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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인사말

이번에 저희회사 제품 ≪저온열분해장치EARTH CUBE≫를 검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ARTH CUBE（어스 큐브）는,약 30년전에 개발된 제품입니다.당시에는 분해능력 부족과

소각로인가 비소각로인가 라는 논의, 유사품의 출현（어느것도 능력부족이나 기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료폐기물・폐기물처리문제가 심각져 그런 요구에 매치

되면서,개발자가 국내특허취득을 하였습니다.

의료・산업폐기물에 특화하여,경비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제조・・・・ 東京都中央区京橋３丁目３番１４号

공장・・・・ 静岡県浜松市東区有玉南１５１８

静岡県浜松市東区有玉南１５５０－３



３．EARTH CUBE의 특징

 설치경비도 동등규모의 소각로에 비해 대폭 절감

 종래 소각로와는 다른 저온열분해장치

◼ 평상시 가동경비,유지비용의 대폭 절감

◼ 분별없이도 거의 모든 유기물이 처리가능

◼ 섬이나 산간부 등 산업기반이 정비되는 않은 곳에서 사용가능

◼ 생성물로서는 초액과 세라믹 재

◼ 화석연료는 쓰지 않음

◼ 유기물처리 １/200～１/300까지 분해,비료로 리사이클가능

◼ 무연료가동 석유화학제품을 투입해도 흑연(공해)이 발생치
않으며,가스처리도 함

◼ 대기오염억제 배출가스 중 다이옥신류 농도・질소산화물
농도등이,환경기준이하

◼ 아시아 골든스타 어워즈 2019 상품상 수상



４．제조공정
 일본이 자랑하는,기밀한 용접기술로 20년 이상 열화되지 않도록 제조되어

있으며,월 40대까지 제조가능한 공장

 기존제품과 달리 수작업이 아니면 할수없는 공정



５．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유기물처리 １/200～１/300 까지 분해하여,비료로 리사이클 가능

 대기오염억제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류 농도・질소산화물 농도 등도, 환경기준이하

 무연료가동 석유화학제품을 투입해도 흑연(공해)이 발생치 않으며,가스처리도 함으로,
환경문제도 해결합니다.

* 용도
◼ 의료기관의 산업폐기물처리

（금속이외의
기저귀,채혈관,수액백,주사관,거즈,장
갑,잔반 등）

◼ 바다에 떠다니는
표류쓰레기,해안선의 쓰레기문제
처리(건축폐기물,플라스틱류)

◼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처리(어망,생선찌꺼기,스티로폼
등）

◼ 닭분뇨등의 처리・여열을 이용하여
난방(축산분뇨는 건조후 소각가능)

◼ 폐타이어처리(분쇄해 금속부분만
골라낼수있음)

◼ 각종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처리(기밀문서,자기디스크,사
무물품）

◼ 지방자치단체에 모인 폐기물처리

◼ 그외 여러 유기물처리(기저귀
배설물등의 처리는 24시간에
세라믹으로)

병원・양로원

산업・건설자재

어망

화학공장

타이어제조회사

무연료
처리

최근 불안정한 경제상황속에서, 비용절감은 기업의 숙명이 되고 있음
인건비 절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기업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６．다이옥신에 관해

매번의 검사에서 단한번도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는 안정성

검사풍경



７．EARTH CUBE 3가지 특징

 타사처리제품과의 차이는 도입후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과
거의 모든 제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저온열분해

•작은 설치장소

•폭넓은 처리능력

무연료

•연료비 제로

•매일 저비용 운용

부산물

•세라믹재의 활용

•목초액의 활용



８．저온열분해로 처리가능한 것

거의 모든 유기물(분별않고도) 처리가능

석유제품(플라스틱,스티로폼,비닐봉지,비닐,트레이 등)
음식물쓰레기,식품쓰레기,종이제품(잡지,카탈로그,전화번호부
등),수목류(정원나무,나뭇가지,목편,톱밥,해체목재 등),수산・
어업폐기물(생선찌꺼기,어망등),축산폐기물(말분뇨,소분뇨,축사쓰레기
등),천제품(의류,인형등),의료폐기물(침대시트,종이기저귀 등)...등등

주)함수율이 높은 것은, 함수율 70%이하로 낮춰,종이류,골판지상자 등
함수율이 낮은 것과 섞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처리하는연료비들지않음

탄화 가능한
것



９．무연료로 처리비용이 쌈

무연료이므로비용이싸다

자기발생장치내에서 자기이온을 발생시켜,그 특수이온공기로 인해
소각로안을 180～250℃로 유지하여,훈제처리를 진행시킵니다.
처음 한번만 노심작성을 위해 착화가 필요하나,그뒤로는 조연(助燃)
등의 연료는 일절 필요없습니다.
(본체는 월 0원・소취・소연장치의 수도・전기세는 약 월 10만원정도)
평소의 유지관리는 타르･재를 퍼내어 다시 쓰레기와 함께 넣어주는 것
뿐

불을 직접
사용않는
훈제처리



１０．처리할수 없는 것

처리할수없는것

금속류,유리,석재,석고보드,석면,콘크리트,전지류는 처리불가.
회사통념상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들,휘발성・폭발성이 있는 것은
처리할수 없습니다.
함수율이 70%를 넘는 유기물은, 그대로 투입마시고, 탈수・햇빛에
말리는 등 처리해 주십시요.

