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gredIents that 
               Add VAlue to life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의 미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햇살처럼 바람처럼, 조용히 다가와 삶에 미소를 더하는 일 지금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삼양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가꾸어 온 삼양은 

소중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의 핵심 사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특별한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러했듯이, 새롭게 만들어갈 100년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삼양의 가치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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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AMYAng AT A gLAnCE

Locations (본사, 공장, 테크센터)

인류의 삶에 풍요와 편리를 전하는 삼양

삼양그룹은 1924년 수당 김연수 회장이 창업한 이래, 

정도경영과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제당, 화섬, 제분 사업에 진출하며 

한국 국민의 의식주 해결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삼양그룹은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 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의 핵심 사업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페셜티, 신사업을 추진해 

R&D 기반의 글로벌 스페셜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삼양그룹은 제조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을 분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삼양패키징 등 

주요 사업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각 사업군별 특성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Samyang at a glance 숫자로 보는 삼양트리라이트

First & only

Partners
Uniformity
coefficient

Sales
networks

Factories Products1 +2 +200

+400 +50 1.1

대한민국 유일의 

이온교환수지 메이커입니다

전세계 400개 

파트너사와 함께 합니다

한국 울산, 군산에 자체 공장, 

해외 OEM공장

전세계 50개국에

판매하고있습니다

발전소, 초순수,식품, 의약, 

촉매 등 제품 200종

균일계수 1.1 이하 

고품질 균일계이온교환수지

대한민국

• 3개 분야 전문기술영업 인력 보유

 - 수처리/초순수/응축수처리   

 (Condensate polishing)/촉매

 - 전분당/핵산/아미노산/의약

 - 폐수처리/킬레이트/특수정제

• 원스톱 토탈솔루션 제공

 - 이온교환수지 분석

 - 설비 진단

 - 설계 지원

 - 기술 세미나

 - Trouble shooting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Since 2016)

• 일본 미쓰비시케미컬과의 합작법인 

• 아시아 최대 규모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 공장

• Product line

 -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 초순수수지(OLED, LCD)

 - 크로마토그래피 수지

• 삼양사 울산공장 (Since 1976)

• 다양한 고객 맞춤형 이온교환수지 

(Tailored resin) 생산

• Product line

 - 초순수수지(반도체)

 - 주문품 수지(전분당, 핵산, 촉매 등)

 - 특수 수지(킬레이트, 합성흡착제 등)

• 이온교환수지 분석

• 이온교환수지 생산 Recipe 개선

• 신제품 개발

 - 주문품 / 특수품

• 응용기술 개발

 - Pilot test

 - Engineering data gathering

 - Process proposal

Seoul (Headquarter)

gunsan (UPS Resin Plant)
- Uniform particle sized resins

Ulsan
(UPW/Tailored/Specialty Resin Plant)

Daejeon (Technical Center)

1955

식품 사업 진출

울산 제당공장 준공

1996

화학바이오 사업 진출

대덕의약공장 준공

1976

이온교환수지 사업 진출

울산 이온수지공장 준공

2014

균일계이온교환수지 생산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준공

1931. 삼양사로 사명 변경

창업, 삼수사 설립

1924

(주)삼양홀딩스,
(주)삼양사,
(주)삼양바이오팜 출범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11

한국 최초 PET병 생산

패키징 사업 진출

1979

전주 폴리에스테르공장 준공

화학섬유 사업 진출

1969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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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삼양화인테크놀로지

Cutting-edge Technology Droplet generator

차세대 이온교환수지 – High Performance Low Cost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신뢰의 삼양사와 기술의 미쓰비시케미컬의 

합작법인으로서, 군산에 위치한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공장입니다. 

단일 공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및 납기 준수로 고객사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History

2016. 04 준공식 및 본격 출하 개시

2015. 12 상업운전 개시

2014. 01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설립

2013. 07 삼양사, 미쓰비시케미컬 합작투자계약

차세대(next generation) 이온교환수지입니다

TRILITE 균일계 이온교환수지(Uniform particle sized resins)는 기존의 기계적인 체별(Sieving) 또는 종래의 중합 방법에서 탈피한 

첨단 기술(Droplet generating)로 생산되며, 전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준공한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전용 공장에서 생산한 Premium grade 

이온교환수지입니다. 균일계수 1.1 이하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만족하며, 물리화학적 내구성이 높은 차세대 이온교환수지입니다.

균일함의 차이가 Performance를 결정합니다

TRILITE 균일계 이온교환수지는 현존하는 이온교환수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균일도(Uniformity)를 자랑하며 이러한 균일함의 차이가 높은 

Performance를 실현합니다. 최적화된 사이즈로 균일하게 생산되어 빠르고 균일한 반응이 가능하고 충전된 유효수지층

(Effective resin bed)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전교환용량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물리화학적 강도가 향상되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이온교환수지 파쇄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중합공정 : 교반 (Agitation)

중합공정 : 액적발생기 (Droplet Generator)

후처리 - 교환기 도입

후처리 - 교환기 도입

원부원료 조정

원부원료 조정

STM 
(Styrene Monomer)

STM 
(Styrene Monomer)

DVB 
(Divinyl Benzene)

DVB 
(Divinyl Benzene)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CH = CH₂

+

+

기존 이온교환수지 생산 방식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생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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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Resin (SAC)

Gaussian Resin (SAC)

UPS Resin

기존 이온교환수지는 입자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 반응이 고르지 않음

→ 유효수지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균일계수지는 입자 크기가 균일하여

반응이 일정함

→ 유효수지층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함

기존 일반수지와 균일계수지의 비교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사용의 특장점

균일계 이온교환수지의 높은 운전교환용량과 처리수질

기존 일반수지 균일계수지

빠른 반응속도 및 차압 감소 +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

운전교환용량이 높고 빠른 처리수질 확보로 수세 수량 감소

이온교환수지 사용 수명 증가 

경제적인 운전 및 설비 투자 절감이 가능함

UPS Resin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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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이온교환수지의 종류

양이온
Cation

강산성
SAC

약산성
WAC

음이온
Anion

강염기성
SBA

약염기성
WBA

특수품
Specialty

킬레이트
Chelating 

resins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불활성
Inert

팩베드
For packed 
bed system

혼상탑용
For mixed 

bed polisher

교환기

혼합 Pre-mixed
건조 Dry

촉매 Catalyst
핵산 Nucleic acid

라이신 Lysine 
전분당 Starch Sugar 등

초순수 UPW

추가 후처리 / 주문품

입자 크기, 입도 분포, 균일계수

• Gaussian (일반수지)

 (0.3 ~ 1.2mm)

• Gaussian L-type (L)

 (0.425 ~ 1.2mm)

• UPS (균일계수지)

 (0.5 ~ 0.6mm)

• 크로마토그래피

 (0.2 ~ 0.3mm)

세공성

• Porous type (Macropore)• gel type (Micropore)

Micropore 
<100Å

Strongly 
acidic cation

Weakly 
acidic cation

Strongly 
basic anion

Weakly 
basic anion

Gel

Macropore 
10Å<, <1000Å

Porous

※ UPS : Uniform Particle Sized

• 고가교도 (가교도 높음)• 저가교도 (가교도 낮음)

가교도

Product List

초순수 (Ultrapure water) 29 p

촉매 (Catalyst) 25 p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50 p

혼합수지 (Ready to use mixed resins) 53 p

불활성수지 (Inert resins) 54 p

복층상식용 음이온 수지 (Layered bed anion resins) 54 p

수처리 (Water treatment) 12 p

・ 경수연화 (Softening) 14 p

・ 순수제조 (Demineralization) 15 p

・ 응축수처리 (Condensate polishing) 16 p

・ 원자력발전수처리 (Nuclear power) 17 p

킬레이트 (Chelating resins) 47 p

・ 염수2차정제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47 p   

・ 폐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48 p

크로마토그래피 (Chromatography) 36 p

・ F/G분리 (Fructose / Glucose separation) 37 p

・ 아미노산정제 (Amino acid separation) 38 p

・ 산회수 (Acid purification) 39 p

식품 (Food) 42 p

・ 전분당정제 (Starch sugar refining)  42 p

・ 설탕정제 (Sugar refining) 44 p

・ 핵산 / MSG / 아미노산 정제 (Nucleic acid / MSG / Amino acid sepration) 45 p

건조수지 (Dry type resins) 56 p

Eo/Eg cycle water treatment 55 p

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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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Premium

균일계 Gel

MC-10S 2.2↑ 0.60~0.70㎜ MA-10S 1.35↑ 0.50~0.60㎜

MC-10SH 2.0↑ 0.61~0.71㎜ MA-10SOH 1.1↑ 0.54~0.64㎜

Performance

MC-08 2.0↑ 0.55~0.65㎜

Type1

MA-12 1.3↑ 0.53~0.63㎜

MC-08H 1.8↑ 0.57~0.67㎜ MA-12OH 1.1↑ 0.57~0.67㎜

MC-10 2.2↑ 0.60~0.70㎜ MA-10 1.35↑ 0.50~0.60㎜

MC-10H 2.0↑ 0.61~0.71㎜ MA-10OH 1.1↑ 0.54~0.64㎜

MC-14M 2.5↑
0.50~0.60㎜

MA-15 1.4↑ 0.55~0.65㎜

MC-14MH 2.4↑ MA-15OH 1.2↑ 0.58~0.68㎜

Type2 MA-20 1.3↑ 0.53~0.63㎜

Basic

UKC-08 2.0↑ 0.55~0.65㎜ Type1 UKA-12 1.3↑ 0.55~0.65㎜

UKC-10 2.2↑ 0.60~0.70㎜

UKC-12 2.3↑ 0.60~0.70㎜

Gaussian 

Gel

SCR-B(L) 2.0↑
0.3~1.2㎜

(L-type) 

0.425~1.2㎜

Type1

SAR10(MB) 1.3↑ 0.3~1.2㎜

(L-type) 

0.425~1.2㎜

(MB) for 

mixed bed

SAR12 1.3↑

Type2 SAR20(MB) 1.3↑

KC-07 1.9↑

0.3~1.2㎜

Type1

KA-10(MB) 1.3↑
0.3~1.2㎜

(MB) for 

mixed bed

KH-70 1.9↑ KA-12 1.3↑

KC-08 2.0↑ Type2 KA-20(MB) 1.3↑

KH-80 2.0↑

교환기 (Polystyrene+DVB) + Sulfonate

(Polystyrene+DVB) +

Type1 : TMA, trimethylamine,  

Type2 : DMEA, dimethylethanolamine

단상탑
Single 
bed

복층상탑
Layered
bed

Upflow system Downflow system

혼상탑
Mixed 
bed

※ SAC : Strongly Acidic Cation Resin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WAC : Weakly Acidic Cation Resin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BA : Strongly Basic Anion Resin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WBA : Weakly Basic Anion Resin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AC WAC SBA WBA

SAC

WAC SAC

WAC

SBA

WBA
Intermxediate plate

SBA

WBA
Intermxediate plate

SAC

SBA
Middle collector

Type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 (WAC)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WBA)

Premium
균일계
Porous

AW90 1.6↑ 0.50~0.60㎜

Performance Gaussian
Porous WCA10L 4.2↑ 0.425~1.2㎜ AW80 1.5↑ 0.40~0.60㎜

Basic Gaussian 
Porous AW30 1.5↑ 0.425~1.2㎜

교환기 (Polystyrene+DVB) + Carboxylic Acid (Polystyrene+DVB) + Tertiary Amine

수처리
수처리에 사용되는 경수연화/순수제조 장치는 수지탑에 충전되는 이온교환수지의 종류, 층(Layer), 통수/재생의 방향 

및 다양한 수지탑의 조합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원수(Raw water) 및 처리수(Treated water) 등에 대

응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TRILITE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는 다양한 방식 및 조합의 경수연화/순수제조 장치에 

대응하여 최적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운전교환용량과 물리화학적으로 강도가 뛰어

나 Low cost & High performance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입도 분포, 균일계수

이온교환수지 층에 따른 분류 재생방식에 따른 분류

Product line Origin
U.C 

(Uniformity
coefficient)

Grade Remarks

Premium

삼양화인테크놀로지

1.1↓

• 발전소 전용수지

	 -	원자력	1,	2차계
	 -	화력발전	CPP(복수탈염)

균일계	수지	전용공장에서	생산되고	별도의	후처리를	실시하

여	입자가	매우	균일하고	불순물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제품

삼양사울산공장
• 초순수 수지

	 -	반도체,	OLED,	LCD용	CP
	 -	초순수	전처리	Make-up

초순수,	원자력	등	프리미엄	수처리에	적용	시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Performance 삼양화인테크놀로지 1.1↓

• 발전소용 수지

	 -	화력발전	CPP(복수탈염)
	 -	전처리	Make-up 균일계	수지	전용공장에서	생산되어	입자가	균일하고	

물리화학적	강도가	우수하여	수처리에	적용	시	

높은	Performance와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 공업용 대규모 수처리

	 -	석유화학,	제철소,	전기전자
	 -	식품,	의약용	순수제조

Basic OEM
1.1↓
~	1.6↓

• 일반 수처리

	 -	경수연화	(공업용,	식품용,	가정용)
	 -	순수제조

삼양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하에	생산되어	신뢰성이	

높으며	일반	수처리에	적용	시	높은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TRILITE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 제품군

병류재생
Co-current 

Regeneration 
system

향류재생 Counter-current regeneration system

Water Blocking 
system

Packed bed

Up-flow system Down-flow system

Gaussian Gaussian or L-type 균일계수지

※ IER : Ion Exchange Resin 이온교환수지

Service Regeneration

IER

Freeboard

Middle Distributor
IER

Freeboard
IER

FreeboardIER

Freeboard

• gaussian (일반수지)

 - Particle Size : 0.3 ~ 1.2mm

 - 균일계수 : 1.6 ↓

• gaussian L-type (L)

 - Particle Size : 0.425 ~ 1.2mm

 - 균일계수 : 1.4 ↓

• UPS※ (균일계수지)

 - Particle Size : 0.5 ~ 0.7mm

 - 균일계수 : 1.1 ↓

※ UPS : Uniform Particle Sized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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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순수제조 (Demineralization) 시스템
처리수
순도

Product
Line

SAC SBA WAC WBA

2B2T
(2Bed 2Tower) 
Cation 
Exchanger 
+ Anion 
Exchanger

2B3T
Cation 
Exchanger 
+ Degasifier 
+ Anion 
Exchanger

1~2㎲/㎝↓
SiO2 

20~100ppb↓

Performance
MC-08
MC-10

MA-12
MA-20

Basic

SCR-B
UKC-08
UKC-10
KC-08

SAR10
SAR20
UKA-12
KA-12
KA-20

Working
MB
(Mixed
Bed)

1㎲/㎝↓
SiO2 100ppb↓

Performance MC-08 MA-20

Basic SCR-B SAR20MB

2B2T or 
2B3T or
RO or
EDI + MBP
(Mixed
Bed
Polisher)

0.1㎲/㎝↓
SiO2

5~10ppb↓

Premium MC-10S MA-10S

Performance
MC-08
MC-10

MA-10

Basic SCR-B
SAR10MB
KA-10MB

3B3T
+MBP

10~17 ㏁·cm↑
SiO2 5~10ppb↓

Performance
MC-08
MC-10

MA-12
MA-10

AW90
AW80

Basic
SCR-B
UKC-08
UKC-10

SAR10MB
UKA-12

AW30

4B3T
+MBP

10~17 ㏁·cm↑
SiO2 5~10ppb↓

Performance
MC-08
MC-10

KA18LB WCA10L

AW90
AW80

Basic
SCR-B
UKC-08
UKC-10

AW30

4B3T
+MBP
+CPP
(Condensate 
Polisher)

0.1㎲/㎝↓
SiO2 10ppb↓

Premium MC-10SH MA-10SOH

Performance MC-10H
MA-10OH
MA-15OH

RO
(Reverse
Osmosis)
+
Polisher
(Polishing
Resin)

15~18 ㏁·cm↑
SiO2 5~10ppb↓ Premium UPRM100U, UPRM200U, UPRM300U

10~17 ㏁·cm↑
SiO2 10ppb↓

Performance SM210, SM300

Basic SM200

※ 모든 음이온교환수지에는 엉킴방지제(Anti-clumping treatment)를 처리하고 있어 혼상탑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기 처리수 순도는 참고치입니다.

