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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업용수는 원수, 침전수 등 범용적 공업용수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재처리하여 사용
하는 용수를 말한다. 대표적인 산업용수로는 순수(Pure water)와 초순수(Ultrapure water)를
들 수 있다. 순수(Pure water)는 사전적 의미로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물을 말하며, H2O
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순수(Ultrapure water)는 일반적인 순수보다 불순물이
극히 더 적은 물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순수와 초순수의 경계는 수치상으로는 명확히 구
분하지 않는다.
물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
하다. 모든 불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종 처리 기술을 조합하여 초순수 시
스템을 구성해야만 한다. 초순수 시스템은 전처리 공정, 순수처리 공정, 초순수처리 공정,
재이용 및 후처리 공정으로 크게 네 개의 공정으로 구분된다. 초순수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으로는 물속의 이온을 거둬들이고,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이온을 방
출하는 이온교환장치가 있으며, 역삼투압을 이용한 역삼투 장치와 전기이온제거장치, 탈기
장치, 자외선장치, 열교환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분석에 의하면 2010년 세계 물 시장규모는 4,828억 달
러로 추정 된다. 또한 국내 물시장 규모는 101억 달러로 추정된다.(GWI, 2011) 초순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37억달러에서 2015년 49억달러로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순수의 기술 개발현황으로는 막기술과 전기화학기술, 미량성분 분석기술등이 있다. 막
기술로는 RO(Reverse Osmosis), 탈기막, 이온교환막이 있으며, 전기화학 기술로는 전기이온
제거장치, 플라즈마 기술이 있다. 또한 미량성분 분석 기술로는 Metal, Boron, SiO2, Particle에
대한 분석 기술이 있다.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과 관련된 특허는 총 65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일본 특허
는 330건, 51%로 가장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128건으로 20%를 점유하고 있
고, 미국은 112건으로 1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
법과 관련된 기술은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순수 기술의 원천 핵심 기술은 미국, 유럽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 기술은 일본이
발달해 있다. 국내에는 원천 기술이나 상용화 기술 없이 외국 설계사의 시스템을 모방하
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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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 분야는 최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수질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
른 기술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며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큰 분야이다. 그러나 초순
수 산업의 현황은 Kurita. Organo, Resui, GE, Veolia 등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에 의해
선점되어 있다. 따라서 기반기술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술의 폐쇄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체 연계 원천 및 핵심
기술의 공동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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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 개요

가. 초순수 정의 및 수질현황
수도법상 공업용수도는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수도법 제3조)로 정의되며,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제품생산 및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용수를 의미한다. 생산공정에서 이용되는 공
업용수라 함은 보일러용수, 원료용수, 제품처리용수, 세정용수 및 냉각용수 등으로 구분
된다.
반면, 산업용수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업용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업용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원수, 침전수 등 범용적 공업용수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재처리하여 사용하는 용수로
서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산업용수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산업용수로는 순
수와 초순수를 들 수 있다.
순수(Pure water)는 사전적 의미로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물을 말하며, H2O로만 구
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완전한 순수의 생산은 어려우며, 불순물이
극히 적은 물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순수는 분야별로 요구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순수의 정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생물 관련 업종에서는 순수는 세균이나 미생물이 없는 물을 의미하며, 화학
관련 업종에서는 순수를 미네랄, 가스,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물을 의미한다. 또한,
수도공급자에 있어서의 순수는 먹기에 적합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의미하기
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구소, 제약제조, 반도체제조, 디스플레이제조, 태양광제품
제조, 화학제품 제조, 발전소 스팀 제조 등에서 순수가 이용되는데 일반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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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순수 이용 업종별 순수 사용용도
업

종

사용용도

섬

유

원사냉각, 유제희석

석유화학

보일러급수, 냉각수, 스팀

전기전자

세정수 등

발

전

냉각수, 스팀, 보일러급수

제

철

냉각수, 보일러급수

운송장비
제

도장공장, 세정용

약

정제수, 주사용수, 세정용

초순수는 일반적인 순수(pure water)보다 불순물이 극히 더 적은 물을 말하나, 일반적으
로 순수와 초순수(ultrapure water)의 경계는 수치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업종
별로 초순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전기저항률(비저항)이 10.0㏁･cm
이상의 물을 초순수로 본다.
<표 2> 순수 및 초순수의 수질현황
구 분

비저항(㏁･cm)

전기전도율(㎛Ω/cm) 전해질농도(mg/l)

비고

순 수

0.1이상

10.0이하

2~5

증류수

고순수

1.0이상

1.0이하

0.2~0.5

정제수

초순수

10.0이상

0.1이하

0.01~0.02

이론 순수

18.25

0.055

0.00
출처 : 물의 종류와 특징 (1997)

