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10-2004-0031360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C04B 35/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4-0031360

2004년04월13일

(21) 출원번호 10-2002-0060771

(22) 출원일자 2002년10월04일

(71) 출원인 김고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9-10 중일맨션 마 201

김용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9-10 중일맨션 마-201

김용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350-12

(72) 발명자 김고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9-10 중일맨션 마 201

김용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9-10 중일맨션 마-201

김용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350-12

심사청구 : 있음

(54)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희토류 원소 10중량%, 실리카 10중량%, 목어석 30중량%, 맥반석 30중량%, 견운모 10중량%, 토르말린 10중량%를 

혼합하고 이를 소성가공하여 분말화하므로서,

이를 매트리스나 방석, 베게, 식기 또는 인체 복용용 정제나 환부치료용 투석제 등의 의료용품에 적용하여 사용하므

로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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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원소와 실리카, 목어석, 맥반석, 견운모, 토

르말린을 주재료로하여 원적외선과 음이온 및 다량의 미네랄을 방사하는 조성물을 제조하므로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미네랄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는 물론, 사용자의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원적외선 방사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햇빛이나 백열된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켜 보면 적색스펙트럼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으므

로 적외선이라 한다. 파장 0.75∼3㎛의 적외선을 근적외선, 3∼25㎛의 것을 단순히 적외선이라 하며, 25㎛ 이상의 것

을 원적외선이라 한다.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열선(熱線)

이라고도 한다. 태양이나 발열체로부터 공간으로 전달되는 복사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것이다. 공업용이나 의료용

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한 적외선을 방출하는 적외선전구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일정주기를 가진 원적외선을 안정적으로 발생시켜서 산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

는 여러가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희토류 원소와 실리카, 목어석, 맥반석, 견운모, 토르말

린을 재료로 분말상의 조성물을 형성하여 이를 매트리스나 방석, 베게, 식기 또는 인체복용용 정제나 환부치료용 투

석제 등의 의료용품에 적용하여 사용하므로서, 각종 질병의예방 및 치료와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조성물은 희토류 원소 10중량%, 실리카 10중량%, 목어석 30중량%, 

맥반석 30중량%, 견운모 10중량%, 토르말린 10중량%를 혼합하고 이를 소성가공하여 분말화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희토류 원소 10중량%, 실리카 10중량%, 목어석 30중량%, 맥반석 30중량%

를 혼합하여 1000℃의 온도로 3시간 동안 가열하고, 견운모 10중량%와 토르말린 10중량%는 600℃의 온도로 3시간

동안 가열한후, 두 혼합물을 서로 혼합하고 분쇄기에 넣어 분말화한다.

이하, 본 발명의 작용을 살펴본다.

본 발명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사용해서 제조한 원적외선 방 사제품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될 수 있으

며, 0.4~1,000㎛ 파장대의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매트리스나 방석, 베게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혈류의 순환을 촉진

시키므로 서 환부의 치료효과가 촉진됨과 동시에, 각종 질병의 부위에 장시간 부착하고 있으면, 원적외선 방사용 조

성물로부터 방출되는 원적외선에 의해 혈액개선 및 혈류의 순환이 촉진되어 그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악취를 제거하

는 등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다량의 음이온과 미네랄이 동시에 방출되어 이를 복용시 체내의 환부에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정화 및 항균작용

을 하여 각종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살펴본다.

실시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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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분 중 희토류 원소와 실리카, 목어석, 맥반석은 가열로에 넣은 후 3시간동안 1000℃의 온도로 가열하고, 견운

모와 토르말린은 600℃의 온도로 3시간동 안 가열한 후 모든 재료를 분쇄기에 넣어 분말상으로 분쇄하여 분말상의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이와 같은 조성물로 제조한 원적외선 방사제품을 측정하여 본 결과 원적외선과 음이온 및 미네랄이 다량으로 방출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하, 본 발명을 조성하고 있는 각 성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희토류원소(稀土類元素, rare earth elements)는 란탄계열 원소 중 란탄을 제외한 세륨 이하의 14원소는 란탄족으로

총칭된다. 또 란탄에서 사마륨까지의 6원소를 세륨족 원소, 유로퓸에서 루테튬까지 와이트륨 · 스칸듐을 합친 11원

소를 이트륨족원소라고 한다. 모두 희유원소에 속하며, 프로메튬은 방사성원소(放射性元素)로 안정동위원소(同位元

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원자번호가 홀수인 것은 짝수인 것에 비해 존재량이 적다. 일반적으로 은백색 또는 회색 

