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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궁일라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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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주)용궁일라이트 - 중국지질대학교 연구개발 양해각서 체결

◎ 그린코스메틱 정부과제 수행 (2009 ~ 2015) 

- 지원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총사업비 : 1,200,000천원

- 과제명 : 피부친화 다기능 복합분체 제조 및 이를 응용한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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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 - 농촌진흥청



1. ㈜용궁일라이트 소개 I ㈜용궁일라이트 연혁

………………………………………………………………………………………………………………………

2007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정부과제 수행 (2003 ~ 2007) 

- 지원기관 : 산업자원부

- 총사업비 : 767,000천원

- 과제명 : NT 산업용 고기능성 소재 기술 개발사업

◎ 초미분체 분쇄시설 설치 - 산업자원부 지원사업 성과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개방형 연구실 지정 (미립분쇄 실험실)

………………………………………………………………………………………………………………………

2006

◎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공장 설립 (경북 상주 소재) 

◎ 일라이트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 광업권 변경 - 등록번호 제61470, 74653, 75383, 75384호

………………………………………………………………………………………………………………………

2005

◎ 상호변경 - (주)용궁일라이트

◎ 목적사업추가 - 일라이트등 광산개발사업



한국 화장품 그룹
(태평양화장품, 한국콜마
코스멕스, 케미랜드, 나드리등)

용궁일라이트
부설연구소

연세대학교
친환경소재연구단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한국국책연구소
한국요업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세라믹신소재연구센터

해외대학교
상하이대학교(중국)
중국지질대학교(중국)
쟈지엘론스키대학교(폴란드)

- 일라이트 개발
- 일라이트 생산 및 제조
- 일라이트 적용(상용화)

㈜용궁일라이트- 일라이트 기초특성 연구
- 일라이트 세라믹 연구
- 일라이트 바이오융합
- 일라이트 약품개발

- 약물학적 임상시험
- 선진 임상 연구

- 기능성 세라믹연구
- 광산 개발
- 바이오융합 연구

- 분석
- 적용(상용화)
- 정부지원 R&D

연구비지원

연구, 특허

1. ㈜용궁일라이트 소개 I ㈜용궁일라이트 R&D Consortium



연구일시 연 구 개 발 내 용 지원/협력기관

2003 ~ 2007
점토광물을 이용한 NT 산업용 고기능성 소재 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5 충북 영동 용궁광산 일라이트 분말의 산화철 성분 제거를 위한 기초연구 연세대학교

2006 기능성 일라이트(운모) 제조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Proteome analysis of lettuce cultured in green house with the addition of

natural soil mineral conditioner illite
충북대학교

2006 영동 일라이트의 인산염 흡착-탈착 연구 경상대학교

2006 기능성 화장품을 위한 기능 활성 저장체로서의 일라이트 연세대학교

2006 일라이트를 이용한 공기필터 개발 연세대학교

2007 전자빔을 이용한 자연산 일라이트로부터 황화철 제거공정 연세대학교

2008 ~ 2010
(주)용궁일라이트의 일라이트와 (주)용궁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 치료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및 세정-입욕용품 연구개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2008 (주)용궁일라이트 - 상하이대학교 연구개발 양해각서 체결 상하이대학교

2009 (주)용궁일라이트 - 중국지질대학교 연구개발 양해 각서 체결 중국지질대학교

2009 일라이트 화장품 분체의 코팅 제조공정연구 및 응용 연세대학교

2009 ~ 2015 피부 친화 다기능 복합 분체 제조 및 이를 응용한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
보건복지가족부/

나드리화장품(주)

1. ㈜용궁일라이트 소개 I  ㈜용궁일라이트 R&D 현황



특허등록 및 출원내용 등록번호(출원번호) 등록일

이글루형 건강침대(특허) 제10-0424914호 07. 7.18

이글루형 침대덮개(실용신안) 제20-0282497호 07. 7.18

무성방전에의한 일라이트의 탈철방법(특허) 제10-0655126호 06.12. 1

난연성 일라이트 부직포 및 그 제조방법(특허출원) 제10-2007-00945-24호

기능성 유기물을 이용한 일라이트 자기조합 제어방법 (특허) 제10-0894227호 09. 4.14

내용 등록번호 등록기관 등록일

보조사료제조업등록증 제6470000-502-2004-0001호 경상북도 06.12. 7

사료성분등록증 제IIQV90001호 경상북도 06.12. 7

친환경유기농자재 08-유기-3-117 농촌진흥청 08. 7. 7

1. ㈜용궁일라이트 소개 I  ㈜용궁일라이트 인증 현황



일시 사업화 추진 내용 비고

2006 일라이트 미립분체 생산공장 설립 (20 Ton/day)