탄화되지
않는 것



１１．부산물의 가능성

배출액(초액)
본체의 배수밸브에서 약산성의 목초액과 같은 폐액이
생성됩니다.타르상태의 찌꺼기는 건져내어
다시 소각로안으로 넣어 처리합니다. 초액은 시판의 목초액처럼
500～1000배로 희석하여
해충구제제로서 산포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세라믹 재
１/２００～１/３００로 강력히 음이온화 된 자기화 세라믹 재가 됨.
투입물의 대부분(유기물)이,최종적으로 세라믹재가 됩니다.보통
1사이클에서 생성되는 세라믹재는,자기이온 세라믹으로서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더욱더 고순도의 자기이온 세라믹이 될때까지,
14일～17일정도 걸립니다.
세라믹재는 고농도의 음이온이 발생하므로, 벽지풀에 섞는 등의
이용법이 있으며, 밭의 비료로써도 사용가능합니다.



１２．저온열분해장치 EARTH CUBE
 수분함유율60%미만의 유기물 12시간 사이클(하루 2번 투입)

 수분함유율60%이상의 유기물 24시간 사이클(하루 1번 투입)

어스 큐브

⚫ 「다이옥신 검사・악취검사」
에서 필요기준에 합격

⚫ 「폐기물처리법에 근거한
감염성 의료폐기물 매뉴얼」에
대응

⚫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
산업폐기물을, 공기의
자기화에 의해 연료를 필요치
않고 처리

타입 모델１５０형 모델１８０형

처리용량
3.0㎡

（1日1.5㎥）
4.5㎡

（1日2.2㎥）

본체사이즈
Ｄ2,610×

W1,950×Ｈ2,490

Ｄ2,910

Ｗ2,680××2,780

본체질량 약２．６톤 약３．７톤

소각로의경우 열분해장치의 경우

都道府県신청 初回140,000 협의뿐

광열비 40,000한화/月 25,000한화/月

설치면적 평단위로필요 주차장1.5대분

매년검사
년1회검사보고・

입회검사

불필요（현에 따라
다이옥신 필요）

연료비 30만/月 없음
연소율 1/50 1/200～1/300

최종재처리 매립지까지운반 밭의 비료로 재활용가능

하루
작업시간

시간마다순시 한번의작업약2시간

다이옥신 엄중한장비가필요 극미량

연간경비합계 408만＋처음14만한화 30만한화（다이옥신）

150 형의경우



１３．기계구조
 사이즈 H：2723×W2210×D1950（주차장 약1대분）

① 초연기(냄새연기)

기계본체에서 증기를 안으로 빨아들이기 위해, 
물분사기 2기를 탑재하여, 공기흐름을 이용하여
기계본체의 증기를 끌어내어 가스를 세정함

② 재 제거구(재추출)

본체에서 처리된 유기물이 재가 되어 쌓여, 
스크류를 상비시켜 회전시킴으로 안쪽의 재를
퍼내는 방식

③ 자력박스(자력상자)

기계본체의 노즐과 연결되어있어,サマコバ
（영구자석약２５개）가 들어있음

④ 투입구(투입구)

이중뚜껑으로 되어있어,유기물투입시에 기내의
증기가 달아나지 않도록 되어있음

측면

①

② ③

④



１４．기계구조
 기계내부 ,산소농도 5～ 10%(무산소상태에 의해 ,다이옥신 발생이

없음)기계내부는, 불꽃이 생기지 않으며 탄화되면서 분해되어 감

 자력의 힘으로 분해(자성체류에 의해,무산소에서도 유기물 처리가 가능)

⑥ 점검구(점검구)

일년에 두번, 안에 쌓인 지분(脂分)을
제거하는 문

⑦ 삽입구(콘센트)

유기물이 건조해져 가벼워지면 기계안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므로, 삽입구에서
철봉으로 유기물을 떨어내는 작업구

⑧ 배기구(배기구)

증기가 처리되어 최종적으로 배기되는곳

정면

⑧

⑥

⑦



수분 산소 자력

１５．기계의 원리

■유기물을 전부 파쇄기에 투입한다

열전도형이므로 유기물이 밀착하지 않으면, 열이
전달되기 어려워 분해되지 않는다. 오물은
파쇄하지 않아도 됨.

