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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ILLITE)란 무엇인가?



1. 일라이트(ILLITE)란무엇인가? I 일라이트의정의

일라이트 원광(용궁) 일라이트 미분체(SEM)

• 명칭

Grim 등(1937)이 일리노이주 이질암에서 흔히 산출되는 점토입자 크기의 운모를 "일라이트"로 명명 한데서 유래

• 화학구조

(Al1.875Fe0.055Mg0.018)(Al0.55Si3.45)O10(OH)2(Na0.046K0.61)nH2O 

• 광물학적 의미

일라이트는 다공성 운모 광물질로서 황토광물의 대표적인 광물이다. 삼층편상 구조로서 물에 풀었을 때는

견사현상을 나타내는 독특한 성질이 있고 성분은 SiO2, Al2O3, K2O, FeO, FeO2 등이 주성분이며 성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구분이 된다.

• 분포 및 품질

용궁일라이트에서 산출되는 일라이트 광체는 어떤 지역의 일라이트 보다 함유량이 높으며, 캐나다 퀘백, 

미국 일리노이, 중국 사천, 호주 등에 소량 분포하지만 대량의 맥상이 매장된 곳은 세계적으로 충북영동이 유일함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http://www.mbccb.co.kr/rb/?r=home&c=74/91
꿈의 미래자원 일라이트 - 2017.2.8 MBC청주

http://www.mbccb.co.kr/rb/?r=home&c=74/91&uid=191812


1. 일라이트(ILLITE)란무엇인가? I 일라이트의성분및특징

특징

• 중금속 흡착

• 유독가스 흡착

• 독소제거

•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무력화(정균)작용

• 원적외선, 음이온 방사

• 용존산소 증가

• 항생제, 산화아연(빈혈유발,저항력저하..) 대체



1. 일라이트(ILLITE)란무엇인가? I 일라이트의 생산지별성분



# 조울증 치료제 리튬, 루게릭병 지연에 효과

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리튬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 ALS)의 진행을 지연시키는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연구팀의 임상 실험 결과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은 현재 유일한루게릭병 치료제인 릴루졸에 비해 그 효능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전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연합뉴스]

# 리튬, 조울증외에 다른 뇌질환에도 효과

조울증에 대한 표준 치료제인 리튬이 뇌일혈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두뇌 질환의 치료에도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 주 Bethesda에 있는국립보건원(NIH)의 De-Maw Chuang연구팀은 “조울증 환자에 대해서

리튬은 줄어든 두뇌 세포들을 정상의 크기로 회복시켜주는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질병에 걸린세포들을 살아 있도록

유지하면서 이 리튬 약물이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자해 증상을 가진 발달장애아의 약물치료(2003, 김봉석)

자폐장애의 원인은 불분명하며, 여러가지 뇌구조와 기능 이상을 보인다. 자해는 저기능 자폐증 환자에서 나타나며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리튬이 공격적 자기손상적 활동의 치료에 효과적이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 학술지]

#. 리튬 재발성 우울증에 자살 방지하다

재발성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리튬이 자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에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벨몬트의 맥린 병원의 로스 발데싸리니 박사팀은 리튬이 자살 또는 자살기도를 방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리튬투여시 자살위험이 88.5% 가량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다. [메드게이트뉴스]

1. 일라이트(ILLITE)란무엇인가? I 용궁일라이트에 함유된리튬



#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대한골대사학회 지침위원회 정호연)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에게 스트론튬을 1일 2g씩 투여한 결과 3년후 요추골밀도를 14.4%, 대퇴골경부 골밀도를 8.3% 

증가시켰다. 그리고 골절부분에서 첫해에 새로운 척추 골절의 발생을 49%, 3년째에는 41% 감소시켰다. 현재까지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인 설사(6.1%)는 투여 3개월 후에는 대부분 소실된다. [대한내분비학회지]

# 골다공증 치료제의 다양한 선택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민용기교수)  

비척추골절에 대한 스트론튬의 효과는 5000명 이상의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예비분석 결과에서

주변부 골절은 16%, 고관절 골절은 41%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골조직형태 연구에서 무기질화에 장애는

발견되지 않았다.