2007 초미립 일라이트 분쇄시설 설치 (3~4㎛, 400kg/day)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7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개방형 연구실 지정 (미립분쇄 실험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8 ~ 2010
(주)용궁일라이트의 일라이트와 (주)용궁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 치료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및 세정-입욕용품 개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2009 ~ 계속 일라이트 화장품 분체의 코팅 제조공정 연구 및 설립 연세대학교

2009 ~ 계속

친환경 일라이트 모르타르 시공사업 지속 추진

- 영동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시공(2008)

- 홍천 대명 소노펠리체 리조트 시공(2009)

- 대통령실 어린이집 시공(2009)

- 대조동 개인주택 및 일산 팬션시공(2009)

2009 ~ 계속
중국 shanghai pearl – 페인트첨가제부분 / 上海翰岳进出口有限公司 – 사료보조제부분
말레이시아 C.C.ALLIED - 플라스틱 재처리부분 등의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한 수출 촉진

2009 ~ 2015 피부 친화 다기능 복합 분체 제조 및 이를 응용한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 (총사업비 120억원)
보건복지가족부/

나드리화장품(주)

2010 (주)용궁일라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국책사업 지속추진

2010 ~ 계속 일라이트 음식물처리제 및 소독제 판매사업 (연간 500ton 규모)

2011 ~ 계속 일라이트 초미립분체 제조를 위한 상용화 시설생산공장 설립예정 (3~4㎛, 10 Ton/day)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 ~ 2016
일라이트와 온천수를 이용한 활성산소 억제를 갖는 항산화작용 자연치유제와 건강식품 개발

및 생산 사업 예정 (총사업비 450억원)
한국인류건강기금회

1. ㈜용궁일라이트 소개 I  ㈜용궁일라이트 사업화 추진 현황



일라이트란 무엇인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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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정의

- 일라이트는 입자의 크기가 2~4㎛ 이하로서 운모와 비슷하며, 저면간격은 10이고,  화학적으로는 백운모에 비하여

Si4+, Mg2+ 및 H2O가 더 풍부하나, 사면체자리의 Al3+과 층간 K+의 함량은 더 낮다. 일반적인 표면적은 80-150 m2/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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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일라이트 원광(용궁) 일라이트 미분체(SEM)

2. 일라이트란 무엇인가? I  일라이트란 무엇인가?



Yongkoong Illite

용궁일라이트의 일라이트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억년동안 250℃의 물에서 두차례의 열수반응을

거쳐 형상화된 일라이트 입니다.

2. 일라이트란 무엇인가? I  일라이트란 무엇인가?



일라이트의 구조 및 성분



- 기본 화학구조 : 

- 정의 : 두개의 사면체 층 사이에 한 개의 팔면체 층이 들어가는 2:1형 층상 규산염 운모 광물

- 크기 : 1~2㎛, 비중 2.6~2.9, 조흔색, 은백색

- PZC(Point of Zero Charge) : 9.6

- 특징 : 타 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H에서 (-)전하를 띠게 되어 흡착이 활성화됨

일라이트의 기본 구조

구 분 SiO2 Al2O3 Fe2O3 TiO2 MgO MnO CaO Na2O K2O P2O5 L.O.I.

Yellow 52.01 30.53 2.30 0.46 0.25 0.01 0.01 0.43 7.26 0.02 4.49

white 66.14 23.04 1.31 0.34 0.20 0.00 0.01 0.07 5.92 0.03 3.02

일라이트의 주요성분 Wt.%

일라이트의 미량성분

구 분 Li Cr Co Ni Cu Zn Ga Sr Cd Pb

Yellow 36.0 15.6 0.0 5.2 1.8 29.3 41.5 46.7 0.0 0.0

white 36.8 13.0 0.0 3.9 7.8 25.3 26.8 48.2 0.0 0.0

ppm

210429080
)(),(),,(.. OHOAlSiMgFeAlK −

3. 일라이트의 구조 및 성분 I 일라이트의 구조 및 성분



고서문헌에서 보는 일라이트의 효과



본초용법(本草用法)

투명하고 유리같이 광택이 나타나며, 불에 타지 않아

안경이나 화로, 문, 벽채로 사용한다.

