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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음용수원(The source of drinking water)에 있어서 질산성질소(Nitrate)의 존재는 성인에게는 비교적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차, 3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10ppm(10mg NO3
--N/ℓ)이상의 농도에서는 특히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2차적인 독성은 미

생물에 의해서 질산성질소(NO3-N)가 아질산성질소(NO2-N)로 환원됨으로써 초래된다.  

유아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성인의 위산은 pH가 2~3 정도이므로 질산성질소의 환원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나 유아의 위산은 pH가 4 이상이므로 환원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

문으로 알려져 있다. 

환원된 아질산성질소는 혈류 내로 흡수되며,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혈액의 산소 전달계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시켜 소위 Blue-baby병(청색증)을 유발한다. 3차적인 독성은 질산성질소가 위산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Nitrosamines)을 형성함으로써 암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광범위한 위험요소

가 된다. 

지표수에서 질산성질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5ppm 이하로 존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나 지하수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농도로 측정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농경지에 뿌리는 

유기성 비료와 가축의 분뇨 등이 부패할 때 질산성질소가 발생하며 동물 사체 등이 부패하면서 

이것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될 확률을 증가시킨다. 

 

유기물의 자연적 분해 → NH3-N → NO2-N → NO3-N        N2 gas ↑ 

                                                          NH3 gas ↑ 

최근 한국 내에서AI, 구제역 등의 창궐에 이은 살처분의 결과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가 문제

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용수로서 질산성질소의 허용 한계는 10ppm(10mg NO3
--N/ℓ) 

이하이다. 

도서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Small scale water supply system)

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지하수를 정수 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질산성질소에 노출될 확률

이 높아진다. 

음용수 중 질산성질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전기투석법(Electrodialysis)  

- 생물학적 탈질산화(Biological denitrification) 

- 이온교환수지법(Ion exchange resins) 

역삼투법과 전기투석법의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원수의 상당 부분이 농축 폐액으로 버

려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생물학적 탈질산화의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이온교환수지법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추천되고 있다. 

여기서는 음용수 중 질산성질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TRILITE CLR-N을 이용한 기술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산화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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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용수 중 질산성질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TRILITE CLR-N을 이용한 기술  

1) 질산성질소에 선택적인 이온교환수지 합성의 원리 

일반적인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TMA(Trimethylamine) 또는 DMEA(Dimethylethanolamine)

을 교환기를 사용하여 질산성질소(Nitrate, NO3
-)보다는 황산(SO4

2-)이온에 더 큰 선택성을 나타

낸다.  

이로 인하여 황산이온의 농도가 질산성질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높

을 경우에는 질산성질소의 운전교환용량이 감소하여 때에 따라서는 허용치 이상으로 Leakage

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질산성질소의 선택성이 높은 이온교환수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왔다. 

황산(SO4
2-)이온은 질산성질소(Nitrate, NO3

-)보다 입체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더 

Bulky한 교환기(Triethylamine)를 도입하면 보다 질산성질소에 선택적인 이온교환수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TRILITE CLR-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Physical form Cream spheres Matrix Styrene-DVB, Macroporous 

Functional group Triethylamine Ionic form Cl- 

Total capacity(eq/ℓ) 1.0↑ Shipping density(g/ℓ) 650~750 

Moisture retention(%) 48~58 Particle size(mm) 300~1,250 

 

2) 기존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비교 실험 결과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Type1인 TRILITE SAR10와 TRILITE CLR-N의 질산성질소(NO3
-)와 황산

(SO4
2-)이온의 제거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질산성질소(NO3

-)와 황산(SO4
2-)이온이 

같은 당량(NO3
- = 124mg/ℓ, SO4

2-= 96mg/ℓ)으로 혼합된 용액을 원수로 조제한 후 온도를 25℃

로 설정하고, TRILITE SAR10과 TRILITE CLR-N을 각 7㎖ 충전한 Column에 통수시켜 유출액 중

의 질산성질소(NO3
-)와 황산(SO4

2-)이온의 농도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① TRILITE SAR10(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Type1)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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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RILITE CLR-N 실험 결과 

 

 

3) TRILITE CLR-N을 이용한 질산성질소 제거 운전교환용량 산출 

TRILITE SAR10를 이용한 질산성질소의 제거 기술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4
2- / NO3

-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즉, NO3
-의 농도가 SO4

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TRILITE 

SAR10이 추천된다. 