금속이다.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하며, 산 및 뜨거운 물에는 녹지만 알칼리에는 녹지 않는다. 화학적 성질은 아주 비

슷하며, 보통 모두 +3가의 화합물을 만드는데, 세륨 · 테르븀 · 프라세오디뮴에서는 +4가, 이테르븀 · 유로퓸 · 

사마륨에서는 +2가도 있다.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금속에 이어 양성(陽性)이 현저하고, 따라서 수산화물은 염기이

다.

89번 원소 악티늄부터 103번 원소 로렌슘까지는 희토류원소와 아주 비슷하다.

실리카는 규석(硅石, silica stone)이라고도 하며, 화학성분은 무수규산(無水硅酸) SiO2 이다. 순도가 높고 흰색의 것

을 백규석이라 하며, 페그마타이트 · 석영맥(石英脈) · 규암 · 처트(chert)에서 산출된다. 규산분은 95~97% 이상

이다. 특히 페그마타이트에 포함된 것은 장석과 함께 채굴되므로 장규석(長硅石)이라 한다. 백규석은 주로 유리 · 도

자기 · 규소 · 페로실리콘의 원료이다.

연규석(軟硅石)은 석영질 암석이 풍화하여 토상(土狀)을 이룬 것으로 다소 점토가 섞여 있다. 내화(耐火) 모르타르나 

시멘트의 혼합재로 사용되며 규산분이 90 % 정도이다. 노재(爐材) 규석은 처트의 일종으로, 철분을 함유하므로 적색

을 띠는 각력(角礫)이 있으며 내화벽돌의 주원료이다. 내장석(內張石)은 규석의 작은 조각으로, 지름 5~15cm이며, 

도자기 원료 분쇄용 볼밀(ball mill)의 내장용에 사용된다.

목어석은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청건능시대 적혀있는 것에 의하면 태산남북쪽에서 생산된다고 하였고 명조 

이시진 '본초강목'에 의하면 목어석 학명은 '태일여량' 이라고도 한다.

근대에는 1991년 태백산맥에서 지리학자들이 처음으로 목어석을 발견했으며, 자색기운을 띤 어두운 적색을 가지고 

있으며, 깊은 바닷속에서 생성된 이암으로 약5.5억년전으로 추정된다. 중국 지질실험센터와 중국예방의학과학원 산

동성과학기술성 과기관(문권)1992, 감53호에서 확인 중국내 유명영양, 식품, 지리학자 연구성과에 의하면 목어석을 

찻물에 담그면 Sn, Sr, Se, Cr, Mn, Si 등 27가지 광물질과 미량원소 (P, Be, Li, Co, Zn, Ge)가 용출된다.

과학기술연구결과에 의하면 목어석 용기를 사용하면 용출된 원소가 인체의 대사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과 미량원소를 보충하 여 항노화 고혈압을 방지하며 경화증을 해소시키며 저혈압을 조정하고 

혈당치를 정상으로 유지시키고 항암작용을 하며 장수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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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반석은 화성암류중 석영반암에 속하는 암석으로써, 무수규산(SiO2)과 산화알루미늄(Al2O3)이 주성분이며, 인체 

및 살아있는 세포에 꼭 필요한 산화제2철(Fe2O3)이 함유된 것이 특징이며, 40여종의 미네랄 구성으로 생체의 발육과

생리기능을 조절하여 세포의 활력을 유지하고, 1㎤당 3만~15만 여 개의 많은 공극(다공질)으로 되어 이것으로 강력

한 흡착작용, 미네랄 용출,이온교환작용,원적외선을 방사하는 Bio Stone으로 생물의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 체내해

독, 생육촉진, 수확량 증가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물질 및 중금속을 흡착분해하며 부패원인 제거, 신선도 유지기능을 

한다.

외관은 황백, 연한 황갈색 또는 담채색의 돌 속에 붉은 반점 및 하얀 반점이 총총히 박혀있어 그 모양이 마치 '보리밥

알'같이 보인다하여 맥반석으로 불려지고 있다.

