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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은 대한민국 

이온교환수지의 역사입니다

삼 양 사 는  일 본  M i t s u b i s h i  C h e m i c a l 

Corporation과 기술제휴를 통해 1976년부터 

이온교환수지를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하여 

정밀소재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2011년부터 

초순수용(UPW, Ultrapure water grade) 

이온교환수지를 개발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아시아 최대규모의 균일계(UPS, 

Uniform Part icle s ized) 이온교환수지 

공장(삼양화인테크놀로지)을 준공하여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 및 다양한 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삼양은 가능합니다!

삼양사는 일반 수처리용부터 특수품(Specialty resins)까지 Full Line-up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사용용도에 최적화된 

주문형(Tailored resins) 이온교환수지 개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별 기술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영업 인력을 보유하여 

차별화된 Technic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온교환수지 제조기술 고도화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테크센터를 

설립하여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대응 가능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본사, 공장, 테크센터)

 서울 (본사)

■ 3개 분야별 기술영업 인력 보유

 - 순수/초순수/발전소/촉매

 - 식품/아미노산/의약

 - 킬레이트/특수회수

■ One Stop Service 제공

 - 이온교환수지 분석 (유/무상)

 - 설비 진단 및 설계 지원

 - 기술 세미나 및  

Trouble shooting guide 

 대전 (테크센터)

■ 이온교환수지 全항목 분석
■ 기존 제품 Recipe 개선

■ 신제품 Recipe 개발

 - Tailored/Specialty resins

■ 응용 프로세스 개발

 - Pilot test

 - Engineering data gathering

 - Process proposal

 군산공장 (균일계수지 전용)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미쓰비시케미칼과의 합작회사)

■ 아시아 최대규모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공장

■ 연간생산능력

 - Cation 13,000㎘, Anion 7,000㎘

■ 생산제품

 - 균일계 양/음이온교환수지

 -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수지

 -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LCD, OLED용)

 울산공장 
(초순수/주문형/특수품)

■ 미쓰비시케미칼 기술도입/독자기술

■ 주문형 및 특수 이온교환수지 전문생산

■ 연간생산능력

 - Cation 4,000㎘, Anion 3,000㎘

■ 생산제품

 -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반도체용)

 - 주문형 : 식품, 촉매, 의약용

 - 특수품 : 킬레이트, 합성흡착제, 

 특수정제
제품 구입 및 기술 문의 
주식회사 삼양사 이온수지판매팀

TEL : 02 740 7732~7

E-mail : trilite@samyang.com

http://www.samyangtrilite.com/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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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함의 차이가 Performance를 결정합니다

TRILITE 균일계 이온교환수지는 현존하는 이온교환수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균일도(Uniformity)를 자랑하며 이러한 

균일함의 차이가 높은 Performance를 실현합니다.

최적화된 사이즈로 균일하게 생산되어 빠르고 균일한 반응이 가능하고 충전된 유효수지층(Effective resin bed)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전교환용량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리화학적인 강도가 향상되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이온교환수지 파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차세대(Next Generation) 이온교환수지입니다

TRILITE 균일계 이온교환수지(Uniform particle sized resins)는 기존의 기계적인 체별(Sieving) 또는 종래의 중합 

방법에서 탈피한 첨단 기술(Droplet generating)로 생산되며, 전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한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 

공장에서 생산한 Premium grade 이온교환수지입니다. 

균일계수 1.1 이하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높은 물리화학적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이온교환수지입니다. 

운전교환용량이 높고 빠른 처리수질 확보로 수세 수량 감소

장시간 이온교환수지 사용이 가능

"경제적인 운전 및 설비 투자 절감이 가능함"

빠른 반응속도 및 차압 감소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

(원부원료 조정)

(중합공정 : 액적발생기, Droplet Generator)

(후처리 - 교환기 도입)

STM
(Styrene Monomer)

DVB
(Divinyl Benzene)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생산 방식

(원부원료 조정)

(중합공정 : 교반, Agitation)

(후처리 - 교환기 도입)

STM
(Styrene Monomer)

DVB
(Divinyl Benzene)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

기존 이온교환수지 생산 방식

기존 이온교환수지는 입자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 반응이 고르지 않음

균일계 수지는 입자 크기가

균일하여 반응이 일정함

Gaussian 
(일반수지)

Next Generation IER, High Performance Low CostCutting-edge Technology Droplet Generator

(포장 및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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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Flow Rate (SV)

UPS Resin (SAC)

Gaussian Resin (SAC)

→ 유효수지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유효수지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UPS
(균일계수지)

균일계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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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수지의 종류

특수

(Specialty)

음이온

(Anion)

불활성

(Inert)

양이온

(Cation)

강산성

(SAC)

약산성

(WAC)

강염기성

(SBA)

약염기성

(WBA)

킬레이트

(Chelating 
resins)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팩베드, 혼상탑용

(For packed bed system,
mixed bed polisher)

교환기

혼합(Mixing),

건조(Dry)

촉매

(Catalyst)

핵산(Nucleic Acid), 

라이신(Lysine) 등

초순수

(UPW)

추가 후처리/주문품

UPS(균일계수지)

(0.5 ~ 0.6mm)

Gaussian L-type(L)

(0.425 ~ 1.2mm)

크로마토그래피

(0.2 ~ 0.3mm)

입자 분포, 크기

Gaussian(일반수지)

(0.3 ~ 1.2mm)

고가교도

(가교도 높음)

가교도

저가교도

(가교도 낮음)

* 가교도(Crosslinkage) : 중합 원료 중 가교제(Divinylbenzene) 사용 비율

Strongly 
acidic cation

Strongly
basic anion

Weakly 
acidic cation

Weakly
basic anion

Porous type

(Macropore)

세공성

Gel type

(Micropore)

Micropore 
<100Å

Gel

Macropore 
10Å<, <1000Å

Porous

수처리 (Water treatment)

· 경수연화/순수제조 
(Softening / Demineralization)

· 응축수 처리 
(Condensate polishing)

· 원자력 수처리 
(Nuclear power)

초순수 (Ultrapure water)

촉매 (Catalyst)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Chromatography separation)

· F/G 분리 
(Fructose / Glucose separation)

· 아미노산 분리/정제 
(Amino acid separation / 
 purification)

· 산회수 
(Acid purification)

식품 (Food)

· 전분당 정제  
(Starch sugar refining)

· 설탕 정제  
(Sugar refining)

· 핵산, 라이신 분리/정제  
(Nucleic acid, Lysine separation / 
 purification)

킬레이트수지 (Chelating resins)

· 염수2차정제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 폐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혼합수지
(Ready to use mixed resins)

불활성수지 (Inert resins)

복층상식 음이온수지
(Layered bed anion resins)

EO/EG cycle  
water treat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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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에 사용되는 경수연화/순수제조 장치는 수지탑에 충전되는 이온교환수지의 종류, 층(Layer), 통수/재생의 방향 및

다양한 수지탑의 조합(Combination)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원수(Raw water) 및 처리수(Treated water)

등에 대응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TRILITE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는 다양한 방식 및 조합의 경수연화/순수제조 장치에 대응하여 최적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군(Product line)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운전교환용량 보유 및 물리화학적으로 강도가 뛰어나 Low cost 대비

High performance 실현이 가능합니다.

Performance 제품군의 경우 균일계수지 전용공장인 삼양화인테크놀로지의 첨단 기술로 생산되어 
높은 수준의 Performance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Basic 제품군의 경우 삼양사 울산공장에서 생산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Economy 제품군은 삼양의 엄격한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 하에 생산되어 뛰어난 가성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처리 

입자 크기, 입도 분포, 균일계수

Gaussian(일반수지)
 - Particle Size : 0.3 ~ 1.2mm

 - 균일계수 : 1.6 ↓

Gaussian L-type(L)
 - Particle Size : 0.425 ~ 1.2mm

 - 균일계수 : 1.4 ↓

UPS(균일계수지)
 - Particle Size : 0.5 ~ 0.6mm

 - 균일계수 : 1.1 ↓

재생방식에 따른 분류

병류재생
Co-current 

regeneration 
system

향류재생 Counter-current regeneration system

Water blocking 
system

Packed bed

Upflow system Downflow system

Gaussian Gaussian or L-type 균일계수지

Service Regeneration

IER

Freeboard
Middle Distributor

IER

Freeboard

IER

Freeboard
IER

Freeboard

이온교환수지 층에 따른 분류

단상탑

Single 

bed

복층상탑

Layered

bed

혼상탑

Mixed 

bed

SAC WAC SBA WBA

SAC

WAC

SBA

WBA

SAC

SBA

TRILITE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 제품군

균일계수

Performance

Product Line

균일계수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1.1 ↓

Basic

Product Line

Gaussian
(삼양사 울산공장)

1.3~1.6 ↓

Gaussian
(OEM)

1.3~1.6 ↓

Economy

Product Line

균일계수지
(OEM)

1.1~1.2 ↓

Type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 (WAC)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WBA)

일반, 균일계
Porous

WCA10L 4.2↑ 0.425~1.2

WBA

AW90 1.6↑ 0.50~0.60

균일계
Porous

AW80 1.6↑ 0.40~0.60

Gaussian
Porous

AW30L 1.5↑ 0.425~1.2

교환기 (Polyacrylate+DVB) + Carboxylate (Polystyrene+DVB) + Tertiary Amine

Economy

Performance

Basic

Type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제품명
TEC

(eq/ℓ)
입도분포(㎜)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분포(㎜)

