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information 

이온교환수지 성능 저하(종합) 

SY_IER_OPL_4.6 

1. 개요 

이온교환수지는 이론상 반영구적이나 실제 사용 중 여러 요인에 의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채수량 감소 및 처리 수질 악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온교환수지의 성능저하는 

이온교환수지의 산화, 교환기 분해 등의 화학적 성질 변화와 이물질이 이온교환수지에 

축적되어 오염된 경우 및 파쇄되는 경우가 있다. 

이온교환수지 파쇄는 기술자료 “이온교환수지의 물리적강도”를 참조한다. 이 장에서는 

이온교환수지의 성능저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2.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비가역팽윤 (Irreversible Swelling) 

Styrene 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ex. MC-08, SCR-B, 등)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내열성도 매우 강한 편이나 산화가 쉽게 되는 단점이 있다.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가 

산화되면 이온교환수지의 가교 구조가 파괴된다. 따라서 이온교환수지는 부피가 팽창하여 

비가역(Irreversible) 팽윤(Swelling)이 일어난다. 가교가 잘라진 부분은 카르복실기를 가진 

약산성 기능기를 갖게 된다. 

 

그림 1)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비가역 팽윤 

저가교도의 이온교환수지는 쉽게 산화되고 비가역 팽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가역 

팽윤이 일어나면 단위 부피당 교환용량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교환용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교환기가 분해되거나 변형되지 않으므로) 산화가 진행되면 저가교도 수지로 

변화하므로 재생효율이 좋아져 오히려 채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반 수처리 공정에서는 원수 중 유리 염소(Free Chlorine) 같은 산화제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유입되는 농도가 미량이라도 이온교환수지를 장기간 사용시 노출되는 정도가 적지 

않으므로 이온교환수지는 산화된다. 또한 Fe, Cu 간은 이온은 산화를 촉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온교환수지의 산화가 많이 진행되면 이온교환수지 강도가 약화되어 통수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입되는 유리염소 및 Fe 는 제한되어야 한다.(Cu 는 

미량이어서 제외) 

표 1) 수온에 따른 유리염소의 허용 한계치 

수온 (℃) 허용 Cl2 ppm 

5∼10 0.6 

10∼15 0.4 

15∼20 0.2 

20∼25 0.1 

표 2) 전경도에 대한 전철허용치 

원수전경도 (ppm as CaCO3) 허용되는 전철 (ppm as Fe) 

20 0.3 

40 0.6 

100 1.5 

200 3.0 

300 4.5 

400 6.0 

3.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이물질 축적에 따른 이온교환 방해 

이온교환수지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원수 중 SS(Suspended Solid)가 축적되기 쉽다. 

이물질이 많이 축적된 경우 역세공정을 통하여 계외 배출시켜야 이물질 축적에 따른 

이온교환 방해를 피할 수 있다. 

경수연화장치에서 Fe 및 Mn 은 쉽게 양이온교환수지에 축적되어 오염을 일으킨다. 철은 

2 가, 3 가 무기염 또는 분리된 유기물 복합체로 존재한다. 2 가 철은 이온교환수지에서 

교환되지만 3 가 철은 이온교환수지에 의하여 교환되지 못하며 불용성이다. 3 가 철은 

양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하여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침착한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세 또는 강한 환원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망간성분은 주로 지하수에 존재하며 

오염 mechanism 은 철분과 유사하다 

 

그림 2) 철분에 오염된 양이온교환수지 



SS 성분이외에 이온교환수지에 침전되어 쌓이는 물질은 주의해야 한다. 황산재생 시 

약주농도를 고농도로 하면 이온교환수지와 결합하여 있는 Ca, Mg, Ba 등의 경도성분이 

황산기와 반응하여,        

(R-SO3)2Ca + H2SO4 ↔ 2R-SO3H + CaSO4 ↓ 

침전물을 형성하게 된다. 침전물이 수지층 중에 축적되면 통수 중 소량씩 용해하기 때문에 

처리수중에 경도로 작용하게 되어 교환용량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이온확산을 방해하게 

