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information 

이온교환수지 세척자료 

SY_IER_OPL_5.2 

1. 개요 

이온교환수지는 사용 중 여러가지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이온교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

될 수 있다. 오염되는 Mechanism 과 오염된 물질의 세척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기술자료의 목적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안정적인 운전을 

위함이며, 이온교환수지가 장기간에 걸쳐 오염되면 실제 아래 하기하는 처리를 해도 그 효

과는 미비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처리를 통하여 이온교환수지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

다. 

 
 
 
 
 
 
 
 
 
 
 
 
 
 
 
 
 
 
 
 
 
 

註) 고분자전해질(Polyelectrolyte) – 단백질 또는 다당류와 같은 분자량이 큰 전해질 

2. 양이온교환수지탑의 오염 

2.1 철분에 의한 오염 

2.1.1 철분 오염 Mechanism 

Iron & manganese: 철은 2 가, 3 가 무기염 또는 분리된 유기물복합체로 존재한다. 2 가

철은 이온교환수지에서 교환되지만 3 가철은 이온교환수지에 의하여 교환되지 못하며 

불용성이다. 3 가철은 양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하여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침착한 철분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세(酸洗) 또는 강한 환원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유기물과 결합

한 철분은 양이온교환탑을 지나 음이온교환수지의 오염원인이 된다. 이는 유기물과 함

께 제거되어야 한다. 망간성분은 주로 지하수에 존재하며 오염 mechanism 은 철분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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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그림 1) 철분에 오염된 양이온교환수지 

 

 

 

 

 

 

 

 

 

2.1.2 철분오염 이온교환수지의 회생법 

① Air 투입 및 Backwash 

철분과 무기, 유기물이 결합하여 불용성 침전물을 형성하였을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그 조작은 다음과 같다.  

1) 이온교환수지탑 하부로부터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수지층을 충분히 흔들어 주어 

Block 화된 수지층을 풀어준다.  

2) Backwash 를 30 분간 실시하여 불용성 침전물을 계외 배출시킨다. 

3) 재생공정을 실시한다.  

② Na2S2O4 Treatment  

Na2S2O4 는 환원제로서 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해 있는 3 가철을 용해가 가능한 2 가철로 

환원시킨다. 환원되어 용해가 가능한 철은 역세공정이나 재생공정에서 제거가 가능하

다. 그 조작은 다음과 같다.  

1) 공극량(수지입자사이의 공간)은 대략 충진된 수지량의 절반으로 추정된다. 수지탑의 

水位를 배수하여 조정한다.(수지층 높이보다 공극량만큼 과량으로) 

2) 수지층위의 물과 혼합하였을 때 4%수용액이 되도록 Na2S2O4 와 물의 농축액을 준

비한다.(註 : 물을 Na2S2O4 에 첨가하면 안되고 Na2S2O4 를 물에 첨가한다) 이 과정

중 강한 취기(臭氣)가 발생하므로 환기에 주의한다. Na2S2O4 은 눈과 피부에 접촉하

였을 때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Na2S2O4 농축액은 환원능력이 빨리 소실되므로 

혼합 후 투입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3) Na2S2O4 농축액을 수지탑에 투입한다. 

4) 수지탑 하부에서 공극량 만큼의 물을 배수한다. 

5) 수지탑 내 수용액을 교반하여 Na2S2O4 가 수지층에 퍼지게 한다. 이때 공기로 교반

하면 Na2S2O4가 산화되어 환원력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6) 수지층과 Na2S2O4 가 12 시간동안 접촉하도록 방치한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최소 

접촉시간은 4 시간이 추천된다. 

7) 환원된 철 및 다른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배수, Rinse 및 30 분간 역세를 한다. 

이온교환수지의 세공(Micropore)에 침착하여 

이온의 확산을 막는다 



 

8) 재생 및 통수를 개시한다 

③ Hydrochloric Acid Treatment  

Treatment 이온교환수지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鹽酸洗는 이온교환수지의 교환능력

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酸洗는 그 조작의 위험성과 배관 line 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지탑과 그 배관설비등은 염산과 접

촉하였을 때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鹽酸洗를 실시할 때는 설비를 점검하

여 ⅰ) 염산에 내구성이 있다고 사료가 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ⅱ) 부식

방지 염산을 사용하여하 한다. 부식방지 염산은 염산에 부식 방지제를 혼합한 것이다. 