균일계 Gel

MC-08 2.0↑ 0.55~0.65

Type1

MA-12 1.3↑ 0.53~0.63

MC-08H 1.8↑ 0.57~0.67 MA-12OH 1.0↑ 0.57~0.67

MC-10 2.2↑ 0.60~0.70 MA-10 1.35↑ 0.50~0.60

MC-10H 2.0↑ 0.61~0.71 MA-10OH 1.1↑ 0.54~0.64

MC-14 2.5↑
0.60~0.70

MA-15 1.4↑ 0.55~0.65

MC-14H 2.4↑ MA-15OH 1.2↑ 0.58~0.68

Type2 MA-20 1.3↑ 0.53~0.63

Gaussian Gel

SCR-B 2.0↑

(General type)
0.3~1.2
(L-type)

0.425~1.2

Type1
SAR10(MB) 1.3↑

(General type)
0.3~1.2
(L-type)

0.425~1.2

SAR12 1.3↑

Type2 SAR20(MB) 1.3↑

균일계 Gel UKC-08 2.0↑ 0.55~0.65 Type1 UKA-12 1.3↑ 0.55~0.65

UKC-10 2.2↑ 0.60~0.70

UKC-12 2.3↑ 0.60~0.70

Gaussian Gel

KC-07 1.9↑

(General type)
0.3~1.2
(L-type)

0.425~1.2

Type1
KA-10(MB) 1.3↑

(General type)
0.3~1.2
(L-type)

0.425~1.2

KH-70 1.9↑ KA-12 1.3↑

KC-08 2.0↑ Type2 KA-20(MB) 1.3↑

KH-80 2.0↑

교환기 (Polystyrene+DVB) + Sulfonate
(Polystyrene+DVB) +

Type1 : TMA, trimethylamine
Type2 : DMEA, dimethylethanolamine

Economy

Economy

Performance

Performance

Basic

Basic

※ 균일계수(Uniformity Coefficient) : 이온교환수지의 균일도(Uniformity)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측정값이 1.0에 근접할수록 더 균일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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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장치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Demineralization system)

순수장치 시스템 LINE SAC SBA WAC WBA

2B2T 
(2Bed 2Tower) 
Cation Exchanger
+ Anion Exchanger

2B3T
Cation Exchanger
+ Degasifier
+ Anion Exchanger

Performance
MC-08
MC-10

MA-12
MA-20

Basic SCR-B
SAR10
SAR20

Economy
UKC-08
UKC-10
KC-08

UKA-12
KA-12
KA-20

Working MB 
(Mixed Bed) 

Performance MC-08 MA-20P

Basic SCR-B SAR20MB

2B2T or 2B3T +
MBP
(Mixed Bed Polisher)

Performance MC-08
MC-10

MA-10P

Basic SCR-B SAR10MB

3B3T + MBP

Performance
MC-08
MC-10

KA18LB AW90

Basic SCR-B KA18LB AW80

Economy
UKC-08
UKC-10

KA18LB AW30L

4B3T + MBP

Performance
MC-08
MC-10

KA18LB WCA10L AW90

Basic SCR-B KA18LB WCA10L AW80

Economy
UKC-08

UKC-10
KA18LB WCA10L AW30L

4B3T + MBP + 
CPP
(Condensate 
 Polishing)

Performance MC-10H

MC-14H

MA-10OH

MA-15OH

※  D : Degasifier 
※ 음이온교환수지 제품명 뒤에 붙는 (P), (MB)는 엉킴 방지(anti-clumping treatment) 처리를 했다는 의미임. 혼상탑에는 (P), (MB)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됨

SAC SBA

SAC

SBA

SAC SBA
SAC

SBA

SAC SBAD※

SAC SBA
SAC

SBA
D

SAC

WAC

SBA

WBA

SAC

SBA
D

SAC
SBA

WBA

SAC

SBA
D

SAC

WAC

SBA

WBA

SAC

SBA

SAC

SBA
D Conden-

ser

경수연화 (Softening)

NSF 실험 방법

100㎖ 의 이온교환수지를 70℃ 100㎖의 물에 투입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APHA(색도의 단위)를 Visible 

Spectrophotometer로 측정

제품명 Grade Spec. 1일 2일 3일 4일 7일

KH-80 Food < 25 12 13 13 13 14

SCR-B Tech - 145 149 153 160 183

SCR-BL Tech - 53 55 191 257 347

식품용 (Food grade) 경수연화

식품용 경수연화의 경우, 각각 용도에 적합한 식품용 이온교환수지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산화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Sodium hypochlorite(NaClO), Free chlorine(Cl2), Ozone(03)

차아염소산소다 및 유리염소 등과 같은 

산화제/살균제와 함께 경수연화장치를 

사용할 경우 내산화성이 우수한 고가교도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가 추천된다.

이온교환수지 선택 ClO2 농도 Cl2 or O3 농도

MC-08

0.1ppm↓ 0.2ppm↓SCR-B

UKC-08, KC-07, KC-08

MC-10
0.15ppm↓ 0.3ppm↓

UKC-10

UKC-12 0.2ppm↓ 0.4ppm↓

Economy

Economy

Economy

Performance

Performance

Basic

경수연화장치 시스템 Line SAC SBA WAC WBA

Softening
(Industrial grade)

MC-08

MC-10

SCR-B

UKC-08

UKC-10, UKC-12

KC-07, KC-08

Softening

(Food grade)

KH-70

KH-80

Performance

Economy

Economy

Basic
SAC

SAC

NSF 인증을 취득한 
TRILITE KH-80

KH-80 SCR-B SCR-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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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화력발전소 수처리 Flow와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Make-up 시스템, 응축수 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Make-up 시스템의 경우 

순수제조 장치의 다양한 조합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응축수 처리의 경우 Turbine을 거친 Steam 응축수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운전교환용량, 내열성 및 물리화학적 강도가 요구됩니다.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화력발전소에 다양한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적시 납기로

고객사의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Make-up 시스템, 응축수 처리, 원자력발전소 1차계 등에 사용되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1차계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고가교도 수지가 사용되고 불순물의 

함량이 낮고 물리화학적 강도가 뛰어나야 합니다.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에 다양한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적시 납기

로 고객사의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Pressurized water reactor type) 수처리 Flow와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발전소 - 화력 발전소 - 원자력

구분

원자력발전소용 수지 (Nuclear grade resins for primary circuit)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균일계

Gel MCN116K 2.4↑ 0.60~0.70 Gel type1 MAN210K 1.2↑ 0.58~0.65

MMN316K / Mixed Resin ratio = 1 : 1 as same equivalent (MCN116K : MAN210K)

구분

응축수 처리용 수지 (Condensate polishing resins)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

Gaussian
Porous CMP28L 2.05↑

0.425~1.2
Porous
type1

AMP18L 1.3↑
0.425~1.2

CMP28LH 1.8↑ AMP18LOH 1.1↑

균일계 Gel

MC-10 2.2↑ 0.60~0.70

Gel
type1

MA-10 1.35↑ 0.50~0.60

MC-10H 2.0↑ 0.61~0.71 MA-10OH 1.1↑ 0.54~0.64

MC-14 2.5↑
0.60~0.70

MA-15 1.4↑ 0.55~0.65

MC-14H 2.4↑ MA-15OH 1.2↑ 0.58~0.68

Storage
tank

Condensate 
polisher

Conden-
sate 

storage

SAC
(H form)

SAC

SBA

Containment 
structure

Condenser

LP 
Heater

Deaerator
HP 

Heater

GeneratorLP
Turbine

HP
Turbine

Raw water

Make-up demineralization system

SAC

WAC

SBA

WBA

SAC

SBA

Conden-
sate 

storageSAC
(Li form)

SBA
(OH form)

Degasifier

Steam 
generator

Nuclear 
reactor

Primary circuit

Secondary 
circuit

Nuclear 
Grade 

Containment
structure

Conden-
sate 

storage

SAC

SBA

Condensate 
polisher

Boiler

Reheater
2nd 

Superheater

1st 
Superheater

Evaporator 
Tube

Condenser

LP HeaterDeaeratorHP Heater

GeneratorLP
Turbine

IP
Turbine

HP
Turbine

Raw water

Make-up demineralization system

SAC

WAC

SBA

WBA

SAC

SBA
Degasifier

수력학적 특성이 뛰어나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발전소의 안정적 운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가교도수지는 매우 높은 교환용량 및 매우 낮은 TOC leakage를 나타내어 최적의 처리수질을 조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H/OH 전환율이 매우 우수하고 미량 금속 이온 누출이 현저하게 낮아 안정적인 발전소 가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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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균일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 (UPS SAC Gel type)

품명 (Grade) MC-04 MC-04H MC-08 MC-08H MC-10 MC-10H MC-14 MC-14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Divinylbenzen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Na+ H+ Na+ H+ Na+ H+ Na+ H+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6 1.13 1.28 1.20 1.32 1.22 1.36 1.32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90 750 845 800 850 805 865 81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7~67 65~70 43~49 50~56 38~44 45~51 31~37 37~43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 1.2↑ 2.0↑ 1.8↑ 2.2↑ 2.0↑ 2.5↑ 2.4↑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평균경
(Average diameter, ㎛)

500±50 500±30 600±50 620±50 650±50 660±50 650±50 6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 H＋)
9% 9% 8% 7%

비고
(Remarks)

 저가교도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초고가교도

고가교도일수록 내산화성이 뛰어나며 용적당 교환용량이 증가하고 용적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분자량이 큰 물질의 교환율이 떨어지며 재생효율과 내유기오염성이 저하된다. 저가교도일수록 재생효율, 
내유기오염성, 용적 변화율 및 반응속도가 높아지나 내산화성, 교환용량이 낮아진다.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용도 (Applications)

TRILITE MC-04(H) 저가교도수지로서 빠른 이온교환속도를 나타내어 각종 화학반응(Bisphenol-A 등)의 촉매, 핵산 및 

아미노산의 분리 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C-08(H)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재생 효율이 매우 높고 수세 수량이 감소하여 고순도의 순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물리화학적 강도가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매우 낮다. 경수연화 및 

순수제조 등 일반 공업용 수처리 및 라이신 정제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TRILITE MC-10(H) 고가교도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ing) 및 초순수 

전처리와 같은 고순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C-14(H) 초고가교도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 원자력 발전소 1차계 수처리 및 높은 

교환용량이 필요한 특수 용도 등에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TRILITE MA-12(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Cl형 

또는 OH형으로 공급되며 약간 낮은 가교도를 가지고 있어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적고 

반응속도가 빨라 순수 및 초순수 제조 시 MBP(Mixed bed polisher)용 또는 귀금속 회수, 촉매 등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10(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화학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매우 낮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ing)에 적합하다.  