경수연화 (Softening)
순수제조 (Demineralization)

식품용 (Food grade) 경수연화

경수연화 (Softening) Product Line SAC SBA WAC WBA

Softening
(Industrial grade)

Performance
MC-08

MC-10

Basic

UKC-08, UKC-10 

UKC-12, SCR-B

KC-07, KC-08

Softening
(Food grade)

Basic
KH-70

KH-80

SAC

SAC

이온교환수지 선택 Clo2 농도 Cl2 or o3 농도

Performance MC-08

0.1ppm↓ 0.2ppm↓
Basic

UKC-08, SCR-B

KC-07, KC-08

Performance MC-10
0.15ppm↓ 0.3ppm↓

Basic UKC-10

Basic UKC-12 0.2ppm↓ 0.4ppm↓

원수(Raw water) 중의 경도 성분(칼슘, 마그네슘 등)은 스케일을 형성해 수처리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수연화장치는 양이온교환수지

로 원수 중의 경도 성분을 제거하여 연수를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수연화장치에는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고 정제염을 사용해 재생합니다. 

원수 중에 경도 성분이 높은 경우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차아염소산소다 및 유리염소 등과 같은 산화제/살균제와 함께 경수연화장치를 사용할 경우 내산화성이 우수한 고가교도 강산성 이온교환수지가 

추천됩니다. 

식품회사 등 Food grade softening이 필요할 경우 이에 적합한 Food grade 이온교환수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Layered bed Up-flow system

Layered bed Up-flow system

Layered Bed Down-flow system

Non-regenerable

Sodium hypochlorite (naClo), Free chlorine (Cl2), ozone (o3)

• nSF 실험 방법

100㎖ 의 이온교환수지를 70℃ 100㎖의 물에 투입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APHA(색도의 단위)를 Visible Spectrophotometer로 측정  

제품명 Grade Spec. 1일 2일 3일 4일 7일

KH-80 Food < 20 12 13 13 13 14

SCR-B Tech - 145 149 153 160 183

KH-80 SCR-B

SAC

SAC

SAC

SAC

SBA

SBA

SBA

SAC

SBA

SAC

SBA

SAC

SBA

SBA

SAC

SAC

SBA

SAC

SBA

SAC

SBA

RO or EDI

SBA

WBA

SBA

WBA

SBA

WBA

SAC

WAC

SAC

WAC

Condenser

D/G

D/G

D/G

D/G

D/G

RO

Polisher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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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축수 처리용 수지 (For Condensate Polishing)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Type Grade 
name

TEC
(eq/ℓ)

Particle 
distri-
bution

Type Grade 
name

TEC
(eq/ℓ)

Particle 
distri-
bution

gaussian Porous
CMP28L 2.05↑

0.425
~1.2㎜

Porous
type1

AMP16L 1.2↑
0.425
~1.2㎜

CMP28LH 2.0↑ AMP16LOH 0.8↑

UPS Gel

MC-10 2.2↑ 0.60
~0.70㎜

Gel
type1

MA-10 1.35↑ 0.50
~0.60㎜

MC-
10H 2.0↑ 0.61

~0.71㎜
MA-

10OH 1.1↑ 0.54
~0.64㎜

MC-
10SH 2.0↑ 0.61

~0.71㎜
MA-

10SOH 1.1↑ 0.54
~0.64㎜

MC-14 2.5↑
0.60

~0.70㎜

MA-15 1.4↑ 0.55
~0.65㎜

MC-
14H 2.4↑ MA-

15OH 1.2↑ 0.58
~0.68㎜

발전소 - 원자력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Make-up 시스템, 응축수 처리, 원자력발전소 1차계 등의 공정에 사용됩

니다. 일반적인 가압경수로(PWR) 원자력발전소 수처리 Flow는 1차계 및 Make-up 시스템, 응축수 처리를 포함하는 

2차계로 구성됩니다. 1차계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고가교도수지가 사용되

며 불순물의 함량이 낮고 물리화학적 강도가 뛰어나야 합니다.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 다

양한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적시 납기로 고객사의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RILITE 1차계용 수지는 매우 높은 교환용량 및 매우 낮은 TOC leakage를 나타내어 최적의 처리수질을 조기에 얻을 수 있다.

H/OH 전환율이 매우 우수하고 미량 금속 이온 누출이 현저하게 낮아 안정적인 발전소 가동을 도모할 수 있다.

• 원자력발전소 1차계용 수지 (Primary circuit)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SBA)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Type 제품명 TEC (eq/ℓ) 입도 분포

UPS
Gel MCN116K 2.4↑ 0.55~0.70㎜ Gel type1 MAN210K 1.2↑ 0.55~0.70㎜

MMN316K / Mixed Resin ratio = 1 : 1 as same equivalent (MCN116K : MAN210K)

1차계 2차계SAC : MCN116K
SBA : MAN210K
MIXED : MMN316K

LP

순수 저장탱크붕산 저장탱크Hold-Up Tank
Demi. Water System

Stator Cooling
Water System

MMN312K 
(SAC : MCN114K)
(SBA : MAN210K)

Condensate
Polishing Plant 

SAC : MCN-10S(H)
SBA : MAN-10S(OH)

4B3T + MBP

SAC : MC-08(H), MC-10(H), MC-10S(H)
WAC : WCA10L
SBA : MA-12(OH), MA-10(OH), MA-10S(OH)
WBA : AW30, AW80, AW90

RO + EDI + Polisher

SM210, UPRM100U, UPRM200U 

D/G

Nuclear
reactor
Nuclear
reactor

HP

순수
재이용

증발 장치

붕산농축액
재이용

EDIRO

SAC

WAC

SBA
(OH form)

SAC
(H form)

SBA

WBA

SAC

SBA

SAC

SBA

SAC

SBA
(OH form)
SBA

(OH form)

(Li form)
SAC
(Li form)

SAC

SBA
(OH form)
SBA

(OH form)

(H form)
SAC
(H form)

Rotor
& Stator 

Generator

DeaeratorHP Heater LP Heater

SAC
(H form)

PolisherPolisher

PolisherPolisher

CondenserCondenser

Steam
generator

Steam
generator

・ 뛰어난 물리/화학적 강도 → 수지 파쇄 및 손실↓

・ 높은 교환용량 → 고순도 처리 및 미량 불순물 처리 가능

・ 입자 균일도↑ → 압손실 낮아 고속 통수 가능

・ 우수한 양/음이온 층분리 → 재생효율 증가 혼합 역세 분리 후

• 고온/고압 운전 조건

• 미량 불순물 제어  

• 안정적인 운전 및 장기 사용

TRILITE 응축수 처리용 (CPP) 수지의 장점

발전소 - 화력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Demi. Water 시스템, 냉각수, 응축수 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Demi. 

Water 시스템의 경우 순수제조 장치의 다양한 조합의 사용이 가능 합니다. 응축수 처리의 경우 터빈을 거친 증기

(Steam) 응축수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운전교환용량, 내열성 및 물리화학적 강도가 요구 

됩니다.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화력발전소에 다양한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기술지원으로 고객사의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력학적 특성과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양/음 분리성이 우수하여 발전소의 안정적 운전을 도모할 수 있다.

Condensate
Polishing Unit

Stator Cooling Water System

SAC : MC-10SH, MC-10S, MC-10H,

 MC-10, CMP28LH, CMP28L

SBA : MA-10SOH, MA-10S, MA-10OH, 

 MA-10, AMP16LOH, AMP16L

MMN312K

(SAC : MCN114K)

(SBA : MAN210K)

Polisher

SM210

SM300

UPRM100U

UPRM200U

Demi. Water System

SAC : MC-08(H), MC-10(H)

WAC : WCA10L

SBA : MA-12(OH), MA-10(OH)

WBA : AW30, AW80, AW90

Boiler

Turbines

Raw water

Raw waterDeaeratorHP Heater LP Heater

EDI

Fuel

HP IP LP

SAC

WAC

PolisherPolisher

PolisherPolisher

SBA

WBA

SAC

SBA

SAC

SBA

Rotor
& Stator 

Generator

D/G RO

D/G

CondenserCondenser

• Ro or EDI 후단용 순수제조용 수지
 (After Ro or EDI)

UPS
UPRM100U
Mixed Resin ratio 
= 1 : 1 as same equivalent

gaussian
SM210, SM300
Mixed Resin ratio
= 1 : 1 as same equivalent

• 고정자 냉각용 수지
 (For Stator Cooling Water System)

UPS
MMN312K
Mixed Resin ratio
= 1 : 1 as same equivalent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 (PWR) 수처리 Flow와 이온교환수지의 선택일반적인 화력발전소 수처리 Flow와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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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품명
(Grade)

MC-04 MC-04H MC-08 MC-08H MC-10 MC-10H MC-14M MC-14M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Na+ H+ Na+ H+ Na+ H+ Na+ H+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6 1.13 1.28 1.2 1.32 1.22 1.36 1.32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90 750 845 800 850 805 865 81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7~67 65~70 43~49 50~56 38~44 45~51 31~37 37~43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 1.2↑ 2.0↑ 1.8↑ 2.2↑ 2.0↑ 2.5↑ 2.4↑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평균경
(Average diameter, ㎛)

500±50 500±30 600±50 620±50 650±50 660±50 540±5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 H+)
9% 9% 9% 9% 8% 8% 7% 7%

비고
(Remarks)

고가교도일수록 내산화성이 뛰어나며 용적당 교환용량이 증가하고 용적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분자량

이 큰 물질의 교환율이 떨어지며 재생효율과 내유기오염성이 저하된다. 저가교도일수록 재생효율, 내유기오염성, 

용적 변화율 및 반응속도가 높아지나 내산화성, 교환용량이 낮아진다.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Performance

품명
(Grade)

MA-12 MA-12oH MA-10 MA-10oH MA-15 MA-15oH MA-2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교환기
(Functional group)

Type 1
(Trimethylammonium)

Type 2
(Dimethylethanol-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OH- Cl- OH- Cl- OH-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08 1.07 1.08 1.07 1.08 1.08 1.11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70 660 675 665 705 67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9~55 62~70 43~49 59~65 39~45 54~62 45~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 1.0↑ 1.35↑ 1.1↑ 1.4↑ 1.2↑ 1.3↑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평균경
(Average diameter, ㎛)

580±50 620±50 550±50 590±50 600±50 630±50 59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80↓ 60↓ 80↓ 60↓ 90↓ 70↓ 40↓ (OH형)
60↓ (Cl형)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Cl- → OH-)
24% 24% 23% 23% 22% 22% 14%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균일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 (UPS SAC gel type)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UPS SBA gel type)

TRILITE MA-12(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

(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Cl형 또는 OH형으로 공급되며 약

간 낮은 가교도를 가지고 있어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적고 반응속도가 빨라 순수 및 초순수 제조 시 MBP(Mixed bed 

polisher)용 또는 귀금속 회수, 촉매 등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10(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

(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화학적 강도

가 매우 우수하고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매우 낮아 응축

수처리(Condensate polishing)에 적합하다. 

TRILITE MA-15(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

(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초고가교도 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

적 안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ing) 및 초순

수 전처리와 같은 고순도 수처리 용도에 사용된다. 

TRILITE MA-20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2형으로서 3급 아민

(DME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재생효율이 높고 운전교환용량이 

높아 Packed bed system에 적용될 경우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

하고 순수 제조 시 전처리 단상탑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C-04(H)

저가교도수지로서 빠른 이온교환속도를 나타내어 각종 화학반응

(Bisphenol-A 등)의 촉매, 핵산 및 아미노산의 분리 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C-08(H)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재생 효율이 매우 높고 수세 수량이 감소하여 

고순도의 순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물리화학적 강

도가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매우 낮다. 경수

연화 및 순수제조 등 일반 공업용 수처리 및 라이신 정제 등에서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TRILITE MC-10(H)

고가교도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

(Condensate polishing) 및 초순수 전처리와 같은 고순도 수처

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C-14M(H)

초고가교도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아 원자력 

발전소 1차계 수처리 및 높은 교환용량이 필요한 특수 용도 등에 사

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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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Basic Basic

용도
(Application)

산업용 경수연화, 순수제조 식품용 경수연화

품명
(Grade)

KC-07 KC-08 SCR-B UKC-08 UKC-10 UKC-12 KH-70 KH-8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Na+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25 1.25 1.29 1.28 1.31 1.34 1.27 1.29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0 830 840 850 860 820 83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0 43~50 42~47 41~45 39~44 45~52 43~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2.0↑ 2.0↑ 2.2↑ 2.3↑ 1.9↑ 2.0↑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600
±50

650
±50

650
±50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 H+)
9% 8% 8% 9% 8% 7% 9% 8%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품명
(Grade)

KA-10(MB) SAR10(MB) KA-12 SAR12 UKA-12 KA-20(MB) SAR20(MB)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교환기
(Functional group)

Type 1 (Trimethylammonium)
Type 2

(Dimethylethanol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1 1.11 1.08 1.07 1.08 1.13 1.13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70 685 685 680 670 72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2~48 43~48 50~60 48~55 49~55 39~44 39~44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5↑ 1.3↑ 1.2↑ 1.3↑ 1.3↑ 1.3↑ 1.3↑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580±50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 (OH형)
80↓ (Cl형)

40↓ (OH형)
60↓ (Cl형)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Cl- → OH-)
24% 15% 12%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gaussian & UPS SBA gel type)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 (gaussian & UPS SAC gel type)

TRILITE SAR10(MB), TRILITE KA-10(MB)

표준가교도 수지로서 SiO
2
 처리능력 및 이온누출량이 적어 순수제조 시 MBP 용 및 음이온탑용으로 사용된다. 금(金)회수를 포함한 귀금속 

회수, 촉매 등에 사용된다.

TRILITE SAR12, TRILITE KA-12

SiO2 처리능력 및 이온누출량이 적어 순수 제조 시 음이온탑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UKA-12

균일계 수지로서 SiO2 처리능력 및 이온누출량이 적어 순수 제조 시 음이온탑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SAR20(MB), TRILITE KA-20(MB)

재생효율이 높고 운전교환용량이 높아 일반수처리에 널리 사용되며 금속회수 및 기타 정제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KC-07

산업용 경수연화에 널리 사용되며 뛰어난 경제성을 구현할 수 있다. 

TRILITE KC-08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산업용 순수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뛰어난 경

제성을 구현할 수 있다. 