된다. 황산칼슘의 침전물 방지를 위해서는 황산의 농도를 통상 1∼4%정도로 제어하고 

3 단계로 나누어 주입하는 다단계 재생(Stepwise Regeneration)을 채용한다. 만약 수지층이 

CaSO4 로 오염된 경우 HCl 로 세정 회생한다.(기술자료 “황산염오염 HCl 회생” 참조) 

4.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열에 의한 성능저하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ex. TRILITE MC-08, SCR-B 등)는 Styrene 과 Divinylbenzene 의 

공중합체 모체와 황산기를 교환기로 사용하며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내열성도 매우 

강한 편이나 어떤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교환기 분해가 서서히 시작된다. 아래 그림 1)은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 Mechanism 을 나타낸다. 

 

그림 3)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 

그림 3)∼6)에서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 저하도를 

나타내며, 그림 7)는 열분해와 가교도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그림 8)은 열분해에 따른 

페놀기의 생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 4)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H-Form, 120℃) 

 

그림 5)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H-Form, 150℃) 

 

그림 6)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Na-Form, 150℃) 



 

그림 7)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와 가교도의 상관 관계 

 

그림 8)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페놀기의 생성 

상기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저가교도 이온교환수지는 내열성이 

우수하며 H-Form 보다는 Salt-Form (ex. Na-Form)이 내열성이 높다. 또한 같은 가교도의 Gel, 

Porous Type 수지간에는 내열성의 차이가 없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H-Form(재생형) 

표준 가교도 이온교환수지(ex. DIAION SK1B, PK216,…)는 120℃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50℃ 이상이 되면 다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시 

교환용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사용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 

2) Salt-Form(부하형) 



재생형보다 안정하여 120℃에서는 물론 150℃에서도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80℃이상이 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용시 교환용량이 저하될 수 있으며 사용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상기 Test 결과는 단기간에 걸쳐 실험한 Data 이며 실제 이온교환수지의 사용기간은 

장기간이므로 사용여부를 판단할 시는 실제 사용조건과 근접하는 조건에서 Test 를 시행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5.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열에 의한 성능저하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ex. TRILITE MA-12, MA-10 등)는 3, 4 급 아민을 교환기로 

사용하며 이는 열에 의하여 쉽게 분해될 수 있다. 

 

그림 9)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교환기의 분해 

상기의 열분해는 열에 의한 아민기의 자기분해 현상으로서 특히 OH-Form 의 경우 OH 

이온이 친핵(親核)성이 높아(Highly Nucleophilic) C-N 결합을 공격하여 교환기 분해가 더 

쉽게 이루어 진다. 교환기 분해는 교환용량이 감소 및 약염기화의 원인이 된다. 

그림 10)∼12)은 Ⅰ, Ⅱ형 수지의 열분해와 교환용량 

저하에 관한 Data 이며 여기서 열분해가 일어나면 Ⅰ, 

Ⅱ형 수지 모두 중성염 교환용량(Neutral Salt Splitting 

Capacity)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Ⅱ형 수지의 경우 Ⅰ형 수지에 비하여 쉽게 

분해되는 데 이는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13)은 

95℃에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Cl-Form, HCO3
－-

Form, OH-Form 의 교환용량 변호를 나타낸다. OH-

Form(재생형)은 분해가 빨리 진행되므로 교환용량 

저하가 빨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10) Ⅰ형수지(DIAION SA11A)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 감소 



그림 14)은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열분해에 의한 약염기기 생성을 나타낸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OH-Form 일 때 열분해에 의하여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므로 

최고 사용온도가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Ⅰ형수지(OH-Form) : 60℃, Ⅰ형수지(Cl-Form) : 80℃, Ⅱ형수지(OH-Form) : 40℃, 

Ⅱ형수지(Cl-Form) : 60℃이며 이 제한치는 실험 결과에 따라 유추된 것이며 제한치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면 성능저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OH-Form(재생형)은 분해가 빨리 진행되므로 이 형태로 보관을 장기간 하면 분해가 빨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장기 보관할 경우 부하형(ex. Cl-Form)으로 

전환하여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반적인 상품형은 부하형이다.  