TRILITE MA-15(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초고가교도 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ing) 및 

초순수 전처리와 같은 고순도 수처리 용도에 사용된다.  

TRILITE MA-20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2형으로서 3급 아민(DME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재생효율이 높고 운전교환용량이 높아 Packed bed system에 적용될 경우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순수 제조 시 전처리 단상탑에 널리 사용된다.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UPS SBA Gel type)

구분 (Type) Type 1 Type 2

품명 (Grade) MA-12 MA-12OH MA-10 MA-10OH MA-15 MA-15OH MA-2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N＋(CH₃)₃ (TMA, Trimethylammonium)

-N＋(CH₃)₂C₂H₄OH 
(DMEA,

Dimethylethanol-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OH- Cl- OH- Cl- OH-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08 1.07 1.08 1.07 1.08 1.08 1.11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70 660 675 665 705 67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9~55 62~70 43~49 59~65 39~45 54~62 45~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 1.0↑ 1.35↑ 1.1↑ 1.4↑ 1.2↑ 1.3↑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평균경
(Average diameter, ㎛)

580±50 620±50 550±50 590±50 600±50 630±50 59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80↓ 60↓ 80↓ 60↓ 90↓ 70↓
40↓ (OH형)
60↓ (Cl형)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Cl- → OH-)

24% 23% 22% 14%

비고 (Remarks)  저가교도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표준가교도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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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Basic

용도 (Applications)

TRILITE SAR10(MB), 표준가교도 수지로서 SiO2 처리능력 및 이온누출량이 적어 순수제조 시 MBP 용 및 음이온탑용   
TRILITE KA-10(MB) 으로 사용된다. 금(金)회수를 포함한 귀금속 회수, 촉매 등에 사용된다.

TRILITE SAR12,  유기물 유입이 많은 지표수의 처리와 SiO2 처리능력이 뛰어나 고압보일러급수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KA-12

TRILITE UKA-12 균일계 수지로서 유기물 유입이 많은 지표수의 처리와 SiO2 처리능력이 뛰어나 고압보일러 급수

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SAR20(MB), 재생효율이 높고 운전교환용량이 높아 일반수처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며 금속회수 및 기타 정제 
TRILITE KA-20(MB) 용으로 사용된다.

EconomyBasic

용도 (Applications)

TRILITE KC-07  산업용 경수연화에 널리 사용되며 뛰어난 경제성을 구현할 수 있다. 

TRILITE KC-08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산업용 순수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뛰어난 경제성을 구현할 수 있다. 

TRILITE KH-70,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음용수 처리, 가정용 연수기 및 가습기 전용으로 사용된다. 특수 후처리를 통해   
TRILITE KH-80  초기에 색소성 물질 및 불순물을 저감하였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Bad Odor를 감소한 제품이다.

TRILITE SCR-B 표준가교도 수지로서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 수처리와 당액 정제, 약액 정제, 아미노산 분리 정제 

등 특수 정제 및 각종 화학반응의 촉매, 유기용매의 탈수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UKC-08 균일계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산업용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 수처리에 사용된다. 

TRILITE UKC-10, 균일계 고가교도수지로서 산업용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 수처리에 사용된다.
TRILITE UKC-12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Gaussian & UPS SAC Gel type)

품명 (Grade) KC-07 KH-70 KC-08 KH-80 SCR-B UKC-08 UKC-10 UKC-12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Na＋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25 1.27 1.25 1.29 1.29 1.28 1.31 1.34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0 820 800 830 830 840 850 86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0 45~50 43~50 43~50 43∼50 42~47 41~45 39~44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9↑ 2.0↑ 2.0↑ 2.0↑ 2.0↑ 2.2↑ 2.3↑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600±50 6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 H+)

8~9% 9% 8% 7%

비고 (Remarks)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Gaussian & UPS SBA Gel type)

구분 (Type) Type 1 Type 2

품명 (Grade) KA-10(MB) SAR10(MB) KA-12 SAR12 UKA-12 KA-20(MB) SAR20(MB)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N＋(CH3)3 (TMA, Trimethylammonium)
-N＋(CH3)2C2H4OH 

(DMEA, 
Dimethylethanol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1 1.11 1.08 1.07 1.08 1.13 1.13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70 685 685 680 670 72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3~47 43∼48 50~60 48∼55 49~55 40~50 39~45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5↑ 1.3↑ 1.2↑ 1.3↑ 1.3↑ 1.3↑ 1.3↑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400↑ 400↑ 400↑ UPS 400↑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6↓ 1.6↓  1.6↓ 1.1↓ 1.6↓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580±50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OH-형)
80↓(Cl-형)

40↓(OH-형)
60↓(Cl-형)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Cl-→ OH-)

24% 15% 12%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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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처리용 수지 (Condensate polishing) & 원자력 발전소용 이온교환수지 (Nuclear grade)

구분 (Type)
응축수 처리용 수지

(Condensate polishing)
원자력 발전소용 이온교환수지

(Nuclear grade)

품명 (Grade) MC-10H CMP28LH MA-10OH AMP18LOH MCN116K MAN210K MMN316K

모체 (Matrix) Polystyrene + 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ate)

-N＋(CH3)3 
(TMA, Trimethylammonium)

-SO3
-

(Sulfonate)

-N＋(CH3)3 
(TMA, 

Trimethyl-
ammonium)

MCN116K
+

MAN210K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2.0↑ 1.9↑ 1.1↑ 1.1↑ 2.4↑ 1.2↑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1 42~48 59~65 50~56 36~43 54~60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5 780 665 680 810 66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4↓ 1.1↓ 1.4↓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660±50 400~1,200 590±50 400~1,200 650±50 600±50

유효경 
(Effective size, ㎛)

UPS 400↑ UPS 450↑ UPS UPS

  △TOC (ppb) - - - - 10↓ 10↓ 1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60↓ 50↓ 120↓ 60↓ 6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용도 (Applications)

TRILITE MC-10H 고가교도 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er) 및 

초순수 전처리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10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화학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고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매우 낮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er)에 적합하다.

TRILITE CMP28LH 초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내산화성이 뛰어나 산화성 물질이 

유입되는 조건에서 일반수처리 및 금속이온제거, Condensate polisher용으로 적합하다.

TRILITE AMP18LOH 고가교도로서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적어 유기물 유입이 많은 순수제조 시 MBP용 및 

음이온탑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MCN116K 균일계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장시간 사용에도 수지의 파쇄율이 낮아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N210K 균일계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적, 화학적 강도가 매우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낮다. 원자력발전소 시스템의 음이온장치에 충전되어 표준 운전 조건에서 △TOC 

10ppb 이하의 출구수 수질을 유지한다.

TRILITE MMN316K MCN116K과 MAN210K을 1:1 교환용량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Performance

용도 (Applications)

TRILITE WCA10L Gaussian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이온제거능력이 우수하여 고순도의 순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물리적, 화학적 강도가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낮다. 교환용량이 

높고 재생효율이 우수하여 복층상식(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에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되고 전착도료 정제 장치와 같은 특수정제 용도로 사용된다.

TRILITE AW20 중성염 분해능력은 없지만 높은 교환용량과 재생효율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및 

기계적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유기용매의 정제 등에서 사용된다.

TRILITE AW30L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 및 탈색성이 뛰어나 일반 수처리 및 전분당 정제 등에 사용된다.

TRILITE AW80 균일계 수지로서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이 뛰어나 복층상식(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에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된다.

TRILITE AW90 균일계 수지로서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 및 탈색성이 뛰어나 전분당 정제 및 복층상식

(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에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된다.

