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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교환수지층(IER - Ion exchange resin Bed)에 따른 순수장치 분류 

 

 ■ 원수(Raw water) 및 처리수질 등에 따른 다양한 순수장치 조합(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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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순수장치 발전사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순수장치(Demineralizer)는 재생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수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재생방식에 따라 병류재생(Co-current 
regeneration)방식, 향류재생(Counter-current regeneration) 방식으로 구별되며 향류재생 방식
은 다시 Blocked system 및 Packed bed system으로 구별되며 최근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으로 
하향류 방식 Packed Bed System이 각광 받고 있으며 ㈜삼양사는 여기에 적합한 이온교환수지 
및 시스템을 개발, 판매, 시공하고 있다. 

 

 

 

상기 그림에서와 같이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순수장치는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삼양 Packed 
Bed System의 경우 최근 균일계(Uniform Particle Sized)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System으로 발
전되었으며 복층상식(Layered Bed, SBA+WBA) 장치로 응용분야가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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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류(Co-Current)재생, 향류(Counter-Current)재생의 비교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순수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재생방식에 따라 병류재생(Co-current 
regeneration)방식, 향류재생(Counter-current regeneration) 방식으로 구별되며 그 특징은 다음
과 같다. 

구분 

병류재생 
(Co-current regeneration) 

향류재생 
(Counter-current regeneration) 

  

설비 
요약 

통수 방향과 동일하게 재생제를 통액 
시켜 재생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통수나 재생 방향이 하향이다. 

처리수의 통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재생
제를 통액시키는 방식을 말하며 통수가 
하향, 재생제가 상향인 것과 통수는 상향, 
재생제는 하향인 2가지 경우가 있다. 

Strong 

Point 

1. 재생 공정이 단순하여 안정적이다 

2. 수지탑 내부의 장치가 간단하다. 

3. 건설 비용이 낮다 

1. 재생약제가 절감된다.  

(Running Cost의 절감) 

2. 고순도의 처리수를 얻을 수 있다 

3. 재생시간이 단축된다 

4. 원수유량 및 원수수질의 변동에 강하다. 

5. 수세수량이 절감된다. 

6. 재생폐액 처리가 용이하다. 

Weak 

Point 

1. 약품사용량이 많아 운영비가 많이 
든다 

2. 처리수의 순도가 낮다 

1. 수지탑 내부가 복잡하다 
(Water blocking system의 경우) 

2. 건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Water blocking system의 경우) 

3. 재생공정이 병류에 비하여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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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류재생방식의 장점 

1. 재생약제가 절감된다 (Running Cost의 절감) 

①이온교환수지의 유효이용이 가능하다 

병류 재생방식에서는 통수 종점에서 수지층 하부에 미사용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향류 재
생방식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저재생 레벨로 재생이 가능하다 

옆의 TRILITE SCR-B의 재생효율 그래프를 보면 재생레벨이 
낮을수록 재생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류 재생방
식은 수지층 상부에 미재생 부분이 남기  때문에 재생레벨
의 고저에 관계없이 고순도의 처리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저재생 레벨로 재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류 재생방식은 미재생된 부분이 수지층 하부에 남
게 되므로 재생레벨을 높게 하여 재생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처리수의 순도를 보장할 수 없다. 

③탈착이온에 의한 유효재생(자기재생)이 가능하다 

통수시 양이온교환수지에 대한 이온 선택성은 다음과 같다. 

(이온의 농도가 묽을 때) 

Ca2+＞Mg2+＞NH4
+＞Na+＞H+ 

(이온의 농도가 진할 때) 

Ca2+＜ Mg2+＜ K+＜ NH4
+＜ Na+＜ H+ 

통수 도중 양이온교환수지층을 보면 이온의 선택성에 의해 상부부터 Ca2+, Mg2+, Na+순으
로 흡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생 시에는 수%의 HCl을 사용하므로 위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성이 반대가 된다.  

향류 재생방식에서는 재생시 HCl이 Na+만 밀어내면 되고 이때 Na+는 다시 Mg2+를, Mg2+

는 다시 Ca2+를 밀어 내므로 탈착이온에 의하여 유효재생이 가능하나 병류 재생방식에서
는 재생시 HCl이 Ca2+, Mg2+, Na+를 모두 밀어내야 하므로 탈착이온에 의한 유효재생이 
불가능하다. 