구분 
재생레벨(병류) 

(100% NaCl 기준) 

SAR10 운전교환용량 

(Operating capacity) 

NO3
- leakage 

(유입농도 대비) 

이온수지 

선택 

SO4
2- / NO3

- < 1 
125g/ℓ-R 0.4eq/ℓ-R (20g as CaCO3/ℓ-R) 10∼15% TRILITE 

SAR10 250g/ℓ-R 0.5eq/ℓ-R (25g as CaCO3/ℓ-R) 10% ↓ 

SO4
2- / NO3

-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즉, NO3
-의 농도가 SO4

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질산성질소에 선택성이 높은 TRILITE CLR-N이 추천된다. 

구분 
재생레벨(병류) 

(100% NaCl 기준) 

CLR-N 운전교환용량 

(Operating capacity) 

이온수지 

선택 

SO4
2- / NO3

- > 1 
125g/ℓ-R 0.4eq/ℓ-R (20g as CaCO3/ℓ-R) TRILITE 

CLR-N 250g/ℓ-R 0.5eq/ℓ-R (25g as CaCO3/ℓ-R) 

NO3
-/(NO3

-+SO4
2-) 비율에 따른 유입농도 대비 NO3

- leakage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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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운전교환용량을 이용하여 이온교환수지량을 계산하는 예를 하기와 같다. 

구분 Raw water anion quality 

Cl- 10ppm as CaCO3 0.20 meq/ℓ 

SO4
2- 30ppm as CaCO3 0.60 meq/ℓ 

NO3
- 20ppm as CaCO3 0.40 meq/ℓ 

HCO3
- 20ppm as CaCO3 0.40 meq/ℓ 

SiO2 5ppm as CaCO3 0.10 meq/ℓ 

Total anion 85ppm as CaCO3 1.70 meq/ℓ 

원수 조건이 상기와 같을 경우 처리량이 10㎥/hr이고 1cycle = 20hr, Cycle당 처리량 = 

200㎥/cycle일 경우 재생레벨이 125g as 100% NaCl/ℓ-Resin일 경우 SO4
2- / NO3

- > 1이므로 

운전교환용량은 약 0.4eq/ℓ-R(20g as CaCO3/ℓ-R)으로 산출된다. 

이온교환수지량 = Cycle당 NO3
-이온부하량 / 운전교환용량 × 1.2(Safety factor)  

20ppm(g/㎥)×200㎥/cycle / 20g as CaCO3/ℓ-R × 1.2 = 240ℓ로 산출되나, 

처리유속이 10㎥/hr/240ℓ×1000 = SV 42로 산출되어 적정 유속인 SV 10∼40을 넘기 때문에 

적정 유속 범위인 SV 40으로 Setting하면 수지량은 250ℓ로 산출된다.  

NO3
- leakage는,  

NO3
-/(NO3

-+SO4
2-) 비율이 40% 이므로 NO3

- leakage 25%로 적용하면, 

20ppm(NO3
- 유입농도)×25%=5ppm, 약 5.0ppm이하로 예상된다. 

4) TRILITE CLR-N을 이용한 질산성질소 제거 운전 Procedure 

운전조작 처리유속 처리액 시간 투입량 

통수 SV 10∼40 Raw water Cycle time 처리유속 

역세 역세전개율 50% Raw water 10∼20min 아래 그림 참조 

침정 수지층 가라앉는 시간  5min  

재생 SV 2∼6 10% NaCl 20∼40min 재생레벨 참조 

압출 SV 2∼6 Raw water 20∼40min 3∼5BV 

수세 SV 10∼40 Raw water 10∼20min 1∼2BV 

Minimum bed depth : 500mm 

TRILITE CLR-N의 압손실 및 역세전개율 

 

 

 

 

 

 

Samyang’s TRILITE Ion exchange resins are produced based on the ISO 9001, ISO 14001 certification. 

Samyang Corporation, 31 Jong-ro 33-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40-7732~7, Fax: +82-2-740-7709 

 

http://samyangtrili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