# 스트론튬 라넬레이트, 노인 여자들에서 골밀도를 증가시켜

의학잡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보고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가진 폐경기 여성들에서 스트론튬

라넬레이트로 3년동안 치료했을 때 골밀도가 증가하였으며, 척추 골절의 위험을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PTH-골흡수억제제 병용보다 순차사용 더 효과 (전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정돈진교수)   

스트론튬은 골흡수는 억제하고 골형성은 증가시켜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 5091명의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연구에서는 모든 비척추골절 위험도를 16% 감소시켰고 고관절 골절 위험도를 3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내분비학회 지상연수강좌]

1. 일라이트(ILLITE)란무엇인가? I 용궁일라이트에 함유된리튬



일라이트(ILLITE)의 기능성 및 효과



2. 일라이트(ILLITE)의기능성및효과 I 일라이트(ILLITE) 주요특징



• 면역 글로부린(항체단백(抗體蛋白)의 농도 증가 및 백혈구 세포 분자를 증가시키는 등 체내 면역력 증강.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축산사료 첨가시 포화지방산 비율 감소, 불포화 지방산 비율의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 가축의 육질개선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

일당증체량, 육질 A등급 출현율, 분내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 및 경제성면에서 효과적임,

백혈구 세포 분자를 증가시켜 체내의 면역반응에 기여.

(전남대 농.과.기.소,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건국대 동.자연구센터 등)

• 육질상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고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증가하며 육색, 다즙성, 근지방도, 보수력이 증가하는 등

육질의 획기적인 개선. (전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동물자원연구센터 김천제)

• 장내 세균중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억제시켜 소화기능을 증강시키며 분변내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하여 악취제거에

효과적임.  (호서대학교 구경환)

• 분뇨의 악취제거는 물론 파리, 모기 등이 줄어들어 축사환경 개선에 도움

• 분뇨처리가 쉽고 분뇨의 발효를 촉진하여 유기질 비료로 생산/판매가 가능

2. 일라이트(ILLITE)의기능성및효과 I  일라이트(ILLITE) 주요특징



친환경적 분야(시험전문기관에 의한 70여회 시험효과 입증)

• 유해중금속 흡착

: 납(Pb), 비소(As), 카드늄(Cd), 수은(Hg), 육가크롬(Cr6+), 구리(Cu)등 인체 유해한 중금속 65~100% 흡착

• 유해가스 흡착 및 분해제거

: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등 유해가스 82~97% 흡착 및 제거

• 유해병원균 제거

: 녹농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식중독균), 폐렴간균, 박테리아 등 유해 병원균 99.8~99.9% 제거

• 기타 오염 및 유해물질 제거

: 인산염, 적조생물등 94~100% 제거(인산염은 황토보다 4배이상 제거효과 실험입증)

• 원적외선방사(방사율 93%) 및 음이온 방출

2. 일라이트(ILLITE)의기능성및효과 I  일라이트(ILLITE) 주요특징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 제안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사료보조제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사료보조제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사료보조제

가. 보조사료제조업 등록(경상북도) 나. 사료성분등록

등록번호 : 제647000-502-2004-0001호

생산사료의 종류 : 규산염제

등록번호 : 제IIQV90001호

사료의 종류 : 보조사료(규산염제)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사료보조제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제안1 - 일라이트(ILLITE)적용 시특징

특징

• 다공성 물질

• 유해가스 흡착 및 탈취

• 독소제거

•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정균작용

• 다량의 산소 발산

• 염기치환용량

• 다양한 천연미네랄 함유

• 세계 최대 일라이트 광산에서 생산한 오리지날 진품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제안2 - 일라이트(ILLITE)적용 시효과

1. 생축 면역력 증진 및 건강 축 생산 2. 생축 성장촉진, 사료 요구율 개선, 소화율 증대

• 사료 내 곰팡이 독소 및 각종 유해물질 흡착
• 사료 내 중금속 및 방부제 흡착
• 장내 미생물총 안정으로 소화흡수력 향상
• 설사방지
• 유해세균 정균작용
• 생축 스트레스 감소

• 장내 통과시간지연으로 소화율 증대
• 사료절감 효과
• 생축 발육속도 향상

3. 웰빙육 생산 4. 악취저감 및 원활한 경축연계 실현

• 육질개선 효과
• 불포화지방산 증가
• 보수력 증가
• 잡티제거
• 식육의 풍미증진

• 축사 내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축사 환경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

• 축분 퇴비화 시 토양개량 효과 극대화
(규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 축분의 원활한 퇴비화 (축분의 빠른 분해력)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제안 3 - 일라이트(ILLITE) 첨가비율

