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eolite 

 구조 및 형상 

입도분포도 

제품규격 제품규격 

 Zeolite형성 및 일반적인 특성 

원광 구조 SEM 

 

신생대 3기의 화산회가 열수에 의한 속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광물로 물분자가 결정수 형태로  

구조 중에 존재하는 결정성 함수 알루미나 규산염 광물이다.  

 

 주요한 화학조성은 SiO2 Al2O3 H2O K2O CaO이며 화학조성 중의 결정수는 가열에  

 의해 방출되어 수증기로 되며 제오라이트를 수중에 담그면 기포를 발생하여 비석이라 한다. 

 

제오라이트는 미세한 세공에 의해 양이온, 물, 가스 등을 흡착 할 수 있는 고 기능성 소재이며  

산,알카리 ,열 등에 쉽게 분해되지 않는 천연의 광물이다.  

 

제오라이트는 자연계에서는 보기드물게 전체부피의 50%이상이 빈 공간일 정도로 공동을  

많이가지고 있으며 결정수를 내재하고 있는 세공은 결정수를 제거시키면 여러 가지 기체 

분자를 흡착하게 된다.  통상 극성분자를 강하게 흡착하지만 비극성분자도 그 분자의 형태나 

크기여하에 따라 흡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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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olite 

 Zeolite의 일반적  특징 

입도분포도 

제품규격 제품규격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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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특 성 

화학식 
Clinoptilolite- (Na2, Ca) (Al2SiO18) 6H2O,   
Mordenite - Na (AlSi5O12)3H2O  

외 관 괴상, 백색,황백색 

결정계 단사정계, 사방정계 

비중 2.1~2.2 

공동크기 3~10A 

비표면적 80~100 m2/g 

양이온 교환용량 100 ~ 160 meq/100g 

광택 견사광택 

광물적 특징 완전 건조한 것은 물 속에서 기포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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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olite 

 Zeolite의 기공 사이즈 및 비표면적 측정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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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단위 분석결과 분석 방법  

Pore  
Diameter 

㎡/g 82.92 

질소 흡착법 

BET nm 4.10 

제품규격 제품규격 

-제오라이트와  질소가스의 흡착을 이용하여 제오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비표면적 및 기공 사이즈 측정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암모니아)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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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암모니아 
탈취율(%) 

0 94.0 96.0 98.0 98.0 

 
실험방법 (KICM-FIR-1004) 
 
 - 제오라이트 시료 20g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암모니아gas 500ppm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30분 경과 후  
 
 90% 이상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트리메틸아민)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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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트리메틸아민 
탈취율(%) 

0 95.9 100 100 100 

 
실험방법 (KS 12218:2009) 
 
 - 제오라이트 시료 20g 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트리메틸아민 (CH3)3N 50 μmol/mol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30분 경과 후  
 
 95% 이상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황화수소)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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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화화수소 
탈취율(%) 

0 24.5 46.9 59.2 62.5 

 
실험방법 (KS 12218:2009) 
 
 - 제오라이트 시료 20g 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황화수소 (H2S) 50 μmol/mol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90분 경과 후  
 
 60% 가량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포름알데히드)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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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포름알데히드 
탈취율(%) 

0 75.5 83.7 83.7 85.4 

 
실험방법 (KS 12218:2009) 
 
 - 제오라이트 시료 20g 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포름알데히드(HCHO) 50 μmol/mol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60분 경과 후  
 
 80% 이상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톨루엔)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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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톨루엔 
탈취율(%) 

0 26.5 42.9 49.0 50.0 

 
실험방법 (KS 12218:2009) 
 
 - 제오라이트 시료 20g 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톨루엔(C6H5CH3) 50 μmol/mol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90분 경과 후  
 
 50% 가량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실내공기 정화능력 (메틸메르캅탄)  

입도분포도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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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경과 시간 

초기 30분 60분 90분 120분 

메틸메르캅탄 
탈취율(%) 

0 16.3 24.5 24.5 25.0 

 
실험방법 (KS 12218:2009) 
 
 - 제오라이트 시료 20g 을 5L 반응기에 넣고 밀봉 
 - 메틸 메르캅탄(CH3SH) 50 μmol/mol  주입 후 30분, 60분, 90분, 120분 후  관찰 
 - 실험 중 환경 : 온도 (23±5℃), 습도 (50±1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Zeolite 주입 후 60분 경과 후  
 
 25% 가량의 탈취율 확보 가능함. 