독성이 없으며 태음을 크게 보하고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피로하고 학질 일어나는 것을 없에주며 추위를 제거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편안하게 한다.

결핵균 침범 했을때 균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멸살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동맥경화 방지에는 더욱 효능이 있다. 

또한 몸의 피부에 썩어가는 살을 다스리고 음독을 제거한다.

이 약은 강장제로 사용되며, 산액을 잘 중화시키며, 

백혈구의 번식(증가) 및 혈액 응고력 또한 뛰어나다.

4. 고서문헌에서 보는 일라이트의 효과 I 고서문헌1 - 본초용법



동의보감(東醫寶鑑)

돌비늘성이고 성질이 편한하다. 

맛은 달고 독성이 없으며 숨결이 약하고 기운이 적어지는 것을

치료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도우며 정기를 보충하고

눈을 밝게하며 비장과 위를 보하고 이질을 그치게 한다.

4. 고서문헌에서 보는 일라이트의 효과 I 고서문헌2 - 동의보감



약성부(藥性賦)

피로를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한다. 

수은을 제거하고 옴(이로인한 가려움)과 더불어

머리 부스럼을 제거한다. 

맛은 달고 편하며 독성이 없고 오장과 피부를 단단하게 하며

설사를 그치게 하는데 뛰어나다. 

악성 종기, 등창등 독을 제거한다.

4. 고서문헌에서 보는 일라이트의 효과 I 고서문헌3 - 약성부



일라이트에 함유된 리튬과 스트론튬



# 조울증 치료제 리튬, 루게릭병 지연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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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 조울증 치료제인 리튬은 현재 유일한루게릭병 치료제인 릴루졸에 비해 그 효능이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전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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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ang 연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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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라이트에 함유된 리튬과 스트론튬 I 일라이트에 함유된 리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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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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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내분비학회 지상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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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의 기능성 및 효과



# 의료 및 미용분야

- 아프리카에 만연하는 부루리(Buruli)라는 궤양성 질병치료에 40년간 치료법을 찾았으나 실패. 

최근 일라이트로 탁월한 치료효과. (Dr Son Jerome)

- 폐경기 및 여성들의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 의약품 개발중

- 아토피, 피부성 질환 등 피부미용 분야에 효능효과 (화장품 개발-시판중)

- 발모(發毛) 및 육모(育毛)에 유의성 있는 실험효과 검증 (서울대 약대 김박광외)

-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 항균 및 정균작용

- 미량성분에 리튬(조울증치료제) 및 스트론튬(골다공증치료제) 성분 다량 함유.

- 외부 반응 없이 자체적으로 다량의 음이온 및 산소 발생

- 자체 함수 기능성으로 보습효과가 크고 직사광선을 방지(자외선차단)

Buruli ulcer on the ankle of a 
person from 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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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라이트의 기능성 및 효과 I 산업환경분야&친환경적분야

# 산업환경분야

- 건자재로 사용시 악취성분 흡착이 우수해 유해성 환경오염 개체들의 흡착 및 제거 효과적임. [건양대 환경화학공학 김종국외]

- 기능성 섬유 및 유해가스 제거용 흡착제로 원적외선 방사체, 암모니아가스 제거 등에 유용하게 사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토양의 활력증진 촉진, 식물의 병해충 방지 및 줄기-뿌리의 강건화와 활착증대에 효과적임. [원예과학기술지, 경상대 원예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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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며 가축의 육질개선에 지대한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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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구 세포 분자를 증가시켜 체내의 면역반응에 기여. [전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건국대 동물자연연구센터등]

- 용수중 양이온의 부유 미립자와 전기적인 중화로 응집침전을 유발하여 탁도를 향상시킴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시킴

- 자외선 및 전자파의 차단-제거 효과

- 색상, 색감들의 시각돌출효과 및 부식방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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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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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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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으로 풍화시킨 일라이트의 표면의 Cs 흡착특성