축종별 구분 첨가율

돼지

자돈 0.7~1.5%

육성돈 1.0~1.5%

비육돈 1.0~2.0%

반추동물

송아지 0.7~1.5%

육성우 1.0~1.5%

비육우 1.0~2.0%

번식우 1.0~2.0%

착유 1.0~2.0%

건유 1.0~2.0%

가금류

병아리 0.7~1.5%

육계 1.0~1.5%

산란계 1.0~2.0%

오리 1.0~2.0%



3.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제안 I  제안 4 - 일라이트(ILLITE) 사료보조제의 경쟁력

항생제

• 항생제 오남용 문제의 대안 요구
• 항생제 내성문제
•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선호
• 정부규제 강화

질병억제력 • 각종 질병에 대한 폐사율
• 전염균 발병시 치명적(예방이 중요)

친환경
• 수질오염, 토양오염 문제
•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
• 악취 방지법의 강화(대안요구)

경제성
• 등급개선 등에 따른 고수익 요구
• 사료비, 약품비 절감
• 수입 축산물과 차별화 필요성

• 사료부패방지

• 성장률 향상

• 악취 감소

• 중금속 흡착

• 축분발효 촉진

• 유해세균 억제

• 면역증진, 폐사율개선

일라이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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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환경 : 18(특별호) 55~64 , 2012

조진국,양승학,황성구 (국립한경대학교 친환경고품질농축산물생산기술연구센타)

논문1. 

천연의 점토광물질 발효산물 급여에 의한 친환경 고품질 원료돈육 생산

친환경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해 천연의 점토광물질 발효산물을 양돈 사료에 첨가하여 양돈의 생산성과 돈육품질 및 면역기능 강

화에 미치는 효과를 시험하였고, 나아가 무항생제 돈육의 생산 가능성과 이를 위한 친환경적 사료첨가제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 하였다.

실험동물 및 시험설계

: Large White와 Yorkshire 교잡종 80두를 공시하였으며 시험개시 체중은 60.3 ± 3.78 kg이었다.

- 시험설계는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사료에NRC (1998)의 영양소 요구량에 따라 항생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기본사료를 급여한 대조구와 대조구 사료에 점토광물질 발효산물을 0.3% 첨가한 실험구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 사양실험은 시험농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9주 동안 급여하며 처리당 4반복, 반복당 10두씩 임의 배치해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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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이 모두 증가하고, 사료효율은 약10%정도 사료영양소 이용효율이 증가함.

실험 결과, 점토광물질 발효산물을 사료 내 0.3% 첨가 급여했을 때 사료섭취량 및 증체량, 사료효율, 도체의 pH, 육색의 명도와

대퇴부의 밝기 등은 일반사료를 급여한 군과 비슷하였으나, 지육율은 2.7%, 도체

육의 적색도는 12%, 보수력은 10% 개선되고 가열감량은 6% 감소하였다.

점토광물질 발효산물을 급여하면 육질개선효과가 뚜렷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성 높은 친환경돈육 생산 가능한 것

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점토광물질이 면역능력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양돈사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시사되었다.

Fig. 7. Cell proliferation assay for PBMC treated with/out LPS or Con A 

of the pig fed the control or fermented clay mineral added die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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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국가금학회지 제32권 제4호 245-254, 전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김광현)

논문2. 

알칼리장석-일라이트가 육용오리의 생산성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3주령의 육용오리 사료에 알칼리장석-일라이트를 0, 0+항생제, 0.5, 1.0 및 1.5% 첨가한 5처리구에 3반복으로 각각 12

수씩 배치하여 43일간 급여하여 생산성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행하였다.

일당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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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요소태 질소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 콜레스테롤이 유의적으로 감소

칼슘과 인이 높게 나타남. 이는 일라이트 첨가사료의 장내통과시간 연장, 양이온교환 흡착 및 촉매특성으로 사료영양소

이용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증체량의 개선효과와 더불어 가슴육의 조지방 함량의 감소, 관능평가에서 외관의 개선효과, 불포화 지방산 비율의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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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지 : 44(3) 327~340, 2002

강수원, 김준식, 조원모, 안병석, 기광석, 손용석 (축산기술연구소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논문3. 

육성비육 거세한우에 대한 점토광물급여가 성장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은 6개월령(평균체중 166.1kg)인 거세우를 대상으로 ’99년 7월부터 ’00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실시하였고,

공시축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농후사료내 점토광물 첨가종류에 따라 4개처리, 즉 전기간 점토광물 무급여구(T1), 

농후사료내 Kaolinite 첨가구(T2), Bentonite 첨가구(T3), Illite 첨가구(T4)를 두어 처리구당 6두씩 완전 임의배치 하되,

철골구조이며 칼라강판 지붕아래 사조가 남향으로 배치된 가변형으로 지어진 무벽우사에서 처리구별로 군사하였다

(pen size, 4m X 8m).