Performance Economy

약산성 /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 (WAC / WBA)

구분 (Type)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품명 (Grade) WCA10L AW20 AW30L AW80 AW90

모체 (Matrix) Polyacrylate + DVB Polystyrene + 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COOH 

(Carboxylic acid)

Secondary 

Amine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H+ Free Base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9 1.07 1.05 1.04 1.04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20 650 700 670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0 39~45 48~58 55~60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4.2↑ 2.5↑ 1.5↑ 1.6↑ 1.6↑

유효경 

(Effective size, ㎛)
500↑ 400↑ 400↑ UPS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4↓ 1.6↓ 1.4↓ 1.2↓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300~1,200 425~1,200 400~60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00↓ 60↓ 60↓ 6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4~14 0~9 0~9 0~9 0~9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H+ → Na+, FB → Cl-)

60% 30% 20% 23% 20%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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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water : 공업용수(Industrial water) 기준,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 200 µS/cm↓

TRILITE 초순수수지 처리수 조건

Mixed-bed
(UPRM100U)

UV-OX,
etc

Final Polisher
(UPRM300U)

Anion
Polisher

(UPRA200U)

RO,
etc

Feed
Water

Outlet
condition

① Resistivity (MΩ·cm) ② TOC (ppb)

18.25

18.20

18.15

18.10

18.05

18.00

20

15

10

5

0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ettler Toledo M300) hrs (Anatel A1000S20P) hrs

⑥ Particle (0.05㎛/㎖): None

 (RION XP-L4W)

⑤ Metals (ppt)

Li Be Na Mg Al K Ca Ti Cr Mn Fe Co Ni Cu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Zn Ga As Sr Mo Ag Cd Sn Sb Ba Au Pb Bi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 0.1

③ Total Silica (ppt) ④ Boron (ppt)

100

80

60

40

20

0

500

400

300

200

100

0

(HACH Series 5000 Silica Analyzer) hrs (Sievers UPW Boron Analyzer) hrs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초순수

반도체, OLED, LCD 등 전기전자 산업에 사용되는 초순수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초순수의 순도 및 신뢰성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 빠른 유속에도 높은 운전교환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균일계수(1.1 이하)를 가진 수지가 필요하고

- Ion leakag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H, OH 전환율이 매우 높아야 하며

- 후처리를 통하여 TOC(Total organic carbon) 및 미량 Metal ion의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TRILITE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다양한 초순수 설비에 납품되어 LCD(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부터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까지 신뢰의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적시 납기로 고객사

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RILITE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는 1차계용(Primary) UPR100 Series, 2차계용(Secondary) UPR200 Series, 최종

Polishing용(Final) UPR300 Series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de
series

제품 예
양이온 전환율 음이온 전환율

Outlet condition
H+(%) OH-(%) Cl-(%)

UPR100
Series

UPRM100U 등 99.0↑ 95.0↑ 1.0↓

Guarantee) Resistivity 
> 17.0 MΩ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8.0 MΩ cm (in 10min.)

UPR200
Series

UPRM200U 등 99.0↑ 95.0↑ 1.0↓
Resistivity >18.1MΩ·cm (in 30min)

△TOC<5ppb (in 120min)

UPR300
Series

UPRM300U 등 99.9↑ 97.0↑ 0.1↓

Resistivity >18.2MΩ·cm (in 30min)
△TOC<1ppb (in 180min)

Metal Impurity (ppm, as Dry Base)
Na<1, Fe<1, Ca<1, Zn<0.5, Al<0.5, Cu<0.5

Raw
Water

Point of
 Use

일반적인 초순수 생산공정 및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Tank

Tank

Tank
Heat 

Exchanger

Heat 
Exchanger

MF

UF

UV-ST

UV-OX

① Cation
Exchanger

④ Anion
Polisher

⑤ Final 
Polisher

① Cation
Exchanger

Degasifier

RO

② Anion
Exchanger

③ Mixed
 Bed

MDG
or

VDGPre-
Treatment

System

① Cation Exchanger : MC-08, MC-10 

② Anion Exchanger : MA-12, MA-10, MA-15, MA-20, AW80/AW90

③ Mixed Bed Tower : UPRC100U, UPRC120U, UPRA100U, UPRA120U

④ Anion Polisher : UPRA200U, UPRA220U, UPRA240U, UPRA300U, UPRA320U, UPRA340U

⑤ Final Polisher : UPRM200U, UPRM220U, UPRM240U, UPRM300U, UPRM320U, UPRM340U

※ Feed water(100 Series)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Feed water(200, 300 Series) : Resistivity >17.5㏁.㎝, TOC<2ppb, S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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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3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final polishing)

품명 (Grade) UPRC300U UPRA300U UPRC320U UPRA3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99.9↑ - 99.9↑ -

OH-(%) - 97.0↑ - 97.0↑

Cl-(%) - 0.1 ↓ - 0.1 ↓

Metal Impurity
(ppm, as Dry Base)

Na<1, Fe<1, Ca<1, Zn<0.5, Al<0.5, Cu<0.5

↓ ↓ ↓ ↓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300U UPRM3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tivity > 18.2MΩ·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Resitivity > 18.2MΩ·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Feed water : Resistivity > 17.5MΩ·cm, TOC < 2ppb, SV30

초순수 설비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1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primary circuit)

품명 (Grade) UPRC100U UPRA100U UPRC120U UPRA1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8↑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99.0↑ - 99.0↑ -

OH-(%) - 95.0↑ - 95.0↑

Cl-(%) - 1.0 ↓ - 1.0 ↓

↓ ↓ ↓ ↓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100U UPRM1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1)

(Outlet condition1))

Guarantee) Resistivity > 17.0 MΩ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8.0 MΩ cm (in 10min.)

Feed water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출구수질2)

(Outlet condition2))

Guarantee) Resistivity > 18.0 MΩ cm (in 30min.)

Feed water : Resistivity > 17.5MΩ·cm, SV30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2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secondary circuit)

품명 (Grade) UPRC200U UPRA200U UPRC220U UPRA2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99.0↑ - 99.0↑ -

OH-(%) - 95.0↑ - 95.0↑

Cl-(%) - 1.0 ↓ - 1.0 ↓

↓ ↓ ↓ ↓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혼합비율 (Mixed ratio) : 1:1 (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200U UPRM2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 18.1MΩ·cm (in 30min.)
△TOC < 5ppb (in 120min.)

Resistivity > 18.1MΩ·cm (in 30min.)
△TOC < 5ppb (in 120min.)

Feed water : Resistivity >17.5MΩ·cm, TOC < 2ppb, S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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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반응의 촉매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Batch식 공정을 연속식(Continuous) 공정으로 전환시켜 주고 높은 

전환율을 기반으로 최종 Product의 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온교환수지가 촉매로 사용될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응System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고, Column reactor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반응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 재생 또는 재농축이 불필요하며 반응 선택성이 높고 부산물이 적으며  

- 장치에 대한 부식성이 낮아 재질 선택이 용이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기촉매에 비하여 열안정성이 낮고, 반응물질이 고분자일 경우 반응속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TRILITE 촉매용 이온교환수지는 기존 수지를 개량하여 촉매 용도로 최적화되어 다공성(Porosity)과 이온 전환율(Ionic 

conversion rate)이 우수합니다. 처리액과 접촉 면적의 극대화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이온교환수지 내부 확산 

속도가 탁월하여 비극성 용매에서도 높은 반응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화학적인 강도가 우수하고 특히 

중합모체(Polymer)의 탄력성(Elasticity)이 뛰어납니다. 이는 급격한 용적 변화에 대한 우수한 내구성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긴 사용 수명을 보장합니다.

촉매

용도 반응식 제품명 동등품

Hydrolysis of

methyl acetate
CH₃COOCH₃ + H₂O → CH₃COOH + CH₃OH

PCC40H,

MC-08H,

CMP08LH

Esterification 

reaction
RCOOH + ROH → RCOOR + H₂O

PCC40H, MC-08H, 

CMP08LH,

SPC160H, SPC180H,

SPC400LH

Synthesis of

methyl 

methacrylate

SPC180H

Alkylation of 

phenol

SPC260H, 

SPC320H
Amberlyst15Wet

Synthesis of

bisphenol-A

PCC30H,

PCC40H

Methyl tertiary

butyl ether

(MTBE)

SPC280H Amberlyst35Wet

t-amyl methyl

ether(TAME)

SPC160H,

SPC180H

CH₂ = C CH₃OH  →  CH₂ = C H₂O

CH₃

COOH

CH₃

COOCH₃

+ +

H₂C
CH₃

CH₃
CH₃OH H₃C OMe

CH₃

CH₃

+

H₂C
CH₂CH₃

CH₃
CH₃OH H₃C OMe

CH₂CH₃

CH₃

+

OH OHHO+

O

H₃C CH₃
H₃C CH₃

OH OH

+ H₂C
R

H CH₃

R

H

용도 (Applications)

TRILITE PCC30H, 저가교도 Gel type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반응속도가 빠르고 물리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TRILITE PCC40H  Bisphenol-A 촉매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260H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교환용량이 높고, 내마모성 성능이 뛰어나 에테르화 

촉매로 사용 시 널리 사용된다. 활성도가 높아 저온반응에서도 높은 선택성을 지니고 있다.

TRILITE SPC280H SPC260H대비 교환용량을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이다. 