중생대말부터 신생대초(7000만년전∼500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용해되어 오랜 세월동안 풍화작용을 거쳐 

점토화 된 장석의 하얀반점과 석영의 결정이 고르게(총총히) 섞여 생성된 자연석으로 ,알칼리 장석과 석영을 주성분

으로 한다.

백반석의 중요한 작용으로는 유해물질 제거 및 중금속분해 작용, 미네랄 용출작용, 수질조절 및 정수작용, 풍부한 산

소함유량, 원적외선 방사작용 뛰어나다.

견운모 세리사이트라고도 하며, 'sericite' 라는 말은 비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연유한다. 단사정계(單斜晶系)에 

속하며, 백색 또는 회백색에 진주광택이 있다. 원래는 결정편암, 특히 견운모편암의 주성분 광물을 말하였으나, 오늘

날에는 열수작용(熱水作用)으로 생긴 점토 모양의 미세한 백운모를 가리킨다. 화학성분은 백운모와 거의 같으나, 일

반적으로 칼륨 K는 백운모 보다 적고 수분 H2O가 다소 많다.

장석 · 근청석(菫靑石) · 홍주석(紅柱石) 등의 2차적 변질물로서 생성되고, 가벼운 동력변성작용을 받은 천매암질 

점판암 또는 천매암의 가장 흔한 구성광물이다. 도석(陶石)은 화산암의 변질로 인해 생기는데, 석영(70 %)과 견운모(

30 %)로 이루어졌다. 견운모는 도자기나 내화벽돌의 혼입재로 쓰이며, 그 밖에 도료, 전기절연체, 활마재(滑磨材), 화

장품용 등 용도가 다양하다.

토르말린은 전기석(tourmaline, 電氣石) 이라고도 하며, 화학성분은 철, 마그네슘, 알칼리금속 등과 알루미늄의 복잡

한 붕규산염이다. 대개는 6각 또는 9각때로는 3각 주상(柱狀)을 이루며, 주(柱)의 상하에서 결정형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상하가 편평한 능면체나 침상(針狀), 모상(毛狀)을 나타내며, 때로 입상(粒狀), 괴상(塊狀)을 이루기도 한다. 

쪼개짐은 분명하지 않고, 단구(斷口)는 평탄하지 않거나 패각상(員殼狀)이다. 굳기 7.0∼7.5, 비중 2.98∼3.20이다. 

유리광택 또는 수지광택이 있다. 마찰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며, 가열하면 양끝이 양,음으로 대전(帶電)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철이 많은 것을 철전기석이라 하며, 흑색을 띠며 육안으로는 불투명한 것이 많다.

석영, 백운모, 장석 등과 함께 화강암질 페그마타이트 속에서 산출된다. 마그네슘이 많은 것은 고토(苦土)전기석 또는

마그네슘전기석이라 하는데, 갈색을 띠 며 반투명하다. 접촉변성암, 광역변성암에서 산출된다. 알칼리금속이 많은 것

을 귀전기석(貴電氣石) 또는 알칼리전기석이라 하며, 무색, 홍색, 청색, 황색 등 여러가지 색을 띠며 투명한 것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홍색인 것을 홍전기석(루벨라이트), 남청색(藍靑色)인 것을 남전기석(인디고라이트), 녹색인 것을 녹

전기석(벨데라이트 또는 브라질에메랄드)이라 하여, 아름다운 것은 보석으로 사용된다. 흔히 결정주(柱)의 양끝이나, 

안쪽과 바깥쪽에서 색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매트리스나 방석, 베개 또는 의료용치료제 및 보조

제의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하게 되면, 상기 제품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파장에 의해 진동이 발생

하여 혈액개선 및 혈류의 순환을 촉진시켜 통증 또는 각종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물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에 대하여 특정실시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기술분야

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서 본 발명의 개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로 변형 실시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적

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희토류 원소와 실리카, 목어석, 맥반석, 견운모, 토

르말린을 재료로 분말상의 조성물을 형성하여 이를 매트리스나 방석, 베게, 식기 또는 인체 복용용 정제나 환부치료용

투석제 등의 의료용품에 적용하여 사용하므로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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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희토류 원소 10중량%, 실리카 10중량%, 목어석 30중량%, 맥반석 30중량%, 견운모 10중량%, 토르말린 10중량%를 

혼합하고 이를 소성가공하여 분말화함을 특징으로 하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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