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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가뭄 등의 재해현상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자원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수처리 분리막 기술은 기존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보다 
수질 개선 효과가 우수하고 약품 사용이 배제된 환경친화적인 공정이다. 수처리 분리막은 오폐수처리, 정수처리, 해수
담수처리, 이온교환 공정, 초순수 제조, 유기용매 분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은 
점차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수처리 분리막의 핵심 기술은 분리성능을 조절하기 위한 기공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내는 분리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수처리용 분리막의 특허 및 논문의 기술경쟁력 평가를 통하여 국가별, 기관별 발표 빈도수를 정리하였으며, 오폐수처
리용 분리막, 정수처리용 분리막,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그리고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ter shortage by disasters such as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rought, develop-
ment of original technology and studies have been undergone to increase availability of water resources. Among them the 
water treatment separation membrane technology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cess that does not use chemicals and shows 
better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than conventional physicochem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The water treatment 
membrane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waste water treatment, water purification treatment, seawater desalination, 
ion exchange process, ultrapure water production, organic solvent separation and water treatment technology, and it tends to 
expand the range of application. In the core technology of water treatment membrane, researche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to develop a separation membrane of better performance by controlling the pore size to adjust the separation performance. 
In this review, we summarized the frequency of announcement by country and organization through the technological com-
petitiveness evaluation of patents and papers of the water separation membrane. Also, we evaluated the results from membrane 
research for waste water treatment, water purification treatment, seawater desalination, ion exchange process and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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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물 부족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25년에는 1995년 대비 약 30% 이상 물 부족 국가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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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1]. 지난 20세기는 석유로 대표되는 블랙골드(black 

gold)의 전성시대였으나, 21세기에는 물의 시대, 즉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산업화, 

기후변화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로 인해 물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간 물 공급의 불균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PAI)에서는 현재 5억 5천만 명이 물 압박국가나 물 기근국가에 살고 

있고, 향후 2025년까지 24억 명에서 34억 명의 사람들이 물 압박 또는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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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iltration Ultrafiltration Nanofiltration Reverse Osmosis

Mechanism or separation Sieving Sieving
Sieving + Solution/

diffusion + exclusion
Solution/diffusion + exclusion

Materials
CA, CE, PAN, PC, PE, POF, 

PP, PS, PTFE, PVDF
CA, CE, PA, PAN, TFC,

PS, PVDF
CA, PA, TFC CA, PA, PS, TFC

MWCO (Da) > 100,000 > 2,000 - 100,000 300 - 1,000 100 - 200

Structure Porous isotropic Porous asymmetric
Finely porous asymmetric/

composite
Nonporous asymmetric/

composite

Law governing transfer Darcy’s law Darcy’s law Fick’s law Fick’s law

Pore size range (µm) 0.1 - 10 0.01 - 0.1 0.001 - 0.01 < 0.001

Rejects Particulates, clay, bacteria
Macromolecules, proteins, 
polysaccharides, viruses

HMWC, mono-, di-, and 
oligo- saccharides, polyvalent 

anions

HMWC, LMWC, sodium 
chloride, glucose, amino 

acids, proteins

Operating pressure (psi) 1 - 30 3 - 80 70 - 220 800 - 1,200

Fluxes (L/m2hr) 500 - 10,000 100 - 2,000 20 - 200 10 - 100

Table 1. Correlation of Membrane Features with Ranges of Separation[6]

Figure 1. Various applications of water treatment membranes. (a) 
MBR Process (Toray Industries, Inc.), (b) Water treatment Process 
(Yeongdeongpo water purification center), (c) Desalination Proces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d) Ion exchange 
membrane (Tokuyama America, Inc.).