공사기간 중 사료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단계(육성기 : 7~12개월령, 비육전기 : 13~18개월령, 비육후기 : 

19~24개월령)에 따라 성분량을 달리한 배합사료와 볏집을 사용하되, 배합사료는 축산기술연구소 사료공장에서

자가 배합하여 사용하였고, 볏짚은 시중에서 구입한 세절 볏짚을 사용하였다. 볏짚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990)

에 의거 수행하였고, TDN은 농촌진흥청(1988)에서 제시한 소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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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트 급여가 육량 및 육질을 모두 개선시키고, 다즙성,연도, 향미 등 관능검사의 구성요소 모두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일라이트 첨가사료를 급여시 총 증체량, 일당 증체량,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 백혈구 세포 표면 분자에 특이적인 CD2, CD4, B cell 및 monocyte(단핵백혈구)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면역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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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지 : 44(5) 531-540, 2002 

강수원, 조창연, 김준식, 안병석, 정하연, 서국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논문4. 

한우 수송아지에 대한 황토, 일라이트, 올리고당, 활성탄 및 크롬 급여가 성장발육 및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목적

국내 부존자원 중에서 송아지에게 급여시 면역능 또는 항병력을 증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과 동일 목적으로 시판되는 제품

을 대상으로 조기이유 한우송아지에 투여할때 육성기간동안 증체량 및 질별발생에 어떠한 영양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본시

험을 실시함.

한우 수송아지에 대한 육성기 항병력 증진물질 투여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75일령에 이유된 한우수송아지 30두를

대상으로 사료내 항병력 증진물질 첨가 종류에 따라 6개 처리(T1 : 관행사육, T2 : 황토2%첨가, T3 : Illite 2%첨가,

T4 : Oligosacharides 0.04% 첨가, T5 : Charcoal powder 2% 첨가, T6 : Chromium picolinate 0.1% 첨가)를 두어

3개월령부터 7개월령까지 120일간 사양시험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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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점토광물인 일라이트는 어린 송아지에게 급여시, 3개월령 이후 송아지의 증체 및 사료효율 개선에 비교적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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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내 IgG(면역 글로부린)농도는 일라이트 급여구(6.9%)가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 어린 송아지에게 일정기간 일라이트 급여하면 면역능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일라이트는 다른 항병력 증진물질과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의 발육 및 사료이용성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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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 담당 : 축산연 강수원 (041-580-3352), 김준식, 안병석, 기광석, 조원모, 최성복, 류일선

논문5. 

점토광물 급여가 거세한우 육성비육우의 육질에 미치는 효과

가. 시험성적 (‘99 ~ ’01 축산연)

- 거세한우 육성비육우 점토광물질 급여효과

- 벤토나이트 및 일라이트 급여시 18개월간(6~24개월령) 일당증체량 2.7~3.0% 증가, 등심단면적 5.6~7.6%,

근내지방도 25.7~28.6% 증가

관행사육 카올린나이트 벤토나이트 일라이트

일당증체량
(6~24)

0.076kg
(100)

0.691
(97.9)

0.743
(103.0)

0.725
(102.7)

등심단면적
77.3㎠
(100)

79.8
(103.2)

81.6
(105.6)

83.2
(107.6)

근내지방도
3.5

(100)
4.1

(117.1)
4.4

(125.7)
425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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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요

: 거세한우송아지에 대해 생후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18개월간 점토광물(벤토나이트 또는 일라이트) 급여로 육량

및 육질개선으로 소득 28.7~32.5% 개선

- 점토광물 급여량 : 육성기 농후사료의 5%(32.6kg), 비육전기 2%(20.4kg), 비육후기 1%(18.6kg) 또는 비육전기 2%

(20.4kg) 및 비육후기 2%(37.2kg)

- 급여방법 : 농후사료에 혼합하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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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김천제)

논문6. 

황토성분(Illite) 첨가 급여가 비육돈의 육질에 미치는 영향

illite 첨가사료를 급여한 돼지의 경우 일반사료를 급여한 돼지에 비해 가열감량, 드립감량은 낮게 나타났으며 근내지방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즙성도 우수한것으로 나타났다.