부식 방지제는 일반적으로 질소계 물질로서 수지탑이나 배관에 금속성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ⅰ) 염산에 내구성이 있다고 사료가 될 경우 또는 ⅱ) 부식방지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작법은 Na2S2O4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다  

 

2.2 황산염(CaSO4 또는 MgSO4)에 의한 오염  

2.2.1 황산염 오염 Mechanism  

양이온교환수지탑의 재생제로 황산을 사용하는 경우 원수중의 경도성분과 재생제가 반응하

여 불용성염(황산염, CaSO4 또는 MgSO4)이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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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O3)2Mg + H2SO4 ↔ 2R-SO3H + MgSO4 ↓ 

황산염이 수지층 중에 축적되면 통수 중에 소량씩 용해하기 때문에 처리수중에 경도로 작용

하게 되어 처리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이온교환수지의 세공(Micropore)을 막아 이온확산을 

방해하여 교환용량 저하의 원인이 된다. 

2.2.2 황산염 오염 이온교환수지의 회생법 

1) 일반적인 양이온교환수지 재생을 실시한다. 

2) 10% 구연산나트륨(Sodium Citrate) 수용액 1BV(Bed Volume)을 상향류로 20∼30 분

에 걸쳐 탑에 충전시킨다. 

3) 구연산과 이온교환수지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Air 를 불어넣으면서 12 시간정

도 정치시킨다. 

4) 하향류의 순수로 5BV 수세를 실시한다. 

5) 역세 후 배량재생을 실시한다. 

 

2.3 고분자전해질(Polyelectrolyte)에 의한 오염  

2.3.1 오염 Mechanism 및 회생법 

겨울철에 원수 수질이 악화되거나 전처리가 문제가 있을 때 고분자전해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생 미생물의 사체 또는 대사물질 등이 축적된 것으로 오염이 

심해지면 수지층이 Block 화되어 끈적이게 되며 통액성이 불량하게 된다.  

1) 양이온교환수지탑의 서비스 종료 후 15 분간 역세를 실시한다. 이 때 필요시 Air 를 



 

주입하여 Block 화된 수지층을 풀어준다 

2) 2% NaOH 수용액 1BV 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한다. 

3) 4% NaOH 수용액 1BV 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한다. 

4) NaOH 와 이온교환수지가 충분히 접촉할 수 있도록 12 시간 정도 

정치시킨다.(필요시 Air 를 공급하여 수지층을 교반시킨다) 

5) 5BV 의 하향류 순수로 수세한다. 

6) 역세후 배량재생을 실시한다. 

 

3. 음이온교환수지탑의 오염 

3.1 철분에 의한 오염 

3.1.1 철분 오염 Mechanism 

양이온교환수지와 동일. 

3.1.2 철분오염 이온교환수지의 회생법 

①  HCl Treatment  

투입되는 염산의 농도를 서서히 올려야 한다. 고농도로 주입되면 이온교환수지의 

Osmotic Shock 로 이온교환수지의 파쇄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교환기 분해의 원인이 

된다. 

1) 서비스 종료 후 1BV 의 5% HCl 수용액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시킨다. 

2) 1BV 의 10% HCl 수용액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시킨다. 

3) 2∼4 시간정도 정치시킨다. 

4) 3BV 의 순수로 상향류 수세 실시한다.(Slow Rinse) 

5) 5BV 의 순수로 하향류 수세 실시한다.(Fast Rinse) 

6) 배량재생을 실시한다. 

② Na2S2O4 Treatment 

양이온교환수지와 동일. 

 

3.2 유기물에 의한 오염 

3.2.1 유기물 오염 Mechanism 

음이온교환수지가 유기 오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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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밖으로 탈착이 되지만 속도가 느리고 일반적으로 통수공정에 비하여 재생공정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수지내부에 축적이 된다. 유기오염상태의 특징은 장시간의 수세, 

교환용량의 저하와 특히 강염기성 음이온의 경우는 실리카의 누출 현상을 나타낸다.  