 

그림 11)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Ⅰ형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120℃) 

 

그림 12)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Ⅱ형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 



            

그림 13) 여러 이온형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Ⅱ형(DIAION SA20AP)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교환용량의 저하 

 

그림 14)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Ⅱ형 교환기의 열분해에 따른 약염기의 생성(120℃) 

 

6.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산화에 의한 성능저하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기는 3, 4 급 아민이며 이는 수중의 용존산소 등에 의하여 

쉽게 산화된다. 산화되면 교환용량이 저하되는 데 이는 교환기가 강염기에서 약염기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림 15)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산화에 의한 약염기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산화는 수지 모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산화는 모체는 물론 교환기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기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7. 음이온교환수지의 유기오염에 의한 성능저하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여 

수처리를 할 경우 많은 Cycle 을 운전한 후 

처리수의 순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전분당이나 설탕액 등을 정제할 때 

이온교환수지가 검게 변색되면서 반응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다. 그림 16)은 전분당 

용액을 처리한 이온교환수지(저가교도 Type 

Ⅱ)와 신품수지를 비교한 Data 이다. 2 가지 

이온교환수지는 완전 재생을 한 후 수세 후 

0.5N Na2SO4 용액을 같은 유속으로 통액하고 

각각의 시료에 NaOH 를 적정하여 중성염 

분해 교환용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는 

신품수지의 경우 교환반응에 200 ㎖의 

NaOH 만 필요하였지만 사용된 수지는 

1,200 ㎖가 적정 되어도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유기물을  

비가역적으로 흡수하여 이는 이온교환수지의 micropore 를 막아 이온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유기오염이라 한다. 유기오염이 된 물질은 어떤 pH 조건에서 중합체로 

변하여 음이온교환수지 내부에 고착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오염은 유기산(Humic Acid)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17)은 상기의 

예를 나타내며 초기 통수시는 고순도의 처리수를 생산 가능하지만 Cycle 이 증가하면서 

순도가 저하된다. Curve C 는 같은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나 음이온교환수지를 저가교도 

TypeⅠ 수지(DIAION SA11A)를 사용한 경우이고 Curve D 는 Curve A 를 위한 장치 전단에 

유기물 제거를 위해 저가교도 TypeⅠ 수지(DIAION SA11A)를 설치한 경우이다. 

C 와 D 는 A 와 B 에 비하여 고순도의 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저가교도 수지가 

유기오염에 강함을 나타낸다. 

그림 16)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중성염 분해 교환용량 측정 



 

그림 17)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유기오염에 의한 성능저하 

원수중 유기물은 매우 다양하나 아래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불용성 유기물 – 식물성 ·동물성 미립자, 미생물, 식물성· 광물성 유지 

2) 수용성 유기물 - HUMIC· FULVIC 산(酸), 당류(糖類), 아미노산, 단백질 

원수 중 불용성 유기물은 침전, 여과 등의 방법으로 제거된 후 수용성 유기물이 남는다. 

수용성 유기물 중 이온교환수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물질은 Humic·Fulvic 산(酸)이다. 

Humic·Fulvic 산은 원수 중에서 산 또는 염 형태로 존재하며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umic·Fulvic 산은 음이온 교환수지에 흡착되어 잠재적인 유기오염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그리고 Humic·Fulvic 산은 중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다. 결합 시 훨씬 복잡한 구조로 

존재하여 음이온 교환수지를 오염시킨다. 

음이온교환수지가 유기오염되는 과정은 이온교환과 Van der Waal’s force 에 의한 물리적 

흡착이 있다. 음이온교환수지는 통수과정 중 무기이온의 이온교환반응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흡착 및 교환반응이 일어난다. 통수과정 중 흡착된 유기물은 가성소다를 이용한 재생공정 

중 수지 밖으로 탈착이 되지만 속도가 느리고 일반적으로 통수공정에 비하여 재생공정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지내부에 축적이 된다.  

  

A : DIAION SK1B＋DIAION SA10AP 

(TypeⅠ, 표준가교도) 

B : DIAION SK1B＋DIAION SA20AP 

(TypeⅡ, 표준가교도) 

C : DIAION SK1B＋ (TypeⅡ, 저가교도) 

D : A 전단부에 DIAION SA11A를 설치 



재생시 오염물질의 배출율은 아래와 같다.  