Figure 2. Schematic of membrane filtration process.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6억 5

천 3백만 명이, 2050년에는 24억 3천만 명이 직접적인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처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수처리 분야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하폐수 및 오폐수처리, 마실 물을 위한 정수처리, 바닷물을 재이용 하

는 해수담수화 등 여러 분야의 수처리 공정이 있다(Figure 1). 관련 기

술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중 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기술은 매

년 10∼20%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2,3]. Frost & 

Sullivan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분리막 기반 수처리 시장은 2012년 

55.4억 달러에서 2020년 12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CAGR 10.2%).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음용수에 대한 수요 증

대, 하수의 재이용율 및 분리막 기반의 담수화 시설의 증가, 환경 기

준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향후 급속한 산업화, 인구의 증가, 

첨단 기술에 대한 요구에 기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

분리막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일반여과(filtration) 

기능뿐만 아니라 액체에 용해된 용존 물질이나 혼합기체의 분리까지

도 가능한 선택적 투과성도 가지고 있다[5-7]. 막분리 기술이란 분리

막의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을 이용한 다양한 분리 공정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처리에 사용되는 분리막은 

물(B)은 통과시키지만 부유 물질(A)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여과 역

할을 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생성한다. 분리막은 기공의 크기에 따라 

정밀여과막(microfiltration, MF), 한외여과막(ultrafiltration, UF), 나노

여과막(nanofiltration, NF), 그리고 역삼투막(reverse osmosis, RO)으로 

분류할 수 있다[8-10]. Figure 3에는 분리막의 기공 크기에 따른 분리

성능을 간략하게 나타내었고, Table 1에 여러 공정 인자별 분리막의 

특성에 대하여 나타내었다[11]. 

정밀여과란 용질의 크기가 0.1∼10 µm 정도인 용질을 분리하는 막

분리 공정으로, 이때 사용되는 막은 공경의 약 0.01∼10 µm 정도이고, 

세공이 막 총 용적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막의 재질

로는 cellulose 계통이나 nylon, PVC,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등 여러 고분자물질 등이 적합하다. 정밀여과 공정에서 추진력은 압

력차로 표시되는데, 이때 압력차는 일반적으로 1∼30 psig이다. 이 막

의 분리 효과는 근본적으로 막의 공경과 분리 대상 물질의 크기에 의

하여 좌우된다. 분리 대상 물질의 크기가 공경에 비하여 작아도 전부 

막을 통과하는 것은 아닌데 분리 대상 물질이 막에 흡착되거나 세공 

부근에서 입체장애(steric hindrance)에 의해 투과되지 않는 것이 그 예

(c)

(b)(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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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e of membrane for water purification processes.

다. 정밀여과 공정의 가장 큰 문제는 막 표면에서의 콜로이드 물질의 

침착현상으로, 세공을 막음으로써 유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막을 

교체하거나 재생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12-15].

한외여과란 분자 크기가 10∼1,000 Å에 달하는 거대분자나 콜로

이드 입자를 분리하는 막분리 공정으로 막의 공경은 20∼500 Å 범위

이다. 이 방법은 역삼투법과 유사한 분리조작법으로 압력차를 추진력

으로 사용한다. 한외여과에서 사용하는 압력차는 대개 10∼100 psig 

범위인데, 이는 분자량이 큰 입자는 상대적으로 삼투압이 낮기 때문

에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데 고압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외여과는 수학적 모델링이 역삼투압과 같으나, 근본적으로 역삼투법

과 상이하다. 역삼투법의 분리 조작은 막과 용존염과의 상관성에 의

해 주로 지배되는 반면, 한외여과법은 용질 및 공경의 크기에 의해 거

의 지배된다. 즉, 한외여과는 미세기공 입구에서 입체장애와 세공 내

에서 용질과 세공벽 간의 마찰저항에 의해 분리효과가 나타난다. 한

외여과법에서 분획분자량(molecular weight cut off, MWCO)은 중요한 

항목으로, 이때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워질수록 분획분자량 분포가 

좁아짐으로 우수한 여과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외여과는 분리대상

물의 크기 면에서 볼 때 역삼투법과 정밀여과법의 중간으로 산업 이

용분야가 광범위하고, 막 재질은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삼투막의 재질과 같고 단지 세공의 크기가 클 뿐이다[16-18].

나노여과는 역삼투막과 한외여과막의 처리범위의 중간범위인 분자

량 수백에서 수천인 용매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나노여과는 역삼투막

의 변형으로 작은 용매분자 분리에 사용하나 설탕과 같은 다당류의 

큰 분자까지도 분리할 수 있다. 나노여과막은 보통 염배제율(NaCl) 

20-70%, 유기용매는 200∼500의 분획분자량을 보인다. 이 분획범위

는 분자의 지름이 약 10 Å, 즉 1 nm에 상응한다. 이 막은 역삼투압 

보다 1/4∼1/2 수준인 0.4-0.7 MPa 압력범위에서 해수처리에 이용된

다. 배제 메카니즘은 역삼투와 같으며, 소금과 적당한 분자량의 유기

물 분리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나노여과막은 50∼97.5%의 배제율을 

동시에 취할 수 있으며 물의 연화과정에서 이온교환법의 대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19-21]. 