(2001 동물자원지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김삼철)

육성-비육돈에 대한 illite의 첨가급여 효과

• 일라이트 첨가사료 급여시 사료섭취량과 일당증체량 및 사료요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체등급은 16% 

개선되었다.

• 육성돈의 분을 발효시 NH3 가스 발생량이 개선되었으며, 증체 kg당 사료비용의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육성-비육돈에 대하여 illite를 1.5% 수준으로 첨가-급여하면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육질 A등급 출현율, 

분내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 및 경제성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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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김천제)

논문7. 

황토포크의 육질특성 평가

• 우성사료의 황토성분(일라이트)이 첨가된 사료를 급여한 돼지(황토포크)와 일반사료를 급여한 돼지(대조구)를 비교시험 하였다. 

• 보수력은 황토포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도축후 가열감량은 가열시 감량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육색측정결과 육색이 나빠질수록 높아지는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황토포크가 대조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종합적으로 볼때 황토포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육색이 다소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 관능검사 시 다즙성에서 황토포크가 대조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NPPC 육질평가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근내지방도(marbling)은 황토포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황토성분(일라이트)이 함유된 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된 황토포크는 일반돈육에 비하여 육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 내 지방함량(근내지방도)과 보수력이 다소 높아 저장 감량 및 가열 조리시 감량이 적게 발생하였다.

• 또한 관능적 품질은 조사한 결과 다즙성에서는 일반돈육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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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력 증진,  폐사율 개선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제거 및 대장균, 웰시균 등 유해균 발생을 억제시키고,  비피더스균등 유익균 증식을 촉진하여

면역력 증진 및 페사율 개선에 효과적이다.

# 사료요구율 개선 등 경제적 효과

질병 발생율이 감소하여 예방접종등 약품비가 절감되며,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의 상승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불포화지방산 증가 및 육즙 향상에 따른 육질개선 효과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육즙과 보수력이 향상되어. 맛이 좋고 부드러워지는 등 육질개선에

효과적이다.

# 산유량 증가 및 출산율 증가

모체의 면역력 증진 및 건강상태 호조로 출산율이 증가되며, 유방염 등 질병예방으로 산유량이 증가한다.

# 정균 및 악취제거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유해균 제거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분변에서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정균 및 악취제거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친환경적이며 부작용이 없다

천연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가축에 대한 유해성 및 독성이 없으며,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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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율

일반사료 일라이트사료

고급육 생산율

일반사료 일라이트사료

사육비례
돼지 자돈 육성돈 비육돈

첨가량 0.8%~1.0% 1.2%~1.5% 1.5%~2.0%

사육비례
한우 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첨가량 0.8%~1.0% 1.2%~1.5% 1.5%~2.0%

사육비례
젖소 송아지 육성우 성우

첨가량 0.8%~1.0% 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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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비례
닭 병아리 육계 산란계

첨가량 0.5%~0.7% 0.8%~1.2% 0.8%~1.2%

- 일라이트 사료첨가제의 유해가스 흡착(감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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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결과내용 첨가량 비고

돼지

1. 육질이 좋아진다.
2. 설사를 하지않아 폐사율이 적다.
3. 축사내의 악취가 적고 파리가 적다.
4. 사료 섭취량이 적어진다.(최대20%)
5. 성장속도 약2%정도 향상된다.
6. 종돈의 발정이 좋아지고 수태율이 향상

1~2% 첨가

산란계

1. 알이 굵고 단단하여 파란이 적다.
2. 산란율이 높고 산란기간이 연장
3. 노른자위가 강건하고 비린내가 없다.
4. 악취와 가스가 적어진다.

육계
육질이 토종 맛과 같다.
폐사율이 적다.
악취와 가스가 적어진다.

젖소

유방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석이 없다.
유량이 많아진다.
악취와 가스가 적어진다.

비육우
육질이 우수하다.
마블링이 빨라진다.
고급사료가 필요치 않다

표8) 일라이트 보조사료 적용에 결과내용 (우성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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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1.

