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information 

이온교환수지 철분오염 

SY_IER_OPL_4.7 

1. 개요 

이온교환수지는 여러가지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어 이온교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 (그림1)은 철분에 오염된 이온교환수지의 모형도이다. 이온교환수지는 비가역성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에 의하여 영향 받을 수도 있다. 자연 유기물과 같은 물질

은 수지를 오염시키고 성능을 저하시킨다. 하기의 자료는 이온교환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철분에 대한 내용과 그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이온교환수지 오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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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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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하여 성능저하의 원인이 된다. 침착한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세 또는 강한 환원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유기물과 결합한 철분은 양이온 교환탑을 지

나 음이온교환수지의 오염원인이 된다. 이는 유기물과 함께 제거되어야 한다. 망간성분은 

주로 지하수에 존재하며 오염mechanism은 철분과 유사하다 

 

(그림1) 철분에 오염된 양이온교환수지 

 

3. 회생법 

① Na2S2O4 Treatment  

Na2S2O4는 환원제로서 이온교환수지에 침착해 있는 3가철을 용해가 가능한 2가철로 환

원시킨다. 환원되어 용해가 가능한 철은 역세공정이나 재생공정에서 제거 가능하다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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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지탑의 수위를 배수하여 조정한다.(수지층 높이보다 공극량 만큼 과량으로) 

3) 수지층위의 물과 혼합하였을 때 4%수용액이 되도록 Na2S2O4 와 물의 농축액을 준비한

다.(주: 물을 Na2S2O4 에 첨가하면 안되고 Na2S2O4 를 물에 첨가한다) 이 과정 중 강한 

취기(臭氣)가 발생하므로 환기에 주의한다. Na2S2O4 은 눈과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 위

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Na2S2O4 농축액은 환원능력이 빨리 소실되므로 혼합 후 투입

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4) Na2S2O4농축액을 수지탑에 투입한다. 

5) 수지탑 하부에서 공극량만큼의 물을 배수한다 

6) 수지탑내 수용액을 교반하여 Na2S2O4 가 수지층 내에 퍼지게 한다. 이때 공기로 교반

하면 Na2S2O4가 산화되어 환원력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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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시간은 4 시간이 추천된다 

8) 환원된 철 및 다른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배수, Rinse 및 30 분간 역세한다 

9) 재생 및 통수를 개시한다 

 

② Hydrochloric Acid Treatment  

이온교환수지가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 염산세는 이온교환수지의 교환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산세는 그 조작의 위험성과 배관line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지탑과 그 배관설비등은 염산과 접촉하였을 때 손상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염산세를 실시할 때는 설비를 점검하여 ⅰ) 염산에 내구

성이 있다고 사료가 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ⅱ) 부식방지 염산을 사용해야 

한다. 부식방지 염산은 염산에 부식 방지제를 혼합한 것이다. 부식 방지제는 일반적으로 

질소계 물질로서 수지탑이나 배관에 금속성 막을 형성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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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법은 Na2S2O4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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