(2004 한국광물학회지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김영규, 이은정)

- 일라이트는 방사성 원소중 하나인 137Cs과 매우 친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라이트는 낮은 농도에서 원자 반경이 작은 다른 알칼리 이온에 비해 Cs의 흡착특성이 강하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 일라이트가 양이온 교환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Cs 농도(<10-5M)에서 양이온 교환능력이 큰 버미큘라이트보다

Cs을 더 잘 흡수하는데 이는 일라이트의 흡착자리 중에 낮은 농도에서 Cs의 흡착을 선택적으로 일으키는 흡착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지하수환경에서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에 의한 방사성 세슘 및 스트론튬의 흡착특성

(1996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찬호,김천수, 서울대 지질과학과 김수진)

- 핵분열생성물인 137Cs은 약 30년의 반감기를 갖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가장 중요한 핵종중의 하나이다. 

- 2:1 층상점토광물인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는 수화반경이 작은 Cs+ 이온을 선택적으로 잘 흡착한다. 

즉 K+ 이온을 제외한 다른 지하수이온들의 농도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선택적인 흡착특성을 보인다. 

일라이트의 Siloxane Cavity에 Inner-sphere Complex로 단단히 고착된 K+ 이온도 보다 강한 결합선택성을 가지는 Cs+ 이온에 의해

쉽게 이온 교환됨을 알수있다.

- 137Cs은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하수로 부터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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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트,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의 성분 및 기능작용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김명훈)

- 제올라이트는 치환반응시간과 온도가 상승되어지면 이온교환 반응에 대한 비가역반응이 일어나 흡착이온의 탈착반응이 일어난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산성을 띠는 토양광물로 산성화 되어진 토양을 알칼리화 시키는 효과는 떨어진다.

- 벤토나이트는 부성분광물로 불석과 황철석의 함량비에 따라 물성이 크게 변하는데 불성광물이 함유된 시료는 벤토나이트가

강알카리성을 띠어 토양의 알카리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황철석이 함유된 벤토나이트는 생형 압축 강도와 습태 인장 강도를

저하시켜 토양의 작물 지속력을 저하시키고 토양의 굳기를 가속화 시킬수 있다.

- 일라이트는 제올라이트나 벤토나이트보다 이온교환능은 떨어져도 토양속의 비소, 납, 수은등의 중금속 이온교환이 일어날때 영구적 가역적

반응으로 이온들을 구조안에 이온 교화시켜 중금속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없이 안전화를 유지하며, 구조적 약알카리로 토양의 산성화를 알카리화로

전환시키고, 국내토양에 모두 함유된 점질성토양과 배합되어 점질성토양의 통기 및 배수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배수 및 통기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특성으로 토양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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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일라이트의 인산염 흡착 특성

(2007 한국광물학회지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조현구 외)

인산염 용액과 반응하는 일라이트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 흡착률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1.5 g인 경우에 가장 높은 흡착률을 보인다.

- pH가 증가하면 대체적으로 인산염의 흡착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흰색 일라이트에서는 그 경향이 뚜렷하지만

노란색 일라이트는 부성분광물로 불석과 황철석의 함량비에 따라 물성이 크게 변하는데 는 명확하지 않다.

- 일라이트의 함량이 많고, 입자 크기가 미세할수록 인산염의 흡착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일라이트의 함량이 적은 흰색 일라이트가 많은 인산염을 흡착하는 이유는 작은 입자 크기, 높은 층간 전하, 낮은 사면체 자리의 치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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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일라이트 미분체 제조 및 응용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소재연구부 김상배 외)

충북 영동지역의 일라이트를 건식 볼 밀로 분쇄한 후 공기분급을 하면 최대입도 10㎛ 이하인 초미분체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일라이트 초미분체를

사용하여 기능성 섬유 및 유해가스 제거용 흡착제로서의 적용 실험을 수행한 결과, 원적외선 방사체,  암모니아가스 제거 등에

일라이트 초미분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 일라이트 관련 논문자료 I 논문자료



# Illite의 암모늄 이온교환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9권 제1호 영동대학교 정밀화학공학과 조찬휘 외)

최근 호수나 하천으로유입되는 질소 화합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부영양화 현상은 수질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질소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하/폐수, 축산폐수, 매립지 침출수 등의 암모니아성 질소 오염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절/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천연 일라이트를 이용한 암모늄 이온교환 특성은..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이온교환능이 우수했고, 일라이트를 산처리한 경우는

이온교환능이 감소한 반면 NaCl로 처리한 경우 약 25%의 이온교환능이 향상되었으며 이온교환능은 1.95meq NH4
+-N/g illte이었다. 