TRILITE SCR-B

표준가교도 수지로서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 수처리와 당액 

정제, 약액 정제, 아미노산 분리 정제 등 특수 정제 및 각종 화학반

응의 촉매, 유기용매의 탈수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UKC-08

균일계 표준가교도수지로서 산업용 경수연화, 순수제조 등 일반 수

처리에 사용된다. 

TRILITE UKC-10, TRILITE UKC-12

균일계 고가교도수지로서 산화성 물질이 유입되는 산업용 경수연

화, 순수제조 등에 사용된다. 

TRILITE KH-70, TRILITE KH-80

특수 후처리를 통해 초기에 색소성 물질 및 불순물을 저감하였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취기(Bad odor)를 저감한 제품으로 음용수 처

리, 가정용 연수기 및 가습기 전용으로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20 21



Performance

응축수 처리용 고정자 냉각수용

품명 (Grade) MC-10SH CMP28LH MA-10SoH AMP16LoH MCn114K MAn210K MMn312K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Porous Gel Porous Gel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Type 1 

(Trimethylammonium)
Sulfonic 

acid 

Type 1
(Trimethyl-

ammonium) 

MCN107K
+

MAN210K

이온형 (Ionic form) H+ H+ O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2.0↑ 2.0↑ 1.1↑ 0.8↑ 2.0↑ 1.2↑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1 42~48 59~65 60~68 45~51 54~60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5 780 665 650 805 70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4↓ 1.1↓ 1.4↓ 1.1↓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660±50 425~1,200 590±50 425~1,200 660±50 630±50

유효경 (Effective size) UPS 400↑ UPS 400↑ UPS UPS

△ToC (ppb) - - - - 10↓ 10↓ 1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60↓ 70↓ 120↓ 60↓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Performance Basic PerformancePremium

타입
(Type)

약산성 양이온
교환수지

약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

품명 (Grade) WCA10L AW20 AW30 AW30C AW80 AW90

모체 (Matrix) Polyacrylate+DVB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COOH 
(Carboxylic acid)

Secondary 
amine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H+ Free Base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19 1.07 1.05 1.05 1.04 1.04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20 650 700 700 670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5~50 39~45 48~58 55~65 55~60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4.2↑ 2.5↑ 1.5↑ 1.6↑ 1.6↑ 1.6↑

유효경
(Effective Size, ㎛)

500↑ 400↑ 400↑ 400↑ UPS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4↓ 1.6↓ 1.6↓ 1.6↓ 1.2↓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300~1,200 425~1,200 300~1,200 400~60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00↓ 60↓ 100↓ 60↓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4~14 0~9 0~9 0~9 0~9 0~9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H+, FB → Cl-)
60% 30% 20% 20% 23% 20%

※ 진비중/ 겉보기밀도/ 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화력발전소 응축수 처리용 (Condensate Polishing) & 고정자 냉각수용 이온교환수지(Stator Cooling Water)약산성 /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 (WAC / WBA)

TRILITE WCA10L

Gaussian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이온제거능력이 우수하여 

고순도의 순수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물리적, 화학적 강도

가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낮다. 교환용량이 높

고 재생효율이 우수하여 복층상식(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

에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되고 전착도료 정제 장

치와 같은 특수정제 용도로 사용된다.

TRILITE AW20

중성염 분해능력은 없지만 높은 교환용량과 재생효율을 가지고 있

다.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및 기계적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유기용

매의 정제 등에서 사용된다.

TRILITE AW30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 및 탈색성이 뛰어나 일반 수처리 및 

전분당 정제 등에 사용된다.

TRILITE AW30C

화학적 안정성, 내열성 및 기계적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약염기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전분당 정제 등에서 사용된다.

TRILITE AW80

균일계 수지로서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이 뛰어나 복층상식

(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에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조

합하여 사용된다.

TRILITE AW90

균일계 수지로서 화학적 안정성, 내유기오염성 및 탈색성이 뛰어나 

전분당 정제 및 복층상식 (Layered bed) 수처리 장치 등에 강염기

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조합하여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TRILITE MC-10SH

균일계 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

정성이 높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er) 및 초순수 전처

리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CMP28LH

초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내산화성

이 뛰어나 산화성 물질이 유입되는 조건에서 일반수처리 및 금속이

온제거, Condensate polisher용으로 적합하다.

TRILITE MA-10SoH

균일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형으로서 4급 아민

(TMA)을 교환기로 사용한다. 고가교도 수지로서 물리화학적 강도

가 매우 우수하고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매우 낮아 응축

수 처리(Condensate polisher)에 적합하다.

TRILITE AMP16LoH

고가교도로서 SiO2 처리능력 및 이온 누출량이 적어 유기물 유입

이 많은 순수제조 시 MBP용 및 음이온탑용으로 사용된다.

TRILITE MCn114K

균일계 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로서 물리적, 화학적 안정

성이 높고 장기간 사용에도 수지의 파쇄율이 낮아 원자력 발전소 

및 발전소 고정자 냉각수 수처리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n210K

균일계 고가교도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로서 물리적, 화학적 강

도가 매우 뛰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수지 파쇄율이 낮아 원자력 

발전소 및 발전소 고정자 냉각수 수처리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Mn312K

MCN114K 와 MAN21K를 1:1 교환용량 비율로 혼합한 제품으로, 

원자력 발전소 및 발전소 고정자 냉각수 수처리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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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1차계 (Primary Circuit) 2차계 (Secondary Circuit)

품명
(Grade)

MCn116K MAn210K MMn316K MCn-10SH MAn-10So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Type 1 

(Trimethyl-
ammonium)

MCN116K
+

MAN210K

Sulfonic acid
Type 1 

(Trimethyl-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2.4↑ 1.2↑ 2.0↑ 1.2↑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10 660 805 66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36~43 54~60 45~51 59~6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평균경
(Average diameter, ㎛)

550±50 630±50 660±50 59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60↓ 120↓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비스페놀에이(BPA, Bisphenol-A)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에폭시 수지와 같은 다양한 플라스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페놀과 아세톤의 혼합물에 이온교환수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고순도 비스페놀에이를 생산할 수 있다.

• Bisphenol-A(BPA) 촉매

촉매

이온교환수지가 촉매로 사용될 때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무기촉매에 비하여 열안정성이 낮고, 반응물질이 고분자일 경우 반응속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TRILITE 촉매용 이온교환수지는 기존 수지를 촉매 용도에 최적화하여 개량한 것으로 다공성(Porosity)과 이온 전환율(Ionic conversion rate)이 우

수합니다. 처리액과 접촉 면적의 극대화로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이온교환수지 내부 확산 속도가 탁월하여 비극성 용매에서도 높은 반응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화학적 강도가 우수하고 특히 중합모체(Polymer)의 탄력성(Elasticity)이 뛰어납니다. 이는 급격한 용적 변화에 대한 우수한 

내구성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긴 사용 수명을 보장합니다.

• 촉매 응용 분야와 촉매 수지의 선택

응용 분야 반응 Mechanism 추천 촉매 수지 동등품

Hydrolysis of 

methyl acetate
CMP08LH DIAION PK208LH

Esterification reaction
PCC40H, MC-08H, 

CMP08LH, SPC160H, 
SPC180H, SPC400LH

Synthesis of MMA
(methyl methacrylate)

SPC180H

Alkylation of phenol SPC260H, SPC320H Amberlyst 15Wet

Synthesis of 

Bisphenol A
PCC40H, PCC30H

DIAION SK104H
Lewatit K1131S

Methyl tertiary

butyl ether(MTBE)
SPC260H, SPC280H Amberlyst 35Wet

t-amyl methyl 

ether(TAME)
SPC160H, SPC180H Lewatit K2621

Phenol +
Acetone

BPA

Badger processIdemitsu process

OH

O

H3C CH H3C

HO OH

CH3
PCC40H PCC40H PCC40H

Phenol +
Acetone

BPA

PCC30H PCC30H PCC30H

CH2

CH2

C
CH3

CH3

COOH
CH3OH

OH

OH

CH2 C
CH3

COOCH3
H2O

CH2
CH3

COOH
ROH CH2 H2O

R

H

R

H

H2C CH3OH
CH3

CH3

CH3

COOR

CH3 H2O
CH3

CH3OH
O

CH3H3C CH3

CH3

CH3

H3C

H3C OMe

H2C CH3OH
CH3CH3

CH3

CH3CH3

CH3

H3C OMe

O

OCH3

O

OH

OH

OHHO

Premium

원자력 발전소 1, 2차계용 이온교환수지 (nuclear grade)

TRILITE MCn116K

균일계 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물리적, 화학적 안

정성이 높고 장기간 사용에도 수지의 파쇄율이 낮아 원자력 발전

소 1차계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전용 수지이다. 

TRILITE MAn210K

균일계 고가교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로서로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장기간 사용에도 수지의 파쇄율이 낮아 원자력 발전소 

1차계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전용 수지이다.  원자력발전소 음이온

장치에 충전되어 표준 운전 조건에서 △TOC 10ppb 이하의 출구수 

수질을 유지한다. 

TRILITE MMn316K

MCN116K와 MAN210K를 1:1 교환용량 비율로 혼합한 제품으로, 

원자력 발전소 1차계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전용 수지이다. 

TRILITE MCn-10SH

균일계 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 2차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er)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MAn-10SoH

균일계 고가교도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로서 내열성 및 화학

적 안정성이 높아 원자력발전소 2차계 응축수 처리(Condensate 

Polisher)와 같은 프리미엄 수처리 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각종 반응의 촉매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Batch식 공정을 연속식(Continuous) 공정으로 전환해 주고 높은 

전환율을 기반으로 최종 Product의 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①  반응System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고, Column reactor를 사용하여 연속적인 반응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②  재생 또는 재농축이 불필요하며 반응 선택성이 높고 부산물이 적다.

③  장치에 대한 부식성이 낮아 재질 선택이 용이하다.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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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용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for catalyst)

품명
(Grade)

MC-04H PCC30H PCC40H SPC260H SPC280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Gel Porous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H+

(H Conversion rate 99.9%↑)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50 700 780 800 8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65~70 60~70 57~67 50~58 50~5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kg)

5.1↑ 4.5↑ 4.5↑ 4.7↑ 5.2↑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20↑ 1.2↑ 1.2↑ 1.75↑ 1.9↑

유효경
(Effective Size, ㎛)

UPS 780↑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500±30 700~1450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120↓ 120↓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14 0~14 0~14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 MMA (Methylmethacrylic acid) 촉매

MMA (Methylmethacrylic acid)는 투명성, 내후성이 우수하여 아크릴 수지, 도료,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메타크릴산과 메탄올의 혼합물에 이온교환수지를 촉매로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촉매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는 분자 구조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에테르 화합물로서 자동차 휘발유의 옥탄가 향상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며, MTBE를 크래킹 하면 MMA 등의 원료가 되는 고순도 이소부텐을 생산할 수 있다.  

이소부텐과 메탄올을 이온교환수지가 선택적으로 반응을 촉매하여 생산할 수 있다.

• MA (Methyl acetate) 가수분해 (Hydrolysis) 촉매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인 테레프탈산(TPA, Terephthalic acid) 생산 시 부산물로 메틸아세테이트가 생성되고 

이는 MA가수분해 공정으로 초산(Acetic acid) 및 메탄올로 전환되고 초산은 공정에 재사용하고 메탄올은 보일러 연료로 이용한다.

Nippon Shokubai process

Methacrylic acid +
MeOHCH2 C

CH3

COOH

CH2 C
CH3

COOCH3

H2O

CH3OHA

MMA + H2O

SPC180H

Samprogetti process : Fixed bed processCDTECH process : Catalytic distillation process

MeOH

Water

Mixed
C4

Water +
Contaminants MTBE

C4

Primary
Reactor

Catalytic
Distillation

Methanol
Extraction

Methanol
Recovery

C4 Raffinate

Water

Reactors
Debutanizer

SPC280H

MeOH

Water

Mixed
C4

Water +
Contaminants MTBE

C4

Methanol
Extraction

Methanol
Recovery

C4 Raffinate

Water

SPC280HSPC280H

MeOH MeOHMeOH MeOH

CMP08LH

Methyl acetate

Water

Methanol

초산(Acetic acid)

보일러 연료

공정 재사용

TRILITE MC-04H

저가교도 수지로서 빠른 이온교환속도를 나타내어 각종 화학반응의 촉매, 핵산 및 아미노산의 분리 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PCC30H, TRILITE PCC40H

저가교도 Gel type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반응속도가 빠르고 물리화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Bisphenol-A 촉매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260H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교환용량이 높고, 내마모성 성능이 뛰어나 에스테르화 반응촉매용(MTBE 등), sec-butyl 

acetate합성, Phenol purification 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280H

SPC260H대비 교환용량을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으로 에스테르화 반응촉매용(MTBE 등)으로 사용시 높은 Performance를 기대할 수 있다.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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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

일반적인 초순수 제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처리 공정(Pre-treatment system),  순수 제조 공정(Make-up system 또는 Primary system), 초

순수 제조 공정(Polishing system 또는 Secondary system)으로 구분되고,  순수 및 초순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TRILITE 초순수용 이온교환수

지는 최신 설비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생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빠른 유속에도 높은 운전교환용량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매우 높은 수준의 균일계수(1.1 이하)를 가지고 있다. 

 ②  Ion leakag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H, OH 전환율이 매우 높다. 

 ③  TOC(Total organic carbon) 및 미량 Metal ion의 관리가 엄격하다. 

초순수(Ultrapure water)는 다양한 수처리 공정을 통하여 이온성/비이온성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상태의 물을 의

미하고, 최근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와 같은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미세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인 ‘세정

(Cleaning)’ 공정이 정밀해 짐에 따라 요구되는 초순수의 수질도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촉매용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AC for catalyst)

품명
(Grade)

CMP08H CMP28H SPC400H SPC160H SPC180H SPC320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타입
(Type)

Porous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H+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20 780 690 740 750 78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65~71 42~48 65~75 54~60 53~60 42~4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kg)

4.9↑ 4.0↑ 4.9↑ 4.5↑ 4.5↑ 4.5↑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1↑ 1.9↑ 1.0↑ 1.5↑ 1.5↑ 1.9↑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General type : 300~1,200, L-type : 425~1,200, XL-type : 7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일반적인 초순수 생산 공정 및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Point
of Use

Point
of Use

순수 제조 공정
(Make-up system or Primary system)

OLED Grade 초순수 제조 공정
(Polishing or secondary system for OLED grade)

Semiconductor Grade 초순수 제조 공정
(Polishing or secondary system for semiconductor grade)

전처리 공정
(Pre-treatment

system)

• MMF 
 : Multi-media filter

• A/C Filter 
 : Activated carbon filter

• DG 
 : Degasifier

• MDG 
 : Membrane degasifier

• H/E 
 : Heat exchanger

이온교환수지 추천

① AP(Anion polisher) : UPRA300U

② H2O2 removal : UPHYPER1

③ Boron removal : CLR-B3UP

④ Final polisher for Semiconductor grade 
  (Non-regenerable) : UPRM300U, UPRM400U

이온교환수지 추천

① 4B3T system :

 - SAC : MC-08(H), MC-10(H)

 - WAC : WCA10L

 - SBA : KA18LB, MA-12(OH), MA-10(OH)

 - WBA : AW30, AW80, AW90

② Softener : MC-08(H), SCR-B(H)

③ Mixed Bed (Regenerable) :

 - SAC : MC-10S(H), UPRC220U

 - SBA : MA-10S(OH), UPRA220U

이온교환수지 추천

Final polisher for OLED grade 
(Non-regenerable) : UPRM200U, UPRM300UMixed

Bed

③ Double pass RO  + MDG

2nd RO MDG1st RO

④ RO + MDG + EDI

MDG EDIRO

② Softener + RO + MDG

RO MDG

SAC

Storage
Tank

RAW 
WATER

SAC

SBA

Storage Tank H/E

Final
Polisher

Final
Polisher

Final
Polisher

Final
Polisher

TOC
UV

Storage
Tank

H/E

TOC
UV

UF

AP &
H2O2

Boron
Removal

Boron
Removal

UF

① 4B3T system

D/G

SAC

WAC

SBA

WBA

A/C
Filter

MMF Storage
Tank

TRILITE CMP08H

저가교도로서 처리대상 용액의 이온교환수지 내 확산이 용이하여 

PTA/PIA 제조 공정 시 MA를 초산으로 전환하는 촉매 용도 및 산

촉매, 유기화학반응 등 특수정제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

TRILITE CMP28H

초고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Porous type으로서 기존 

type과 달리 뛰어난 사용강도를 가지며 비교적 고농도 원액의 유

기화학반응,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THF(Tetrahydrofuran) 

정제 및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 된다.

