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tomite 

 형상 및 적용 제품 

입도분포도 

제품규격 제품규격 

 Diatomite 일반적인 특성 

SEM 

 규조토는 규조라는 단세포 조류의 유해가 해저나 호저에 토적한 집합체로 체내의 성분들이 분해하여 

규산이 주체인 유각이 쌓여 지층을 형성한 일종의 화석토이다. 

 

 이들 규조는 살아생전에 물에서 실리카를 흡수해 세포벽을 만든다. 이러한 규조들의 퇴적물이 속성 

작용을 받아 굳어져 퇴적암을 만들면 규조암이라고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것도 함께 광석의 의미로 

규조토로 합쳐 부른다. 

 

규조토는 대부분이 비정질 실리카로 구성되며, 여기에 약간의 결정질 실리카가 존재한다  

 

포항공장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 산 52번지            TEL: 054-278-6151     FAX : 054-278-0943 

정선공장: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221-1번지       TEL: 033-590-0600      FAX: 033-592-8889 



 Diatomite의 일반적  특징 

입도분포도 

제품규격 제품규격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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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   성 

화학식 SiO2 xH2O 

색 상 백색, 갈색 

결정계 무정형 

비 중 1.9~2.35 

공동크기 0.1~1㎛ 

비표면적 12-40m2/g  

광 택 토상광택 

특 징 흙이 단단하게 뭉쳐진 형태로 소성시 비중이 가볍다. 

Diatomite 

http://engdic.daum.net/dicen/search.do?q=massiveness


Diatomite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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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ing burning type – 유기물을 태워 기공의 능력을 극대화 한 제품 

Granule type – 최고의 흡습력을 자랑하는 고급 입자형 제품 

Powder type – 접착제, 건자제용, 세라믹용,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제품 

분류 제품 

입도(mm) Mesh(#) 

용도 

0.5~1 1~2 1~3 2~3 3~5 35 300 3000 

Firing 
burning 

type 

Deco Basic O O O O O 

흡습제용 
가스흡착제용 
수처리제용 

여과제 필터용 
산화방지제용 

DECO O 케리어용 

Aqua 
Basic  

O O 어항 Soil 

Granule 
type 

DiaGreen  O O O 
흡습제용 
고급비료용 

Powder 
type 

Dia Soil O 상토용 

DS 300 O 
건자제용(접착제,  
건축용자재등) 

D3000 O 세라믹용 

Diatomite 



Diatomite  고기능성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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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tomite 

제품명 흡수력 입도(mm) 용도 

Deco Basic 36 

0.5~1.0 
1.0~2.0 
2.0~3.0 
3.0~5.0 

흡습제용 
가스흡착제용 
수처리제용 

여과제 필터용 
산화방지제용 

DECO 40 0.5~1.0, 0.2~0.5 케리어용 

AQUA BASIC 2.0~3.0 어항 Soil 

-다공성이 우수하여 담체로 가장 우수함 
 
- 1000℃에서 고온 소성한 고형화된 자재 
 
- 보수력이 우수한 제품 
 
- 폭약용, 고체연료, 아세칠렌 용기 살충제등의 담체로 사용 
 
 건물바닥의 수분보유제, 액체의 Packing 물질 

Fire Burning 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