촉매용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for catalyst)

품명 (Grade) PCC30H PCC40H SPC260H SPC280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Gel type)
Polystyrene＋DVB

(Porous typ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H＋(H Conversion rate 99.9%↑)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50 780 800 8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60~70 57∼67 50~58 50~5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kg)

4.5↑ 4.5↑ 4.7↑ 5.2↑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2↑ 1.2↑ 1.75↑ 1.9↑

유효경 
(Effective size, ㎛)

500↑ 400↑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3↓ 1.6↓ 1.6↓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600∼1,250 General type : 300∼1,200, L-type : 425~1,200, XL-type : 7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120↓ 12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14 0∼14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g)

- - 40~70 40~50

세공용적
(Pore Volume, ㎖/g)

- - 0.30~0.50 0.35~0.40

세공반경
(Pore radius, Å)

- - 200~500 380~450

Shrinkage Water → Phenol : 53% Water → Phenol : 51%

Water → Methanol : 5%
Water → MTBE : 9%
Water → Hexane : 20%
Water → Dry : 36%

Water → Methanol : 5%
Water → MTBE : 10%
Water → Hexane : 20%
Water → Dry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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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피 분리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면 Fructose/Glucose 분리 및 당밀에서 설탕의 회수 등과 같은 

고순도 당분리(糖分離), 산회수(酸回收, Acid purification) 등 다양한 용도에서 유용한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이온교환수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매우 높은 수준의 균일계수(1.1 이하)를 가지고 있어 분리 능력이 뛰어 나야 하고   

- 비교적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어 단위 부피 당 표면적 증가로 분리 효율이 좋아야 하며  

- 물리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긴 사용 수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TRILITE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이온교환수지는 위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가교도(Crosslinkage), 

이온형, 크기 조정 등을 통하여 최적의 분리 능력 실현이 가능합니다.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 2 등 다양한 제품 Line-up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이온형 제품 예 주요 용도

UPS SAC Gel type

Na형 MCK-30 등 Glucose/Oligosaccharide 분리, Maltose/Oligosaccharide 분리

K형 MCK-22M 등 당밀(Molasses)에서 설탕(Sucrose) 회수

Ca형 MCK-55 등 Fructose/Glucose 분리, Fructose/Allulose 분리, Fructose/Galactose 분리

UPS SBA

Gel 

type 1 Cl형 MA-13J 등 바이오디젤 정제 Process

type 2 Cl형 MA-23F 등 산회수(Acid purification)

균일계수(1.05~1.10)가 매우 낮음

→ 우수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성능 구현

더 높아진 물리화학적 강도

→ 더 긴 사용 수명 가능
+

가교도 이온형

평균 입자 크기

210~220㎛ 283~295㎛ 305~328㎛ 340~350㎛

5% K
MCK-22M

(305㎛)

MCK-22K

(346㎛)

6%

Na
MCK-30

(220㎛)

MCK-30J

(295㎛)

MCK-30L

(328㎛)

MCK-30K

(350㎛)

K
MCK-32

(213㎛)

MCK-32J

(288㎛)

MCK-32L

(320㎛)

MCK-32K

(345㎛)

Ca
MCK-35

(210㎛)

MCK-35J

(283㎛)

MCK-35L

(315㎛)

MCK-35M 

(305㎛) 

MCK-35K

(340㎛)

8%

Na
MCK-50

(215㎛)

K
MCK-52

(215㎛)

Ca
MCK-55

(210㎛)

※ 입자 크기 및 가교도는 참고 수치임

용도 (Applications)

TRILITE MC-04H  저가교도 수지로서 빠른 이온교환속도를 나타내어 각종 화학반응(Bisphenol-A 등)의 촉매, 핵산 및 

아미노산의 분리 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CMP08H 저가교도로서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수처리와 처리대상 용액의 이온교환수지 내 확산이 

용이하여 산촉매 및 유기화학반응 및 약액정제 등 특수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CMP28H 초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내산화성이 뛰어나 산화성 물질이 유입되는 

조건에서 일반수처리 및 금속이온제거, Condensate polisher용으로 적합하다.

TRILITE SPC160H 매우 높은 완구율과 낮은 균일계수, 우수한 기계적 내마모성,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고농도의 염소가 포함된 수처리와 고온 수처리 용도로 사용되는 TRILITE CMP16에서 물성 조정과 

이온형 변환을 통해 촉매용으로 개발된 수지로서 에스테르화 반응 촉매용(Tetrahydrofuran) 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180H 기존의 촉매용 수지보다 뛰어난 사용강도를 가지며 높은 비표면적과 다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반응속도가 빠르며 이온교환수지의 내부 확산속도가 탁월하여 높은 반응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수처리와 에스테르화 반응촉매용(1,4 Butanediol, MMA), Alkylation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320H 교환용량이 높고 넓은 비표면적의 다공성이 특징이다. Cu, V2O5 등 금속 이온 흡착 및 회수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촉매용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for catalyst)

품명 (Grade) MC-04H CMP08H CMP28H SPC400H SPC160H SPC180H SPC320H

모체 (Matrix)
Polystyrene

＋DVB
(Gel type)

Polystyrene＋DVB
(Porous typ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H＋(H Conversion rate 99.9%↑)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50 720 780 690 740 750 78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65∼70 65~71 42~48 65∼75 54∼60 53∼60 42~4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kg)

5.1↑ 4.9↑ 4.0↑ 4.9↑ 4.5↑ 4.5↑ 4.5↑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2↑ 1.1↑ 1.9↑ 1.0↑ 1.5↑ 1.5↑ 1.9↑

유효경 
(Effective size, ㎛)

UPS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500±30 General type : 300∼1,200, L-type : 425~1,200, XL-type : 7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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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피 분리

MCK-22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22M MCK-22K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K+ (K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81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7~52 (K형), 59~64 (H형)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305±15 346±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MCK-30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30 MCK-30J MCK-30L MCK-30K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Na+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83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2~56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20±10 295±15 328±15 350±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MCK-32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32 MCK-32J MCK-32L MCK-32K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K+ (K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8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6~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13±10 288±15 320±15 345±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TRILITE MCK-55를 활용한 Fructose / Glucose의 분리

포도당을 효소를 사용하여 이성화시키면 높은 감미도(설탕의 1.7배)를 가진 과당이 생산될 수 있고 원료(Starch sugar)가 

설탕보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효소반응은 가역반응(Reversible 

Reaction)이기 때문에 반응평형 상 42%(설탕 감미도의 90% 수준)이상 이성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탕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당의 함유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포도당과 과당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포도당 및 과당 혼합용액을 Ca형 양이온교환수지탑 상부로부터 처리했을 때의 모형도이다. 

혼합물이 수지층을 통과하면서 과당은 Ca이온에 대하여 강한 친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먼저 용출되며 

과당이 뒤에 용출된다. 과당은 회수되어 제품으로 판매되며 포도당은 이성화 효소와 다시 반응하기 위하여 전(前)공정으로 

투입된다.

Fructose 90% ↑

F/G 분리탑, Fructose/glucose separation tower

Filtration, Concentration

Isomerization by enzyme

42% HFS
(High Fructose Syrup)

Activated carbon

Mixing

Ion exchanger

(for fructose)

55% HFS

Glucose (40~45%)

Fructose

Glucose

Fructose

Glucose Fructose

Glucose

MCK-55
(Ca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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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분당 정제 공정과 F/G 분리

CMP18

AMP24SCR-B
or

CMP18

AW30L
or

AW30C

Counter-
current

pH 5~6

5㎲/㎝↓

Cocurrent
pH 8~9

20㎲/㎝↓

pH 4~6

2㎲/㎝↓

Bx 45

CV Max 0.05

2nd Ion exchanger
(for fructose)

Concentration

Mixing

High fructose syrup

Activated
carbon

Filtration

90~97% HFS

42% HFS

55% HFS

Isomerization
by enzyme

Concentration
3rd Ion exchanger
(for high fructose)

Fructose/
Glucose Separation

CMP18

AMP24SCR-B
or

CMP18

AW30L
or

AW30C

Counter-
current

pH 5~6

5㎲/㎝↓

Cocurrent
pH 8~9

20㎲/㎝↓

pH 4~6

2㎲/㎝↓

Bx 35~40

CV Max 0.05

Enzyme liquefaction, 
saccharification

Activated carbon
1st Ion exchanger

(for glucose)

Corn syrup

Glucose

Emulsion of starch Filtration

ConcentrationConcentration

Starch(Corn)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 용도인 전분당 정제(Starch sugar refining)에는 일반 수처리와 달리 유기물 함량 

또는 점도가 높고, 특정 물질의 흡착 능력 등이 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공정에 최적화된 주문형(Tailored 

resins) 수지가 적합합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생산 시 불순물 및 이물질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수출입 시 Food grade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첨가물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슬람 국가向 제품의 경우에는 HALAL 인증이 

필요합니다.

TRILITE 식품용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다양한 식품 공정에 최적화된 주문형 수지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꾸준한 기술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품 개선을 실시하여 고객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분당 생산 시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일반 수처리에 비해 통액되는 처리액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Gel type보다는 반응성이 높은 Porous type을 사용합니다.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선택 시 

처리액의 온도가 높거나(60℃↑) 이성화 반응이 우려될 경우에는 TRILITE AW30C(WBA 99%↑)을 추천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수지는 식품 생산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TRILITE MCK-50 Series는 식품산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쟁사 대비 월등한 균일도(Uniformity) 및 물리화학적 강도를 갖고 있어 고객사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식품 - 전분당

Fructose
(90~97%)

Glucose
(80~90%)

Fructose (42%)

Glucose (52%)

Other sugars
(6%)

pH 4~6

2㎲/㎝↓

Bx 40

CV Max 0.05

AW30C

AMP24

CMP18

(Mixture) (Separation)

MCK-55

MCK-35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35 MCK-35J MCK-35M MCK-35L MCK-35K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Ca2+ (Ca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8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7~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1.7↑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10±10 283±15 305±15 315±15 340±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MCK-50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50 MCK-52 MCK-55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SO₃-(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Na+ K+ (K Conversion rate 
98%↑)

Ca²+ (Ca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855 865 86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6~50 39~43 42~46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2.0↑ 2.0↑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15±10 215±10 210±1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Chromatography anion resins)

구분 (Type) Type 1 Type 2

품명 (Grade) MA-13J MA-13F MA-23F

모체 및 교환기 (Matrix, Functional group) Polystyrene + DVB,  TMA
Polystyrene + DVB, 

DMEA

이온형 (Ionic form) Cl-

겉보기밀도 (Shipping weight, g/ℓ)(참고치) 720 720 71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3~53 47~51 42~46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5↑ 1.4↑ 1.4↑

평균경 (Average diameter, ㎛) 300±15 230±10 230±1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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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설탕 / 핵산 / 라이신

Refined 
Sugar

White 
Sugar

Brown 
Sugar

사탕수수 설탕 정제 공정(Cane sugar) IER, 활성탄을 사용한 설탕 정제 공정 IER을 사용한 설탕 정제 공정

Cane B Sugar (Raw sugar) C Sugar (Raw sugar)

Extraction Carbonation, Filtration Carbonation, Filtration

Filtration
Decolorization by IER
(KA-11/SAR11 or AMP14)

Decolorizationby IER 
(2 steps)

(ASP10 + AMP14)

Crushing Affination, Melting Affination, Melting

Carbonation Activated carbon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A Sugar B Sugar C Sugar
Refined 
Sugar

White 
Sugar

Brown 
Sugar

핵산 흡착/용리(Elution) 공정 라이신 흡착/용리(Elution) 공정

AMP26N MC-08LS
NAC-4 

or
MC-04NH

AMP26N

Cultivation of 
microorganism

Cultivation
of yeast

CrystallizationCrystallization

Broth with
lysine

Extraction of 
nucleic acids

EvaporationEvaporation

Adsorption & 
separation

with IER

Decomposition
of nucleic acids

Neutralization, 
Filtration

Adsorption & 
separation

with IER

Adsorption
of nucleic acids

Separation
of GMP, IMP

Concentration Adsorption of lysine

2,000~
3,000 I.U.