TRILITE SPC400H

저가교도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로서 확산에 용이하여, 반응성/전

환율이 높아 Alkylation을 통해 Acrylic Acid(AA), Ethyl Hexyl 

acrylate(EHA) 반응 촉매 등 특수용도로 사용 된다.

TRILITE SPC160H

매우 높은 완구율과 우수한 기계적 내마모성, 화학적, 물리적 안정

성을 가지고 있다. 에스테르화 반응 촉매용(TPA),  BDO/THF 정제 

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180H

기존의 촉매용 수지보다 뛰어난 사용강도를 가지며 높은 비표면적

과 다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반응속도가 빠르며 이온교환수지의 내

부 확산속도가 탁월하여 높은 반응효율을 얻을 수 있다. 에스테르

화 반응촉매용(1,4 Butanediol, MMA), Alkylation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TRILITE SPC320H

교환용량이 높고 넓은 비표면적의 다공성이 특징이다. Cu, V2O5 

등 금속 이온 흡착 및 회수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며, Phenol 

purification, 과수 정제용도 등 특수용도에 널리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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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Grade) UPRC100U UPRA100U UPRC120U UPRA1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 99.0↑ - 99.0↑ -

OH- (%) - 95.0↑ - 95.0↑
CI- (%) - 1.0↓ - 1.0↓

↓ ↓ ↓ ↓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100U UPRM1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1
(Outlet condition 1)

Guarantee) Resistivity > 17.0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 18.0 ㏁·cm (in 10min.)

Feed water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출구수질 2
(Outlet condition 2)

Guarantee) Resistivity > 18.0 ㏁·cm (in 30min.)

Feed water : Resistivity > 17.5 ㏁·cm, SV30

품명 (Grade) UPRC200U   UPRA200U UPRC220U UPRA2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 99.9↑ - 99.9↑ -

OH- (%) - 95.0↑ - 95.0↑
CI- (%) - 1.0↓ - 1.0↓

↓ ↓ ↓ ↓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200U UPRM2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 18.1 ㏁·cm (in 30min.)
△TOC < 5ppb (in 120min.)

Resistivity > 18.1 ㏁·cm (in 30min.)
△TOC < 5ppb (in 120min.)

Feed water : Resistivity > 17.5 ㏁·cm, TOC < 2ppb, SV30

TRILITE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는 국내외 다양한 초순수 설비에 납품되어 OLED(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부터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

닉스 등)까지 신뢰의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품질 관리 및 적시 납기로 고객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RILITE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는 처리 기준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de
Series

초순수 양이온 교환수지 초순수 음이온 교환수지

Type 제품명 TEC (eq/ℓ) H+ (%) Type 제품명 TEC (eq/ℓ) oH- (%) Cl- (%)

UPR100 
Series

Gel

UPRC100U 1.9↑
99.0↑

Gel

type1

UPRA100U 1.0↑
95.0↑ 1.0↓

UPRC120U 2.0↑ UPRA120U 1.1↑

UPR200
Series 

UPRC200U 1.9↑
99.9↑

UPRA200U 1.0↑
95.0↑ 1.0↓

UPRC220U 2.0↑ UPRA220U 1.1↑

UPR300
Series 

UPRC300U 1.9↑
99.9↑

UPRA300U 1.0↑
97.0↑ 0.1↓

UPRC320U 2.0↑ UPRA320U 1.1↑

※  Feed water
 - UPR100 Series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 UPR200, 300 Series : Resistivity >17.5 ㏁.㎝, TOC <2ppb, SV30

초순수의 최종 품질을 결정하는 Final polisher용 혼합수지는 요구되는 처리수 수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처리수 보증치 및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grade
Series

제품 예

양이온 
전환율 

음이온
전환율

outlet condition 특징 및 용도

H+ (%) oH- (%) Cl- (%)

UPR100
Series

UPRM100U 등 99.0↑ 95.0↑ 1.0↓
Guarantee) Resistivity > 17.0 ㏁·cm

Actual) Resistivity > 18.0 ㏁·cm

높은 비저항의 초순수 생산

일반 전기전자 순수제조 및 Final polisher

UPR200
Series 

UPRM200U 등 99.9↑ 95.0↑  1.0↓
Resistivity > 18.1 ㏁·cm(in 30 min)

△TOC < 5 ppb (in 120min)

매우 높은 비저항, 낮은 TOC의 초순수 생산

LCD/OLED 순수제조 및 Final polisher

UPR300
Series 

UPRM300U 등 99.9↑ 97.0↑ 0.1↓
Resistivity > 18.2 ㏁·cm(in 30 min)

△TOC < 1 ppb (in 180min)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TOC의 초순수 생산

LCD/OLED, 반도체 Grade Final polisher

UPR400
Series 

UPRM400U 등 99.9↑ 97.0↑ 0.1↓

Resistivity > 18.2 ㏁·cm(in 30 min)

△TOC < 1 ppb (in 180min)

Metal impurity (ppm, as Dry Base)

Na<1, Fe<1, Zn<0.5,Al<0.5, Cu<0.5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TOC, 

매우 낮은 수준의 Metal ion leakage 

초순수 생산

반도체 Grade Final polisher

※  Feed water
 - UPR100 Series : Conductivity 10㎲/㎝ RO outlet, SV36
 - UPR200, 300, 400 Series : Resistivity >17.5 ㏁.㎝, TOC <2ppb, SV30

리스트에 있는 제품 외에도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처리수 품질을 만족하는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제품이 있습니다.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1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primary system)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2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second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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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3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final polishing)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UPR400 Series (Ultrapure water for final polishing with minimized metal ion leakage)

품명 (Grade) UPRC300U UPRA300U  UPRC320U UPRA3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 99.9↑ - 99.9↑ -

OH- (%) - 97.0↑ - 97.0↑
CI- (%) - 0.1↓ - 0.1↓

↓ ↓ ↓ ↓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300U  UPRM3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 18.2 ㏁·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Resistivity > 18.2 ㏁·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Feed water : Resistivity > 17.5 ㏁·cm, TOC < 2ppb, SV30

품명 (Grade) UPRC400U UPRA400U UPRC420U UPRA420U

모체 (Matrix)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UPS SAC gel type UPS SBA gel type1

표준가교도 고가교도

이온형 (Ionic form) H+ OH-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1.0↑ 2.0↑ 1.1↑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2~70 45~51 59~65

평균경 (Average diameter, ㎛) 620±50 620±50 660±50  590±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1↓ 1.1↓ 1.1↓

전환율 
(Ionic conversion rate)

H+ (%) 99.9↑ - 99.9↑ -

OH- (%) - 97.0↑ - 97.0↑
CI- (%) - 0.1↓ - 0.1↓

↓ ↓ ↓ ↓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혼합비율(Mixed ratio) : 1:1(Capacity ratio)

↓ ↓
품명 (Grade) UPRM400U UPRM420U

구분 (Type)  혼합수지 (Mixed resin)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 18.2 ㏁·㎝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Metal Leakage* < 0.1ppt

Ion Leakage** < 1ppt

Feed water : Resistivity > 17.5 ㏁·cm, TOC < 2ppb, SV30

* Li, Na, Mg, Al, K, Ca, Cr, Mn, Fe, Co, Ni, Cu, Zn, Sr, Ba, Pb
** F-, Cl-, NO2

-, Br-, NO3
-, SO4

2-, PO4
3-, NH4

+

TRILITE UPRM300U, UPRM400U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반도체 Grade Final Polisher용 이온교환수지로서 삼성전자 품질 Test를 통

과하였으며 국내외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Grade Final Polisher용 이온교환수지는 초순수의 최종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TOC, 매우 낮은 수준의 Metal 

ion leakage 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TRILITE UPRM400U는 특히 Metal ion leakage를 최소화한 Premium Grade로서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Final Polisher 처리수 Specification (한국 S사)

항목 Spec UPRM300U UPRM400U

Resistivity* > 18.2 ㏁·㎝ O (in 30min) O (in 30min)

△ToC* < 1 ppb O (in 180min) O (in 180min)

Boron < 1 ppt O O

Metal** < 0.1 ppt △ O

Ion*** < 1 ppt △ O

• 일본 o사 Metal ion leakage 분석 결과

Li na Mg Al K Ca Ti Cr Mn

<0.005 0.020 <0.005<0.005 0.005 <0.005<0.005<0.005<0.005

Fe Co ni Cu Zn As Cd Ba Pb

<0.005<0.005 <0.010 <0.005<0.005<0.005<0.005<0.005<0.005

• 한국 S사 Metal ion leakage 분석 결과

F- Cl- no2
- Br- no3

- So4
2- Po4

3- nH4
+

<1.0 <1.0 <1.0 <1.0 <1.0 <1.0 <1.0 <1.0

Li na Mg Al K Ca Cr Mn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Fe Co ni Cu Zn Ba Pb Sr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① TOC 용출 최소화 : < 1ppb 

② 높은 이온 전환율 : H+ > 99.9%, OH- > 97%

③ 빠른 Rinse-up 시간과 높은 Kinetic performance

TRILITE 반도체 grade Final Polisher용 이온교환수지

① Resistivity (㏁·cm) ② TOC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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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 water : Resistivity >17.5 ㏁·㎝, TOC < 2ppb, SV30

** Li, Na, Mg, Al, K, Ca, Cr, Mn, Fe, Co, Ni, Cu, Zn, Sr, Ba, Pb

*** F-, Cl-, NO2, Br-, NO3, SO4, PO4, N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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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UV는 분자 결합의 파괴력이 큰 185nm의 UV를 이용하여 처리수 중 TOC 성분을 분해하고 반응성이 큰 Hydroxyl radical을 생성하여 TOC 

성분의 결합 고리를 끊어 H2O와 CO2로 분해하고 생성된 CO2는 후단의 AP(Anion polisher)에서 제거됩니다. 따라서 AP(Anion polisher)에서 사

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TOC 용출이 매우 낮은(△TOC<1ppb) Grade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TOC-UV에서 생성된 Hydroxyl radical은 H2O와 반응하여 약 30ppb 이하의 과산화수소(과수, H2O2)를 발생시키는데, 생성된 과수는 후단

의 AP를 열화 시켜 공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웨이퍼 결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수제거수지인 TRILITE UPHYPER1은 TOC-UV 처리로 생성된 과수(H2O2)  및 음이온을 제거 함으로써 Polishing System의 안정성과 수명을 연

장하고 삼성전자 및 다양한 현장의 초순수 설비에 납품 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론(붕소, B)은 수중에서 매우 약한 이온성을 띠고 있으며, 친화도가 약해 가장 먼저 용출되어 Polishing System의 안정성과 수명을 저하시킵니다. 

보론은 반도체 제조 시 Dopant로 사용되며, 의도치 않은 보론의 유입은 반도체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보론은 1ppt 이하로 매

우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초순수용 보론제거 이온교환수지 TRILITE CLR-B3UP는 보론 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N-methylglucamine을 교

환기로 사용하고 TOC 용출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안정적 운전이 가능합니다.

TRILITE 과수제거용 이온교환수지

TRILITE 초순수용 보론제거 이온교환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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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on 
Polishing Resin

과수 제거 속도가 느리고 산소 

발생으로 제품 수명이 짧아짐 

(이온교환수지 열화, 높은 TOC)

UPHYPER1
 과수 제거 속도가  빠르고

 음이온과 CO2 제거

과수제거용
이온교환수지

(H2O2 removal)

제품명 Inlet Condition outlet condition

UPHYPER1
Resistivity >18.2 ㏁·cm

TOC < 1 ppb SV=10

Resistivity > 18.2 ㏁·cm (in 24 hr)

△TOC < 1.0 ppb (in 24 hr)

H2O2 removal > 16g H2O2/ℓ-Resin

초순수용
보론제거

이온교환수지
(Boron Polisher)

제품명 교환기
(Functional group)

교환용량
(Total capacity)

Inlet Condition outlet condition

CLR-B3UP N-methylglucamine
TEC (eq/L) : 0.9↑

보론제거능 (eq/L) : 0.4↑
Resistivity > 17.5 ㏁·㎝

TOC < 2ppb, V=30

Resistivity > 17.0 ㏁·㎝ (in 48 hr)

△TOC < 5.0ppb (in 48 hr)

구분 단위

① ② ③ ④ ⑤

Cation 
Exchanger 

Inlet

Anion 
Exchanger 

outlet

Mixed Bed
outlet

Final Polisher
outlet

UF
outlet

Conductivity  μS/cm 200 ~ 400 ≤ 10 - - -

Resistivity ㏁·cm - - ≥ 10 ~ 15 ≥ 18 ≥ 18

ToC ppb 500 ~ 1000 - ≤ 40 ≤ 30 ≤ 30

Sio2 ppb < 11,000 ≤ 20 ~30 ≤ 5 ≤ 5 ≤ 5

Particle EA/㎖, at ≥ 0.1㎛ - - - - ≤ 10

이온교환수지 선택

SAC
 - MC-08(H)
 - MC-10(H)

WAC
  - WCA-10L

SBA
  - MA-12(OH)
  - MA-10(OH)

WBA
  - AW80
  - AW90

SAC
  - MC-10S(H)
  - UPRC220U

SBA
  - MA-10S(OH)
  - UPRA220U

UPRM200U -

최신 oLED 초순수 제조 System 사례

RAW 
WATER

A/C
Filter

Storage Tank

Storage
Tank

UF

AP &
H2O2

Point
of Use

순수 제조 공정 
(Make-up system) 

Storage Tank

TOC
UV

H/E

초순수 제조 공정
(Polishing system) 

UF

AP &
H2O2

Point
of Use

순수 제조 공정 
(Make-up system) 

Storage Tank

TOC
UV

H/E

초순수 제조 공정
(Polishing system) 

UF

Boron
Removal 

Boron
Removal 

Final
Polisher

Boron
Removal 

Final
Polisher

Boron
Removal 

AP &
H2O2

Point
of Use

순수 제조 공정 
(Make-up system) 

Storage Tank

TOC
UV

H/E

UF

Final
Polisher

Final
Polisher

Point
of Use

Storage
Tank

TOC
UV

H/E

초순수 제조 공정
(Polishing system) 