역삼투법은 이온 및 분자의 크기가 10 Å 미만인 용질을 분리하는 

막 분리 공정으로, 1970년대 해수담수화 및 폐수처리에서 산업화하기 

시작하였다. 막의 재질은 지지층 위에 분리 효과를 위한 활성층으로 

형성된 비대칭형 cellulose acetate나 aromatic polyamide를 대표로 하

여 최근에는 용존염을 99%까지 제거시킬 수 있는 복합막이 개발되었

다. 이 복합막은 지지층 위에 염제거 효과가 큰 고분자 박막을 형성시

킨 것으로, 지지체 막은 기계적 강도가 크고 내화학 약품성이 큰 poly-

sulfone이 주로 사용되며, 분리층은 cellulose triacetate, crosslinked 

polyether 등이 주로 사용된다. 역삼투막은 기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

으므로 일반적으로 비공성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기고분자나 

micelle을 형성하고 있는 micelle 간의 간격을 통하여 물질투과가 이루

어진다. 역삼투법에서는 유기고분자의 유전체 계수가 낮기 때문에 용

존염이 이 막에 잘 흡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압(800∼1,500 psig)에

서는 용매인 물이 유효압력차가 아닌 삼투압차에 비례하여 투과되므

로 물이 용존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투과되기 때문에 분리효과가 

상승된다. 역삼투는 분자크기에 따른 분리조작이 아니므로 정밀여과

나 한외여과에서와 같은 유기물의 침착현상이 적으며, 결과적으로 막

의 수명도 길어진다. 역삼투막은 용존염을 분리⋅제거할 뿐만 아니라 

분자량이 적은 유기물 및 aromatic hydrocarbon 등의 분리 조작에도 

그 이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22-24].

오폐수의 처리 및 재이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활성슬러지공정이 주

를 이루었다. 활성슬러지공정은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많고, 처리비

용이 많이 소모되며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과부화와 독성 

등의 충격에 약하며 슬러지 팽화(sludge bulking)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분리막을 이용한 처리공정(membrane bio-re-

actor, MBR)은 반응조 안의 미생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슬러지 

팽화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충격, 독성, 유기물 부하와 같은 

운전상 발생하는 부하에 대하여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분리막 

공정의 장점으로 MBR 공정의 기술력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다[25,26].

하천수 또는 호소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국내의 중⋅대규모 정

수시설의 대부분에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종래의 정

수처리 방법인 응집, 침전, 여과, 소독 공정은 맛, 냄새, 소독 부산물, 

미량유해 유기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분리막을 이용한 정밀여과

나 한외여과방식이 탁도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완벽한 제거 성능

을 나타내 기존 급속모래여과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오존 활성탄 등 기존 단위 고도청수처리공정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원수의 특성과 수질관리에 적합한 최적의 공정 구

성이 가능하고 기존 정수처리방식에 비해 보다 콤펙트하면서 유지관

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27,28].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로는 기존의 응집, 응결, 침전, 단일 또는 

2상 입상여과, 용존공기부상법(dissolved air flotation), 그리고 정밀여

과나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저압 막여과 기술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담수화에서 기존의 전처리 공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부유물이

나 콜로이드성 입자의 완벽한 제거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수질이나 

수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분리막

을 전처리로 적용하였을 경우 투과유량의 증가 및 세척주기 감소, 세

척약품 사용 절감, 에너지소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 해수담수화 

공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29,30].

이온교환공정에 사용되는 분리막 중 대표적으로 수소이온교환막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를 들 수 있는

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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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tent applications 1996-2016 in membrane related technology. Figure 5. Papers publications 1996-2016 in membrane related technology.

trode assembly, MEA)는 고분자 전해질막과 음극, 양극의 두 전극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료전지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31-33].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소이온교환막은 과불소계 고분자 

계열로서 dupont사의 nafion®을 비롯하여 Dow Chemical, 3M 등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과불소계 수소이온교환막은 높은 화학적/기

계적 안정성과 우수한 수소이온 전달 능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업

용 연료전지 장치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 공정상 고온/고압 조건이 

필요하여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불소 화학 공정의 한계로 인하

여 공해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유리전이온도로 인하여 고온에

서 성능이 감소된다는 문제점이 있다[34,3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 상대적으로 제조 원가가 높고, 높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탄

화수소계 수소이온교환막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36-39].