농가명 : 천령포크(대표이사 노정만, 경남 함양 , 2013)

(사육규모 : 양돈 7,000두 / 경력 : 양돈사업 20년)

일라이트 사용현황

- 일라이트 7년간 계속 첨가급여, 첨가율 2%

일라이트 사용효과 및 경영성과

- 자돈부터 급여하여 면역력이 증진되어 질병이 거의 없으며 폐사율을 현격히 개선(폐사율 0.1%)

- 모돈의 면역력 증진 및 건강상태 호조로 출산율 증가(평균출산 12~15두)

- 질병이 거의 없어 예방접종 약품비용 90% 절감하였음

- 사육 양돈의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70%이상 증가 및 육질개선

- 돈분의 악취제거 및 발효촉진으로 퇴비활용이 우수하고 사육환경이 개선됨 (축사 밖에서 냄새 거의 없음)

- 보수력이 일반돼지보다 1.5배 높고 영양과(DHEA, DPEA) 맛이 좋아 서울등 유명매장에서 1Kg에 27,600원에 팔리고 있음

- 비계(지방)층이 일반돼지에 비해 현격하게 얇고 고기의 육질상태 보존기간이 오래감.

- 판정등급이 모두 높아져서 경영수지가 좋아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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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2.

사업명 : 일라이트 급여시험(영동대학교 구경환)

- 사료에 일라이트를 1.5~1.8% 정도 첨가 한우, 젖소, 돼지에 급여시험

- 일라이트를 급여한 돼지고기가 불포화지방산 증가로 인해 고기가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음. 

(한우, 돼지 고기 시식회 개최)

실증시험 농가 및 사업성과 현황(일라이트 1.5~1.8%첨가)

A1+ A1 A2 B1 B2 계

시범 0.84 2 1 3 2 8 4.5

일반 0.81 1 3 3 1 8 16.8

시범 28/일 2 1 3 8 9.8

일반 26/일 1 2 4 1 8 22.9

농가명
( 사육규모)

일당증체량
kg( 산유량)

질병
발생율( %)

최광언
(200두)

김창숙
(75두)

진천 백곡 젖소 20

보은 마로 한우 25

소재지 축종 시험축( 두)
등급판정결과( 두)

A B C D 계

246 151 41 29 467

일반 0.71 50 53 25 20 148 23.1

진천 이월 돼지 1,000
시범 0.75 9.3서완택

(2, 00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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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결과

1. 일당 증체량 증가

- 한우 : (대비) 0.81 → (시범) 0.84 kg (3.7% 증가)  

- 돼지 : (대비) 0.71 → (시범) 0.75 kg (5.6% 증가)

2. 젖소산유량 증가 (1일)

- (대비) 26.0 → (시범) 28.0 kg (7.6% 증가)

3. 일라이트 급여로 고급육생산

- 돼지(A∙B등급 출현) : (시범전) 69.6 → (시범후) 85.0% (15.4% 증가)

- 한우(1등급 출현) : (시범전) 62.5 → (시범후) 75 % (12.5% 증가)

※ 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 : 52.% (일반농가 33% 정도)

4. 질병발생 감소율 : 한우-12.3%, 젖소-13.1, 돼지-13.8%



5. 일라이트(ILLITE)의 사료효과와 실증자료 I  실증사례3

실증사례3.

일라이트 투여 돈육 육질분석 – 우성사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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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4.

양돈 실증 사례

ILLITE를 육성, 비육돈 사료내에 첨가 수준(0.7 및 1.5%)별로 급여하여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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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5.

사료효율 시험 (산란계 사양농가, 2014) –삼양사

90일령 산란계 TEST 101일령 산란계 TEST

구분 대조군 시험군

시험두수 100두 100

시험기간 22일 22일

일라이트 첨가율 2% 2%

체중평균(g) 1,318.4 1,390.6

체중증가율 5.48%

구분 대조군 시험군

시험두수 100 100

시험기간 21일 21일

일라이트 첨가율 1% 1%

체중평균(g) 1,465.2 1,537.0

체중증가율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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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종 일라이트 최초 최종 일라이트
90일 111일 2% 101일 121일 1%

중량(g) 대조군(blank) 시험군(illite) 중량(g) 대조군(blank) 시험군(illite)
1100 5 0 1300 8 0
1120 1 0 1320 10 0
1140 2 1 1340 2 1
1160 1 0 1360 0 2
1180 3 1 1380 4 5
1200 11 3 1400 13 6
1220 3 4 1420 4 5
1240 10 7 1440 12 8
1260 0 3 1460 0 3
1280 2 0 1480 3 6
1300 14 2 1500 13 7
1320 3 13 1520 2 6
1340 10 3 1540 12 9
1360 1 13 1560 0 5
1380 4 5 1580 1 7
1400 8 2 1600 7 4
1420 3 7 1620 0 8
1440 5 7 1640 1 3
1460 0 2 1660 1 3
1480 2 0 1680 1 2
1500 5 8 1700 4 3
1520 2 5 1720 0 1
1540 3 5 1740 1 2
1560 0 1 1760 0 0
1580 0 2 1780 0 2
1600 2 3 1800 1 1
1620 0 2 1820 0 0
1640 0 1 1840 0 1