D/G

SAC

WAC

SBA

WBA

SAC

SBA

Mixed Bed MMF

① ② ③ ④ ⑤

Final
Polisher

Final
Polisher

• 초순수 설비

H2O2

H2O2

H2O 1/2O2

SO3
2-

SO4
2- H2O

CH2N(CH3)3+OH-

CH2N(CH3)3+OH-

CH2N(CH3)3+

 CH2N(CH3)3+

CH2N(CH3)3+OH-

CH2N(CH3)3+

CH2N(CH3)3+

OH- 

CH2N(CH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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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토그래피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Gel type,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Gel type 1, 2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리간드 크로마토그래피 (Ligand chromatography) : 여러 성분의 가지고 있는 특이성의  

상호 작용을 이용해 분리 사례) MCK-55 (Ca형)를 이용한 Fructose/Glucose 분리 

 ②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 분리 사례)

MCK-30 (Na형)을 이용한 올리고당 분리

 ③  이온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Ion exclusion chromatography) : 같은 부호의 전하의 이온 간의 

반발력을 통해 분리 사례) MCK-22M (K형)을 이용한 당밀에서 설탕의 회수

TRILITE MCK Series 선택 가이드 - 입자 크기와 가교도에 따른 분리 능력

구분 이온형 제품 예 주요 용도

UPS SAC gel type

Na형 MCK-30 등
Glucose/Oligosaccharide 분리,
Maltose/Oligosaccharide 분리

K형 MCK-22M 등 당밀(Molasses)에서 설탕(Sucrose)회수

Ca형 MCK-55 등
Fructose/Glucose 분리, Fructose/

Allulose 분리, Fructose/Galactose 분리

UPS SBA gel
Type 1 Cl형 MA-13J 등 바이오디젤 정제 Process

Type 2 Cl형 MA-23F 등 산회수(Acid purification)

가교도 이온형

평균 입자 크기

210~220㎛ 283~295㎛ 305~328㎛ 340~350㎛

5% K MCK-22M (305㎛) MCK-22K (346㎛)

6%

Na MCK-30 (220㎛) MCK-30J (295㎛) MCK-30L (328㎛) MCK-30K (350㎛)

K MCK-32 (213㎛) MCK-32J (288㎛) MCK-32L (320㎛) MCK-32K (345㎛)

Ca MCK-35 (210㎛) MCK-35J (283㎛)
MCK-35M (305㎛) 
MCK-35L (315㎛)

MCK-35K (340㎛)

8%

Na MCK-50 (215㎛)

K MCK-52 (215㎛)

Ca MCK-55 (210㎛)

※ 입자 크기 및 가교도는 참고 수치임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분리성은 좋아지나 압력 손실이 증가

가
교

도
가

 낮
을

수
록

 분
리

성
은

 높
아

지
지

만
 수

지
 파

쇄
가

 증
가

함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이온교환수지는 입도 균일도, 크기 조정 그리고 가교도(crosslinkage)에 따라 최적의 분리 능력 실현이 가능합니다. 

TRILITE MCK series는 매우 높은 수준의 균일계수(1.1 이하), 다양한 입자 크기 및 이온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물리화학

적 특성이 우수하며 최적의 분리 능력 실현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Fructose 90%↑

F/g 분리탑, Fructose/glucose separation tower

Filtration,
Concentration

Isomerization
by enzyme

42% HFS
(High Fructose Syrup)

Activated carbon

Mixing

Ion exchanger
(for fructose)

55% HFS

Glucose (40~45%) 

Fructose

Glucose

Fructose

Glucose Fructose

Glucose

MCK-55
(Ca form)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Fructose / glucose의 분리

포도당을 효소를 사용하여 이성화시키면 높은 감미도(설탕의 1.7배)를 가진 과당을 생산할 수 있고, 설탕보다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설탕의 대체품으

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효소 반응은 가역반응(Reversible Reaction)이기 때문에 반응평형 상 42%(설탕 감미도의 90% 수준)이상 이

성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탕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당의 함유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과당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리간드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가지 당 성분들이 가지는 Affinity(친화도)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시키는 원리로서, 당 성분들이 수지를 통과하는 

동안 수지 내 함유된 수분에 용해되고 용해된 당은 수지가 가지고 있는 칼슘 이온과 상호 작용하면서 리간드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과당-

칼슘 이온 복합체가 포도당-칼슘 이온 복합체 보다 더 강하고 오랜 상호 작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먼저 용출 되며 과당이 뒤에 용출 됩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포도당 및 과당 혼합용액을 Ca형 양이온교환수지탑 상부로부터 처리했을 때의 모형도입니다. 과당은 회수되어 제품으로 판매

되며 포도당은 이성화 효소와 다시 반응하기 위하여 전(前)공정으로 투입됩니다.

TRILITE MCK Series는 미립자의 균일한 입도분포를 가진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수지이며, Fructose/Glucose 분

리 및 당밀에서 설탕의 회수 등과 같은 고순도 당분리(糖分離), 산회수(酸回收, Acid purification) 등 다양한 용도에

서 유용한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36 37



Performance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프락토 올리고당 분리 정제

이온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당밀에서의 설탕 회수

올리고당은 Glucose, Fructose, Galactose와 같은 단당류가 축합중합을 통해 결합되어 존재하며, 결합 수에 따라 이당류, 삼당류, 다당류로 분류

합니다. 축합중합의 특성상 이당류, 삼당류의 농도는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Na형 강산성양이온 수지 사용한 크기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통해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 분

리하는 방법으로 고정상과 용질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이동상이 다공성의 고정상 비드를 통과 시킬 때, 큰 분자들은 배제하고 작은 분

자들만 통과시킴으로써 작은 분자들로부터 큰 분자들을 분리 시키는 원리입니다.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우 즙을 농축하여 설탕 결정을 분리 후 부산물로서 남은 모액은 당분, 염, 비설탕 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 당밀이라고 하

며, 주로 발효시켜 가축 사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당밀의 약 50%이상의 자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K형 강산성 양이온

수지를 이용한 이온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공정을 통해 90~93% 순도의 자당을 생산함에 따라 설탕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온배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온교환체의 전하와 동일한 부호의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전해질이 이온과 반발력에 의해 서로 배제되는 성질을 이용

하여 비전해질보다 먼저 용출되는 원리입니다.

Pulp

당밀에서 설탕의 회수

Byproducts

(Water)

(CaO)
(CO2)

Carbonation Mud

당밀(Molasses)

Beets in storage

Trash removal & Washing

Slicing and extraction

Juice Purification
& Evaporation

Crystallization

Storage & Packing

Sugar Conditioning

Residual 

설탕(Sucrose)

베타인(Betaine)

MCK-22M
(K form)

Sucrose

Liquefaction

Enzymatic reaction

Filtration

Evaporation

Vacuum drying

Grinding

Ion Exchange

Concentration

Liquid 
Oligosaccharide

Chromatography
Separation

Ion Exchange

Powder
oligosaccharide

MCK-30
(Na form)

Oligo
-saccharide

glucose/Fructose/oligo-saccharide 분리 원리

Glucose

Fructose

산회수 (Acid purification)

산회수 공정은 크로마토그래피 음이온교환수지를 사용하고 Acid Retardation 원리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산회수 공정의 사례는 황산조(음극산

화조, Anodic oxidation bath)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전기분해할 때 황산조 내에서 알루미늄은 용해되고 황산조의 용해액은 서서히 나빠지게 됩니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알루미늄의 농도가 도달하면 새로운 황산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데, 이 때 사용한 황산을 중성화시키는 작업이나 새로운 황산

을 교체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으로 문제가 됩니다. 

산회수 장치는 APU(Acid purification unit)라고 불리우며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필터와 황산(Sulfuric acid)과 황산알루미늄(Aluminum sulfate)

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음이온교환수지인 TRILITE MA-23F가 충전되어 있는 분리탑으로 구성되고, 이온교환수지에 산(Acid, 황산)과 그 염

(Salt, 황산알루미늄)이 통과할 때 산은 이온교환수지에 흡착되지만 염은 흡착되지 않는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온교환수지가 수세될 때 흡착되지 않은 염은 씻겨나가고 산은 흡착되어 있으므로 분리가 되는 데, 실제 동작은 상향 공정과 하향 공정으로 구분되

고, 상향 공정시 염은 크로마토그래피 수지에 의하여 배제되고 산보다 먼저 유출되어 부산물로 분리되고, 하향 공정 시 정제된 산이 탈착되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PU 장치를 통하여 산회수율 70~95% 이상의 퍼포먼스 구현이 가능하고, 용도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50~90% 정도의 Metal 

성분 제거가 가능하며, 원액 중 안티몬(Sb) 및 비스무트(Bi)와 같은 오염물질이 존재할 경우 제거 효율은 5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APU 

Performance

H2So4 Product Anodizing HCl Product

H2SO4 Ni Cu HNO3 HF Metal HCl Co Zn 

(g/ℓ) (g/ℓ) (g/ℓ) (g/ℓ) (g/ℓ) (g/ℓ) (eq/ℓ) (g/ℓ) (g/ℓ) 

Feed 275 15 5 107 19.3 45 3.3 8.4 1.13

Product 240 3.75 1.25 104 18.5 12.6 3.2 7 0.03

Byproduct 35 11.25 3.75 0.3 0.3 30.4 　 1.4 1

Recovery 87% 97% 97%

Removal 75% 75% 0.3% 1.6% 67.6% - 16.7% 88.5%

UP STROKE
Salt

by product

Spent Acid

MA-23F

DOWN STROKE

Water

Acid Product

MA-23F

Water

Sulfuric acid

Aluminum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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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35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MCK-50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Chromatography anion resins)

품명 (Grade) MCK-50 MCK-52 MCK-55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Na+ K+(K Conversion rate 98%↑) Ca2+(Ca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55 86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6~50 39~43 42~46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9↑ 2.0↑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15±10 215±1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품명 (Grade) MA-13J MA-13F MA-23F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Type 1 (Trimethylammonium) Type 2 (DMEA)

이온형 (Ionic form) Cl-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20 73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3~53 47~51 41~4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35↑ 1.4↑ 1.3↑

평균경 (Average diameter, ㎛) 300±15 230±10 210±2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품명 (Grade) MCK-35 MCK-35J MCK-35M MCK-35L MCK-35K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Ca2+ (Ca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7~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1.7↑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20±10 283±10 305±10 315±10 340±1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MCK-22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MCK-30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MCK-32 Series (Chromatography cation resins)

품명 (Grade) MCK-22M MCK-22K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K+ (K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1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7~52 (K형) 59~64(H형)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305±15 346±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품명 (Grade) MCK-30 MCK-30J MCK-30L MCK-30K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Na+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3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2~56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20±10 295±15 328±15 350±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품명 (Grade) MCK-32 MCK-32J MCK-32L MCK-32K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K+ (K Conversion rate 98%↑)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6~51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평균경 (Average diameter, ㎛) 213±10 288±15 320±15 345±15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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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전분당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 용도인 전분당(Starch sugar) 및 당알코올(Sugar alcohol) 정제 시에는 일

반 수처리와 달리 원액의 유기물 함량 또는 점도가 높고, 특정 물질의 흡착 능력 등이 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공정에 최적화된 이온교환수지가 적합합니다. 삼양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온교환수지 및 전분당을 생

산하는 회사로서 전분당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꾸준한 

기술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품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생산 시 불순물 및 이물질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수출입 시 Food grade로 취급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첨가물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슬람 국가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HALAL 인증이 필요합니다. 

Starch
(Corn)

Liquefaction
saccharification

Activated carbon glucose

Corn
syrup

42% HFS

55% HFS

90~97% HFS

Sorbitol
Maltitol

Mannitol

Isomerization
by enzyme

Activated carbon

Hydrogenation

4th Ion exchanger
(for sugar alcohol)

1st Ion exchanger
(for glucose)

2nd Ion exchanger
(for fructose)

Fructose/glucose 
separation

3rd Ion exchanger
(for high fructose)

1st / 2nd / 4th Ion exchanger일반적인 전분당 정제 공정과 이온교환수지의 선택

3rd Ion exchanger

Polishing (MB or triple MB)

(SAC/SBA) (SAC/SBA/WBA)

or
CMP18

AMP24/26
pH 4~6

2㎲/㎝↓
Bx 40

CV Max 0.05

AW30C

AMP24/26

CMP18

F/g Separation

Chromatography

(SAC)

Fructose
(90~97%)

glucose
(80~90%)

Fructose (42%)

glucose (52%)

other sugars
(6%)

(Mixture) (Separation)

MCK-55
or

MCK-35L

pH 4~6

2㎲/㎝↓
Bx 35~45

CV Max 0.05

Demineralization (2B2T)

(SAC) (WBA)

(SAC/SBA)

Polishing (MB)

CMP18

AMP24/26

SCR-B, 
or MC-08 
or CMP18

AW30
or

AW30C

Counter-
current

pH 5~6
5㎲/㎝↓

Co-
current

pH 8~9
20㎲/㎝↓

Mixing

전분당 생산 시에 사용되는 이온교환수지는 일반 수처리에 비해 통액되는 처리액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Gel type보다

는 반응성이 높은 Porous type을 사용합니다.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선택 시 처리액의 온도가 높거나(60℃↑) 이성화 반응이 우려될 경우에는 

TRILITE AW30C(WBA 99%↑)을 추천합니다.크로마토그래피 분리용 수지는 식품 생산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TRILITE MCK Series는 식품산

업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쟁사 대비 월등한 균일도(Uniformity) 및 물리화학적 강도를 갖고 있어 고객사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전분당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Starch sugar refining)

TRILITE SCR-B

고순도 시럽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TRILITE MC-08

균일한 입도 분포로 Packed bed 및 Up-flow system에 적합하

고 높은 운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TRILITE CMP18

Porous형으로 점도가 높은 원액에 대한 높은 Performance를 기

대할 수 있으며 유기오염에 높은 내성으로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

다. 혼상탑(Mixed bed polisher)에 적용이 추천된다.

TRILITE AMP24

저가교도 Porous형으로 점도가 높은 원액에 대한 높은 Performance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기오염에 높은 내성으로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 혼상탑(Mixed bed polisher)에 적용이 추천된다.

TRILITE AMP26

AMP24보다 교환용량이 높아 혼상탑(Mixed bed polisher)에 적

용 시 더 긴 Cycle당 통액량을 기대할 수 있다.

TRILITE AW30

경제적으로 전분당 탈색 및 탈염을 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된다. 단, 

SBA(강염기) 비중이 다소 높아 이성화 반응이 우려되는 공정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TRILITE AW30C

WBA(약염기) 비중이 높고 내열성이 우수하여 열교환이 필요 없으

며 고순도 포도당/과당 정제와 같은 이성화 반응 우려되는 공정에

서도 사용 가능하다.