본 총설에서는 수처리 분리막 분야를 오폐수처리용 분리막, 정수처

리용 분리막,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으로 나누

고, 국내외 특허정보분석 및 논문 게재를 통하여 기술 흐름과 최근 기

술 동향, 출원 국가 및 기술 분야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정리된 그래프를 통하여 수처리 분리막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 수처리용 분리막에 대한 특허 및 논문 게재 분석

본 장에서는 수처리 분리막에 대한 전체 특허 및 논문 게재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하여 최근 20년(1995∼2014년)간 오폐수처리용 

분리막, 정수처리용 분리막,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이온교환공정용 분

리막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특허기술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2015년 

이후에 출원한 특허는 미공개 구간임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한 2015년 

이전의 유효한 특허들로만 분석하였다. 특허의 분석을 위한 사용 데

이터베이스는 WIPS의 특허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특허 자료의 검

색은 key word 검색을 통하여 1차 분류를 진행하고, noise와 pattern제

거를 위해 library법을 활용하여 2차 분류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검토로 최종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분

류별, 국가별, 출원인별 특허 정보를 수집하고 유효특허를 대상으로 

특허활동도(Patent Activity Index, PAI), 특허집중도(Patent Intensity 

Index. PII), 특허시장력(Patent Market-power Index, PMI), 특허영향력

(Patent Citation Index, PCI)의 4개 항목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러한 용

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특허활동도란 특허청이 발행한 공

개/등록 특허 공보수에 근거하여 절대적 특허출원 수로 정의한다. 특

허집중도란 해당 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

술 분야에 기술혁신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시장력이란 해당 국가에서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기

술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만 해외 특허를 출원하므로 Family Patent 국

가의 수가 많을 때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이를 

특허시장력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영향력

이란 본 특허가 향후에 발생하는 특허에 얼마나 응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 특허의 영향력을 측정, 피인용 특허 정보가 있는 미

국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40-43].

특허출원건수는 주요 개발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출원 상위 10개국에 대해 특허기술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특허출원 건

수로는 총 4,629건이 검색되었으며, 오폐수처리용 분리막 관련 특허 

1,144건, 정수처리용 분리막 관련 특허 734건,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관련 특허 668건,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 관련 특허는 2,083건으로 나

타났다. Figure 4에서는 최근 20년간의 기술별 특허 출원 추이를 나타

내었다.

논문 게재는 최근 20년간(1997∼2016년)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기

술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오폐수처리용 분리막 관련 논문 

13,506건, 정수처리용 분리막 관련 논문 7,958건, 해수담수화용 분리

막 관련 논문 9,524건,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 관련 논문은 16,254건

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서는 최근 20년간 기술별 논문 게재 추이를 

나타내었다. 논문 기술 경쟁력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Scopus 논문 검색 시스템이며, 이를 이용하여 중분류별, 국가별 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유효논문을 대상으로 논문활동도(Bibliometric 

Activity Index, BAI), 논문 영향력(Bibliometric Citation Index, BCI), 

논문집중도(Biblometric Intensity Index, BII) 등의 3개 항목을 분석/평

가하였다. 이러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논문활동도란 

절대적 논문 개제 건수로 해당 기술에 대한 해당 국가를 전체 국가의 

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논문영향력이란 해당 국가 논문의 질적 

수준을 다른 국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

수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집중도란 상대적 논문 게재 건수로 

해당 국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기술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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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 analysis graph about PAI, PII, PMI and PCI by each 
country.