■저온열분해장치의 자성체에 의한 분해이론

공기의 자기화=음이온화의 상태를 로내에서
발생시킨다.

■탄소화를 촉진

공기중이나 유기물의 수분이 자력에 의해 약한
전기분해를 일으켜,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으로
해리된다.

유기물의 탄소분자에 자기에너지를 가진 이온을
부딪혀, 열을 발생시켜 무산소상태에서 열분해를
일으킨다.



１６．기계의 원리２

목초액이 고임산소를 들임 자성체류

화학반응
증기가 소연기로

흘러들어옴

미스트로 2번씻은뒤
배기

전날의 탄화물

배기

수분 산소 자력

전기발생



１７．소각로와 분해기의 차이

초연방식소각로 열분해처리장치

연료 화석연료 불필요

로내

온도

800℃이상 180～250℃

연소

방식

화염연소 자기식저온열분해

부산

물

소각재 자기세라믹재

（비료로 가능）

공해 다이옥신 발생

가능성있음

극미량

연소와 열분해의 차이

①연소는,충분한 산소（공기）가 공급되어,
불꽃을 내며 완전연소하여 재가 되는 것이나,
열분해는,최소한의 산소(공기)로
건조분해하여,
불꽃을 내지않고 찌는 상태에서 재가 된다.

②숯을 공기중에 꺼내면 불꽃을 내며 활활
타나（이것을 연소라 함）, 숯을 재안으로
넣으면 주위의 산소（공기）를 최소한
취하며 조용히 분해된다（이것을 열분해라
함）
처리된 재의 용적은, 처리물의 약 ２００
분의 1에서 ３００분의 １만큼 줄어든다.



１８．투입에서 처리까지의 순서（골판지상자의 경우）

① 골판지상자를 파쇄하여 스톡보관장소에 둠

② 새로운 유기물을 넣기전에, 잔존물을 기계 삽입구에서
봉으로 휘저어 빠짐없이 밀어넣는다

③ 파쇄한 골판지상자를 넣어,그뒤 유기물을 넣고, 다시
골판지상자를 넣는다.이것을 반복함으로 수분이 많은
것, 적은 것으로 양을 정한다.

④ 12시간에서 24시간후,유기물이 건조하여,부피가
줄어들면,새 유기물을 넣는다.무게가 가중되어
잔존물에 자연히 압력이 가해져, 열이 전달되기 쉽게
된다.

⑤ 72시간뒤, 유기물이 1/200〜1/300의 완전한 세라믹
재가 된다.



１９．파쇄기부터의 공정

 파쇄기에서 벨트 컨베이어에 실려 EARTH CUBE 안으로

파쇄기



２０．기계의 특징

소각로 내부 좌우개의자력구를세라믹 내부 소각로 내장부분

기계내부,산소농도5～10%(무산소상태로 인해, 
다이옥신발생이 없음)

기계내부는, 불꽃이 나오지 않으며 탄화되면서
분해된다.자력으로 분해(자성체류에 의해, 
무산소에서도 유기물을 처리）가 가능

자력설치장소 파이프를 설치



２１．일상점검과 러닝 코스트

본체를
만져,온도가
저하되지

않았는지 확인

장치전체를
둘러보고,이상한
연기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 소취・소연기의

배수에 막힘이
없는지 확인

러닝 코스트
・수도세・전기세（100Ｖ・200Ｖ）매일사용으로 약 20～30만원

・냄새대책（공기케어）컴프레서 사용전력비와 미스트액
（약2개월에 15만원）

・ 일 년 에 한 번 , 다 이 옥 신 검 사 （ 각 지 역 에 따 라 다 름 ）

소각로안에
세라믹재가
쌓이므로

10일정도에 제거

본체의
배출저류조를
확인하여,배수

양을 확인



２２．월간점검과 유지관리
 월간점검（2명이상이 작업할것）

・점검 일주일전에는 소각로를 정지할것

・자기발생장치의 밸브폐쇄

샤워밸브폐쇄,히터의 전원단절
・소각로 본체내를 청소

・문과 벽면에 들러붙은 미처리물을 제거

・소각로본체의 PS점검구안을 청소

・소취・소연기를 청소

・저수조의 부유물을 건져냄

・저수를 전부 배수

・내부를 천 등으로 깨끗히 닦아냄

유지관리(기계를정지시키지)

1 반년에 한번, 년간 2번

2 기 계 내 부 는 이 중 구 조 로
되어있으며,바닥에 목초액이
괴이므로, 고형이 된 목초액을
점검구에서 제거하여,제거한
고형물은 기계안에 재투입하여
분해시킨다

3 소연기 배관 처리

4 그리스 트랩의 배관 처리

5 패킹부분의 체크



２３．신형도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스큐브」로아시아골든스타어워즈

2019년도상품상을수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