2. 고순도의 처리수를 얻을 수 있다 

재생종점에서 이온교환수지층의 상태를 보면 향류 재생방식은 수지층 하부에 미재생된 부분
이 없지만, 병류 재생방식에서는 수지층 하부에 미재생된 부분 A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통수 초기에 병류 재생방식의 경우 미재생된 A가 용출이 되어 초기순도가 떨어지
게 된다.  

 

 

 

 

 

 

 

3. 재생시간이 단축된다. 

병류 재생방식은 재생시간이 약4시간이 소요되지만 향류 재생방식은 약2시간이내에 재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순수 저장조도 병류에 비하여 1/2이상 줄어든다. 

 

병류 재생방식 

향류 재생방식 

전기전도도 

(㎲/㎝) 

통수시간(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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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수유량 및 원수수질의 변동에 강하다. 

향류 재생방식은 통수방향이 병류 재생방식과 마찬가지로 하향류이므로 이온교환수지층이 항
상 긴밀한 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급격한 유량변동이나 원수수질 변동에 대하여 항상 안정된 
고순도의 순수를 얻을 수 있다. 

5. 수세수량이 절감된다. 

수세수는 병류 재생방식에서는 수지층의 약 10배량을 필요로 하지만,  
향류에서는 약 1∼2배로 충분하다. 

6. 재생폐액 처리가 용이하다. 

수세수량을 병류 재생방식에 비해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재생폐액도 적게 생성된다. 따라서 
재생폐액 처리가 용이하다. 또한 재생약제가 거의 유효하게 재생에 기여하므로 재생폐액 중
에 잔류하는 유리재생약제가 적게 된다. 따라서 재생폐액의 중화를 위하여 약제를 거의 사용
할 필요가 없다. 

7. Treated water quality comparison 

구분 병류재생방식 향류재생방식 

2B3T 

양이온탑출
구 

pH 2.5∼3.5 2.5∼3.5 

음이온탑출
구 

pH 7.0∼9.5 7.0∼9.5 

전기전도도 10㎲/㎝↓ 2㎲/㎝↓ 

Silica 0.2ppm↓ 0.1ppm↓ 

MBP 
전기전도도 1㎲/㎝↓ 0.2㎲/㎝↓ 

Silica 0.02ppm↓ 

 

 

 

 

 

 

 

 

 

 

 

 

 

 

 

 

 

■ Water Blocking 향류재생 순수장치와 Packed Bed Syste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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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locking 향류재생 순수장치는 최근에도 계속 건설될 정도로 안정성 및 경제성을 입증 
받은 System이지만 Packed Bed System에 비교하면 단점이 있으며 Packed Bed System의 경우
에도 Upflow방식(Service시)과 Downflow방식(Service시)을 비교하면 하기와 같다. 

구분 비교 

Water Blocking 향류재생 System 

 

설비 
요약 

수지탑 가운데 재생폐액이 배수되는 Collector가 존
재한다. 상부에서 지지수(Blocking Water)가 하부에서 
재생제가 Collector에서 만나 재생폐액이 되어 배수
되며 Freeboard가 약 30∼50% 존재한다. 

Strong 
Point 

1. 재생효율 및 처리수의 순도가 우수하다 

2. 통수 공정이 안정적이다 

Weak 
Point 

1. 수지탑 구조가 복잡하고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 

2. 재생 공정 중 Trouble 발생 가능성이 높다 

3. Freeboard가 많아 수지탑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4. 지지층이 필요하여 유효수지층이 적다 

5. 이온교환수지가 수축, 팽창시 중간 Collector의  
손상이 되기 쉽다 

Upflow Service / Downflow 
Regeneration 향류재생 System 

 

설비 
요약 

재생 공정을 Downflow로 재생제를 통액하여 실시하
고 통수공정을 Upflow로 실시하는 System으로 
Freeboard가 약 10% 이하 존재한다. 

