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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광산 (직영)   

경옥 디옵사이드 Jadeite Diopside, 희귀 보석 한국에서 발견,

신라금관 곡옥장식

한국에서 발견된 제이다이트(경옥) 디옵사이드(투휘석) “Jadeite Diopside“ 보석은 고대 각 나라

왕들이 사용한 일명 왕실보석으로 10여개 광물로 형성되고 17개 천연 화학성분으로 구성된

경옥 계 보석으로 (중금속, 석면) 유해성분이 없고, (식수)유해성분 46가지 시험, 유해성분 없다.

보석광물을 8마이크로 가루 제조 옛 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지장수)을 제조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며, 보석광물 파우더는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 원소 및 미량원소

망간, 아연, 등으로 구성되어 한방 처방약제 원료에도 사용되는 희소성분 보석광물로 한의원에

처방약제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보석. 원석가격1톤30억원, (JDM)멀티미네랄, 

공급가:1톤40억원, JDM 멀티미네랄, 소비자가 (1g)12,000원, 1톤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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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경옥 디옵사이드 : Jadeite Diopside 

경옥 디옵사이드 보석은 10개 구성광물과 인체에 필요한 필수원소 및 미량원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아연, 알루미늄, 티탄, 등 17개 주요 원소로 구성된 영문명, 제이다이트

디옵사이드“Jadeite Diopside” 보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산출되는 귀한

보석이다.  

Jadeite Diopside 보석 원석

(보석 개요) 

보석 한국명:  경옥 투휘석

보석 영문명:  Jadeite Diopside : 제이다이트(경옥) 디옵사이드(투휘석) 

산출국가:  대한민국

보석감정:  미국GIA보석감정원, 미네랄로 구성된(DIOPSIDE) 보석감정

산출과정:  괴상 (덩어리 돌)산출

색 상:  회청색, 회백색, 적갈색

경 도:  6-7도

원석무게:  1kg- 1톤 덩어리 원석(괴상)산출

보유총량:  800톤

일 명:  왕실보석 ,에너지보석

(용 도) 

보석원석:  원석 연마 가공제작

보석장신구, 팔찌, 목걸이. 곡옥, 경옥기, 에너지 볼

JDM 멀티 미네랄:  제이다이트 디옵사이드 : 보석 파우더

(지장수)원료 (건강기능식품)원료 (한방 처방약제)원료 (고려청자) 비색 복원 유약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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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광산 (직영)   투캡

한국 보석 명 :  경옥 디옵사이드

영문 보석 명 :  Jadeite Diopside : 제이다이트 디옵사이드

한국 : 매장문화재 : 신라금관 (곡옥)장식

제품 명:  경옥 디옵사이드 멀티 미네랄 파우더 Jadeite Diopside Multi mineral powder(JDM)  

용 도:  (지장수)건강기능식품 제조원료 (한방 처방약제)원료 (고려청자) 비색 복원 유약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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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옥 디옵사이드 “Jadeite Diopside”   왕실보석

- 고대 왕실 보석 한국에서 발견 -

경주 고분 (매장문화재) 신라 금관 출토당시 사진 (곡옥)

한국산 / 경옥디옵사이드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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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M 제이다이트 디옵사이드 미네랄 (JDM)

JDM. 파우더 원료 분석 자료

원료 재료:  경옥 디옵사이드 jadeite Diopside 보석

용 도:  (지장수, 광천수) 건강기능식품, 한약, 고려청자 도자기 유약 원료

천연 원소:  (망간,아연)필수 미량원소 인체 필요한 17가지 필수원소 천연 미네랄

경옥 디옵사이드 파우더(멀티미네랄) DM : 도매가 : 1kg 400만원 ($ 3,418)달러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  화학성분 시험 / 17성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중금속(납, 수은, 비소, 안티몬, 카드뮴) 불검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6(석면)불검출

한국보건환경연구원 :  (음용수) 46종 유해성분 검사/불검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게르마늄 함유: 0.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구성광물 시험

GIA 보석 감정 기관:  DIOPSIDE 여러 광물로 구성된 보석 감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구성광물

구성광물 / 휘석(輝石)Augite 조장석(曹長石)Albite 석영(石英)Quartz 녹니석(綠泥石)Chlorite  

각섬석(角閃石)Hornblende 규회석(硅灰石)Wollastonite 미사장석(微斜長石)Microcline 

석류석(石榴石)Grossular정장석(正長石)Orthoclase 방해석(方解石) Calcite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 : 화학성분

SiO2(64,1) Al2O3(8,49) Na2O(0,37)Fe2O3(6,15) CaO(13,0) MgO(4,24) k2O(2,75) TiO2(0,36) 

ZrO2( <0,01) MnO(0,15) P2O5(0,06) Cr2O3(<0,01) BaO(0,13) SrO(0,02) Zn(<0.01) Cu(<0,01) 

Ni( <0,01)

시험 분석 기관 및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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