상용으로 사용되는 천연 제올라이트류가 1.8~2.1meq NH4
+-N/g zeolite를 가지는데 이에 뒤지지 않으며 값싼 국내산 일라이트를 사용하여

암모늄 이온교환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영동산 일라이트를 원료로한 기능성 세라믹의 제조에 관한 연구

(2001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임경찬 외)

가격이 저렴하고 효능이 탁월한 무기항균제 및 탈취제의 개발을 목표로 영동산 일라이트에 은이온을 이온교환 시켜 기능성 세라믹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을 체계화하였다. 은 이온교환 영동산 일라이트를 사용한 대장균에 대한 살균실험결과 뛰어난 탈취능력이 있음을

ESR을 통한 활성산소의 측정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암모니아에 대한 탈취실험을 통하여 뛰어난 탈취능력을 발현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탈취력의 발현원인도 ESR을 통한 활성산소의 측정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가격이 저렴하고 효능이 있는

영동산 일라이트를 원료로한 무기항균제의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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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산 일라이트를 이용한 공조기의 프리필터 개발

2001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영동대학교 정보전자공학부 구경환 외)

일라이트는 그 자체에서 음이온을 발생하고,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다른 물질에 비해 많은량을 방사하며, 모든 악취와 분진, gas, 세균까지

흡착 탈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일라이트는 나노 크기의 다공체로서 유해 가스나 분진등을 일라이트 자체가 포집,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라이트는 미분말 상태로 흡착탈취제나 원적외선 방사 및 동식물의 성장 촉진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분말을 세라믹으로 성형하여 일정한

크기나 모형을 부여하여 상기 능력과 함께 미관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있다.

일라이트를 함유한 공기조화기 및 공기청정기용 필터의 원사를 압출방사, 필터를 제조하였다. 이 필터는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우리몸의

혈액순환작용에 도움을 주며, 원사가 항균 및 살균력을 구비하고 있어 각종 세균의 침임을 막고 기존 필터의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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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산 일라이트를 이용한 필터개발

(2000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영동대학교 정보전자공학부 구경완 외)

증류수에 일정량의 중금속을 이온화 하여 주입시킨후 illite의 첨가량을 조절하면서 시간에 따른 중금속의 잔여량을 조사하였다. 실험에서는

white illite 보다 yellow illite가 흡착능력이 다소 우수한것으로 나타난다. 실험결과 일라이트 세라믹을 정수기 필터의 하우징 내부에 충진시켰을

경우에 중금속이 걸러지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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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처리 과정중 황산반토 사용시 illite 투여효과에 관한 실험적 조사

(1991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Al 혼합응집제〔Al2(SO4)3 + PAC〕를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보다 illite를 병용하는 경우 Al응집제의 사용이 적었다.

- pH를 조절하기 위한 소석회의 양은 Al 혼합응집제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보다 illite를 보조제로 사용했을 때 월등히 적었다.

- 앙금의 양은 동일한 응집효과를 보이는 시료를 비교해 볼 때, illite를 첨가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적었다. 

이상의 결과로 알루미늄 응집제에 Illite를 첨가하여 사용한 경우 재래적으로 알루미늄 응집제만 사용한 경우보다 알루미늄 응집제의 양이

훨씬 적게 소요되며 소석회양도 월등히 적었다. 그리고 앙금의 생성량도 월등히 적었음을 볼 때 전체적으로 illite를 응집제로 혼용할 때에

보다 좋은 응집처리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Illite의 정수처리 효과

(1991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 Illite의 물에서 용출성을 실험한 결과, 중금속류는 거의 용출되지 않았고 기타불순물질은 미량(황산이온 : 2.79mg/L, PO4 - P : 0.001mg/L)

용출되었다.

- 알미늄 응집제 (aluminum-sulfate 72.72mg : PAC 9mg을 시료 1L에 주입)와 illite를 혼합하여 관찰한 결과, illite를 0.5 - 2.0ml/L 농도로

첨가주입했을 때 상등액의 탁도는 1도까지 제거되었다.