Strong 
Point 

1. 재생효율 및 처리수의 순도가 우수하다 

2. 수지탑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3. 재생공정이 안정적이다 

Weak 
Point 

1. 유속의 변화 및 통수공정 시 Fluctuation에 민감 
   (통수 공정 중 정지 불가능하며 불안정) 

2. SS(Suspended Solids)의 축적이 되기 쉽다 

3. 역세탑(Backwash Tower)이 필요하다 

4. Resin Trap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5. 복층상식 설계 시 중간 Nozzle Plate가 필요하다 

DownFlow Service / Upflow 
Regeneration 향류재생 System 

 (삼양 Packed Bed System)

설비 
요약 

재생 공정을 Upflow로 재생제를 통액하여 실시하고 
통수공정을 Downflow로 실시하는 System으로 
Freeboard가 약 10% 이하 존재한다. 



C 

9 삼양 Packed Bed System 기술자료 

 

Strong 
Point 

1. 재생효율 및 처리수의 순도가 우수하다 

2. 통수 공정이 안정적이다 

3. 수지탑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4. 기존 설비 개조 시 용이하다 

5. 원수 유속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통수 공정 중 정지 가능) 

6. 복층상식으로 변경 시 중간 Nozzle Plate가 필요 
없으며 적용이 용이하다 

7. 재생 시 오염물질의 제거가 원활하여 역세탑이 필
요 없으며 경제적으로 System을 구성 가능하다 

Weak 
Point 

1. 재생공정이 Upflow이기 때문에 약주 유속의 변화  
가 있을 경우 재생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2. 상부 Distributor 설계가 까다롭다 

■ Upflow Service방식과 삼양 Packed Bed System의 비교 

상기한 바와 같이 Packed Bed System의 경우에도 통수방향에 따라 특성이 존재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Downflow방식(삼양 Packed Bed System)이 유리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Detail하게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1. 통수(Service) 방향에 따른 삼양 Packed Bed System의 장점 

① 자기 재생 (Self Cleaning) 

삼양 Packed Bed System은 재생 시 Cleaning이 동시에 실시되는 방식으로 유기물 부하량
이 높은 원수 조건에 서 사용 가능하며 역세탑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Upflow Service방식은 통수(Service) 공정을 Upflow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이온교
환수지층내부로 침착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공정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공정 
Flow 

Direction 
Picture Description 

Service ↑ 

 

재생 및 수세가 종료된 후 이온교환수지 
층을 Bed Lift하여 Upflow로 통수를 실
시한다. 이 때 원수 중 포함된 유기물 
및 SS(Suspended Solid)는 하부에서 유
입되어 이온교환수지 층으로 침착된다. 
(Deep bed filtration) 통수 중 유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지층이 흔들려 수질 
악화 및 채수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
라서 Flexible한 운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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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ing ↓ 

 

침정(Settling) 공정 중 하부에 침착된 
유기물 및 SS는 밀도가 가벼우므로 상
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이온교환수
지 층 전체의 오염 원인이 된다. 

Backwash ⇔ 

 

Packed Bed System에서는 역세 전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부에서부터 오염된 
이온교환수지층을 세정하기 위하여 
Backwash탑으로 이송하여 역세를 실시
한다. 이송 중 이온교환수지는 물리적 
충격으로 파쇄 원인이 되며 역세탑이 필
요하여 건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Regeneration 

(Injection) 
↓ 

 

재생공정이 Downflow로 실시되어 안정
적이나 재생 공정 중 세정 효과가 
Upflow재생에 비하여 낮으며 따라서 정
기적으로 Backwash탑을 이용하여 역세
를 실시해야 한다. 

Regeneration 

(Displacement) 
↓ 

Rinse ↓ 

 

삼양 Packed Bed System은 통수 공정을 Downflow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기물 및 SS가 이온교환
수지층상부에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재생 공정 중 Cleaning되어 이온교환수지 오염
을 방지하고 역세탑이 필요하지 않으며 유기물 부하량이 많은 원수에 적용할 수 있다. 

공정 
Flow 

Direction 
Picture Description 

Service ↓ 

 

재생 및 수세가 종료된 후 Downflow로 
통수를 실시한다. 이 때 원수 중 포함된 
유기물 및 SS(Suspended Solid)는 상부
에서 유입되어 이온교환수지 상부층에 
존재하게 된다.(Surface filtration) 
통수 공정이 안정적이며 통수 중 유속의 
변화 및 중지 후 재가동하여도 수질 악
화 및 채수량 감소가 없어 Flexible한 운
전이 가능하다. 