3,000~
4,000 I.U.

800~
1,000 I.U.

800~
1,000 I.U.

300~
400 I.U. 200~

300 I.U.
100~
150 I.U.

500~600 I.U. < 45 I.U. < 45 I.U.2,000
~3,000 I.U.

< 100 I.U. < 100 I.U.3,000
~4,000 I.U.

400~1,000 I.U. 400~1,000 I.U.

일반적인 설탕(Cane sugar) 생산 공정은 먼저 원당(Raw sugar)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제당(Refined sugar)를 만드는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당 제조 시에는 이온교환수지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 정제당 제조 시에는 이온교환수지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활성탄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활성탄 없이 이온교환수지만으로 2단계 정제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해야 하는 색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TRILITE ASP10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탈색 

능력 증대 및 우수한 내유기오염성으로 긴 사용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인 핵산은 조미료 및 시즈닝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온교환수지는 이러한 핵산 물질의 흡착, 분리 및 

농축 과정에 사용됩니다. 

TRILITE AMP26N 및 NAC-4의 경우 핵산 물질 흡착, 분리 

및 농축에 최적화된 주문형 제품(Tailored resins)으로 경쟁사 

제품 대비 높은 Performance 및 긴 사용수명으로 고객사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인 아미노산의 분리/정제 공정에 

이온교환수지가 사용됩니다. 사료 영양 첨가제로 사용되는 

라이신(Lysine)은 상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며 TRILITE MC-08LS는 라이신 분리/정제에 

특화하여 개발된 균일계 수지로서 흡착 능력 및 물리화학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여 국내외 Major 고객사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 GMP : Guanosine MonoPhosphate
※ IMP : Inosine MonoPhosphate

※ Lysine : An essential amino acid 

전분당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Starch sugar refining)

구분 (Type)
SAC
Gel

SAC
Porous

SAC
Gel

SBA
Porous type 2

WBA
Porous

WBA
Porous

WBA
Porous

품명 (Grade) SCR-B MC-08 CMP18 AMP24 AW30L AW30C AW9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Divinylbenzen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ate)

-N＋(CH3)2C2H4OH 
(DMEA)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Na＋ Cl- Free Base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29 1.28 1.3 1.09 1.05 1.05 1.04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30 845 795 655 700 700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3∼50 43∼49 43∼50 54∼64 48~58 55~65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2.0↑ 2.0↑ 1.8↑ 1.0↑ 1.5↑ 1.6↑ 1.6↑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400↑ 400↑ 400↑ 400↑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6↓  1.6↓ 1.4↓ 1.6↓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600±50 300~1,200 300~1,200 400~1,200 300~1,20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120↓
50↓ (OH-형)
 70↓ (Cl-형)

60↓ 100↓ 6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14 0∼14 0~9 0~9 0~9

용적변화(참고치)

(Minimum swelling, 
Na+ → H+, 
FB → Cl-, 

Cl- → OH-)

8% 9% 8% 14% 20% 20% 20%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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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레이트수지

CLR-08

Ca²+ 0.01ppm↓

Mg²+ 0.01ppm↓

Sr²+ 0.02ppm↓

Ba²+ 0.01ppm↓

제품명 교환기 특징 사용 용도

CLR-08 Iminodiacetate

매우 고농도의 1가 이온(Na+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가 이온(Ca²+, 

Mg²+, Sr²+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다가 이온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염수2차정제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1가 이온 중 2가 이온 선택 제거 

폐수 중 중금속/희귀금속 처리 및 회수

CLR-09
Aminomethyl

phosphonate

CLR-08과 유사하나 운전교환용량이 

다소 크고 다가 이온 Leakage는 

CLR-08대비 조금 높다

염수2차정제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1가 이온 중 2가 이온 선택 제거 

CLR-10 Thiouronium
수은(Hg) 흡착 능력이 크며, 다른 중금속에 

대하여는 흡착 속도와 흡착 능력이 낮다.
폐수 중 수은 처리 (Mercury removal)

CLR-20 Polyamine

중금속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나 

알칼리 금속이온(Na+, K+ 등) 및 

알칼리 토금속이온(Ca²+, Mg²+ 등)은 

흡착되지 않는다.

알칼리 금속이온 및 알칼리 토금속이온 

중 중금속 분리 등 특수용도

CLR-B3 Glucamine

붕소(B) 외에 다른 음이온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붕소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갖는다.

폐수 중 붕소의 처리 (Boron removal)

CLR-B3UP Glucamine

붕소에 대한 높은 선택성 및 TOC

용출이 낮아 (ΔTOC 5ppb↓)

Boron polisher에 사용된다.

초순수 제조 시 Boron polisher

CLR-F Aminophosphonate
불소(F) 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이 

가능하며 저농도까지 제거 가능하다.
폐수 중 불소 처리 (Fluoride removal) 

CLR-N Triethylamine
음이온교환수지보다 선택적으로 

질산염(Nitrate)을 제거 가능하다.
질산염의 선택적 처리 (Nitrate removal)

킬레이트수지는 이온교환 반응이 아닌 금속 이온 등과 킬레이트 결합을 통하여 특정 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교환기를 가진 킬레이트수지는 종류별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TRILITE 킬레이트수지는 다양한 용도 및 프로세스에서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정립된 프로세스의 경우는 

운전 최적화 제안 및 사용 수지 분석 등 Total technical service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립되지 않은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사전 기술검토 → Pilot plant test → Engineering data 수집 → 최적의 설비 제안 → 향후 Scale-up”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염수2차정제(Secondary brine purification) 용도의 경우 국내외 다양한 Refer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킬레이트수지 및 운전 최적화 제안이 가능합니다.

Typical chloro-alkali process

Salt saturation

Dechlorination

Primary brine 
purification

Gas liquid 
separation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I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sis cell

Vaporization

Salt

Chlorine

Hydrogen

Water

염수2차정제탑

50% NaOH

설탕/ 핵산/ 라이신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구분 (Type)
설탕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Sugar refining)

SBA Gel type 1 SBA Gel type 1 SBA Porous type 1 SBA Porous type

품명 (Grade) SAR11 KA-11 AMP14 ASP1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lyacrylate + 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N＋(CH3)3  (TMA, Trimethylammonium)
Quaternary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Cl-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90 700 67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5~65 55~65 57~67 65~75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0.9↑ 0.9↑ 1.0↑ 0.9↑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400~1,2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 (OH- 형)
80↓ (Cl-  형)

 70↓ (OH- Type)
90↓ (Cl- Type)

40↓ (OH- Type)
80↓ (Cl- Type)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Cl- → OH-)

35% 25% 25%

구분 (Type)
핵산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Nucleic acid) 라이신 정제용 (Lysine)

Gel SAC Porous type 2 UPS Gel SAC UPS Gel SAC 

품명 (Grade) NAC-4 AMP26N MC-04NH MC-08LS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₃- (Sulfonate)
-N+ (CH₃)₂C₂H₄OH 

(DMEA)
-SO₃- (Sulfonate) -SO₃- (Sulfonate)

이온형 
(Ionic form)

Na+ Cl- H+ Na+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80 680 750 84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7∼67 46∼52 65~70 43~49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2↑ 1.1↑ 1.2↑ 2.0↑

유효경 
(Effective size, ㎛)

450↑ 400↑ UPS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500±50 60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50↓ (OH- 형)
70↓ (Cl- 형)

120↓ 120↓

유효pH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 H+, Cl- → OH-)
8% 13% 9% 9%

※ 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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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흡착제

합성흡착제의 반응 Mechanism 및 실험 방법

합성흡착제는 교환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넓은 비표면적과 Vander Waals 힘에 의해 여러 가지 유기물을 흡착할 수 있어 

각종 약액의 탈색, 단백질의 분리/정제, 항생물질의 분리/정제, 의약품의 정제, 반도체용 케미칼의 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합성흡착제의 선택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적절한 사전 Test가 필요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RILITE GSH-20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목적 물질의 흡착 여부를 확인하고 용리성(溶離性, Elution)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다른 합성흡착제와 비교 실험을 실시하여 적절한 수지를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입니다. 

TRILITE 합성흡착제의 선택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경향 및 Guideline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제품명 특징

Aromatic standard type GSH-20

비교적 큰 세공반경(Pore radius)을 가지고 있으며 대분자 

(> 1,000mw) 흡착에 적합하고 흡착한 Target 물질을 

쉽게 용리(Elution)하여 분리할 수 있다.