Zeolite 

 Zeolite 방사능 물질 정화능력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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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olite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세슘(Cs-137)과 스트론튬(Sr-90)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에 의해 쉽게 분해되거나 제거 되지 않고, 구조가 손상되지 않아 핵폐기물 제 
 
거에 사용되는 양이온 교환제로 널리 사용된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Zeolite의 사용으로 다시한번 효능을 입증 받았다.   

입도분포도 
R

Si
O

Al
- O

Si
O

Al
- O

Si
O

Al
- O

Si
O

Al
- R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Cs-137 
Sr-90 

M+ 



Zeolite 

 Zeolite 수질정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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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도를 생성하는 부유물과 응집작용을 통한 수질 정화 
 
-제올라이트 세공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들은 수용액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금속 및 
 
  유기 양이온으로 용이하게 교환되므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물속의 칼슘(Ca2+)과 
 
  마그네슘(Mg2+)을 소디움(Na+)이온으로 교환시켜 주어 경수(hard water)을 연수 
 
 (soft water)로 변환시켜주는데 널리 사용된다.  
 
 
 ※ 참고 문헌 :천연 제올라이트  활용을 통한 댐 및 호수의 오염수 처리 
             
                      제오라이트濾床을 利用한 아민 廢水 處理에 관한 硏究   
            
                       제오라이트 흡착반응을 이용한 하천수의 유기성 오염물질 분해  
                   

제오라이트의  양이온 치환 및 흡착을 통한 수질정화 작용 



Zeolite 

 Zeolite 수질정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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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의  중금속 흡착을 통한 수질 정화 작용 

    

    시험항목 

단 

위 

 시 

 간 

                          중    금     속  제  거  율 

Cd Cr Cu Fe Mn Pb Zn As Hg 

 

제 

오 

라 

이 

트 

투 

입 

량  

(g) 

    

  1 

PPM 

 

 
%
  

 0.5 28.2 36.3 28.7 17.3 6.6 98.7 14.0 0.0 88.1 

 2.0 30.8 40.4 22.7 20.3 7.3 99.7 11.1 0.0 89.4 

16.0 34.7 41.4 29.3 15.3 7.4 100 25.1 0.0 87.4 

 

  2 

PPM 

 

% 

 0.5 47.0 70.0 47.6 28.6 19.3 100 27.0 0.0 80.6 

 2.0 55.6 75.5 49.3 32.3 21.7 100 24.6 0.0 71.4 

16.0 61.5 77.8 59.0 28.7 20.3 100 31.1 2.0 79.4 

 

  3 

PPM 

 

% 

 0.5 98.1 99.2 98.3 71.9 70.7 100 84.6 2.0 75.0 

 2.0 97.4 99.9 99.6 72.3 68.3 100 94.0 10.0 72.6 

16.0 98.7 100 99.5 65.0 67.6 100 96.7 12.4 62.0 

제오라이트에 의한 중금속 제거 효과는  
  
Pb(납)>Cr(크롬)>Cu(구리)>Cd(카드뮴)> Zn(아연)>Fe(철)=Mn(망간)의 순서임 



Zeolite 

 Zeolite 수질정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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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의  사료 첨가에 따른 유용성  

제오라이트 사용으로 인한 체증 증량, 사료 사용량 감소 효과를 입증. 



