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information 

실리카(Silica) 관련 자료 

SY_IER_OPL_6.2 

1. 개요 

자연중의 규소원소(Si)는 주로 다양한 금속과 규소염으로 존재하거나 수정이나 모래속에 

Silica(SiO2)로 존재한다. 실리카와 규소염은 전세계 광물의 50∼75%를 구성한다. 지표를 흐르는 표

면수와 규소염광물이 접촉할 때 소량의 실리카가 용해되며, 그 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중

에서 실리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SiO3
2-이다. 자연수에서 규소염이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인산염과 비슷한 형태를 띠기도 하며, 뭉쳐지면 콜로이드입자로 분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진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이온이 아니며 현탁상태로 수용액상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은 운전상이나 분석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중의 실리카는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이온상 실리카 

→ 이온상 실리카는 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되는 부분으로 실리카는 수중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으나 pH 가 낮을 경우 용해도가 증가한다 

SiO2＋H2O → H2SiO3(이온상 실리카) 

R-N·OH＋H2SiO3↔R-N·HSiO3＋H2O(음이온교환수지로 제거된 실리카) 

② 콜로이드상 실리카 

→ 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불가능 하며 건조시 수분을 빼앗겨 SiO2 로 석출되며 음이온교환수

지에 침적할 경우 이온교환수지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③ 비이온성 실리카 

→ 이온성을 띠지 않으며 다른 이온, 물질과 중합체를 만들지 않는 실리카 성분으로 이온교환

수지로 제거가 불가능하며 미량으로 존재한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실리카와 탄산가스를 포함하는 용해물질을 제거하는데 1 차적으

로 사용된다. 용해되어 있는 실리카와 탄산가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물을 처리하는 데는(예를 

들어 Cl-, SO4
2-등만 제거) 약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재생효율 측면에서 경제적

이다. 용해된 실리카가 누출되면 전기전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압 보일러 등의 설비

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실리카 누출은 재생공정 후 이온교환수지에 잔류해 있는 실라카의 양과 관계가 있다. 실리카

가 음이온교환수지에 흡착 될 때 H2SiO3 와 같은 간단한 이온으로 흡착될 경우도 있고 비교적 

작은 분자량의 수용성 중합체로 흡착될 수도 있다. 더 큰 분자량의 중합체는 콜로이드상 실리

카로 분류되며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할 수 없다. Silica 중합체의 형성은 지표수가 저장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양이온 교환수지탑에서 산과 접촉하면서 촉진될 수 있다. 산성매개물

(acid medium)은 실리카 합을 촉매하지만 알칼리성매개물(alkaline medium)은 분해를 촉매한다. 

 

                xSiO2               (SiO2)x 

alkali 

acid 



만약 재생공정중 실리카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양이온교환탑에서 누출한 미량의 Na

가 알칼리성 매개물을 생성시켜서 흡착된 실리카의 분해를 촉매하여 실리카 누출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실리카 누출을 줄이려면 아래의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① 실리카는 강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가능하다. 강염기성음이온교환수지는 사용

cycle 이 증가하면서 강염기성 교환기가 성능 열화되어 약염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이 약염기화 되는 부분을 신수지로 보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설계 시부터 음이온교환수지를 당량적으로 계산된 양보다 많이 사용하여 conductivity 로 

실리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2B3T＋MBP 설비의 경우 재생 공정 중 MBP 의 재생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재

생시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온도가 높을수록 음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한 실리카 제거가 용이해진다(그림 1). 이온교환수지의 내열성의 한도내에서 고온으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 재생온도와 silica 누출의 관계 

 

 



2. Silica 누출 시 원인 및 대책 

구분 이상 원인 해결책 

1.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약염기화 및 성능저하 

이온교환수지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실시하여 교환용량 및 중성염 분해 능력을 향상