-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농도의 illite를 주입했을 때 pH8에서 응집효과가 가장 좋았다.5. 이상의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illite는

상수처리장의 응집보조제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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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장석-일라이트가 육용오리의 생산성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

(2005 한국가금학회지, 전남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김광현)

- 육성오리에 대한 알칼리장석-일라이트 급여는 증체량의 개선효과와 더불어 가슴육의 조지방 함량의 감소, 관능평가에서 외관의 개선효과, 

콜레스테롤 함량의 감소, 지방산 패도의 감소, 포화지방산 비율 감소, 불포화 지방산 비율의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 동물의 소화기관에 미치는 일라이트의 효과

(2005 한국산학기술학회지, 호서대학교 구경환)

- 일라이트 사료를 공급한 후 장내 대장균의 절대량의 감소, 암모니아가스의 발생이 감소되었으며 더욱이 비피더스균은 증가하고

웰시균은 감소됨이 확인됨에 따라 일라이트가 첨가된 기능성 사료를 애완동물에 공급 시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여 유해균의 증식에

따른 유해가스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분변에서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일라이트는 동물의 소화기관에 무해하며 특히 장내 세균중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시키며

지속적인 투여시에는 가축의 육질개선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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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성분(Illite) 첨가 급여가 비육돈의 육질에 미치는 영향

(2000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김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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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즙성도 우수한것으로 나타났다

# 육성-비육돈 사료에 대한 일라이트의 첨가효과

(2000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박재영)

- 일라이트 첨가사료를 급여시 총 증체량, 일당 증체량,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 돈육의 생산성 향상과 육질의 개선을 위하여 illite를 육성기사료에는 1%, 비육기에는 1.5~2%를 첨가하는 것이 좋은것으로 사료된다.

# 육성-비육돈에 대한 illite의 첨가급여 효과

(2001 동물자원지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김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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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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수송아지에 대한 황토, 일라이트, 올리고당, 활성탄, 및 크롬 급여가 성장발육 및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2002 동물자원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강수원 외)

- 일당 증체량은 일라이트 급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유직후 송아지의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쳤으나 가공되지 않은 황토급여는

성장발육에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 육성기 농후사료 섭취량 및 체중대비 섭취비율은 활성탄, 일라이트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혈청내 IgG(면역 글로부린)농도는

일라이트 급여구가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 점토광물인 illite는 다른 항병력 증진물질과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의 발육 및 사료이용성을 증진시키지만 가공되지 않은 황토의 급여는

발육 및 사료 이용성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거세한우에 있어 점토광물질 첨가 급여가 발육 및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2001 동물자원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조원모 외)

- 거세한우를 이용하여 점토광물 급여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일라이트 처리구가 일당증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백혈구 세포 표면 분자에

특이적인 CD2, CD4, B cell 및 monocyte(단핵백혈구)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이것으로 볼때 체내의 비 특이적인 면역반응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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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용궁
일라이트

피부미용
화장품

의약품
친환경
산업

친환경
축산,농자재

기타

• 아토피-피부질환치료제
• 골다공증치료제

• 아토피-피부질환용 화장품
• 미용팩용 화장품
•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 입욕-마사지용 제품

• 양식장 수질정화제
• 친환경 세라믹 소재
• 도자기용 소재

• 축사환경개선제
• 사료보조제
• 토양개량제

• 친환경 건축자재
(페인트, 시멘트, 벽지등)

• 친환경 폐수처리제
• 기능성 섬유용 소재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측정원소 단위 시험결과 시험방법

납(Pb) mg/kg Not De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8호비소(As) mg/kg 5

수은(Hg) mg/kg 0.08

육가크롬(Cr6+) mg/kg Not Detected US EPA 3060A : 1996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화장품 기준 중금속 규제치

- 납 : 50ppm이하

- 비소 : 10ppm이하

- 수은 : 1ppm이하

- 육가크롬 : 30ppm이하 (국내규제 없음, 유럽규제치 적용)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시험

# 중금속 함량시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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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시험

# 중금속 흡착시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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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시험

# 유해가스 흡착시험(원적외선연구원 ‘04.05.06, 건자재시험연구원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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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시험