Compaction ↑ 

 

상향류로 연수 또는 순수를Upflow로 빠
르게 통수시켜 Bed Lift를 실시하고 수지
층을 압축시킨다. 이때 상부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물 및 SS는 상부 Strainer의 
Slit이 넓고(0.5㎜) Inert resin이 충전되어 
있어 원활하게 계외 배출된다.(Self 
Cleaning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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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Injection) 
↑ 

 

재생제를 투입하면 이온교환수지는 
Swelling하여 내부에 침착하고 있는 오
염물질 및 유기산이 용출되어 원활하게 
계외 배출된다.(Self Cleaning②) 
Displacement시 수세가 이루어져 정기
적인 역세 공정 없이 이온교환수지층은 
세정이 이루어진다. 

Regeneration 

(Displacement) 
↑ 

Settling ↓ 

 

Freeboard는 위로 이동하고 수지층내부
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의 오염 물질 및 
이온교환수지 미립자는 상부로 이동하여 
다음 재생 공정 중 계외 배출된다. 침정 
공정 중 이온교환수지층은 이완되어 
Channeling현상이 방지된다. 

Rinse ↓ 
침정 공정 후 규정 수질이 도달할 때까
지 수세를 실시한다. 

 

 

 

 

 

 

 

 

② 통수 신뢰성(Service reliability) 

삼양 Packed Bed System은 통수 방향이 Downflow로 실시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통수 
중 중지 및 개시가 자유로워 Flexible하게 운전이 가능하다.  

Upflow Service방식은 통수(Service) 공정을 Upflow로 실시하기 때문에 통수 중지 및 유
속 변화시 

 

침정(Settling) 공정과 유사한 이온교환수지 층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어 이온교환수지 흡
착대가 불안정하게 되어 다시 통수 개시 시 수질 악화 및 채수량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순수 저장조를 크게 제작하여 통수 시 유량 변동을 저감시켜야 하며 이는 투자비 
증가 및 설비 비효율화를 가져온다. 즉 통수 공정이 불안정하다. 

삼양Packed Bed System은 통수 공정이 안정적이며 통수 중 유속의 변화 및 중지 후 재
가동하여도 수질 악화 및 채수량 감소가 없어 Flexible한 운전이 가능하다. 

삼양 Packed Bed System은 유기오염을 유발하
는 유기물 및 SS성분이 Surface filtration 

되어 이온교환수지 층 상부에 존재하므로 
Compaction(Bed Lift) 공정 중 계외 배출되어 
Backwash탑이 필요 없으며 안정적인 System을 
구성할 수 있다. 왼쪽 그림은 Compaction공정 
중 배출되는 유기물의 양을 측정한 것으로 대부
분 1분 이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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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stem 구성에 따른 삼양 Packed Bed System의 장점 

삼양 Packed Bed System은 역세탑이 필요하지 않아 System 구성 시 설치 부지 면적이 감
소하며기존 설비(특히 Water Block 방식 향류재생 방식 순수장치)를 Retrofit 할 경우 비용
이 절감되어 경제적이다. 

 

 

 

 

 

 

 

 

 

 

 

 

 

삼양 Packed Bed System의 수지탑은 구조가 단순하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병류재생 방식 순수장치 및 Water Block 향류재생 방식 순수장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Retrofit할 수 있다. 

기존 병류 및 향류 재생 설비에서 존재하는 Freeboard가 거의 없어져 이온교환수지 충전량
을 늘릴수 있어 기존 장치 부지에서 Capacity를 늘릴 수 있으며 기존 Vessel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기존 설비를 변경하여 Retrofit하는 예를 돌면 다음과 같다. 

 

 

기
존
 
Φ
3
,
0
0
0
×
2
,
8
0
0
H
 
의 병류재생 방식 순수장치를 삼양Packed Bed System으로 Retrofit할 경우 상부, 하부 
Distributor를 다시 시공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기존 Vessel을 재사용할 수 있으며 채수량
을 2배 이상 증량 할 수 있다. 향류재생 방식 순수장치일 경우 중간 Collector를 제거한 후 
상부 Distributor를 재시공하면 병류보다 경제적으로 설비를 Retrofit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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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과 같이 기존 이온교환수지탑을 이용하여 개조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상부 하부 
Plate를 개조하여 시공해야 한다.  