Zeolite 

 Zeolite 사료첨가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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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의  사료 첨가에 따른 유용성  

-제오라이트 사용으로 인한 장내 미생물 수  및 병원균 감소 
 
-천연 제오라이트 사용이 인공 제오라이트 사용에 비해 월등한 효과 발현 
 
 ※ 참고 문헌: 인공 및 천연 제올라이트의 급여가 육계의 생산성과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Zeolite 

 Zeolite 농자재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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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의  토양 개량제로써의 활용 

             - 제오라이트의 K, Ca, Mg, Na 염류 제거 효과 검증. 



Zeolite 

 Zeolite 농자재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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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의  토양 개량제로써의 활용 

-제오라이트의 pH상승 및 EC수치 감소 효과 검증 
 

※참고문헌 
 
-천연 Zeolite를 이용한 시설재배지 토양 염류제거 효과  
 

- 상추재배에서 천연 Zeolite 처리효과 등 토양 개량제로서의 역할 



Zeolite 

 Zeolite의 녹조제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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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라이트 사용을 통한 녹조제거 효과 입증 
   
  ▷ 타 광물질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임.  
 

※참고문헌 
 
  - 국내산 광물 및 식물의 단순 추출물을 이용한 조류 성장 억제 능력 평가. 



Zeolite 

 Zeolite의 미생물 활착 공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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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오라이트는   나노크기의 반응용기로 사용 될 수 있음. 
 
- 제오라이트내에 형성된 10-1000㎚ 크기의 초미립 세공들은 마치 균일 용액 중에서 
 
  한 두개의 분자를 내포하고 있는 고체용매바구니 이용되어 제오라이트 세공 속에서  
 
   다양한 전하 및 전자이동 반응, 미생물 생육공간을 수행 할 수 있다.  
 
 



Zeolite 

 Zeolite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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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treatment (우수한 경도, 높은 흡락겨의 열처리 제오라이트) 

제품명 C.E.C 입도(mm) 용도 

ZeCo Basic 120 이상 
0.5~1.0 
1.0~3.0 
3.0~5.0 

흡습제용 
가스흡착제용 
수처리제용 

ZeCo  S51 0.5~1.0 케리어용 

ZeCo S25 0.2~0.5 케리어용 

CEC가 높은 고순도 제오라이트 원광을 
 
 사용하는 렉셈은 적정 경도를 유지하여  
 
낮은 분화율로 수처리제,  흡착제용,  
 
케리어용, 농업용 제품에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여 줍니다.. 



Zeolite 

 Zeolite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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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ule (최고의 C.E.C를 자랑하는 입상형 제오라이트) 

CEC가 높은 렉셈 제오라이트는 보수력과  
 
보비력이 일반 토양에 비해 5~10배정도 높고 
 
흡착능력 및 이온교환 능력이 우수하여  
 
수처리제용, 가스흡착제용, 여과제용,  
 
방사능오염 제거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군 C.E.C 입도(mm) 용도 

ZeoGreen  A 130이상 
0.5~1.0 
1.0~3.0 
3.0~5.0 

가스흡착제용 
촉매담체 
여과제용 
필터용 

ZeoGreen B 
(Special) 

100~120 
0.5~1.0 
1.0~3.0 
3.0~5.0 

흡착용 
수처리제용 
이온교환제 

ZeoGreen  C 
(Regular) 

80~100 
0.5~1.0 
1.0~3.0 
3.0~5.0 

토양개량제용 
흡습제용 



Zeolite 

 Zeolite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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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Powder ( 미생물 흡착제, 고분자 소재로 최적의 입도) 

제품군 C.E.C 입경(um) 용도 

ZeoSoil 80~120 500 
특수비료용 

사료용, 비료용 
축산용, 퇴비용 

Zeo 300 110이상 12 미생물흡착용 

Zeo 400 120이상 7 
고분자 소재 

제지 충전제용 

Z 3000 120이상 4.5 세라믹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