시킨다 

2. 원수 중 Silica 농도의 상승 적정 채수량으로 운전하거나(전기전도도만을 기준으로 무

리하게 채수시 Silica Coating 및 다음 Cycle 채수량 감소

의 원인이 됨) 재생레벨을 증가시켜 운전한다 

3. Silica 이온교환수지 Coating 원수 중 Colloid 성 Silica 가 많이 존재하고 재생시 약주온

도가 낮으면 음이온교환수지에 Silica 가 지속적으로 축적

되어 Silica 누출의 원인이 된다. 적정 약주 온도로 재생한

다 

4. 원수 온도의 상승 원수 온도가 상승되면 음이온교환수지의 Silica 흡착율이 

저하된다. 재생 Level 증가로 운전 교환용량을 증가시켜 

대응한다 

5. 재생 Level 부족 적정 재생 Level 로 운전한다 

6. 과다 채수 적정 채수량보다 많이 채수하였을 경우 이온교환수지가 

지나치게 Exhaustion 되어 다음 Cycle 에 Silica 누출이 발

생할 수 있다. 배량재생 실시 

7. 전기전도도 증가(Na 누출) 

및 Silica 누출 

양이온탑의 용량이 작거나 이온교환수지가 오염되거나 

성능저하되었을 경우 또는 양이온탑의 재생불량이 일어

났을 경우이다. 양이온탑의 배량재생 및 점검 필요 

2.1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약염기화 및 성능저하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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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된다. 산화되면 교환용량이 저하되는 데 이는 교환기가 강염기에서 약염기로 변형되기 때문

이다. 

 

그림 2)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산화에 의한 약염기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의 산화는 수지 모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산

화는 모체는 물론 교환기에 영향을 준다. 이는 음이온교환수지의 교환기가 화학적으로 불안정함

을 나타낸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약염기화 되면 실리카 제거 효율이 감소하여 누출의 원

인이 된다. 

  



2.2 원수 중 실리카 농도의 상승 

유입되는 원수 중 단기간에 이온 부하량이 증가하거나 Silica 농도가 증가하였을 경우 처리수의 

실라카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수 수질 70 ㎲/㎝, Silica 12ppm, 재생레벨 HCl 60g/ℓ-

R, NaOH 42g/ℓ-R 기준으로 운전할 경우 원수 중 Silica 농도가 증가 할 경우 가정하면, 하기 그림

에서와 같이 SiO2%가 3%와 20%를 비교하면 재생레벨 NaOH 42g/ℓ-R 일 경우 Silica 누출이 

0.2ppm 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입되는 Silica 농도가 높을 경우 재생레벨을 높여 운

전하면 Silica 누출을 줄일 수 있다. 

 

 

 

 

 

 

 

 

 

2.3 Silica 이온교환수지 Coating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에 유입되는 Silica 량과 재생시 탈착되는 Silica 량의 Balance 가 한쪽으

로 치우치면 Silica 가 이온교환수지에 축적되어 통수 시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채수량 저하의 원

인이 된다.  

구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재생제 온도 

1. 
Ⅰ형수지 

50∼60℃ 
TRILITE SAR10MB, SAR12, AMP16, MA-12 

2. 
Ⅱ형수지 

35∼40℃ 
TRILITE SAR20MB, AMP28, MA-20 

그림 1)에서와 같이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흡착한 Silica 는 재생제의 온도가 높을수록 탈착

이 원활하므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허용하는 한 최고온도로 재생을 실시하면 다음 Cycle

시 Silica 누출이 저감될 수 있다.  

2.4 원수 온도의 상승 

그림 1)에서와 같이 Silica 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교환수지에서 탈착이 잘 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원수의 온도가 높아 지면 이온교환수지가 Silica 를 보유하려는 성질보다는 탈착하려는 

성질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Silica 유입량이 많아지고 원수 온도가 높아지면 재생

레벨을 높혀 운전하거나 적정 채수량으로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20 



2.5 유기물 오염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가 유기 오염되는 과정은 이온교환과 Van der Waal’s force 에 의한 물리

적 흡착이 있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통수과정 중 무기이온의 이온교환반응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흡착 및 교환반응이 일어난다. 통수과정 중 흡착된 유기물은 NaOH 를 이용한 재생공정 

중 수지 밖으로 탈착이 되지만 속도가 느리고 일반적으로 통수공정에 비하여 재생공정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지내부에 축적이 된다. 유기오염상태의 특징은 장시간의 수세, 교환용량의 저하와 

특히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경우는 Silica 의 누출 현상을 나타낸다.  

이온교환수지의 세척은 일반적으로 염수 세척(Brine Cleaning)을 많이 시행하며 그 Procedure 는 

다음과 같다.  