TRILITE AW30M, TRILITE AW90

균일한 입도 분포로 Packed bed 및 Up-flow system에 적합하

고 높은 운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타입
(Type)

SAC gel
SAC

Porous
SBA Porous WBA Porous

품명 
(Grade)

SCR-B MC-08 CMP18 AMP24 AMP26
AW30

(AW30M)
AW30C AW9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Type 2

Quaternary amine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Na+ Cl- Free Base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29 1.28 1.3 1.09 1.11 1.05 1.05 1.04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30 845 795 655 680 700 700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3~50 43~49 43~50 54~64 46~52 48~58 55~65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2.0↑ 1.8↑ 1.0↑ 1.2↑ 1.5↑ 1.6↑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400↑ 400↑ 400↑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6↓ 1.6↓ 1.6↓
(1.3↓)

1.6↓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600±50 300~1200 300~1200 425~1,200 300~1,20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120↓ 120(H+), 
140(Na+)

70(OH-), 90(Cl-) 60↓ 100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9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 H+)
8% 9% 8% 14% 20%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42 43



Performance

식품 – 핵산 / MSg / 아미노산 (라이신, 알지닌)

라이신 (Lysine) 알지닌 (Arginine)

Cultivation of 
microorganism

Crystallization

Broth with
lysine

Evaporation

Adsorption & 
separation

with IER

neutralization,
Filtration

Cultivation of
microorganism

Crystallization

Broth with 
arginine

Evaporation

Centrifugation

Adsorption &
purification

with IER

※ Lysine : essential amino acid 

Adsorption of lysine

MC-08LS

※ Arginine : semiessential amino acid 

Adsorption/purification of arginine

MC-08LS AMP26n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인 핵산은 조미료 및 시즈닝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온교환수지는 이러한 핵산 물질의 흡착, 분리 및 농축 과정에 사용됩

니다. TRILITE AMP26N 및 NAC-4의 경우 핵산 물질 흡착, 분리 및 농

축에 최적화된 주문형 제품(Tailored resins)으로 경쟁사 제품 대비 높

은 Performance 및 긴 사용수명으로 고객사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

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인 아미노산의 분리/정제 공정에 이온교

환수지가 사용됩니다. 사료 영양 첨가제로 사용되는 라이신(Lysine)은 

상업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며 TRILITE MC-

08LS는 라이신 분리/정제에 특화하여 개발된 균일계 수지로서 흡착 능

력 및 물리화학적 강도가 매우 우수하여 국내외 Major 고객사로부터 호

평받고 있습니다.

MSG는 핵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조미료 및 시즈닝 원료로 발효 공정을 

통해 생산된 MSG를 정제 및 탈색하는 과정에 이온교환수지가 사용됩

니다. 고객사 운전조건(발효액 순도 및 흡착량, 재생 방법 등)에  따라 약

염기 또는 강염기성 음이온수지가 사용되며, 재생 효율이 좋고 유기 오

염에 강한 TRILITE AW30 및 AMP24가 추천됩니다.

알지닌(또는 아르기닌)은 의약품, 식품, 기타 동물사료 등에 널리 이용

되는 천연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미생물을 통해 배양한 발효액을 원

심분리하여 균체를 제거하고 강산성 양이온수지에 통과하여 알지닌을 

흡착한 후 강염기성음이온수지로 정제,  탈색공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TRILITE MC-08LS와 AMP26N은 알지닌 흡착 및 정제에 최적화된 제

품으로 글로벌 Major 고객사 Reference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산 (nucleotide) MSg 

Cultivation
of yeast

Crystallization

Extraction of 
nucleic acids

Evaporation

Decomposition
of nucleic acids

Adsorption & 
separation

with IER

※ GMP : Guanosine monophosphate

※ IMP : Inosine monophosphate

Adsorption
of nucleic acids

Separation
of GMP, IMP

Concentration

AMP26n AMP26n
nAC-4 

or
MC-04nH

※ MSG : Monosodium glutamate

Purification/decolorization of MSG

AW30
or

AMP24

Cultivation of 
microorganism

Crystallization

Broth with 
glutamic acid

Evaporation

neutralization

Purification & 
decolorization

with IER

(Mother Liquor Recovery)

식품 - 설탕
일반적인 설탕(Cane sugar) 생산 공정은 먼저 원당(Raw sugar)을 제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제당(Refined sugar)

를 만드는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당 제조 시에는 이온교환수지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 정제당 제

조 시에는 이온교환수지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활성탄과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활성탄 없이 이온교환수지만으로 2단계 정제하

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온교환수지로 제거해야 하는 색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TRILITE ASP10을 조합하

여 사용하면 탈색 능력 증대 및 우수한 내유기오염성으로 긴 사용수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RILITE SAR11, TRILITE KA-11

스티렌계 저가교도 Gel type으로 낮은 색

가(200~400 I.U.) 시럽 탈색을 경제적으

로 할 수 있다.

TRILITE AMP14

스티렌계 저가교도 Porous type으로 중

간 색가(400~800 I.U.) 시럽 탈색에 적용 

시 높은 운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TRILITE ASP10

아크릴계 Porous형으로 높은 색가(1,000 

~2,000 I.U.) 시럽 탈색에 AMP14와 조합하

여 적용 시 높은 운전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Refined 
Sugar

White 
Sugar

Brown 
Sugar

IER을 사용한 설탕 정제 공정

C Sugar (Raw sugar)

Carbonation, Filtration

Decolorization by
IER (2 steps)

(ASP10 + AMP14)

Affination, Melting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2,500~
4,000 I.U.

500~
1,000 I.U.

200~
300 I.U.

< 45 I.U. < 100 I.U. 400~1,000 I.U.

IER, 활성탄을 사용한 설탕 정제 공정

B Sugar (Raw sugar)

Carbonation, Filtration

Decolorization by IER
(KA-11/SAR11 or AMP14)

Affination, Melting

Activated carbon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Refined 
Sugar

White 
Sugar

Brown 
Sugar

2,000~
3,000 I.U.

800~
1,000 I.U.

300~
400 I.U.

150~
250 I.U.

< 45 I.U. < 100 I.U. 400~1,000 I.U.

사탕수수 설탕 정제 공정 (Cane Sugar)

Cane

Extraction

Filtration

Crushing

Carbonation

Concentration,
Crystallization

A Sugar B Sugar C Sugar

500~600 
I.U.

2,000
~3,000 I.U.

3,000
~4,000 I.U.

타입 (Type) SBA gel Type 1 SBA Porous type 1 SBA Porous type

품명 (Grade) SAR11 KA-11 AMP14 ASP1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lyacrylat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Type 1 (Trimethylammonium) Quaternary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Cl-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90 700 670 70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5~65 57~67 65~75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0.90↑ 1.00↑ 0.90↑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OH-), 80(Cl-) 70(OH-), 90(Cl-) 40(OH-), 80(Cl-)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H+) 35% 25% 25%

  용도 (Applications)  

Samyang TRILITEIon Exchange Re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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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Type) SAC gel UPS gel SAC

품명 (Grade) nAC-4 MC-08LS MC-04nH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이온형 
(Ionic form)

Na+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80 845 75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7~67 43~49 65~7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20↑ 2.00↑ 1.20↑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UPS UPS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600±50 50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H+)
8% 9% 9%

타입 (Type) WBA Porous SBA Porous Type 2

품명 (Grade) AW30 AMP24 AMP26n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Tertiary amine Type 2 (Dimethylethanol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Free Base Cl-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00 655 68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8~58 54~64 46~52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50↑ 1.00↑(Cl- ) 1.10↑

유효경
(Effective Size, ㎛)

400↑ 40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입도범위 
(Particle size, ㎛)

425~1,200 3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 70(OH-), 90(Cl-) 50(OH-), 70(Cl-)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9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Na+→H+)
20% 14%

핵산 / MSg / 아미노산 (라이신, 알지닌) 정제용 이온교환수지 킬레이트

교환기 제품명 이온형 TEC (eq/ℓ) 특징 용도 동등품

Imino-
diacetate

CLR-08
(비균일계)

CLR-08UPS
(균일계)

Na
Cu2+ 0.5↑
Ca2+ 0.4↑

고농도의 1가 이온(Na+ 등)이 존재하는 상태에
서 다가 이온(Ca2+, Mg2+, Sr2+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다가 이온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염수2차정제
• 1가 이온 중 2가 이온 선택적 제거
• 폐수 중 중금속 제거
• 희귀 금속 회수

Lewatit TP208 
Amberlite IRC748
Diaion CR11
Purolite S930

Amino-
methyl
phos-

phonate

CLR-09
(비균일계) 

CLR-09UPS
(균일계)

Na Ca2+ 0.6↑
CLR-08과 유사하나 운전교환용량이 다소 크
고 다가 이온 Leakage는 CLR-08 대비 조금 
높다.

• 염수2차정제
• 1가 이온 중 2가 이온 선택적 제거

Lewatit TP260
Amberlite IRC747
Purolite S940

Thiouro-
nium

CLR-10 H 1.1↑ 수은(Hg) 흡착 능력이 크며, 다른 중금속에 대
하여는 흡착 속도와 흡착 능력이 낮다.

• 폐수 중 수은 제거 Purolite S924

Polyamine CLR-20 OH
4mol as 

copper↑

중금속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나 알칼리
금속 이온(Na+, K+ 등) 및 알칼리 토금속 이온
(Ca2+, Mg2+ 등)은 흡착되지 않는다.

• 알칼리 금속이온 및 알칼리 토금
속 이온 중 중금속 분리 

Diaion CR20

Glucamine CLR-B3
Free
base

0.6eq/ℓ
as boron↑

붕소(B) 외에 다른 음이온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붕소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갖는다.

• 폐수 중 보론(Boron) 제거
Diaion CRB03
Amberlite IRA743
Purolite S108

Aminophos-
phonate

CLR-F Al
11g as

fluorine↑
불소(F) 이온을 선택적으로 흡착이 가능하며
저농도까지 제거 가능하다.

• 탈황 폐수 중 불소 제거

Triethy-
lamine

CLR-N Cl 1.0↑ 음이온교환수지보다 선택적으로 질산염
(Nitrate)을 제거 가능하다.

• 질산염(Nitrate) 선택적 제거
Amberlite IRA996
Purolite A520E

소금(NaCl)을 전기분해하여 가성소다(NaOH)와 염소(Cl2)를 생산하는 클로르알카리(Chloro-alkali) 공정에서, 농축된 소금물에 있는 경도 성분(Ca, 

Mg, Sr 등)은 이온교환막 보호 및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제거해야 합니다. TRILITE CLR-08, CLR-09는 Na 이온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경도 성분

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지에 흡착된 경도 성분은 먼저 HCl로 재생하여 탈착시킨 후 NaOH로 재생 및 Na형으로 전환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TRILITE CLR-08은 주로 Sr, Ba 이온을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 추천합니다. TRILITE CLR-09는 CLR-08 대비 교환용량이 더 큰 관계로 Ca, Mg 

이온이 관리 포인트이거나 경제성이 더 강조될 경우에 추천합니다.

염수 2차 정제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킬레이트 수지 특징과 용도

킬레이트수지는 이온교환 반응이 아닌 금속 이온 등과 킬레이트 결합하여 특정 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분리가 가

능합니다. 다양한 교환기를 가진 킬레이트수지는 그에 맞게 여러 용도에 사용되며 그 특징 및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클로르알카리 프로세스(Chloro-alkali process) 염수2차정제(Secondary brine purification)

Depleted Brine
NaCl 200g/ℓ
Temp : 60∼70℃
Na2SO4 : 5∼10g/ℓ
NaClO3 : 10∼20g g/ℓ

Raw Brine
NaCl 300g/ℓ
Ca2+, Mg2+, Sr2+,
Ba2+, SO

4
2-

as impurities Ca2+ : 2∼7ppm 
Mg2+ : 2∼7ppm 
Sr2+ : 1∼4ppm 
Ba2+ : 0.5ppm↓ 
pH : 9±0.5

Ca2+ : 0.01ppm↓ 
Mg2+ : 0.01ppm↓ 
Sr2+ : 0.02ppm↓
Ba2+ : 0.01ppm↓
pH : 9±0.5

CLR-08
or

CLR-09

Pure
water

Salt
saturation

Primary
brine

purification

Secondary
brine

purification

Ion exchange
membrane

electrolysis cell

Gas liquid
separation

Chlorine

Salt

Hydrogen 50% NaOH

Evaporation

Water
Na

2
CO

3

NaOH BaCl
2

CaCO
3

Mg(OH)
2

Ba(SO)
4

Effluent 
CaCl

2
, MaCl

2
, 

SrCl
2
, BaCl

2
, HCl

NaOH 5%
Regenerant (Base)

HCl 4%
Regenerant (Acid)

Dechlori-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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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O4
2- / NO3

- 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즉, NO3
-의 농도가 SO4

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 질산성질소에 선택성이 높은 TRILITE CLR-N이

추천됩니다.

구분 재생레벨 (병류, 100% NaCl 기준) TRILITE CLR-n 운전교환용량 (Operating capacity)

SO4
2- /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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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Type)

킬레이트 수지 (Chelating resins)

품명
(Grade)

CLR-08(UPS) CLR-09(UPS) CLR-10 CLR-20 CLR-B3 CLR-F CLR-n

모체
(Matrix)

Polystyrene + 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Iminodiacetate
Amino-

methylphos-
phonate

Thiouronium Polyamine Glucamine
Aminophos-

phonate
Triethylamine

이온형 
(Ionic form)

Na+ Na+ H+ OH- Free base Al3+ Cl-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Cu2+ 0.5↑ 
Ca2+ 0.4↑ Ca2+ 0.6↑ 1.1↑ 4mol↑ as 

copper
0.6eq/ℓ as 
boron↑

11g↑ as 
fluorine

1.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400~1,000
(700±50)

400~1,000
(650±50)

300~1,250 400~1,250 300~1,250 300~1,000 300~1,250

Case1) 중금속만 타겟인 경우 :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TRILITE SCR-B, MC-08 등)는 저농도의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Ca, Sr 등)을 제

거할 때 사용되고, 킬레이트 수지는 특정 중금속들의 농도가 높을 경우 사용한다. 수은이 있을 경우 CLR-10, 일반 중금속은 CLR-08, 

CLR-20을 추천한다.

Case2) 유리산을 포함하여 pH가 낮은 경우 :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TRILITE SAR10, MA-12 등)를 사용하여 유리산을 제거한 후 Case1) 

적용 가능하다. pH가 4 이상일 경우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전처리는 불필요하다.

Case3) 착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과 유리산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TRILITE SAR10, MA-12 등) 를 추천한다

일반적인 자원회수 시설의 킬레이트 수지 사용 사례

도금공정에서 중금속 폐수의 처리

일반적인 자원회수 시설 처리 프로세스

음용수에서 질산성질소의 선택적 제거

도금 공정(Plating process)에서는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아연, 구리, 크롬, 니켈, 카드뮴, 금, 은 등)이 폐수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인 도금 공

정은 준비단계에서 피도금 금속 표면에 탈지(Degreasing), 산세(Acid pickling) 등 전처리를 행한 후 도금 용액 속에서 통전 도금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도금 물질로 오염된 용액을 회수조로 회수한 후 다량의 물로 세정합니다. 이 세정 폐수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정 세정 폐

수와 함께 성질 및 상태에 따라 계통 별로 나누어 이온교환수지로 처리합니다.

이온교환수지 또는 킬레이트 수지의 경우 교환할 수 있는 이온량이 제한적이고 유기물 등 비이온성 물질 등의 유입에 취약하므로 적절한 전처리(중

화, 응집, Sand filter, 활성탄 등)가 꼭 필요하고 전형적인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화, 응집, Sand filter, 활성탄 등)가 꼭 필요하고 전형적인 처

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소각 후 침출수 등에서 수은을 포함한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전처리(중화, 응집, 침전, Sand 

filter, 활성탄 등) 후 킬레이트 수지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TRILITE CLR-10은 특히 수은 제거에 효율적이고 일반 중금속 제거에는 CLR-08을 사용합니다. 