Figure 6. Top countri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Index of 
evaluation

*KR JP US CA DE FR GB IT NL CN

**PAI 0.27 0.49 0.14 0.03 0.02 0.01 0.01 0.01 0.01 0.01

PII 4.46 3.92 3.76 3.42 3.13 3.59 3.91 2.76 3.85 3.98

PMI 0.46 0.81 1.71 2.02 2.64 2.66 3.12 3.49 2.06 1.23

PCI 0.51 0.50 1.18 1.87 0.67 0.51 1.02 2.40 0.66 0.14

(*ISO code : KR-Korea, JP-Japan, US-United States of America, CA-Canada, DE-Germany, FR-France, GB-United Kingdom, IT-Italy, NL-Netherlands, CN-China)
(**PAI : Patent Activity Index, PII : Patent Intensity Index, PMI : Patent Market-power Index, PCI : Patent Citation Index)

Table 2. An Analysis Table about PAI, PII, PMI and PCI by Each Country

기술혁신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수로 정

의할 수 있다. 정보 분석에 참여한 주요 국가로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논문 게재 상위 13개국이며, 논문 게

재 건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나타내었다.

2.1. 수처리용 분리막의 특허기술경쟁력 평가

분리막 관련 특허의 출원 수를 분석한 결과, 일본(2,093건), 한국

(1,134건), 미국(585건), 캐나다(135건), 독일(97건), 프랑스(49건), 영

국(41건), 이탈리아(35건), 네덜란드(33건), 중국(31건) 순으로 나타났

다(Figure 6). 이를 특허활동도에 대하여 나타내어 보면 일본이 (0.49)

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0.27), 미국(0.14), 캐나다

(0.03), 독일(0.02)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Figure 7에는 국가별 특

허활용도 및 특허집중도, 특허시장력 그리고 특허영향력에 대하여 나

타내었다. 

각 국가별 특허집중도를 살펴보면, 일본은 정수처리용 멤브레인

(1.20)에, 한국은 오폐수처리용 멤브레인(1.72)에, 미국은 이온교환공

정용 멤브레인(1.13)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

로 캐나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는 이온교환공정용 멤브레인(1.37, 

1.39, 1.32, 1.86), 프랑스는 오폐수처리용 멤브레인(1.25), 네덜란드와 

중국은 정수처리용 멤브레인(1.77, 1.25)에 가장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리막 관련 특허의 패밀리특허 국가 수를 분석한 결과, 일본(5,651

건), 미국(3,328건), 한국(1,743건), 캐나다(910건), 독일(852건), 프랑

스(434건), 영국(426건), 이탈리아(407건), 네덜란드(226건), 중국(127

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막 관련 특허의 패밀리특허 국가 수를 출원 

수로 나눈 결과, 이탈리아(11.63), 영국(10.39), 프랑스(8.86), 독일

(8.78), 네덜란드(6.85), 캐나다(6.74), 미국(5.69), 중국(4.10), 일본

(2.70), 한국(1.54) 순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허시장력을 도

출한 결과, 이탈리아(3.49), 영국(3.12), 프랑스(2.66), 독일(2.64), 네덜

란드(2.06), 캐나다(2.02), 미국(1.71), 중국(1.23), 일본(0.81), 한국

(0.46) 순으로 나타났다. 

분리막 관련 특허의 피인용수 합계를 도출한 결과, 미국(4,238건), 

캐나다(1,537건), 일본(979건), 독일(267건), 이탈리아(223건), 한국

(175건), 영국(163건), 프랑스(101건), 네덜란드(96건), 중국(11건) 순

으로 나타났다. 분리막 관련 등록 특허의 수로는 미국(271건), 일본

(147건), 캐나다(62건), 독일(30건), 한국(26건), 프랑스(15건), 영국(12

건), 네덜란드(11건), 이탈리아(7건), 중국(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

련 특허의 피인용수를 관련 등록특허의 수로 나눈 결과, 이탈리아

(31.86), 캐나다(24.79), 미국(15.64), 영국(13.58), 독일(8.90), 네덜란드

(8.73), 한국과 프랑스(6.73), 일본(6.66), 중국(1.83) 순으로 계산되었

다. 이를 토대로 특허영향력을 도출한 결과, 이탈리아(2.40), 캐나다

(1.87), 미국(1.18), 영국(1.02), 독일(0.67), 네덜란드(0.66), 한국과 프

랑스(0.51), 일본(0.50), 중국(0.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국은 특

허활동도 2위, 특허시장력 10위, 특허영향력 7위로 평가되었고, 특허

집중도에서는 오폐수처리용 분리막(1.72)으로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2. 수처리용 분리막의 논문기술경쟁력 평가 