100 100 100 100

90일령 (100수) 101령 (10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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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령 산란계 Test

- 시험기간 : 38주간 (18주령 ~ 55주령)

- 일라이트 첨가율 : 1%

구분 폐사수수 폐사율(%) 산란율(%) 파란율(%)

대조군 471 6.21 83.72 1.00

시험군 222 2.94 86.39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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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시험군 대조군 시험군 대조군 시험군 대조군 시험군 대조군 시험군 대조군 시험군

18주 7,583 7,552 998 981 0 0 998 981 0.00 0.00 13.16 12.99
19주 7,580 7,550 2,189 2,166 0 0 2,189 2,166 0.00 0.00 28.88 28.69
20주 7,574 7,543 3,486 3,467 512 483 3,998 3,950 12.81 12.23 46.03 45.96
21주 7,558 7,526 5,384 5,398 228 179 5,612 5,577 4.06 3.21 71.24 71.72
22주 7,557 7,521 6,545 6,563 68 45 6,613 6,608 1.03 0.68 86.61 87.26
23주 7,548 7,515 6,960 6,981 18 11 6,978 6,992 0.26 0.16 92.21 92.89
24주 7,541 7,511 7,062 7,093 11 7 7,073 7,100 0.16 0.10 93.65 94.43
25주 7,531 7,503 7,021 7,084 10 5 7,031 7,089 0.14 0.07 93.23 94.42
26주 7,518 7,494 7,068 7,095 6 4 7,074 7,099 0.08 0.06 94.01 94.68
27주 7,506 7,490 7,068 7,114 9 4 7,077 7,118 0.13 0.06 94.16 94.98
28주 7,494 7,488 7,051 7,096 14 6 7,065 7,102 0.20 0.08 94.09 94.76
29주 7,484 7,483 6,962 7,089 12 7 6,974 7,096 0.17 0.10 93.03 94.73
30주 7,475 7,479 6,918 7,067 8 5 6,926 7,072 0.12 0.07 92.55 94.49
31주 7,465 7,477 6,945 7,060 7 4 6,952 7,064 0.10 0.06 93.03 94.42
32주 7,434 7,472 6,869 7,048 7 3 6,876 7,051 0.10 0.04 92.40 94.33
33주 7,404 7,466 6,412 7,041 17 7 6,429 7,048 0.26 0.10 86.60 94.31
34주 7,390 7,461 6,852 7,033 5 5 6,857 7,038 0.07 0.07 92.72 94.26
35주 7,381 7,458 6,628 7,022 6 5 6,634 7,027 0.09 0.07 89.80 94.15
36주 7,374 7,455 6,617 6,988 14 6 6,631 6,994 0.21 0.09 89.73 93.74
37주 7,361 7,450 6,612 6,965 17 9 6,629 6,974 0.26 0.13 89.82 93.49
38주 7,342 7,443 6,610 6,921 21 9 6,631 6,930 0.32 0.13 90.03 92.99
39주 7,336 7,440 6,657 6,885 28 11 6,685 6,896 0.42 0.16 90.74 92.54
40주 7,325 7,438 6,636 6,857 19 10 6,655 6,867 0.29 0.15 90.59 92.19
41주 7,319 7,437 6,434 6,835 26 11 6,460 6,846 0.40 0.16 87.91 91.91
42주 7,297 7,432 6,346 6,801 30 13 6,376 6,814 0.47 0.19 86.97 91.51
43주 7,281 7,425 6,153 6,775 42 17 6,195 6,792 0.68 0.25 84.51 91.25
44주 7,270 7,421 6,345 6,749 41 19 6,386 6,768 0.64 0.28 87.28 90.94
45주 7,260 7,413 6,256 6,714 59 22 6,315 6,736 0.93 0.33 86.17 90.57
46주 7,251 7,404 6,302 6,678 60 23 6,362 6,701 0.94 0.34 86.91 90.19
47주 7,239 7,399 6,286 6,656 74 22 6,360 6,678 1.16 0.33 86.84 89.96
48주 7,225 7,395 6,266 6,624 63 25 6,329 6,649 1.00 0.38 86.73 89.57
49주 7,207 7,391 6,073 6,572 69 23 6,142 6,595 1.12 0.35 84.27 88.92
50주 7,189 7,381 5,980 6,548 72 29 6,052 6,577 1.19 0.44 83.18 88.71
51주 7,172 7,373 5,953 6,513 91 37 6,044 6,550 1.51 0.56 83.00 88.34
52주 7,155 7,361 5,906 6,513 93 41 5,999 6,554 1.55 0.63 82.54 88.48
53주 7,135 7,355 5,766 6,486 115 44 5,881 6,530 1.96 0.67 80.81 88.18
54주 7,120 7,342 6,268 6,464 94 46 6,362 6,510 1.48 0.71 88.03 88.04
55주 7,112 7,330 6,241 6,440 106 52 6,347 6,492 1.67 0.80 87.75 87.86