Aromatic special type
GSP-25 매우 큰 비표면적(Surface area)과 작은 세공 반경을 가지고 있어 

소분자(< 1,000mw) 흡착에 적합하고 대분자의 배제를 할 수 있다.GSP-50

Aromatic chemically modified GSP-07

브롬(Br)으로 치환시켜 소수성(Hydrophobicity)이 매우 커서 비극성 

물질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흡착력이 대단히 강하여 용리제가 다량으로 

필요하다. 진비중이 커서 밀도가 높은 용액 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TRILITE 합성흡착제의 주요 제품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Case 및 일반적인 경향 Guideline

분자량에 따른 선택성

분자량이 수만(數萬) 이상인 유기물이 포함된 용액으로부터 

모든 물질을 흡착할 때
GSH-20 > GSP-07 > GSP-25 > GSP-50

분자량이 1,000 이하인 물질을 흡착할 때 GSP-50 > GSP-25 > GSH-20 > GSP-07

분자량이 수천 이하의 물질을 흡착할 때 GSP-07 > GSP-50 > GSP-25 > GSH-20

용리성에 따른 고려
흡착한 Target 물질의 용리성을 고려해야 하고 세공 반경이 

작고 흡착 능력이 클수록 용리성이 저하된다
GSH-20 > GSP-25 > GSP-50 > GSP-07

Feeding 
solution

Eluent

Detector

Pure
water

Regenerant

Fraction 
collector

Synthetic 
adsorbents

Pure water

Column
Target

molecules
Pore radius 

(Å)

Specific 
surface 

area(m2/g)

일반적인 중금속 제거 폐수처리 프로세스

TRILITE 킬레이트수지를 이용한 복합 중금속 함유 폐수의 처리 방법은 상기 그림과 같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며 폐수 방류 기준치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기존 폐수 처리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상향된 기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TRILITE 킬레이트수지가 최적의 제안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

(중금속 중 수은이 없을 경우)

다양한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

(중금속 중 수은이 있을 경우)

CLR-10
(수은 제거)

중화 응집 침전 처리

CLR-20
(중금속 제거)

구분 (Type) 킬레이트수지 (Chelating resins)

품명 (Grade) CLR-08 CLR-09 CLR-10 CLR-20 CLR-B3 CLR-B3UP CLR-F CLR-N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Iminodia-
cetate

Aminomethyl-
phosphonate

Thiouronium Polyamine Glucamine Glucamine
Amino-

phosphonate
Triethylamine

이온형
(Ionic form)

Na+ Na+ H+ OH- Free base Free base Al³+ Cl-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Cu2+ 0.5↑

Ca2+ 0.4↑
Ca2+ 0.6↑ 1.1↑

4mol↑
as copper

0.6eq/ℓ
as boron↑

0.6eq/ℓ
as boron↑

11g↑ 
as fluorine

1.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400~1,000 400~1,000 300~1,250 400~1,250 300~1,250 300~1,250 300~1,000 300~1,250

동등제품
(Equivalent)

· Lewatit 
TP208

· Amberlite 
IRC748

· Diaion CR11
· Purolite 

S930

· Lewatit 
TP260

· Amberlite 
IRC747

· Purolite 
S940

· Eporous-Z7
· Purolite 

S924

· Diaion  
CR20

· Eporous  
MX-8C

· Diaion 
CRB03

· Amberlite 
IRA743

· Purolite 
S108

· Diaion 
CRBT03

· Eporous-K1
· READ-F

· Amberlite 
IRA996

· Purolite 
A520E

CLR-10 
(Optional)

CLR-20

Sand
filter

Activated 
carbon 

filter

P

P

P

M M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

폐수저장조 중화반응조

Clarifier

방류 
또는 

재활용

pH 조정조킬레이트수지탑pH 조정조

중화제 중화제

중화제 응집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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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수지

순수제조용 혼합수지(Ready to use mixed resins)는 별도의 복잡한 장치 없이 편리하게 고순도의 순수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처리 용량에 따라 카트리지(Cartridge), 봄베(Pressure vessel) 등에 충전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생을 

하지 않습니다. 와이어커팅(Wire EDM)용으로 판매되는 TRILITE SM200, SM210의 경우는 경쟁사 제품 대비 월등한 

처리수량 및 다양한 포장단위(25ℓ, 5ℓ 등)로 판매되고 있으며, RO(Reverse osmosis) 후단용으로 판매되는 TRILITE 

SM300의 경우는 초순수수지에 근접한 처리수질(Resistivity >15.0MΩ·cm)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분 (Type) 혼합수지 (Ready to use mixed resins)

품명 (Grade) SM200 SM210 SM30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Mixed resin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0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균일계수 1.6↓)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50↓

이온형
(Ionic form)

H+ (H% 99%↑)
OH- (OH% 90%↑)

H+ (H% 99%↑)
OH- (OH% 95%↑)

H+ (H% 99%↑)
OH- (OH% 95%↑)

혼합비
(Mixed Ratio, Volume) 

45:55 45:55 40:60

운전교환용량(참고치)

(Operating capacity, eq/ℓ)

0.4↑ (Feed water :
Conductivity 150㎲/㎝
Potable water, SV36)

0.5↑ (Feed water :
Conductivity 150㎲/㎝
Potable water, SV36)

0.5↑ (Feed water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 10.0MΩ·cm
(Feed water : 일반 상수)

Resistivity > 10.0MΩ·cm
(Feed water : 일반 상수)

Resistivity > 15.0MΩ·cm
(Feed water : RO 출구수)

※ 겉보기밀도/운전교환용량은 참고 수치임

제품명 특징 및 적용 분야 Components 처리수 수질

SM200

상수에서 간편하게 
순수제조 가능
실험실 순수제조, 
Wire-cutting

KC-08H(H+ 99.0%↑)
KA-12OH(OH- 90.0%↑)

Mixed ratio(Volume) : 45:55

Out
Guarantee) Resistivity > 10.0 MΩ·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5.0 MΩ·cm (in 10min.)

Feed Conductivity 150㎲/㎝ Potable water, SV36

SM210

상수에서 간편하게 
순수제조 가능
실험실 순수제조, 
Wire-cutting

SCR-BH(H+ 99.0%↑)
SAR12OH(OH- 95.0%↑)

Mixed ratio(Volume) : 45:55

Out
Guarantee) Resistivity > 10.0 MΩ·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5.0 MΩ·cm (in 10min.)

Feed Conductivity 150㎲/㎝ Potable water, SV36

SM300
높은 비저항 및 SiO2

제거 능력 우수
RO, EDI 후단 MB

SCR-BH(H+ 99.0%↑)
SAR12OH(OH- 95.0%↑)

Mixed ratio(Volume) : 40:60

Out
Guarantee) Resistivity > 15.0 MΩ·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7.0 MΩ·cm (in 10min.)

Feed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UPRM
1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전기전자 Grade, 
초순수 생산

UPRC100U(H+ 99.0%↑)
UPRA100U(OH- 95.0%↑)

Mixed ratio(Capacity) : 50:50

Out
Guarantee) Resistivity > 17.0 MΩ·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8.0 MΩ·cm (in 10min.)

Feed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UPRM
2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낮은 수준 ΔTOC
LCD, OLED 초순수, 
Final polisher

UPRC200U(H+ 99.0%↑)
UPRA200U(OH- 95.0%↑) 

Mixed ratio(Capacity) : 50:50

Out
Resistivity >18.1㏁·㎝ (in 30min.)

△TOC<5ppb (in 120min.)

Feed Resistivity >17.5㏁·㎝, TOC<2ppb, SV30

UPRM
3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수준 ΔTOC
Metal ion < 0.1ppt
반도체 초순수, 
Final polisher

UPRC300U(H+ 99.9%↑)
UPRA300U(OH- 97.0%↑) 

Mixed ratio(Capacity) : 50:50

Out
Resistivity >18.2㏁·㎝ (in 30min.)

△TOC<1ppb (in 180min.)
Metal ion < 0.1ppt

Feed Resistivity >17.5㏁·㎝, TOC<2ppb, SV30

Cartridge polisher 
for wire-cutting

Pressure vessel 
polisher for RO unit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구분 (Type) Styrene Type
Chemically Modified 

Styrene Type

품명

(Grade)
GSH-20 GSP-25 GSP-50 GSP-07

화학구조

(Chemical structure)

CH2－CH－

－CH₂－CH－CH₂－CH－

CH₂－CH－ Br

－CH₂－CH－CH₂－CH－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g)
750↑ 1,100↑ 1,000↑ 600↑

세공용적

(Pore volume, ㎖/g)
1.0~1.5 1.2~1.6 0.9~1.1 0.8~1.0

세공반경

(Pore radius, Å)
50~80 45~55 30~50 50~7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15~1,250 250~700 250~700 250~700

동등제품

(Equivalent)
Diaion HP20 Diaion SP825 Diaion SP850 Diaion SP207

용도 (Applications)

TRILITE GSH-20 비교적 큰 세공 특성으로 대분자(> 1,000mw) 흡착에 적합하다. 흡착물질은 산, 염기 같은 일반 

유기용매로 쉽게 용리가 가능하다.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의 정제, 항생물질의 정제, 기타 식품, 

의약품의 정제, 탈염, 탈색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GSP-25,  TRILITE GSH-20에 비하여 매우 큰 비표면적과 작은 세공반경을 가지고 있어 소분자(＜1,000mw)의  

TRILITE GSP-50  선택적 흡착이 가능하고, 대분자를 배제할 수 있다. 흡착능력이 우수하여 식품, 의약품의 정제, 탈염, 

탈색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발효법에 의해 제조된 Cephalosporin-C의 흡착에 사용된다.  