가)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High Porous 형, DIAION WA30) : 90∼100% 

나)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Porous 형, TypeⅠ, DIAION PA316) : 80∼100% 

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Porous 형, TypeⅡ, DIAION PA416) : 85∼100% 

라)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Gel 형, TypeⅠ, DIAION SA10AP) : 30∼70% 

마)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Gel 형, TypeⅡ, DIAION SA20AP) : 60∼95% 

배출율 100% 이하는 유기물이 축적되는 것을 나타내며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및 

Porous 형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오염물질의 배출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Porous 

Type 이온교환수지는 macropore 가 존재하여 축적된 유기물질의 빠른 배출을 유도한다. 

이온교환수지에 유기물이 침착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가) 처리수의 순도 저하 

나) 채수량의 감소(이온교환수지의 운전교환용량의 저하) 

다) 수세수량의 증가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기가 유기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Block 되면 무기이온의 이온교환 

속도가 저하되어 채수량 감소 및 실리카 누출의 원인이 된다.  

또한 가성소다를 이용한 재생공정 중 발생한 Na 이온은 유기오염 물질의 carboxyl 기와 

결합한다. 이 Na 이온은 수세공정중 누출되어 수세시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된다.  

일단 유기오염이 진행되면 다시 회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염되기 전 

유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장치 설계 시부터 

입구수 조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이온교환수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입구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나) 설계치 이상의 무리한 운전은 유기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다) 수지내부에 축적된 유기물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비교적 높은 재생레벨로 

운전한다.  

가) 항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el Type 수지로 

유기오염이 많이 진행되어 사용하기 힘들 경우 Porous 형 수지로 변경을 검토하거나 

복층상식 장치로 변경을 검토한다. 복층상식 장치는 2 가지 Type 수지를 수지탑에 충전하여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삼양 Layered Bed System Process(복층상식)은 양이온교환탑의 경우 강산, 약산성 

이온교환수지, 음이온교환탑의 경우 강염기,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를 동시에 채용하여 

경제적인 채수가 가능하다. 강산 또는 강염기성 이온교환수지의 재생 폐액으로 약산 또는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를 재생하므로 재생효율이 높고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내유기오염성이 강하므로 원수변동에 대처가 가능하다.  

삼양 Layered Bed System Process 은 중간 Plate 를 사용하지 않으며 1 개의 수지탑에 2 가지 

Type 의 수지층이 존재하게 된다. 수지층 분리는 입자 크기의 차이와 밀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삼양 Layered Bed System Process 은 중간 Plate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수지탑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 가지 Type 의 이온교환수지의 양을 원수 

변동에 따라 변화시켜 원수 수질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다. 

 

 

 

 

 

 

 

 

 

 

삼양 PACKED BED SYSTEM(복층상식)의 장점 

1. 수지탑 구조가 단순하다 

2. 재생제 효율이 매우 높다(85∼95%) 

3.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용량이 매우 높다 

4.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므로 Silica 탈착이 원활하다 

5.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유기오염을 방지하여 수지 

복층상식 탈염장치 

 

 

 

 

 

 

 

불활성수지 

Freeboard 

약산성양이온교환수지 

강산성양이온교환수지 

또는 약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 

또는 강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 



수명이 증대된다. 

6. 원수변동에 대응하여 2 가지 Type 의 이온교환수지의 비를 조정할 수 있다. 

7. 기존 수지탑의 개조를 쉽게 할 수 있다. 

8.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이물질 축적에 따른 이온교환 방해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재생 후 수세 시 양이온탑을 거치지 않았거나, 경도성분(Ca2+, 

Mg2+,..)을 포함하고 있는 처리수가 음이온탑으로 통수가 되면 처리수의 경도성분과 

음이온탑 내의 알칼리基와 반응하여 불용성염인 Ca(OH)2, Mg(OH)2 가 생성된다. 불용성염은 

이온교환수지내의 세공(Micropore)내에 침적되어 성능열화의 원인이 된다. 

Ca2+ ＋ 2OH－ → Ca(OH)2↓ 

따라서 음이온교환수지 수세수는 연수 또는 순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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