산란율
주령

현재두수 생산란 파란 계 파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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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라이트(ILLITE)의각종시험분석자료 I  시험자료

시험자료.

사료첨가제 제품별 흡착율 비교 (한국농업과학연구소 ‘2011) 

- 시험항목 : 곰팡이독소(Aflatoxin B1), 비타민 B2, 인, 라이신

- 시료 적용량 : 2%

- 시험조건 : pH 7.0  24시간 경

구 분
아플라톡신 B1
(Aflatoxin B1)

비타민 B2
(Vitamin B2)

인
(Phosphorus)

라이신
(Lysine)

일라이트 (한국) 92.29 7.55 0.03 3.69

크리노피드(유럽) 90.43 87.19 5.78 42.03

카오리노 (일본) 74.2 7.78 15.63 9.22

몽탈석 (중국) 85.39 96.96 6.61 47.91

유효성분



6. 일라이트(ILLITE)의각종시험분석자료 I  시험자료

시험자료.

중금속 흡착시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8.02.01)

측정원소
기준농도

(100ml 기준)
(ppm)

반응시간

중금속 흡착율 (%)

조건1
(20g)

조건2
(50g)

조건3 (100g)

납(Pb) 9.86
1h 72.7 98.2 99.8 

6h 77.1 99.2 100.0 

카드뮴(Cd) 9.72
1h 5.1 24.7 65.6 

6h 3.2 21.9 67.0 

비소(As) 9.9
1h 99.7 99.8 99.9 

6h 99.8 99.9 99.9 

수은(Hg) 9.22
1h 58.2 62.4 82.6 

6h 59.2 74.1 92.3 

육가크롬(Cr6+) 9.78
1h 64.9 82.0 90.9 

6h 71.8 87.0 92.5 



6. 일라이트(ILLITE)의각종시험분석자료 I  시험자료

시험자료.

유해가스 흡착시험(원적외선연구원 ‘04.05.06, 건자재시험연구원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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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라이트(ILLITE)의각종시험분석자료 I  시험자료

시험자료.

항균특성 시험(원적외선연구원 ‘03.12.19, 건자재시험연구원 ’08.2.11)

S. aureus 0hr                  S. aureus 18hrs

포도상구균(식중독균) 99.9% 제거

K. pneumoniae 0hr          K. pneumoniae 18hrs

폐렴간균(폐렴원인균) 99.8% 제거

E. coli 0hr                     E. coli 24hrs

대장균 99.8% 제거

Pseudomonas 0hr           Pseudomonas 24hrs

녹농균(농흉,중이염원인균) 99.8% 제거



6. 일라이트(ILLITE)의각종시험분석자료 I  시험자료

시험자료.

원적외선 방사 결과

다른물질과 원적외선 방사에너지비교(전자현미경촬영)일라이트 사용전 체온 일라이트 사용후 체온

일라이트 사용후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일라이트(ILLITE)의 언론보도자료



7. 일라이트(ILLITE)의언론보도자료 I  언론보도

http://www.mbccb.co.kr/rb/?r=home&c=74/91

꿈의 미래자원 일라이트 - 2017.2.8 MBC청주

http://www.mbccb.co.kr/rb/?r=home&c=74/91&uid=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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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시험성적서



8. 인허가및시험성적서 I  인허가및시험성적서자료



8. 인허가및시험성적서 I  인허가및시험성적서자료

주요성분 중금속흡착 원적외선 아플라톡신 흡착

포름알테이드 흡착 암모니아 흡착 대장균.농농균 항균

중국 수입.판매 허가증제조업 등록증연구소인정서

유해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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