TRILITE GSP-07 소수성(Hydrophobicity)이 매우 커서 비극성 물질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흡착력이 대단히 강하여 

용리제가 다량으로 필요하다. 진비중이 다른 Styrene계 합성흡착제에 비해 커서 상향류 유동상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 고밀도의 용액처리에 적합하다. 전기전자용 과산화수소 정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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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EG Cycle Water Treatment불활성수지

복층상식용 (Layered Bed) 음이온 수지

불활성수지(Inert resins)는 교환기(Functional group)가 없어 이온교환 능력은 없지만 Packed bed system 상부에서 

이온교환수지를 지지해 주거나 혼상탑에서 양/음이온 교환수지 분리를 도와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구분 (Type) 불활성수지 (Inert resins)

품명 (Grade) TR70 TR30

모체 (Matrix) Polyethylene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없음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500 725

입도범위 (Particle size, ㎛) 1,200~1,800 700~9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90↓ 100↓

비고
(Remarks)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
이온수지탑 상부에 

위치하여 Packed bed 
방식 순수장치 통수/재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지층 유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재생제의 분산과 
집수효과를 개선한다.

양/음이온 교환수지 
중간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혼상탑에서 경계를 
형성하여 양/음이온의 
분리를 돕고 재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재생을 
방지하여 처리수 순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NaOH

TRILITE TR70

IER

Freeboard

Regenerant

Service

Middle distributor

SAC

SBA

HCl

Packed bed Triobed

Freeboard

TRILITE
TR30

복층상식(Layered Bed) 수처리 장치는 하나의 수지탑에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동시에 

충전하여 채수하는 장치입니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재생 폐액으로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를 재생하므로 재생 효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내유기오염성이 강해 원수 변동에 대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구분 (Type)
Layered bed anion resins

WBA SBA

품명 (Grade) AW90LB KA18LB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rous type)
Polystyrene＋DVB

(Gel type 1)

교환기 
(Functional group)

Tertiary Amine
-N＋(CH3)3

(TMA, Trimethyl-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Free Base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04 1.11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40 67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0~50 43∼47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1.3↑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4↓

입도범위 (Particle size, ㎛) 550±50 6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
60↓ (OH-형)
80↓ (Cl-  형)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9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FB → Cl-, Cl- → OH-)

20% 24%

Layered bed

Service

TRILITE 
KA18LB

TRILITE 
AW90LB

Freeboard

Regenerant

TRILITE 
KA18LB

TRILITE 
AW90LB

Freeboard

AW90LB

KA18LB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 겉보기밀도/운전교환용량은 참고 수치임

EO/EG

cycle water 

MEG(Mono-ethylene glycol) 생산 시에 EO(Ethylene oxide)/EG Cycle water treatment가 필수적이다. 

공정 상 발생하여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 Grade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 Metal ion 제거 : 촉매용 수지(SPC260EGH)

- Aldehyde Removal Resin 제거 : ARR(Aldehyde Removal Resin, AMP16EG)

- 기타 유기산 제거 : WBA(Weak base anion, AW90EG)

구분 (Type)
EO/EG Cycle Water Treatment

SAC SBA WBA

품명 (Grade) SPC260EGH AMP16EG AW90EG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rous type)
Polystyrene＋DVB

(Porous type)
Polystyrene＋DVB

(Porous typ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ate)

-N＋(CH3)3 
(TMA, Trimethylammonium)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H＋ Cl- Free Base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0 685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8 49∼55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75↑ 1.2↑ 1.6↑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400↑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6↓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70↓ (OH-형)
90↓ (Cl-형)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9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Ethylene
+

O2

EO
(EthyleneOxide)

Stripping 
Column

Scrubber
Glycol

Adsorption 
Column

Evaporator

Dry Column

MEG
(Mono-ethylene 

glycol)SAC WBASBA
Vacuum 

Degasifier

Sodium Acetate

CO2

HCOOH

CH3COOH

Impurities in 
cycle water

ARR
Aldehyde

Removal Resin

Cation
Exchanger

Anion
Exchanger

With Silver Oxide
as catalyst

NaOH
(pH adjustme)

MEG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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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DB자동발행)

품질보증시스템(제품/OEM)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ISO9001 품질보증체제 하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경우

에도 동일한 품질보증체제 하에 생산되고 수입 전 사전 샘플 검사 및 수입 후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삼양이 품질을 보증

합니다.

샘플 채취

Customer

ISO9001

출하 시험성적서(DB자동발행) 제품 포장

공정 분석/개선

샘플 보관 (4년)

Product
hopper

DB

Y N

정기분석 (Periodical analysis)

Osmotic shock 
stability Friability

주문품 분석 (Optional analysis)

H/OH Conversion rate ResistivityΔTOC

기본분석 (Basic analysis)

Bulk density Moisture retention Particle distributionExchange capacity Whole bead count

충전 역세 정치

눈금을 
읽음

합격 여부

Customer

포장

⑤ 최종 제품 검사

③ 제품 분석

OEM Plant A OEM Plant B

1 2

TRILITE 이온교환수지를 구매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3개 분야로 

전문화된 기술영업그룹에서 용도별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전에 위치한 

테크센터에서는 최신 설비를 통한 분석 서비스 및 Pilot test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e

한/中/Eng Version
다운로드

테크센터에서는 사용중이거나 교체 예정인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각종 오염 및 성능 분석보고서와 성능 저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원활한 설비 운영을 위한 

최선의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온교환수지 분석 서비스

삼양은 수처리설비 설계를 위한 TriAngleTM Software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Application별 

필요 수지량 및 수지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지원합니다.

QR코드 스캔 또는 www.samyangtrilite.com/kor

이온교환수지 설계 프로그램 
TriAngleTM 지원 서비스

삼양은 이온교환수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3개 

분야별 기술영업 인력을 통해 다양한 Trouble shooting을 

포함한 설비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합니다.

설비 진단 및 개선 서비스

삼양은 이온교환수지를 활용한 다양한 Application에 대한 

Lab Test 및 Pilot Test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이온교환수지를 적용한 
맞춤형 공정개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성능분석 요청서 접수

의뢰수지 분석 
Process

분석 진행

요청서 확인 및 시료 접수

제품 구입 및 기술 문의 | 주식회사 삼양사 이온수지판매팀 

· TEL : 02 740 7732~7   · E-mail : trilite@samyang.com   · http://www.samyangtrilite.com/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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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Performance

Economy

Basic

반품

선적

DB

 대전(테크센터)

 울산공장 
(초순수/주문형/특수품)

 서울(본사)

• Recipe 제공
• Specification 관리
• Technical data 분석 

• 제품 분석
• 최종 제품 검사
• 재고관리, 재포장, 출하 등

• OEM 생산 계약
• 생산 계획 관리
• 수입 진행

공정 분석

N

Y

합격
여부

합격
여부

N

Y

② 생산 완료 및 
Batch별 샘플 송부

④ 포장 및 
출하 지시

• 기본분석 
(Basic analysis)

• 주문품 분석
(Optional analysis)

• 정기분석
(Periodical analysis)

출하 / 선적

① 생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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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Handling)

눈과 피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고 가능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작업한다. 눈의 세정 설비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온교환수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주의한다. 고온, 불씨와의 

접근, 산화제(질산 등)와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2. 보관(Storage)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포장용기는 밀폐하여 이물의 혼입 및 건조를 방지하고 산화성 

물질과 동일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고온에서 저장하면 이온교환수지 열화(Degradation)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0℃ 

이하에서는 동결하기 때문에 이온교환수지 파쇄의 원인이 되니 주의한다.

이온교환수지 보관상 영향을 줄 수 있는 Factor

습도

이온교환수지는 50% 내외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된 수지가 다시 수분을 가질 때에는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수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동결과 해동

동결과 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이온교환수지에 물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급격한 온도변화

급격한 온도변화는 이온교환수지 표면에 균열을 발생시켜 물리적 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리적 충격 

이동 및 보관을 위한 팔레트 적재 시 과도하게 적재할 경우 하부에 있는 이온교환수지는 물리적 충격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폐기(Disposal)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항목에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해 폐기한다. 소각에서는 SOX, NOX, COX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설비를 갖춘 소각로를 사용한다. 중금속 함유물을 처리한 수지는 유해물을 제거한 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카탈로그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rch 2019 Edition  

이온교환수지 사용상 주의점 품질인증서

포장 및 출하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제품 보호 및 고객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포장 형태로 출하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보관 및 취급

이 용이한 25ℓ PE Bag, 대용량 1,000ℓ Bag(Supersack), 50ℓ 플라스틱 드럼, 5~7ft3 지관(Fiber drum) 등이 있습니다. 

제품 출하 시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매뉴얼에 의하여 상차 및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은 사진 촬영 후 고객과 공유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5ℓ PE bag
1,000ℓ 
Ton bag

50ℓ 
Plastic drum

5 or 7ft3 

Fiber Drum
5ℓ

Vacuum Packing

Palletizing, container loading (1,000ℓ)

자동포장 수동포장

HALAL Certificate

MUI 
JAKIM
KMF

ISO9001 Certificate Veritas Certificate

Palletizing, container loading (25ℓ)

※ Bureau Veritas(프랑스)는 발전소용 
이온교환수지 품질인증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ISO9001 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품질 감사를 수검하고 필요 시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 수출을 위한 HALAL 인증, 발전소 품질 규격 만족을 위한 Veritas 인증 등 유수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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