최근 국내 AI, 구제역 창궐에 따른 살처분으로 지하수 중의 질산성질소(Nitrate)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음용수(Drinking water)로서 질산성질소의 

허용치는 10ppm(10mg NO3
- - N/ℓ)이하입니다. 농도가 10ppm 이상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는 질산성질소(Nitrate, NO3
-)보다는 황산(SO4

2-)이온에 더 큰 선택성을 보입니다. 황산 이온의 농도가 질산성질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 문제가 없으나, 높을 경우에는 질산성질소의 운전교환용량이 감소하여 허용치 이상으로 Leakage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TRILITE CLR-N은 질산성질소 선택도가 높은 교환기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고 효율적인 음용수 생산이 가능합니다.

Waste
Storage

Electric
precipitation

Electric
precipitation

Wet
scrubber Bag filte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Boiler

Turbine Generator

Metal plating 
Waste water

containing heavy metal

Waste water storage pit Chemical adjusting pit

M

MMF
방류 또는

재활용
CLR-08CLR-10 

CLR-10 
CLR-08

or
CLR-20

 
P

P

P

M M

중금속을
포함하는 폐수

폐수저장조 중화반응조

Clarifier

방류 또는
재활용

pH 조정조수은 제거

저농도 금속 제거전처리

일반 중금속 제거pH 조정조

중화제 중화제

중화제 응집제

M

Sand
filter

 

SCR-B
or

MC-08

Activated
carbo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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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P207
or

GSP-07

TOC-BED
(반도체용)

HP20
or

GSH-20

Pre TOC-BED
(공업용)

Raw
H

2
O

2

반도체용
H

2
O

2

AW30

정제/탈색

HP20
or

GSH-20

1차 흡착/용리

여과발효액 농축 및
결정화

제품
SP825
or

GSP-25

2차 흡착/용리

HP20
or

GSH-20

흡착/용리

농축열추출인삼 용매
유거

(Solvent
evaporation)

농축 및
결정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SCR-B
or

MC-08

용매
유거

용리액
(Elute)

농축 스테비오 사이드,
리바우디오 사이드A

AW30

정제 및 탈색

전처리열추출
건조

스테비아잎
GSH-20

알코올 수용액

여과

(Solvent
evaporation)

SP207
or

GSP-07

TOC-BED
(반도체용)

HP20
or

GSH-20

Pre TOC-BED
(공업용)

Raw
H

2
O

2

반도체용
H

2
O

2

AW30

정제/탈색

HP20
or

GSH-20

1차 흡착/용리

여과발효액 농축 및
결정화

제품
SP825
or

GSP-25

2차 흡착/용리

HP20
or

GSH-20

흡착/용리

농축열추출인삼 용매
유거

(Solvent
evaporation)

농축 및
결정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SCR-B
or

MC-08

용매
유거

용리액
(Elute)

농축 스테비오 사이드,
리바우디오 사이드A

AW30

정제 및 탈색

전처리열추출
건조

스테비아잎
GSH-20

알코올 수용액

여과

(Solvent
evaporation)

SP207
or

GSP-07

TOC-BED
(반도체용)

HP20
or

GSH-20

Pre TOC-BED
(공업용)

Raw
H

2
O

2

반도체용
H

2
O

2

AW30

정제/탈색

HP20
or

GSH-20

1차 흡착/용리

여과발효액 농축 및
결정화

제품
SP825
or

GSP-25

2차 흡착/용리

HP20
or

GSH-20

흡착/용리

농축열추출인삼 용매
유거

(Solvent
evaporation)

농축 및
결정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SCR-B
or

MC-08

용매
유거

용리액
(Elute)

농축 스테비오 사이드,
리바우디오 사이드A

AW30

정제 및 탈색

전처리열추출
건조

스테비아잎
GSH-20

알코올 수용액

여과

(Solvent
evaporation)

SP207
or

GSP-07

TOC-BED
(반도체용)

HP20
or

GSH-20

Pre TOC-BED
(공업용)

Raw
H

2
O

2

반도체용
H

2
O

2

AW30

정제/탈색

HP20
or

GSH-20

1차 흡착/용리

여과발효액 농축 및
결정화

제품
SP825
or

GSP-25

2차 흡착/용리

HP20
or

GSH-20

흡착/용리

농축열추출인삼 용매
유거

(Solvent
evaporation)

농축 및
결정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SCR-B
or

MC-08

용매
유거

용리액
(Elute)

농축 스테비오 사이드,
리바우디오 사이드A

AW30

정제 및 탈색

전처리열추출
건조

스테비아잎
GSH-20

알코올 수용액

여과

(Solvent
evaporation)

합성흡착제

분류 제품명 특징

Polystyrene계

Standard type
Performance HP20 비교적 큰 세공반경(Pore radius)을 가지고 있어 대분자(> 1,000mw) 흡착

에 적합하고 흡착한 Target 물질을 쉽게 용리(Elution)하여 분리할 수 있다. Basic GSH-20

Special type

Performance
SP825, 
SP850

매우 큰 비표면적(Surface area)과 작은 세공 반경을 가지고 있어 소분자

(< 1,000mw) 흡착에 적합하고 대분자의 배제(Molecular sieve)를 할 수 

있다.Basic
GSP-25, 
GSP-50

Chemically

modified

Performance SP207 브롬(Br)으로 치환시켜 소수성(Hydrophobicity)이 매우 크고 비극성 물

질에 대한 선택성이 매우 높다. 흡착력이 매우 강하여 용리제가 다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진비중이 커서 밀도가 높은 용액 처리가 가능하다.
Basic GSP-07

Methacrylic계 Performance HP2MG 모체가 메타크릴형으로 친수성이 높아, 극성이 높은 유기물 흡착에 적합하다.

분류 Case Guide

분자량에 따른 

선택성

Case1) 분자량이 수만 이상인 유

기물이 포함된 용액 으로부터 

Performance HP20 > SP207 > SP825 > SP850

Basic GSH-20 > GSP-07 > GSP-25 > GSP-50

Case2) 분자량이 1,000 이하인 

물질을 흡착할 때

Performance SP850 > SP825 > HP20 > SP207

Basic GSP-50 > GSP-25 > GSH-20 > GSP-07

Case3) 분자량이 수천 이하의 물

질을 흡착할 때

Performance SP207 > SP850 > SP825 > HP20

Basic GSP-07 > GSP-50 > GSP-25 > GSH-20

용리성에

따른 고려

Target 물질의 용리성을 고려해
야 하고 세공 반경이 작고 흡착 능
력이 클수록 용리성이 저하된다

Performance HP20 > SP825 > SP850 > SP207

Basic GSH-20 > GSP-25 > GSP-50 > GSP-07

합성흡착제의 선택 가이드

Vander Waals
forces

적절한
세공크기

Target
moleculesmolecules

Target
molecules

Pore radius 
(Å)

Specific surface 
area(m2/g)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m2/g)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과산화수소의 정제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항생물질, 항암제 추출 및 정제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기능 식품 첨가물의 정제

합성흡착제를 이용한 스테비오사이드, 리바우디오사이드A의 정제

반도체용 또는 전기전자용 과산화수소(H2O2)는 일반 Grade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인 TOC 성분(디이소부틸카비놀, 트리메틸벤젠 등) 및 이온 성

분이 제거되어야 하고 합성흡착제를 이용하여 정제가 가능합니다.

합성흡착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농도 균주의 배양 후 Target물질의 분리/정제 공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발효액으로부터 피흡착 물질

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며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 높은 순도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성흡착제를 이용하여 사포닌(Saponin),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폴리페놀(Polyphenol)과 같은 기능 식품 첨가제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oni) 건조잎을 열수를 이용하여 추출한 수용성추출물을 합성흡착제를 사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 (Steviol 

glycoside)를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스테비올배당체 중에는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 리바우디오사이드 A(Rebaudioside A) 등 단 맛을 내

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성흡착제로 분리/정제할 수 있습니다.

합성흡착제는 교환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넓은 비표면적(Surface area)과 세공(Pore)을 가지고 있어 Vander 

Waals힘에 의해 다양한 유기물을 흡착할 수 있어 각종 약액의 탈색, 단백질의 분리, 항생 물질의 분리/정제, 의약품

의 정제, 반도체 케미칼의 정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β-Lactum
(mw ~ 6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0 50 100 150 200 250 300

세공반경
( Pore Radius, Å)

Macrolide
(mw 500 ~ 1,500)

Peptide protein
(mw 1,000 ~ 100,000)

(Case1)

(Case3)

(Case2)

HP20

GSH-20

SP207GSP-07

SP825SP850

GSP-50

GS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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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혼합수지
혼합수지는 별도의 복잡한 장치 없이 편리하게 고순도의 순수를 제조할 수 있다. 처리 용량에 따라 카트리지, 봄베

(Pressure vessel) 등에 충전되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재생을 하지 않는다. 와이어커팅(Wire EDM)용으로 판매되

는 TRILITE SM200, SM210의 경우는 경쟁사 제품 대비 월등한 처리수량 및 다양한 포장단위(25ℓ, 5ℓ 등)로 판매되

고 있으며, RO(Reverse osmosis) 후단용으로 판매되는 TRILITE SM300의 경우는 초순수수지에 근접한 처리수질

(Resistivity >17.0 ㏁·cm)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SiO2와 같은 미량의 불순물 제거에 특화되어 있다. 초순수용 혼합

수지인 UPRM Series는 전처리 → 순수제조 → 초순수제조 공정에서 후단에 Final polisher로 사용된다.

품명 주요 특징 및 용도 원료
수질 (Inlet, Outlet)

원수 (Inlet) 처리수 (Outlet)

SM200
상수에서 간편한 순수 제조

EDM(Wire-cutting)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0.0%↑) 상수

전도도
150㎲/㎝

SV36

Guaranteed Resistivity >10.0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15.0 ㏁·cm (in 10min.)

SM210
상수에서 간편하게 순수제조

순수설비 순수 제조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5.0%↑)

Guaranteed Resistivity >10.0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15.0 ㏁·cm (in 10min.)

SM300
높은 비저항

SiO2제거 능력 우수
RO, EDI 후단 MB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5.0%↑) RO 후단수

전도도
10㎲/㎝
SV36

Guaranteed Resistivity >15.0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17.0 ㏁·cm (in 10min.)

UPRM1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전기전자 Grade 초순수 생산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5.0%↑)

Guaranteed Resistivity >17.0 ㏁·cm (in 10min.)

Actual Resistivity >18.0 ㏁·cm (in 10min.)

UPRM2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낮은 수준 △TOC

OLED 초순수 Final polisher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5.0%↑)

초순수
>17.5 
㏁·cm
TOC < 
2ppb
SV30

비저항 >18.1 ㏁·cm (in 30min.)
△TOC < 5ppb (in 120min)

UPRM3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수준 △TOC

반도체 초순수 Final polisher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7.0%↑)

비저항 >18.2 ㏁·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UPRM400U
(균일계)

매우 높은 비저항
매우 낮은 수준 △TOC

Low metal ion leakage
반도체 초순수 Final polisher

양이온 (H+ 99.9%↑)
음이온 (OH-97.0%↑)

비저항 >18.2 ㏁·cm (in 30min.)
△TOC < 1ppb (in 180min)
Metal ion leakage < 0.1 ppt

구분 (Type) 혼합수지 (Ready to use mixed resins)

품명 (Grade) SM200 SM210 SM300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Mixed resin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0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300~1,200 (균일계수, 1.6↓)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50↓

이온형
(Ionic form)

H+ (H% 99%↑)
OH- (OH% 90%↑)

H+ (H% 99%↑)
OH- (OH% 95%↑)

H+ (H% 99%↑)
OH- (OH% 95%↑)

혼합비 (Mixed ratio, Volume) 45:55 45:55 40:60

운전교환용량(참고치)

(Operating capacity, eq/ℓ)

0.4↑
(원수 : 전도도 150㎲/㎝

일반 상수, SV36)

0.5↑
(원수 : 전도도 150㎲/㎝

일반 상수, SV36)

0.5↑
(원수 : 전도도 10㎲/㎝

RO 출구수, SV36)

출구수질
(Outlet condition, Resistivity)

Resistivity > 10.0 ㏁·cm
(원수 : 일반 상수)

Resistivity > 10.0 ㏁·cm
(원수 : 일반 상수)

Resistivity > 15.0 ㏁·cm
(원수 : RO 출구수)

합성흡착제 (Synthetic adsorbents)

구분 
(Type)

Polystyrene/DVB Type
Methacrylic

Standard type Special type Chemically modified

품명 
(Grade)

HP20 gSH-20 SP825 SP850 gSP-25 gSP-50 SP207 gSP-07 HP2MgL

화학구조
(Chemical 
Structure)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m2/g) 
590 600 930 930 1,100 1,100 600 550 570

세공용적 
(Pore Volume, ㎖/g)

1.3 1.0~1.5 1.4 1.1 1.2~1.6 0.9 ~ 1.1 1 0.8~1.0 1.3

세공반경
(Pore Radius, Å) 290 100 70 45 80 60 110 70 24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200 ~

1,200

315 ~ 

1,250

200 ~ 

1,200

250 ~ 

850

250 ~ 

700

250 ~ 

700

250 ~ 

850
250 ~ 700 300 ~ 1,200

gSH-20, HP20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흡착제 중 하나로 소수성이 강하며 비교적 

큰 세공 특성을 갖고 있어 대분자 (>1,000mw) 흡착에 적합하다. 

흡착물질은 알코올, 아세톤 등의 일반 산 및 염기 유기용매로 쉽게 

용리가 가능하다.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 및 항생물질의 정제, 기타 

식품, 의약품의 정제, 탈염, 탈색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

gSP-25, gSP-50, SP825, SP850

GSH-20에 비해 작은 세공으로 인해 매우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소분자(<1,000mw)의 선택적 흡착이 가능하고, 크기 배제

(size exclusion)를 통한 대분자 분리가 가능하다. 흡착능력이 우

수하여 식품, 의약품의 정제, 탈염, 탈색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발효

법에 의해 제조된 Cephalosporin-C의 효율적인 흡착이 가능하

다. 

gSP-07, SP207

일반적인 흡착제 Styrene 구조에 브롬기(Br)가 추가된 구조로 다

른 흡착제에 비해 소수성(Hydrophbicity)이 매우 커 비극성 물질

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 강한 소수성으로 인해 흡착력이 강하지만 

흡착물질에 따라 용리제가 다량 필요할 수 있다. 기타 합성흡착제

에 비해 진비중이 커 고밀도 용액 처리에 효율적이며 향류 유동상 

방식에도 안정적인 통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기 

전자 및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정제 등에 사용된다. 

HP2MgL

메타크릴계 타입으로 방향족 화학물이 없는 중간 극성 흡착제이다. 

모체의 친수성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극성이 높은 유기 화학물의 

탈염과 흡착에 사용된다. 