 

  

Anion resin (Weakly/Strongly Basic) Inert resin (TRILITE TR70) 

삼양 Packed Bed System는 상향류 재생방식이기 때문에 불활성수지가 이온교환수지층 상부에 존

재하며 불활성수지는 이온교환수지보다 낮은 밀도가 되어야 수지층 상부에 떠 있을 수 있다. 그

리고 재생 시 미세입자나 축적된 SS(Suspended Solids)의 통과를 위해서 입자 크기가 비교적 커

야 한다. 삼양 TRILITE TR70(상부 오른쪽 그림)은 입자크기 1.2∼1.8㎜, 겉보기 밀도 500g/ℓ로서 삼

양 Packed Bed System에 매우 적합하다. 불활성수지의 양은 상부 Distributor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불활성수지를 사용함으로서 상부 Distributor의 Nozzle의 Slit의 넓이가 0.5㎜

까지 넓어도 이온교환수지의 유실을 막을 수 있으며 오염물질 및 이온교환수지 미립자의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삼양 Packed Bed System는 상부 Distributor의 설계가 중요하며 이는 통수 시 상부에서부터 하부까

지 효율적으로 통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재생 시 재생 폐액 및 유기물, SS가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이온교환수지 탑의 직경이 작을 경우 상부 왼쪽 그림과 같은 형식의 Distributor를 사용하며 클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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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Distributor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복층상식(Layered Bed) 순수장치 설계 및 변경 시 Intermediate Plate가 필요 없어 건설비가 절감
되며 이온교환수지 탑 설계가 간단해진다. 복층상식 순수장치는 일반적으로 유기오염이 많이 발생
하여 Life cycle이 양이온탑에 비하여 짧으며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음이온탑에 적용되는 방
식으로 내유기오염성이 강하고 재생효율이 우수한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WBA, Weakly Basic 
Anion)와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처리수 수질이 우수한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1형(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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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y Basic Anion)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생효율이 우수하고 처리수의 수질이 우수
한 System이다. 

양이온탑 출구수가 WBA를 먼저 거치고 SBA를 지나가야 되나 Upflow 통수 방식의 순수장치의 경
우 WBA의 진비중이 SBA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Intermediate Plate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Chamber를 2개 만들어 상부 Chamber에는 SBA를 충전하고 하부 Chamber에는 WBA를 충전한다. 
이 방식은 Intermediate Plate를 제작하는 데 비용이 증가하며 기존 설비를 개선할 때도 비용 증가
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삼양 Packed Bed System 복층상식(Layered Bed) 순수장치 경우 통수 방향이 상부에서 하부
이기 때문에 진비중의 순서대로 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해도 되며 Intermediate Plate가 필요없으며 건
설비가 절감되며 수지탑 구조가 단순해진다. 또한 최근 개발된 복층상식 순수장치용 수지의 경우 진
비중 뿐만 아니라 입도 범위를 조정하여 완벽한 분리 성능을 자랑한다. 

구분 TRILITE KA18LB (SBA) TRILITE AW90LB (WBA) 

명  칭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형)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Porous형) 

Matrix Styrene-divinylbenzene Copolymer 

교환기 Trimethylammonium (Type1) Dimethylammonium 

이온형 Cl OH 

색 및 형상 담황색 투명 구상 황백색 불투명 구상 

진비중 1.11g/㎖ 1.04g/㎖ 

수분함유율 43∼47% 40∼50% 

교환용량 1.3meq/㎖ 1.5meq/㎖ 

팽윤도 OH / Cl＝1.24 Cl / OH＝1.30 

균일계수 1.4이하 1.1이하 

입도범위 

0.6∼1.2mm 0.5∼0.6mm 

사용온도 60℃(OH형) 80℃(Cl형) 100℃이하 

유효pH범위 0∼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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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flow Service방식과 삼양 Packed Bed System의 비교(결론) 

삼양 Packed Bed System과 Upflow Service System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하기와 같
으며  
삼양 Packed Bed System 경제적인 건설 비용, 설비 운용의 Flexibility, 기존 설비에 적
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설비임을 알 수 있다. 