3.2.2 유기오염 이온교환수지의 회생법 

① 염수세척(Brine cleaning) 

1) 수지의 유기오염제거는 통수종점에서 행하여진다.  

2) 2% NaOH 수용액을 포함하는 10% NaCl 수용액을 3BV 준비한다. 



 

3) 먼저 1BV 을 SV 2 이하의 속도로 오염된 수지에 통액시킨다. 

4) 3 번 조작후 1BV 을 수지탑에 도입하여 최소 2 시간이상 침정시킨다. 

5) 가능하면 4 번 조작시 휘저어 주면 효과가 증강된다.  

6) 마지막 1BV 을 SV1 의 속도로 수지에 통액시킨다.  

7) 순수로 수세한다 

8) 배량재생을 실시 한다.  

註) 염수는 유기오염 제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용온도는 최소 35℃에서 최대 

60℃사이중 고온으로 선택한다. 

 

3.3 Silica 에 의한 오염 

3.3.1 Silica 오염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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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ica(SiO2)로 존재한다. Silica 와 규소염은 전세계 광물의 50-75%를 구성한다. 지표를 

흐르는 표면수와 규소염광물이 접촉할 때 소량의 silica 가 용해되며, 그 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수중에서 silica 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SiO3
2-이다. 자연수에서 

규소염 이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인산염과 비슷한 형태를 띠기도 하며, 

뭉쳐지면 콜로이드입자로 분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진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이온이 아니며 현탁 상태로 수용액상에서 존재한다.이러한 특성은 운전상이나 

분석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중의 silica 는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ⅰ) 이온상 silica 

→ 이온상 silica 는 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되는 부분으로 Silica 는 수중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으나 pH 가 낮을 경우 용해도 증가 

SiO2＋H2O → H2SiO3(이온상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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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콜로이드상 silica 

→ 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불가능 하며 건조시 수분을 빼앗겨 SiO2 로 석출되며 

음이온교환수지에 침적할 경우 이온교환수지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ⅲ) 비이온성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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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교환수지로 제거가 불가능하며 미량으로 존재한다. 

음이온교환수지의 재생시 온도가 정상보다 낮게 되면 음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한 Silica 

성분의 탈착이 불량하게 되어 결국 Silica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음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한 

Silica 는 Polymerization 되어 수지 표면을 Coating 하게 된다.  

3.1.2 Silica 오염 이온교환수지의 회생법 

Silica 탈착율은 재생시 재생제 온도에 비례하므로 음이온교환수지의 성능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온도로 가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이온교환수지 재생제 온도 비고 

1. 
Ⅰ형수지 

45∼50℃  
TRILITE SAR10, SAR12, SAR11 

2. 
Ⅱ형수지 

35∼40℃  
TRILITE SAR20, SAR21 

그리고 유기물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Colloidal silica 를 제거하기 위해서 Brine 

cleaning 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재생온도와 실리카 누출 관계 그래프 

 

3.4 Ca(OH)2, Mg(OH)2에 의한 오염 

음이온교환수지 OH 형이 충전되어 있는 음이온교환탑에 순수(Deionized water), 

탈양이온수(Decationized water) 또는 연수(Softened water)가 투입되지 않고 경도 성분이 

존재하는 물이 희석수 또는 수세수로 투입될 경우 이 중의 Ca2+, Mg2+ 이온과 

음이온교환수지 OH Fucntional group 이 반응하여 불용성염(Ca(OH)2, Mg(OH)2)이 

생성되어 이온교환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온교환수지 층 사이에 존재하여 



 

통수를 방해하며 지속적으로 용출되어 수세시간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경도성분 수산화물에 오염된 음이온교환수지를 Cleaning 하는 Procedure 는 하기와 같다.  

1) 이온교환탑을 통수 종말점까지 통수하여 이온형을 Exhausted form 으로 전환시킨다.  

2) 전역세를 약 10∼20min 실시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공기를 불어넣어 이온교환수지층 

사이에 존재하는 수산화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Upflow system 일 경우 

역세탑으로 이온교환수지를 Transfer 하여 실시한다.  

