 최소 60%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환매 메커니즘은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토큰 가격의 상승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투자자는 ICO 가 완료된 후에도 여러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의 토큰 판매

토큰의 가격은 적어도 보

증된 바이아웃 가격인 

1.6달러까지 증가할 것입

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가

격이 보증된 바이아웃 가

격보다 적어 투자자가 일

정한 금액의 이익을 반드

시 받게 될 것입니다(윗
표 참조).

역환매할 경우의 토큰 

판매

프로젝트 실시(프로젝트 

실시 단계 참조) 및 바이

아웃 절차(토큰 바이아웃  

분기별 일정 참조)를 시작

한 후 토큰의 가격은 호

의적인 뉴스와 보증된 구

매자인 Ecoprom Ltd.사
로부터 추가적 유동성 거

래가 들어옴으로써 증가 

할 것입니다.

토큰 가격의 투기적 성장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

기 위한 당사의 모든 노

력 : 환매 절차, 대량의 토

큰 및 낮은 진입 가격 (
토큰 당 가격)은 거래소

의 상당히 큰 투자 활동

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토큰 가격의 투기적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

다.이를 통해 투자자가 프

로젝트 수행 중 언제든지 

프로젝트에서 나갈 수 있

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

습니다.

투자자의 보장된 수익성%

0

50

100

150

200

250

Pre-ICO 1 주 2 주 3 주 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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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장점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당사가 투자자들과 관계를 할 때 

최대한 공개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제작 된 제품으로 인하여 내수 생산의 복잡성이 감소 됩니다. 토탄은 수출 지향적인 상품입니다. 당사의 예측

에 따르면, 중동 및 동남아시아로 매출의 80%까지 수출 될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비옥한 토양이 없기 때문

에 농업에 적합한 토양을 수입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와 국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입

니다.

러시아 연방 입법부의 규제 조치. ICO를 개시하고, PeatCoin을 발행하고, 바이아웃할 때 카운터 파트 역할을 

하는 본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BVI)에 위치해 있습니다. BVI는 영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ICO 후 투

자는 화폐로 변환되어, 화폐 이자 대출을 통해 러시아 회사 Ecoprom Ltd.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러시

아 연방에는 토큰 및 암호 화폐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어떠한 암호 화폐와 토큰이 규제 범위 외에 있는 러

시아 연방 법과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에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용이 금지되지

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업 효율성 및 회사 이익에 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위험. 당사는 2015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그 동안 당사는 기본 제품 생산량 및 소득 증가를 꾸준히 보여 왔습니다. 당사는 이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모든 주요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특별한 위치 덕분

에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 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ICO실시를 시작하는 기타 회

사들과의 차이점은 당사는 스타트업이 아니며, 이미 운영중인 기업이고, 직원 150명 정도 있으며, 창립 이

래로 성공적으로 성장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총액은 16 000 000 달

러 이상에 이릅니다. Ecoprom Ltd.사는 "치스토예" 토탄지의 25년간 사용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일하고 있는 인원수를 늘리고,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스베르들로브스

카야 주 르제브지역의 가장 큰 납세 기업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상황의 분석에 따른 높은 투자 매력;
— 러시아, 중국, 한국, 베트남 및 기타 국가들의 잘 정립 된 사업 모델과 판매 시장의 전망으로 인한 

리스크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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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 개발 및 전망

현재 토탄은 저평가된 자산이며, 이 제품을 중심으로 

많은 다음과 같은 사업 자산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온실 건설 및

농산물 생산

발전소 

토탄의 경제적 이점은 현지 연료로 사용할 때 

발휘됩니다. 채굴장에서 100km 이내에서 연소 

할 때 가스와 석탄보다 비용이 평균 15~20% 

저렴하며, 몇 배 더 환경친화적입니다.

당사에서 핀란드 및 캐나다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 지표를 높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러시아에서 토탄은 RES(재생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고, 국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전력망 

인입점까지의 전력선을 건설할 비용은 정부에 

의해 보상을 받으며, 정부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의 가격(
지역 에너지위원회와 합의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합니다. 

장점: 

— 토탄의 연소는 적은 공기량으로 접근으로 

가능합니다. 성분에 화학적 산소가 있으므로 

오랜 시간 동안 연소되며, 약간의 회분을 

남깁니다.
— 토탄 연소 생성물은 농업과 작물 생산을 위한 

우수한 비료입니다.

— 연소시 소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친환경이 

보장됩니다.

—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토탄은 석탄에 비해 

열량 1Gcal당 생산 비용을 15~20% 줄일 수 

있습니다.

— 토탄의 발열량은 약 5000 kcal/kg이며 석탄 

지표와 일치합니다.A163.