분리막 관련 논문의 게재 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11,435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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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evaluation

*KR JP US CA DE FR GB IT NL CN IN CA ES

**BAI 0.06 0.07 0.24 0.05 0.06 0.05 0.05 0.04 0.03 0.2 0.05 0.05 0.05

BCI 4.03 3.8 4.02 3.91 4.04 3.99 3.98 3.95 4.21 3.94 4.02 3.91 4.06

BII 0.05 0.06 0.31 0.06 0.08 0.06 0.06 0.04 0.04 0.11 0.04 0.06 0.04

(*ISO code : KR-Korea, JP-Japan, US-United States of America, CA-Canada, DE-Germany, FR-France, GB-United Kingdom, IT-Italy, NL-Netherlands, CN-China, IN-India, 
CA-Canada, ES-Spain)

(**BAI : Bibliometric Activity Index, BCI : Bibliometric Citation Index, BII : Bibliometric Intensity Index)

Table 3. An Analysis Table about BAI, BII and BCI by Each Country

Figure 8. Top countries with the highest number of papers publication.

MBR Water Treatment Desalination Ion Exchange

Ranking Company Country Number Company Country Number Company Country Number Company Country Number

1 KIST KR 9
Toray 

Industries
JP 15

Toray 
Industries

JP 29 Kuraray JP 24

2
Sumitomo 

Electric
JP 9

Mitsubishi 
Rayon

JP 8
Toray 

chemical
JP 21 KIER KR 22

3
General 
Electric

US 9 Toshiba JP 8 LG Chemical KR 12 Asahi Glass JP 22

4
Toray 

Industries
JP 9

Woongjin 
Coway

KR 5
Sumitomo 

Electric
JP 12

Chlorine 
Engineers

JP 21

5 Philos KR 7
Toray 

Chemical
JP 4

Woongjin 
Chemical

KR 12
Asahi Kasei  
Chemicals

JP 17

6 Synopex KR 7
Woongjin 
Chemical

KR 4 KRICT KR 8
Asahi Kasei  
E-Materials

JP 17

7 Kurita Water JP 6 Aquaporin DK 3 KIER KR 8 Fuji Film JP 14

8
Palo Alto  
Research 
Center

US 6
Kobelco  

Eco-Solution
JP 3

Korea 
University

KR 8 Nitto Denko JP 11

9
Samsung 

C&T
KR 5 Celgard US 3

Mitsubishi 
Heavy Ind

JP 7
Fuji Film  

Manufacturing
NL 11

10 Aqua Ecos JP 5
General 
Electric

US 3 KIST KR 6 General Electric US 11

(ISO code : KR-Korea, JP-Japan, US-United States of America, DK-Denmark, NL-Netherlands)

Table 4.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of Global Company in Field of Different Membrane Technology between the 
Periods 2006 and 2016

(9,235건), 일본(3,183건), 한국(3,013건), 독일(3,005건), 프랑스(2,564

건), 인도(2,437건), 캐나다(2,370건), 영국(2,312건), 스페인(2,296건), 

호주(2,260건), 이탈리아(1,710건), 네덜란드(1,422건) 순으로 나타났

다(Figure 8). 따라서, 논문활동도 에서도 미국(0.24)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0.20), 일본(0.07), 한국(0.06), 독일(0.06) 순으로 나

타났다. Table 3와 Figure 9에는 국가별 논문활동도 및 논문영향력, 논

문집중도를 나타내었다. 

분리막 관련 논문의 피인용수 합계를 도출한 결과, 미국(351,996

건), 중국(125,276건), 독일(84,777건), 일본(69,354건), 영국(66,727건), 

캐나다(66,492건), 프랑스(66,239건), 호주(61,057건), 한국(60,156건), 

네덜란드(43,128건), 스페인(41,663건), 이탈리아(41,281건), 인도

(40,12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논문영향력을 도출한 결

과, 미국(0.31), 중국(0.11), 독일(0.08), 일본/프랑스/캐나다/영국(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 논문집중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

(1.15)에, 중국은 오폐수처리용 분리막(1.36)에, 한국은 해수담수화용 

분리막(1.19)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스페인, 이

탈리아는 오폐수처리용 분리막, 독일은 정수처리용 분리막, 한국, 인

도,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는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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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n analysis graph about BAI, BII and BCI by each country.