3) 2∼3% HCl 을 상향류로 SV 2 정도의 유속으로 약 1BV(Bed Volume) 통액한다. (Upflow 

system 일 경우 하향류로 통액한다)  

4) 10% HCl 을 상향류로 SV 2 정도의 유속으로 약 1BV(Bed Volume) 투입한다.(Upflow 

system 일 경우 하향류로 투입한다)  

5) 충분한 접촉시간을 위하여 8∼16hr 정도 정치시키며 이때 고농도의 HCl 이 주입되므로 

이온교환수지에 Osmotic shock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 단계로 주입하는 것이며 

고농도의 염산은 수산화물의 결합을 약화시켜 용해성을 증가시킵니다. Hume 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 및 환기에 유의한다. 

6) 약 5BV 의 순수로 Slow rinse 및 fast rinse 를 실시한다.  

7) 전역세를 약 10min 실시하고 배량재생(Double regeneration)을 실시한다.  

 

4. 혼상탑의 오염 

4.1 고분자전해질(Polyelectrolyte)에 의한 오염  

오염 Mechanism 및 회생법 

양이온교환수지탑의 경우와 동일함. (단 재생시 배량재생이 아닌 일반재생실시)  

4.2 금속이온 및 Silica 에 의한 오염 

오염 Mechanism 및 회생법 

혼상탑은 Cycle Time 이 길어 장시간 통수를 실시하며 2B3T 에서 1 차 처리한 순수를 

Polishing 하므로 유기오염, 철분오염보다는 금속이온, Silica 와 같은 비유기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① HCl Treatment  

1) 서비스 종료 후 1BV 의 5% HCl 수용액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시킨다. 

2) 1BV 의 10% HCl 수용액을 30 분간 상향류로 통액시킨다. 

3) HCl 과 이온교환수지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Air 를 불어넣으면서 12 시간정도 

정치시킨다. 

4) 5BV 의 순수로 하향류 수세 실시한다. 

5) 역세, 분리 후 일반재생 실시한다. 

6) 분리 불량시 5 번 공정 재실시한다. 

5. 기타 

5.1 미생물 발생 억제  

정상적으로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순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재생시 pH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미생물 발생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설비를 장기간 가동하지 않거나 유휴기간이 



 

있을 경우 미생물이 증식하여 이온교환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고농도의 NaCl 용액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Procedure 는 다음과 같다. 

1) 통수 후 전역세를 실시한다. 

2) 15∼20% NaCl 용액을 수지탑 내부로 도입한다.(이때 수지탑 상부까지 채워 공기의 

존재량을 최소화 한다. 

3) 재가동시에는 배량재생을 실시한다. 

5.2 기름에 의한 오염  

이온교환수지가 기름에 의하여 오염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음이온교환수지가 유기물에 

의한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음이온교환수지만 오염이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혼상탑이 

기름에 오염된 경우에도 양, 음이온교환수지를 분리하여 음이온교환수지만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름에 의하여 오염된 이온교환수지 세척 Procedure 는 다음과 같다. 

1) 전역세를 실시한다. 

2) 1%의 H2SO4 또는 HCl 을 5BV 통액하여 음이온교환수지를 SO4 또는 Cl 형으로 

변환한다. 이는 음이온교환수지가 급격하게 Osmotic Shock 를 받아 파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다. 

3) 15% H2SO4 또는 HCl 1BV 를 0.2∼1.0%의 비이온성 세제(거품이 적게 발생하는)와 

함께 수지탑에 투입한다. 

4) 4 시간동안 방치한다.( 이때 온도를 40℃이상 유지하고 Air 를 2 시간 마다 약 

10 분간 투입하면 효과가 배가된다) 

5) 1 시간 정도 전역세를 실시한 후 2 시간 방치한 후 다시 30 분간 전역세를 

실시한다. 

6) 재가동시에는 배량재생을 실시한다. 

주의) 상기 Procedure 를 실시하기 전 500 ㎖ 비이커에서 Test 를 시행 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를 투입 시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경우 현장 실시 

시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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