또한 본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보다 저렴한 전력과 열에너지를 공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의 계획은 이 

에너지 중 일부를 전산시설(마이닝팜 건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 자료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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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시설 

경제적 전제 조건:

— 스베르들로브스카야 주의 기후대에서는 농산물 

노지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 스베르들로브스카야 주의 인구는 4 300 000 

명입니다;

— 2017년 스베르들로브스캬야 주 노지 및 

시설에서 대량으로 재배한 채소 수획량은 약 

66 600 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54 000톤은 

노지에서 재배한 채소, 12 600 톤은 시설에서 

재배한 채소입니다. 동시에 채소 수요의 약 

50%는 다른 지역 또는 국가의 공급에 의해 

충족됩니다.

전기 생성의 부산물은 생성된 열 에너지이며 이는 재활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에너지를  합리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당사는 기업을 기반으로 하여 온실 농장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술적 전제 조건:

— 토탄을 채굴하고 남은 땅, 밭 여유로운 확보;
— 자체 비옥한 토양 보유;
— 발전소에서 생산후 사용하지 못하는 잉여 

열에너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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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구성원 

1983년 국립우랄광산대학 졸업 / 광산엔지니어과

연해주 광산건설관리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고 1991년부터 

개인 사업을 해왔습니다. 펀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 관

련 활동을 했으며, 2004년부터 전력도매시장위원회 설립에 

참여했고, 전력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데 참여했으

며, 수년간 전력도매시장위원회의 분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습니다. 2011년 "우랄프로므쉴롄늬 - 우랄 폴랴르늬"사업에

서 에너지담당 부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2012 년 ECOPROM LTD.사를 설립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기술경제대학 졸업 / 경제학과

"유닐렌드-예카테린부르그"사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유닐

렌드-예카테린부르그"사에서 전문가로 10년간 근무하다

가 "라탈리스 보스톡"사의 제안을 받아 이직했습니다. 3개
월 후 책임영역 "러시아"(상표: President, Galbani, Locatelli, 
Parmalat)의 부서장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무

역, 유통 및 생산 부서에서 근무한 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3건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자선 기금인 "

주자쉬따"라는 비영리 조직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1987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 경제학을 졸업했으며, 1997년 

타슈켄트 금융 대학 회계 감사학을 졸업했고, 2002년 모스

크바 플래하노바 대학을 졸업하여 회계사 증명서를 받았습

니다.

총 근무 경험은 38년이며, 그 중 10년간 타슈켄트 주에 위치

한 "스트로이마쩨리알릐"라는 제조업체(건축 자재 생산, 직원

수 1,000명)에서 재정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

링 회사(야금 공장 수리 및 시운전에 대한 계약 작업 – 직원

수 700명)에서 수석 회계사이자 재무 및 경제 담당 부국장

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199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이

주한 후 건설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었습니다. 2002년 모스

크바로 이주한 후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재무 이사이자 수석

회계사로 근무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아바체브

/ 설립자

ECOPROM LTD.사의 최고 관리자들

나우모바 알라

/ 2015년부터 최고 재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부호비츠 옐레나 

/ 2016년부터 당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프스코프공학대학 졸업 / 전기학

"스보이 돔 프로예크트"사에서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프스코브엘렠트로스바르사에서 중간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2년 후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셰메노브 셰르계이 

/ 생산 현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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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르들로브스크 인민경제 대학 졸업 / 경제학

경력 : 개인 및 공공 기관에서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우랄국립법률아카데미 법학을 졸업했고, 대통령 주최로 진

행된 재무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경력: 상업 구조들의 최고 경영자, 자체 회사 섭립 및 운영

중인 사업에 투자. 영업 및 마케팅 전문관리자.

1988년 마그니토고르스크무역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했

고, 2004년 모스크바 국제 경제 대학 경제학을 졸업했고, 

2013년 «시네르기야« 모스크바 재무 및 산업 대학 재정

관리학을 졸업했습니다.

총 경력은 29년이며, 그 중 15년은 벨로레쯔크시에 있는 벨

트콘비나트(직원수: 700명)에서 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쌓았

습니다. 회사가 청산된 후 재무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벨로 

레쯔크시에 있는 "스틴"사(직원수: 600명)에서 8년동안 재

무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랄국립임학아카데미 졸업 / 임업학

경력을 투린스키 펄프가공 및 제지 공장의 목재가공공장에

서 엔지니어로 시작했습니다. "로스톡"사의 제재 및 목공 생

산 공장의 책임자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 후 "레스르스"공

장에서 중질섬유판 공장 감독으로 근무했습니다. 

자하로브 바딤

/ 2014년부터 당사에서 채굴장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두제프 드미트리 보두제프 이반

자콜레티나 따띠야나 

/ 2015년 이래로 당사에서 수석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ICO 팀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36 명
트랙터 기사

12 명 
공장 내 생산라인 오퍼레이터

22 명 
엔지니어 및 기술자

80 명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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