Figure 10.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of global 
company in field of different membrane technology between the 
periods 2006 and 2016.

Figure 11.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papers publications of 
global country in field of different membrane technology between the 
periods 2006 and 2016.

3. 기술별 특허 출원인 및 논문 게재국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는 전체 기술별 및 각 중분류별(오폐수처리용 분리막, 정

수처리용 분리막, 해수담수화용 분리막,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 상위 

출원인 및 논문 게재국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허의 경우 전체 

국가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구간별 출원인을 분류하였으며, 1구간

(1995∼1999년), 2구간(2000∼2004년), 3구간(2005∼2009년), 4구간

(2010∼2014년)으로 나누어 상위 10개 출원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

였고, 논문의 경우 전체 국가의 게재국을 대상으로, 1구간(1997∼

2001년), 2구간(2002∼2006년), 3구간(2007∼2011년), 4구간(2012∼

2016년)으로 나누어 상위 13개 국가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전체 기술별 상위 출원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4구간에 들어서는 한국 출원인들(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웅진케미칼, LG화학)이 상위를 차지하는 등 해당 기술에 대한 한

국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출원인은 일본

의 Toray Industries로 1구간에서 2위(31건), 2구간에서 2위(43건), 3구

간에서 3위(48건), 4구간에서 1위(53건)를 차지하였다.

논문의 경우 전체 기술별 상위 게재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

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구간에서 13위(130건), 2구간에서 7위(538건), 3구간에서 5위

(890건), 4구간에서 3위(1,455건)를 차지하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Figures 10, 11 및 Tables 4, 5에서는 최근 10년간 기술별 상위 특허 

출원인과 상위 논문 게재국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3.1. 오폐수처리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 및 게재국

오폐수처리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은 주로 일본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순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구간에서 1개(포항종합제철), 2구간에서 2

개(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구간에서 3개(한국과학기

술연구원, 부강테크, 웅진케미칼), 4구간에서 4개(한국과학기술연구

원, 필로스, 시노펙스, 삼성물산)를 차지하였다. 그중 한국과학기술연

구원은 2구간에서 8위(4건), 3구간에서 3위(7건), 4구간에서 1위(9건)

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논문 상위 게재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꾸준히 상승하여 4구간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꾸

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구간에서 8위(46건), 2

구간에서 4위(179건), 3구간에서 6위(236건), 4구간에서 6위(350건)를 

차지하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2. 정수처리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 및 게재국

정수처리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

이고 있지만, 2구간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3구간에서는 한국이, 4구

간에서는 한국과 미국, 덴마크가 새롭게 상위 출원인을 차지하면서 

해당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점차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본의 Toray Industries는 모든 구간에서 10건 이상의 

출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수처리용 분리막 관련 특허의 출원 활

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출원인은 3구간에서 웅진코웨이(4위, 6건)

가, 4구간에서 웅진코웨이(4위, 5건), 웅진케미칼(6위, 4건)을 출원함

으로써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상위 게재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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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R Water Treatment Desalination Ion Exchange

Ranking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Country Number

1 China 1,998 China 812 China 1,015 United States 1,032

2 United States 921 United States 751 United States 970 China 1,255

3 Spain 481 South Korea 223 South Korea 453 South Korea 429

4 Australia 405 India 219 Australia 358 India 360

5 India 364 Australia 205 India 266 Japan 294

6 South Korea 350 Spain 166 Spain 263 Germany 249

7 Italy 288 Canada 149
United 

Kingdom
199 Canada 236

8 Canada 273 Germany 136 Germany 191 France 225

9
United 

Kingdom
217 Japan 134 Japan 184

United 
Kingdom

208

10 Germany 210
United 

Kingdom
130 Netherlands 157 Spain 180

11 Japan 203 France 120 France 151 Italy 141

12 France 185 Netherlands 112 Canada 143 Australia 121

13 Netherlands 154 Italy 107 Italy 140 Netherlands 109

Table 5. Comparison of Total Number of Papers Publications of Global Country in Field of Different Membrane Technology between the Periods 
2006 and 2016

중국과 한국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꾸준히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구간에서 12위(17건), 2구

간에서 5위(99건), 3구간에서 7위(126건), 4구간에서 3위(223건)를 차

지하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3. 해수담수화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 및 게재국