항목 삼양Packed Bed System Upflow Service System 

System 

 

 

 

 

 

 

 

 

 

 

 

 

 

 

 

 

 

 

 

 

 

TRILITE KA18LB (SBA) 

입자 크기 작음 (Smaller) 

진비중 가벼움 (Lighter) 

TRILITE AW90LB (WBA) 

입자 크기 큼 (Larger) 

진비중 무거움 (Denser) 

진비중 및 입자 크기에 
의하여 완벽하게 분리 
되어 Intermediate  
Plate가 필요하지 않다 
(건설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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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수 수질 
(Water Quality) 

+ + 
(Better) 

+ + 
(Better) 

2. 재생효율 
(Chemical Efficiency) 

+ + 
Better 

+ + 
Better 

3. 초기 건설비 
(Simple construction) 

+ + 
Better 

+ 
Good 

4. 기존 설비 개조 용이성 
(Rebuild suitability) 

+ + 
Better 

- 
Normal 

5. 복층상식 적용 시 중간 Plate 
(Layered Bed without 

Intermediate Plate) 

+ + 
Better 

- 
Normal 

6. 조작 및 자동화 편이 
(Control / Automation) 

+ + 
Better 

- 
Normal 

7. 유기물, SS, 미립자 제거 
(Fines removal) 

+ + 
Better 

- 
Normal 

 

■ 삼양 Packed Bed System Process  

 

 

 

 

 

 

 

 

 

 

 

Step 1 : 수지층 압축(Compaction) 

Step 2 : 약주(Injection) 

Step 3 : 압출(Displacement) 

Step 4 : 침정(Settling) 

Step 5 : 수세(Rinse) 

 

  

Step 5 

Step 4 

Step 2,3 

수지층 
압축도 

상향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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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 Packed Bed System Process의 공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수(Service) 

원수가 상부로 주입되어 하향류(Downflow)로 통수되어 순수가 생산된다. 

② 수지층 압축(Compaction) 

약주(Injection), 압출

(Displacement)  

공정 전 재생용수를 상향류

(Upflow)로 통수시킨다. 빠른 

유속으로 수지층은 흡착대가 

유지된 채로 수지탑 상부에 압

축된다.  

수지층 압축에 필요한 유속은 

이온교환수지의 입도 분포, 밀

도, Freeboard의 정도, 수온에 

영향 받는다. 수지층이 충분히 

압축되는 데는 불과 수분이 소

요된다. 상부 불활성 수지는 

이온교환수지가 계외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며 SS 및 미립자

의 배출을 돕는다. 

③ 약주 및 압출(Injection / Displacement) 

수지층이 압축되면 재생제

를 투입을 하는 데 수지층 

압축 공정에 비하여 유속이 

떨어지게 된다. (오른쪽 그

림 참조)  

유속이 저하되어도 수지층

은 상부에 압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데 이 현상

을 이력현상(Hysteresis)註)라 

한다. 수지층이 압축을 유지

한 상태로 재생제의 이상적

인 접촉시간, 농도, 유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약주 후 압출 공정이 실시

되어 미반응 재생제의 반응

을 돕고 재생폐액의 계외 

배출을 유도한다. 

註) 이력현상(履歷現象, Hysteresis) 

히스테리시스라고도 하며, 줄여서 이력이라 한다.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
는 강자성체(强磁性體)의 자화(磁化), 탄성의 변형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자기이
력(磁氣履歷 : 자기히스테리시스), 탄성이력(彈性履歷 : 탄성히스테리시스)이라고 
한다. 이력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변화에 대해서는 상태변화와 이것을 일으키는 원
인이 되는 물리량, 예를 들면 자화의 세기와 외부자기장, 변형과 외력과의 관계를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5606&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31263&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54189&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31233&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31233&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54189&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54189&sec=1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131263&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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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곡선은 루프(loop)가 된다. 이것을 히스테리시스곡선이라 한다. 

④ 침정(Settling) 

압출공정이 종료되면 상향류 유속이 중지되어 수지층은 수지탑 하부에 자유낙하

하여 쌓이게 된다. 이 때 수지층의 흡착대가 유지되기 때문에 고순도의 처리수를 

채수할 수 있으며 이온교환수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침정공정 중 

수지층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수지층 내부의 미립자 및 SS는 수지층 상부로 

이동하여 다음 재생공정 중 계외 배출된다. 

 

 

 

 

 

 

 

 

 

⑤ 수세(Rinse) 

재생공정이 종료되고 요구 처리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세를 실시한다. 서비스 

유속과 동일한 유속으로 실시하며 용수 절감을 위하여 양이온교환탑에서 음이온

교환탑으로 순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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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