# 항균특성 시험(원적외선연구원 ‘03.12.19, 건자재시험연구원 ’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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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트 사용후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적용시험

# 원적외선 방사결과



구 분 화학페인트(유성/수성) 일라이트 페인트

생활환경

- 밀폐된 공간내 벤젠, 톨루엔, 자일렌, 납등 5.9배 분출

- 중금속의 체내 축적으로 인한 발암위험

- 유독가스로 인한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만성피로감 유발

- 일라이트 원료의 사용으로 기존 도료가 가진

유독성 제거

- 실내 도장작업 중, 후에 발생되는 유독가스

최대 97%  감소

작업환경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유독성 가스로 인한

중독 및 직식사고 유발

- 일라이트의 유해가스 흡착기능으로 인해

작업 시 중독, 질식의 위험 제거

화재의 위험성
- 석유화학 원료 사용으로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

- 화재시 화학적 유독가스 발생

- 일라이트의 난연성으로 인해 화재의 확산을 방지

-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를 절감

환경오염
- 석유화학 원료의 유독성

- 다량의 유해가스 및 폐기물 발생

- 일라이트는 친환경적 천연물질로 자연순환적으로

분해됨.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도료와 화학도료의 비교



시험항목 바탕용액

K사 와의 비교 (제거율) C사 와의 비교 (제거율)

K사 기능도료 K사 베이스
+ 일라이트 C사 기능도료 C사 베이스

+ 일라이트

중금속

납(Pb) 4.9
0.2

(95.9%)
0.4

(91.8%)
0.4

(91.8%)
0.2

(95.9%)

카드늄(Cd) 4.8
0.1

(97.9%)
0.6

(87.5%)
0.7

(85.4%)
0.3

(93.8%)

크롬(Cr) 4.9
0.8

(83.7%)
1.0

(79.6%)
1.8

(63.3%)
1.2

(75.5%)

구리(Cu) 4.9
0.3

(93.8%)
0.5

(89.8%)
0.8

(83.7%)
0.4

(91.8%)

비소(As) 5
1.7

(66.0%)
1.7

(66.0%)
2.2

(56.0%)
1.9

(62.0%)

수은(Hg) 4.8
2.0

(58.3%)
1.6

(66.6%)
3.9

(22.9%)
1.2

(75.0%)

가스

톨루엔(C6H5CH3) 97
89

(8.2%)
88

(9.3%)
90

(7.2%)
88

(9.3%)

포름알데히드(HCHO) 70
19

(72.9%)
15

(78.6%)
18

(74.3%)
14

(80.0%)

원적외선 방출 0.902 0.908 0.903 0.906

항균

대장균 (24hr) 423=>2841
4

(99.8%)
1

(99.9%)
1

(99.9%)
422

(85.1%)

녹농군 (24hr) 434=>2937
433

(85.3%)
433

(85.3%)
433

(85.3%)
433

(85.3%)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도료와 시판중인 기능성도료 비교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건축분야 적용의 예

# 대명 홍천 소노펠리체 리조트 (최고급 리조트내 웰빙 휴식공간 : 분양가 25억)

# 대통령실 어린이집 (친환경 청정 어린이집)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건축분야 적용의 예

# 실내 인테리어(항균력, 보수력이 있는 실내 마감재)

# 인천 주안 북초등학교 (아토피예방 체험학교)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건축분야 적용의 예

# 장안평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시설물 환기 및 공기정화)

# 대조동 개인주택(폐질환 환자 생활환경 개선, 난방비 절감효과)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건축분야 적용의 예

# 양평 전원주택

# 영동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 천안 일라이트 찜질방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화장품분야 적용의 예



Illite(Yellow) 30% Illite(Yellow) 45%

Two Way CakePowder Pact

Illite(Yellow) 10%

# Condition : SPF 50+, PA +++, Talc Free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화장품분야 적용의 예



Illite(Yellow) 96%

Talc Free Baby Powder Emulsion Mud Pack

Illite(Yellow) 30%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화장품분야 적용의 예



Sun cream Moist cream Body WashBB cream Multi cream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화장품분야 적용의 예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화장품분야 적용의 예

# Illite Pelotherapy Products



8. 일라이트의 적용분야 및 적용시험 I 일라이트의 도자기분야 적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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