해수담수화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은 일본의 Toray Industries로 

모든 구간에서 10건 이상의 출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수담수화용 

멤브레인 관련 특허의 출원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출원인으로

는 1구간에서 1개(새한), 2구간에서 2개(새한, 한국전력공사), 3구간에

서 4개(광주과학기술원, 웅진케미칼, 시온텍, 효성), 4구간에서 6개(엘

지화학, 웅진케미칼,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려대

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상위 게재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꾸준히 하락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1구간에서 13위(14건), 2구간에서 

13위(53건), 3구간에서 3위(203건), 4구간에서 3위(453건)를 차지하며 

3구간에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4.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 및 게재국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의 상위 출원인은 전반적으로 일본이 강세

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Asahi Glass는 1구간에서 1위(28건), 2구간에

서 1위(41건), 3구간에서 1위(76건)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구간에

서 3위(22건)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Chlorine 

Engineers는 1구간에서 6위(8건), 2구간에서 4위(19건), 3구간에서 5위

(19건), 4구간에서 4위(21건)로 순위는 변동이 있으나 출원 건은 꾸준

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온교환공정에서의 한국 출원인으

로는 3구간에서 1개(삼성SDI), 4구간에서 1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로 나타났다. 

논문 상위 게재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이 상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구간에서 13위

(53건), 2구간에서 7위(207건), 3구간에서 4위(325건), 4구간에서 4위

(429건)를 차지하며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총설은 수처리용 분리막의 특허 및 논문의 기술 경쟁력 평가를 

통하여 각 나라별 수처리 분리막에 대한 연구 진행량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특허기술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허활동도, 특허집중도, 

특허시장력, 특허영향력 4가지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에 대

하여 분석하였다. 수처리 분리막 기술과 관련하여 검색된 유효 특허 

4,433건 중 상위 출원 10개국에 속한 한국은 특허활동도 2위, 특허시

장력 10위, 특허영향력 7위로 평가되었고, 특허집중도에서는 오폐수

처리용 분리막(1.72)으로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기술별-

구간별 상위 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본이 월등히 강세

를 보이고 있고, 그중 Toray Industries를 비롯한 Nitto Denko, Asahi 

Glass 등이 상위 출원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

어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새한 등 한국에

서도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미국, 캐나다 등 다

른 국가에서도 해당 기술과 관련한 출원 활동이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의 특허기술

경쟁력은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면 

향후 한국에서의 특허기술경쟁력은 충분히 상승될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 게재의 경우 논문활동도, 논문영향력, 논문집중도의 3가지 평

가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논문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수처리 분리막 기술과 관련하여 검색된 유효 논문 47,242건 중 상위 

게재 13개국에 속한 한국은 논문활동도 4위, 논문영향력 9위로 평가

되었고, 논문집중도에서는 해수담수화용 분리막(1.19)에 가장 집중되

는 경향을 보였다. 기술별-구간별 상위 게재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미국이 월등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크게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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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일본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논문기술경쟁력은 비교적 낮을 수 있으나,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면 향후 한국에서의 논문기술경쟁

력은 충분히 상승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허 출원과 논문 게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특허 및 논문

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 수준(시장력, 영향력, 집

중도)은 경쟁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수처리 분리막 

기술 중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의 경우 특허집중도가 0.57로 상위 출

원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시장력 및 영향력 또한 하위권

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문 게재 결과에서도 특허 출원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논문의 활동은 상위 출원 13개국 중 상위권

에 기록되었지만,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영향력은 하위권(9위)

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4가지 수처리 분리막 기술 

중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이 논문활동도는 가장 높지만, 영향력은 가

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이온교환공정용 분리

막이 타 에너지원에 비하여 높은 가격 형성, 낮은 내구성 및 상용화 

기술, 공급 체계 미형성 등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천기술확보(고온용 MEA 제조를 위한 신규 소재의 개발, 저

가의 촉매 개발), 타기술 융복합(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내재화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

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수도권 계통 안정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형, 산업단지형 등의 수요지

에 적합한 친 시장형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수소공급 기반기

술 확보로 이온교환공정용 분리막을 이용한 자동차 신산업 선점, 발

전소 플랜트 및 기후변화대응 전략으로 활용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

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온교환공정용 분리

막의 응용분야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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