  용도 (Applications)  

용도별 혼합수지의 주요 특징 및 처리 수질

혼합수지 (Ready to use mixed resins)

- CH2 - CH - CH2 - CH 

CH2 - CH - 

- CH2 - CH - CH2 - CH 

CH2C C

C=O C=O

O O

CH2 CH3

CH3 CH3

CH2CH2 CH2C C

C=O C=O

O O

CH2 CH3

CH3 CH3

CH2CH2

CH2 - CH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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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수지

복층상식용 (Layered Bed) 음이온 수지

불활성수지(Inert resins)는 교환기(Functional group)가 없어 이온교환 능력은 없지만 Packed bed system  상부

에서 이온교환수지를 지지해 주거나 혼상탑에서 양/음이온 교환수지 분리를 도와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복층상식(Layered Bed) 수처리 장치는 하나의 수지탑에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와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를 

동시에 충전하여 채수하는 장치입니다. 강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재생 폐액으로 약염기성 이온교환수지를 재생

하므로 재생 효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의 내유기오염성이 강해 

원수 변동에 대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Regenerant

Service

Middle distributorMiddle distributor

SAC

SBA

HCl

Packed bed Triobed

TRILITE
TR30

Freeboard

TRILITE TR70

IER

Freeboard

NaOH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구분 (Type) 불활성수지 (Inert resins)

품명 (Grade) TR70 TR30

모체 (Matrix) Polyethylene Polystyrene + 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없음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500 670~720

입도범위 (Particle size, ㎛) 1,200~1,800 680~7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90↓ 100↓

비고
(Remarks)

비중이 물보다 가벼워 이온
수지 탑 상부에 위치하여 
Packed bed 방식 순수장
치 통수/재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지층 유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재생제의 분산과 
집수효과를 개선한다.

양/음이온 교환수지 중간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혼상탑에서 경계를 형성하
여 양/음이온의 분리를 돕고 
재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재
생을 방지하여 처리수 순도
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Eo/Eg Cycle Water Treatment

Ethylene 
+ o2

Sodium 
Acetate

CO2

HCOOH
CH3COOH

 Cation Exchanger : Sodium Acetate 성분 제거
 Vacuum Degasifier : CO

2
 성분 제거

 1st Anion Exchanger : Acetic Acid 제거
 Aldehyde Removal Resin : Formaldehyde 성분 제거
 2nd Anion Exchanger : Bisulfate 성분 제거

Eo
(Ethylene 

Oxide)

Vacuum
Degasifier

Scrubber
glycol

Adsorption
Column

EvaporatorDry Column
MEg

(Mono-ethylene 
glycol)

설비 별 주요 역할  

Cation
Exchanger

(Impurities 
in cycle 
water)

1st Anion
Exchanger

ARR
(Aldehyde

Removal Resin)

2nd Anion
Exchanger

With Silver Oxide

as catalyst

AMP16
oHEg

ALDREg AW90Eg

naoH
(pH adjustment)

Stripping
Column

Eo/Eg
cycle water

treatment system 

MC-
08HEg

타입 (Type)
Eo/Eg Cycle Water Treatment

SAC SBA SBA WBA

품명 (Grade) MC-08HEG AMP16OHEG ALDREG AW90EG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Gel type)
Polystyrene＋DVB

(Porous type)
Polystyrene＋DVB

(Porous tpe)

Polyacryli-
Polystyrene＋DVB

(Porous type)

교환기
(Functional group)

-SO3

Sulfonic acid
-N＋(CH3)3

Trimethylammonium
-N＋(CH3)3

Trimethylammonium
Tertiary Amine

이온형 
(Ionic form)

H＋ OH- Cl- Free Base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800 650 630 640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50~56 60-68 50-60 40~50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80↑ 0.9↑ 1.2 1.6↑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6↓ 1.6↓ 1.1↓

입도범위 
(Particle size, ㎛)

620±50 300~1,180 300 ~ 1,180 550±5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120↓ 70↓ 60 60↓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14 0∼14 0∼14 0~9

※ 겉보기밀도는 참고 수치임

Layered bed

Service

TRILITE 
AW90LB

TRILITE 
KA18LB

Freeboard

Regenerant

TRILITE 
AW90LB

TRILITE 
KA18LB

Freeboard

AW90LB

KA18LB

※ 진비중/겉보기밀도/용적변화는 참고 수치임

구분 (Type)
Layered bed anion resins

WBA SBA

품명 (Grade) AW90LB KA18LB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Porous type)
Polystyrene＋DVB

(Gel type 1)

교환기 
(Functional group)

Tertiary Amine
-N＋(CH3)3

(TMA, Trimethyl-
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Free Base Cl-

진비중(참고치) (Specific gravity) 1.04 1.11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640 675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40~50 43∼47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6↑ 1.3↑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1↓ 1.4↓

입도범위 (Particle size, ㎛) 550±50 600~1,200

내용온도 (Operating temp., ℃) 60↓ 60↓ (OH-형)
80↓ (Cl-  형)

유효 pH 범위 (Operating pH range) 0~9 0∼14

용적변화(참고치)

(Swelling rate, FB → Cl-, Cl- → OH-)
20% 24%

MEG(Mono-ethylene glycol) 생산 시, 에틸렌 및 산소는 산화은 촉매를 통해 EO(Ethylene oxide)를 생성하며, 

이후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 EG(Ethylene glycol)가 생성됩니다. 이 공정에서 Sodium Acetate, Formaldehyde, 

CO2, Acetic Acid 등의 불순물이 Cycle water중 포함되고 EO/EG cycle water treatment system에서 제거된 

후 공정에 재순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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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수지
건조수지는 공기 중 특정 이온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기상 케미칼 필터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기상 케미칼 필터는 

악취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산업현장에서 AMC*를 제거하여 반도체, OLED 등 초정밀 전기전자 제조 공정의 수율

을 향상시키고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TRILITE 건조수지는 다양한 기상 케미칼 필터에 최적화된 건조수

지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으며, 고객사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이온형, 입도, 수분 등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여 현장 작업성 

및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AMC(Airborne molecular contamination) :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인체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자 물질(유기, 염기, 산성가스 등)이 공기 중에 확산되는 오염

• 이온교환수지 Acid gas 제거 Mechanism

<Reaction pathway of Acid gas> <Reaction pathway of Base gas>

-R-N-OH   +  HCl   →  -R-N-Cl   +   H2O

-R-N-OH  +   HF   →   -R-N-F   +   H2O

2(-R-N-OH)   +  H2SO4 →   2(-R-N-)SO4   +   2H2O

 R-SO3H  +  NH4OH  →   R-SO3NH4   +   H2O

• 이온교환수지 Base gas 제거 Mechanism

N+OH-
N+CI-

N+OH- N+OH-

N+OH- N+F-

N+OH-

N+OH-

N+

N+

SO
4

-

H20

H20

Ion Exchange
Reaction

H+CI-

H2
+So4

-

H20

H20H+F-

SO3
-H+

SO3
-H+

SO3
-NH+

SO3
-NH+

SO3
-H+

SO3
-H+

SO3
-H+

SO3
-H+

SO3
-H+

H20

H20nH4
+oH-

nH4
+oH-

H20nH4
+oH-

SO3
-NH+

건조수지 (Dry type resins)

품명
(Grade)

KC-08HD
SCR-BHD

MC-08HD
KA-12oHD

SAR10MBoHD
AMP16oHD

모체
(Matrix)

Polystyrene+DVB

교환기
(Functional group)

Sulfonic acid
Type 1 

(Trimethylammonium)

이온형 
(Ionic form)

H+ OH-

교환용량
(Total capacity, eq/ℓ)

1.7↑ 1.8↑ 1.0↑ 0.8↑

교환용량
(Total capacity, meq/g)

2.9↑ 3.0↑ 1.8↑ 1.6↑

수분함유율
(Moisture retention, %)

10~35 (고객사 기준에 따라 조절 가능)

겉보기밀도(참고치)

(Shipping weight, g/ℓ)
780 800 750 650

균일계수
(Uniformity coefficient)

1.6↓ 1.1↓ 1.6↓ 1.6↓

※ 교환용량, 겉보기밀도, 균일계수는 건조 전 규격입니다.

기술서비스

TRILITE 이온교환수지를 구매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기술영업 담당자들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에 위치한 테크센터로부터 

최신 설비를 이용한 분석 서비스 및 용도 개발을 

위한 Pilot test 등의 고객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TRILITE inside” Membership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문화된 기술영업 담당자들이 실시간 대면/비대면 

고객 응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컨텐츠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내 유일의 이온수지 테크센터로부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수처리부터 특수 용도까지 다양한 용도별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고객 응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SNS

 사용 수지 분석 서비스 

성능 저하 및 정기 분석 요청에 따른 이온교환수지 분석 및 솔루션 제공

 이온교환수지탑 설계 지원 

설계 프로그램 TriAngleTM 배포 

및 기술영업 담당자 설계 지원

 이온교환수지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및 기술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제품정보, 카탈로그,  

용도별 기술자료 제공

 신규 응용 프로세스 개발 

제품 추천 및 Pilot Test 등을 통한 공정 개선 및

새로운 용도 개발 지원

 제품 교체/보충 관련 기술지원 

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이온교환수지 

교체, 보충량 산정 및 제품 추천

 정기적 기술 교육 

사업장 방문 기술세미나, 비대면 웨비나,

유튜브를 통한 기술 교육 실시

 설비 진단 및 개조 제안 

전문 기술진의 설비 진단 및  

개선 제안

결과 보고서 발송

성능분석 요청서 접수

의뢰수지 분석 
Process

분석 진행

요청서 확인 및 시료 접수

맞춤형
용도 개발

개발 
의뢰

공정
개선검토

채수량 감소

분석 및 교체/
보충량 산정

수지교체 및 
성능저하 개선

.exe

전처리

Make
-up

Final 
Polisher

Ion Exchange
Reaction

제품 구입 문의 및 기술 문의 | 주식회사 삼양사 이온수지판매팀
• Tel : 02 740 7732~7   • Email : trilite@samyang.com   • Homepage : www.samyangtril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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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Y

ISO9001

제품
Hopper

샘플 채취

기본 분석

제품별 선택 분석 (H/OH형 촉매, 초순수)

정기 분석

Customer

Customer

① 생산 지시

· 기본 분석

· 제품별 선택 분석

 (H/OH형 촉매, 초순수)

· 정기 분석

② 생산 완료 및 Batch별 샘플 송부

④ 포장 및 출하 지시

③ 제품 분석
⑤ 최종 제품 검사

겉보기밀도 수분 교환용량

H/OH 전환율

화학적강도(Osmotic shock stability)

출하 시험성적서(From DB)

시험성적서

N

N

N

Y

Y

출하/선적

샘플 보관(4년)

(OEM Plant A)

(OEM Plant B)

포장

선적

반품

공정 분석

압착강도(Friability)

비저항 ΔTOC

샘플 보관(4년)

외관분석(완구율)

공정 분석

DB

DB

ISO9001

합격
판정

합격
판정

합격
판정

· Recipe 제공
· Specification 관리
· Technical data 분석 

Seoul
Headquarter

· 제품 분석
· 최종 제품 검사
· 재고관리, 재포장, 출하 등

Plant
Ulsan

Technical Center
Daejeon

· OEM 생산 계약
· 생산 계획 관리
· 수입 진행

입도 분석

품질보증시스템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ISO9001 품질보증체제 하에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OEM 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품질보증체제 하에 생산되고 수입 전 사전 샘플 검사 및 수입 후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의 삼양이 품

질을 보증 합니다.

PerformancePremium

• 25리터 PE백 자동포장

• 1,000 리터 톤백 수동포장

25 리터 PE백 포장 1000 리터 톤백 포장 50 리터 Plastic drum 5 or 7ft3 Fiber drum

• 타입별 개별 색상 적용

• Polyethylene 재질 

• 습도 영향 차단, 품질관리 용이

• 편리한 작업성

• 전공정 자동포장 설비 도입

• 제품별 상세정보, 유의사항 기재

• 대용량 설비 현장에 적합

• Wooven PP재질

• UV 처리(외부 영향 차단)

• 편리한 작업성

• 네개의 상단 고리

• 하단 배출구

• 초순수, 발전소용 출하에 적합

• TOC 품질 관리 가능

• HDPE재질과 투명 내피 포장

•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

• 습도 영향 차단

• 양쪽에 손잡이 부착

• 작업성이 편리

• 알루미늄 레버와 변조방지

  핀으로 포장 제품의 품질을 보증

• 충전 후 배출 작업 시 용이

• 특별요청에 따라 사용되는 지관
(Fiber drum) 포장으로 가벼우
면서도 견고한 포장 

• 알루미늄 레버와 변조방지 핀으
로 포장 제품의 품질을 보증

• 레버형으로 밀봉되어 여닫이 보
관이 필요한 경우 용이 

• 상단의 넓은 입구를 통해, 이온
수지 충전 작업 시 용이

포장 및 출하
TRILITE 이온교환수지는 제품 보호 및 고객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포장 방법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물

류 효율이 높은 포장 방법으로 최상 품질의 이온교환수지를 제공합니다. 그 종류는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한 

25ℓ PE Bag, 대용량 1,000ℓ Bag(Supersack), 50ℓ 플라스틱 드럼, 5~7ft3 지관(Fiber drum) 등이 있습니다. 제품 

출하 시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품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매뉴얼에 의하여 상차 및 컨테이

너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은 사진 촬영 후 고객과 공유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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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서 이온교환수지 
사용상 주의점 1. 취급(Handling) 

눈과 피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하고 가능한 통

풍이 잘되는 곳에서 작업한다. 눈의 세정 설비는 반드시 설치한다. 이온교

환수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주의한

다. 고온, 불씨와의 접근, 산화제(질산 등)와의 접촉 및 혼합을 피한다. 

2. 보관(Storage)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포장용기는 

밀폐하여 이물의 혼입 및 건조를 방지하고 산화성 물질과 동일장소에 보

관하지 않는다. 고온에서 저장하면 이온교환수지 열화(Degradation)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0℃ 이하에서는 동결하기 때문에 이온교환수지 파쇄

의 원인이 되니 주의한다.

3. 폐기(Disposal)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항목에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해 폐기한다. 소

각에서는 SOX, NOX, COX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설비를 갖춘 소각로

를 사용한다. 중금속 함유물을 처리한 수지는 유해물을 제거한 후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온교환수지 보관상 영향을 줄 수 있는 Factor 

1) 습도

이온교환수지는 50% 내외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된 

수지가 다시 수분을 가질 때에는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수지

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결과 해동

동결과 해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이온교환수지에 물리적 영

향을 줄 수 있다. 

3) 급격한 온도변화 

급격한 온도변화는 이온교환수지 표면에 균열을 발생시켜 물리

적 열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물리적 충격 

이동 및 보관을 위한 팔레트 적재 시 과도하게 적재할 경우 하부

에 있는 이온교환수지는 물리적 충격에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품질인증서

ISO9001 품질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품질 감사를 수검하고 필요 시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 수출을 위한 

HALAL 인증, 발전소 품질 규격 만족을 위한 

Veritas 인증 등 유수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인증

ISo9001/14001

터키 MoEU(환경 및 

도시개발부)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증

Turkish Reach(KKDIK)

식약처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제조공정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인증

Korean FDA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Bureau Veritas(프랑스)에서 

원자력 발전용 이온교환수지에 

부여한 인증

Vertitas Certificate

EU에서 시행되는 

유해물질제한지침에 대한 인증

RoHS

MUI(Majelis Ulama 

Indonesia)에서 

발급한 할랄 인증

MUI Halal Certificate

EU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증,

EU REACH에서 요구하는 

원료물질 등록에 대한 인증

EU Reach / SVHCs 

미국 위생협회에서 발급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물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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