 

 

 

 

 

 

 

 

 

주 1) 염수는 유기오염 제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용온도는 최소 35℃에서 최대 60℃

사이 중 고온으로 선택한다.  

3. 결론 

상기 자료를 통하여 순수장치 운전 중 실리카 누출 원인을 열거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수의 실리카 증가함에 주목하여 실리카 누출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재생레벨 증가 및 적정 채수량 채수를 해야한다. 둘째 Silica Coating 에 의한 실리카 

누출일 가능성에 주목하여 적정 Cycle 마다 배량재생(가온한 NaOH)을 실시하여 이온교환수지에 

축적된 실리카 를 제거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Silica 오염일 경우 Brine Cleaning 을 실시한다. 

셋째 발전소 및 실리카의 염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선택할 

때 실리카 흡착이 우수한 1 형 수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  명 
TRILITE SAR10MB, SAR12, 

AMP16, MA-12 (Ⅰ형) 

TRILITE SAR20MB, AMP28, 

MA-20 (Ⅱ형) 

 1. 염기도(주 1) 제일 강함 Ⅰ형보다 약간 약함 

 2. 재생 난이도(주 2) 어려움 Ⅰ형보다 쉬움 

 3. SiO2 LEAK 0.1ppm 이하 0.2ppm 이하 

 4. 화학적 안정성 우수함 Ⅰ형보다 약간 떨어짐 

 5. 내열성 
60 이하(OH 형) 

80 이하(Cl 형) 

40 이하(OH 형) 

60 이하(Cl 형) 

 

가) 이온교환수지의 유기오염 제거는 통수 종점에서 시행한다  

나) 2% w/v NaOH를 포함하는 10% w/v 염수를 수지량의 3BV(Bed Volume)(만약 2,000ℓ

가 충전되어 있으면 6,000ℓ)를 준비한다. 

다) 먼저 1BV를 SV 2이하의 속도로 오염된 이온교환수지에 통액시킨다 

라) 다) 조작후 1BV를 수지탑에 도입하여 최소 2시간이상 침정시킨다 

마) 가능하면 라) 조작시 교반시켜 주면 효과가 증강된다.  

바) 마지막 1BV를 SV 1의 속도로 이온교환수지에 통액시킨다. 

사) 깨끗한 물로 수세한 후 배량재생(Double Regeneration)을 한다. 



주 1) 교환기의 차이에 의하여 염기도 차이 발생.  

 

 

주 2) 염기도가 강하다는 것은 이온에 대한 친화도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즉, 이온을 더 강하게 

교환하기 때문에 역반응인 재생은 어렵게 된다. 

 

2 형의 경우 재생 효율이 우수하여 다량의 이온 부하량에 대하여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Silica 

흡착에는 1 형에 비하여 약간 낮은 특성이 있다. 참고로 현장 상황 및 원수 조건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다양한 음이온교환수지의 선택이 가능하다. 

  



원수 조건 
추천 음이온교환수지 Grade 명 

TDS SiO2% COD 

50ppm 

이하 

30% 

이하 

2.0ppm as O2 

이하 
SBA Gel Type2 

TRILITE SAR20MB, 

MA-20 

2.0ppm as O2 

이상 
WBA +SBA Gel Type1 

TRILITE AW90L + 

TRILITE SAR12LB 

30% 

이상 

2.0ppm as O2 

이하 
SBA Gel Type1 

TRILITE SAR10MB  

or SAR12, MA-12 

2.0ppm as O2 

이상 
SBA Porous Type1 TRILITE AMP18 

50ppm 

이상 

30% 

이하 

3.0ppm as O2 

이하 
SBA Gel Type2 

TRILITE SAR20MB, 

MA-20 

3.0ppm as O2 

이상 
WBA +SBA Gel Type1 

TRILITE AW90L + 

TRILITE SAR12LB 

30% 

이상 

3.0ppm as O2 

이하 
SBA Gel Type2 

TRILITE SAR20MB, 

MA-20 

3.0ppm as O2 

이상 
SBA Porous Type2 TRILITE AMP28 

주 3) COD 분석방법 :  

KMnO4 – 30min 100℃,  2.0ppm as O2 = 8.0ppm as KMnO4 ≒ TOC 1.0∼1.5ppm as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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