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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체수자원 분야 주요 출원인의 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출원인별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분석하였다. 두산중공업은 증발법

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tsubishi Heavy Industries, Shinko Pantec, Toray 

Industries의 경우, 막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Panasonic Electric Works는 우수 이용 및 누수방지 연구에 집중

하고 있으며, TOTO는 하수재이용 분야와 우수 이용 및 누수방지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 서론

1. 대체수자원 기술의 개요

  대체수자원 기술은 크게 담수화 기술, 하수재이용 기술, 

기타 수자원 확보 기술로 나눌 수 있다. 담수화 기술은 지

구상 물의 97.5%를 차지하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해수 담

수화 기술이 대표적으로, 해수 내 염분을 제거하여 담수

(식수, 공업용수 등)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증발법과 역삼

투법이 대표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냉열에너

지를 이용한 냉동법과 전기장을 이용한 전기투석법 등의 

방법도 존재한다.

  하수재이용 기술은 처리된 하수를 주로 이윤이 있는 용

도인 청소용수, 조경용수, 유지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

수 등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용 재이용수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성슬러지법이나 

MBR (Membrane Bioreactor)를 통해 2차 처리 후 여과처

리 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공업용수 및 간접 음용수로 재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삼투 공정을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

기타 수자원 확보 기술에는 빗물관리 기술과 누수방지 및 

저감기술이 있다. 빗물관리 기술은 도시지역 및 물 부족 

지역에서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기타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이수 목적이나 치수 목적 혹은 환경보호 목적

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수, 저류, 침투, 처리 및 

활용 기술 등을 말한다. 누수방지 및 저감기술은 상수도 

관망에서의 누수를 진단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 등을 말한다.

2. 대체수자원 관련 동향

물 산업은 기술력과 사업경험이 중요하므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플랜트 시공 부분의 기술력은 우수하나 

국내 기업의 취약 영역인 멤브레인, 필터, 분리막 등의 핵

심소재 부분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운영기술 부분에 대

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국가 R&D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

업을 부품/소재 분야의 파트너 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 산업에서 해수담수화로 대표되는 담수화와 하수처리 

재이용의 증가 추세에 따라 분리막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막여과 기술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수처리 기술은 기술 특성에 따라 물리화학적 공정, 생물

학적 공정, 분리막 공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화학

처리제 중심의 수처리 방식에서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멤브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수처리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물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수

담수화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증가추세로 얇은 역삼투막

에 압력을 가해서 물을 처리하는 역삼투압 방식(R/O : 

Reverse  Osmosis)의 수처리 기술이 부상하고 있다.

Ⅱ. 연구개발 분야 및 공동출원 분석

1. 주요 연구개발 분야 분석

  대체수자원 분야 주요 출원인1)의 기술별 출원현황을 살

펴보면, 출원인별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

다. 두산중공업은 증발법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에 연구개

1) 전체 다출원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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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tsubishi Heavy 

Industries, Shinko Pantec, Toray Industries의 경우, 

막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Panasonic 

Electric Works는 우수 이용 및 누수방지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TOTO는 하수재이용 분야와 우수 이용 

및 누수방지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그림 1. 주요 출원인별 연구개발 역점분야

2. 공동출원 및 협력관계2) 분석

  대기업들은 각자의 기술력을 토대로 단독 연구를 진행 

중으로 공동출원이 활발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이나 출연

연구소의 경우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동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출원 상위 13개사를 대상으로 공

동출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동양화학, 국민에너지, 아쿠아

셀, 웰텍, Asahi Organic Chemicals Ind 등으로 출원건

수가 많지는 않으나 모두 공동출원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건의 특허출원 모두를 공동출원한 국민에너지의 경우 

오폼프와 4건을 공동출원하였으며, 동양화학은 계열사인 

동양하이테크산업과 7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출연연이나 공기업은 

국가R&D 과제 수행의 결과물로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공동출원이 많은 상위 기업 추출(단, 개인 제외) 

▶▶ 그림 2. 주요 출원인의 공동출원 및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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