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 책임 회사  

"동부 우랄 터미널" 

안녕하십니까! 



"동부 우랄 터미널"- 산적하물 환적전문 터미널은 

보스토츠느이 항에 있던 나무조각 환적 종합체를 기초로 

1998년에 조직되었습니다.  

동부 우랄 터미널 

브란겔 만 

페트로브소코고 갑 

카멘스코고 갑 

생산환적 종합체-3의 셋째 라인 
«신탈» 공장 

벽돌 공장 

VNT 

소방서 

컨테이너 터미널 

변전소 

동부 우랄 터미널 



Наши контакты: 

Спасибо 

나홋카-보스토츠나야  수송 분기점 에서의 유한 책임 회사 
"동부 우랄 터미널"  

유한 책임 회사 "동부 우랄 터미널" 

«보스토츠느이 포르트»주식 
회사 의 석탄 터미널 계획, 
생산환적 종합체-3의 셋째 라인  

생산환적 종합체-3 
«보스토츠느이 포르트»주식 
회사  
환적용량: 14백만 톤 

«캅스트로이»회사 및 
«트랜스스트로이»회사의 석탄 
터미널의 계획 

생산환적 종합체 – 1 
«보스토츠느이 포르트»주식 
회사  
환적 용량 - 3백만 톤 

소량 항구 – 2,5백만 톤 
목재 항구 – 0,3백만 톤 

석탄 환적을 위한 «산적하물 
터미널» 유한책임 회사 
예정 용량: 2백만 톤 

서탄 환적을 위하여 재장비된 
"동부 하역 회사" (Global Ports) 
의 부두 
예정 용량: 1백만 톤 

«로스네프트» 회사의 
원유터미널 계획 

베레고보이 
마을 

나홋카 만 

나홋카시 

«말르이 포르트» 유한책임 
회사 

(주) "동부 하역 회사" 

건선거 

항구에 접한 철도역 
«나홋카-보스토츠나야» 

                        VNT 

페트로브소코고 
갑 

등대  
 
카멘스코고 
갑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터미널 주요 화물은 광물성비료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터미널의 주요 활동은 철도로 입하하는 석탄을 
환적하는 것입니다. 

2013년 석탄의 주요 소비자 

일본 

대한민국 

중국 



터미널의 장비:  
 
 

1. 자신의 철도선 

2. 적하 정박지  

철도선의 총길이  3,800 

미터 이상 

정박지의 길이  - 218 미터 

최대 흘수 – 11 미터 

45,000톤까지의 하중톤수 

배에 적하가능 



3. 화물적재기의 2 대 

화물저재기의 용량: 
500톤/1 시간 

4. 화물 피신식 창고  

창고의 총용량: 

16만 톤 



석탄은 피신식 창고에 보관됩니다 



석탄보관을 위한 2 야적장  

총용량: 9만톤 

터미널의 창고에서 석탄 25만톤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자기 분리기능 자동식 운반장비  

석탄에서 100% 금속제거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자신 운반장비와 귀사의 벨트 컨베이어 

소중히 이용합니다! 



6. 이동식의 환적 장비기계: 

터미널에의 이동식 환적장비 재고: 

바퀴 도우저 – 6 대; 

«Sennebogen»이동식 적재기 – 6 대; 

궤도 도우저 – 2 대; 

그리고 다른 보조장비기계. 



7. 체질기 및 

파쇄기 

의 조각로 석탄 파쇄하기 

석탄에서 금속제거 



터미널의 작업 기술 

하물보관 창고 석탄을 선적하기 

중심 환적 스테이션 종합체-

3의 셋째 라인 





유한 책임 회사  
"동부 우랄 터미널" 

전화/팩스: +7 (4236)665385; 

전자우편: vut@transchemexport.com  

692941, 러시아연방공화국, 연해주, 나홋카시, 
브누티리포르토바야 거리, 30 А. 

감사합니다! 

mailto:vut@transchemexp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