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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산 제품군
토양 비옥도를 위한 필수 개선책
트레이드코프의 부식산 제품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농업용 부식산 
보충원료 중 최고 품질인 미국산 레오나이트로 제조되었습니다. 
트레이드코프 휴믹산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특성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뿌리 발육을 향상시키고 양분 흡수 및 작물 품질과 수확량을 개선시킵니다.

점토-부식 복합체가 형성되며, 토양 입단의 구조화를 위해 응집력 개선을 
제공합니다 :

 -  토양 통기성 증대. 토양 압착 감소
 -  수분 보유능력을 개선시켜 수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반응
 -  개선된 뿌리 체계의 형성 및 발달
 -  토양침식에 대한 저항성 강화
 -  영양분 용탈 감소

고품질 부식산은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나 그 와 유사한 효과에 의해  
  뿌리 활성을 자극
근권 생물 자원을 향상 시킴
잔뿌리들의 생장을 촉진 시킴 

어린 식물들은 무기 영양분의 시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량원소 
및 미량원소의 토양 내 고착화 및 손실이 나타납니다. 트레이드코프의 부식
산 제품은 작물이 이용하는데 있어 보다 높은 최적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양이온치환능력 (Cation Exchange Capacity) 개선
 - 인산의 토양 고정 및 불용화를 줄여주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양 이용도 및 흡수를 높여 결핍 위험 감소

물리적 개선:
개선된 토양구조

생물학적 개선:
근권 향상

화학적 개선:
영양분의 이용성 증진

부식산의 효과

토양 내 식물 내

영양분 이용성 증대 뿌리 발달 개선

두 효과의 조합으로
양분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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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산 제품 생산의
광범위한 노하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센터와 대학들이 
부식산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왜 트레이드코프의 부식산 인가?

트레이드코프는 1980 년도 스페인에서 농업분야 부식산 
사용 및 제조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와 기술을 가장 적
합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고품질∙고효율의 부식산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연구를 통해 트레이드코프 부식산의 효능이 입증
되었으며, 부식산에 기반한 새로운 제형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 졌습니다

최고 품질의 원료,
미국산 레오나다이트

미국산 레오나다이트는 부식산의 추출 및 제조를 위한 최고
의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원료의 주요 장점은:

 -  고순도 및 최상의 균형을 갖춘 휴믹산과 펄빅산
 -  다양한 반응을 가진 기능적 활성
 -  높은 생체활성
 -  토양 내 장기간 효과 지속
 -  원료의 균일성 및 품질

PRODUCTS

휴미부스트 WG 부식산, L-α-유리아미노산, NPK 그리고 EDTA 
미량요소 들이 함유된 100% 수용성의 완벽
한 초기 비료

휴미퍼스트

휴미퍼스트 WG

미국산 레오나다이트에서 추출한 휴믹산과 
펄빅산을 농축한 100% 수용성 액제
2018 년 상반기 출시 예정 

미국산 레오나다이트에서 추출한 휴믹산과 
펄빅산을 수화제로 농축시킨 100% 수용성 
2018 년 상반기 출시 예정

트레이드코프 부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korea@tradecorp.sapec.pt) 
또는 전화 (070-8230-2686) 로 문의 바랍니다.



(유) 트레이드코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 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 층
Tel: 070-8230-2686            Fax: 031-707-8896  
korea@tradecorp.sapec.pt  www.trade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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