초순수 수질에 대해 참고 할 수 있는 국외 자료로는 미국의 ASTM (American Society
foe Testing and Materials) 참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을 목적으로 한 초순수의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CLSI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를 참고 할 수도 있
다. CLSI는 이전에 NCCLS (National Committee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이라고
도 했다.
ASTM은 물의 등급을 4가지(Type-Ⅰ, Type-Ⅱ, Type-Ⅲ, Type-Ⅳ) 로 구분하고, 항목
별로 세분화하여 A, B, C의 세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Type에 대한 구분은 제조
Process에 따른 방법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A, B, C에 대한 분류는 Bacteria의 정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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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를 하였다.
CLSI 기준은 목적에 따라 Type 1, 2, 3으로 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수질을 각각 만족이
되어야 한다. GLSI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임상실험실 시약용 순수이다.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 특수시약, 희석용수·시약, 병물, 세척용수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나. 초순수 수처리 공정의 구성 및 원리
물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
하다. 모든 불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종 처리 기술을 조합하여 초순수 시
스템을 구성해야만 한다. 초순수 시스템은 전처리 공정(Pretreatment system), 순수처리 공
정(Make-up system 또는 primary system), 초순수처리 공정(Sub system 또는 secondary
system), 후처리 공정(Reclaim system)으로 크게 네 개의 공정으로 구분된다. 초순수 시스
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원수 수질의 성상과 변동, 각 시스템에 사용하는 요소 기술의 특
성과 한계 성능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림 1] 초순수 처리공정 예시
출처: Kurita

초창기의 요소 기술은 보일러 급수 처리용으로 쓰이던 기존 기술을 전용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초순수 수질의 고도화 요구에 대하여 이들 기존 기술의 사용만으로는 대응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어 기존 기술의 개량과 신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고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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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초순수 제조 기술은 고순도화, 대용량화에 대응 가능한 고유의 기술이 필요하다.
순수처리 공정(Make-up system 또는 primary system)의 주요 구성 장치로서 역삼투 장
치, 탈기 장치, 이온 교환 장치가 포함되어있다. 역삼투 장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역삼투 막의 도입, 개량에 의해 초순수 제조기술은 비약적으로 진보했다. 이온 교환
장치도 무기 이온을 경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고 필수 기술로
서 자리 매김 되었다.
초순수처리 공정(Sub system또는 secondary system)의 주요 구성 장치는 자외선 살균,
산화장치, 이온 교환 장치, 한외 여과 장치가 있다. 한외 여과는 최종 여과공정으로서 미
립자,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종 여과 공정은 초순수 고유의 기
술로 개발, 개량이 거듭되어왔다.
후처리 공정(Reclaim system) 즉, 재이용 공정은 역삼투 장치, 활성탄 흡착 장치, 이온
교환 장치, 자외선 산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재이용 공정은 대부분의 초순수 시스템과
함께 많이 선택된다. 용수의 취수 제한과 비용의 절감에 대한 대책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기술 기반은 확대 중이다.

[그림 2] 초순수 처리공정 예시
출처: K-water

이온교환장치는 초순수 제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공정이다. 기본적인 원리는 물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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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과 이온교환수지의 이온(H+, OH )이 교환을 하여 물속의 이온이 제거되는 방식이다.

이온교환수지는 이온교환이 가능한 이온을 가진 고분자합성수지를 말한다. 이온교환장치의
종류로는 양이온교환장치, 음이온교환장치, 혼상이온교환장치등이 있다.
<표 3> 이온교환수지의 종류
구분
양이온
교환수지
(cation)

음이온
교환수지
(anion)

기능기

중합

비고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strong acid)

스티렌 + 디비닐벤젠
( 교환기 : + H2SO4)

+
R-SO3 H

약산성 양이온교환수지
(weak acid)

아크릴산
(Acrylic Acid, CH2COOH)

R-COO- H

강 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Ⅰ형,Ⅱ형 (strong base)

스티렌 + 디비닐벤젠
(Tri Methyl Amine , N(CH3)3)

R-N+ OH

약 염기성 음이온교환수지
(weak base)

스티렌 + 디비닐벤젠
(교환기 : + Amine류, NH3)

R-N+ OH-

+

이온교환장치는 주기적인 재생이 필요하며, 재생제로는 염산, 황산, 가성소다 등의 위험
성이 있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체기술로 전기를 이용한 이온제거 기술
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이온제거장치(EDI, Electrodeionization)는 전기투석과 이온
교환수지 및 이온교환막 공정을 조합하여 재생이 불필요한 이온제거 장치이다. 발전 및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전기이온제거장치의 전처리 공
정으로 역삼투장치가 필요하다. 즉, 역삼투막 + 전기이온제거장치의 조합이 된다.

[그림 3] 전기이온제거장치(EDI) 원리
출처: Degremont

또다른 전기를 이용한 이온제거 장치로는 축전식이온제거장치(CDI, Capacitive deionization)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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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축전식이온제거장치는 흡착과 탈착이 가능한 이온제거장치로서 전기이온제거장치와
달리 전처리 공정으로 역삼투장치가 필요 없으며 흡착과 탈착 공정을 화학물질 없이 진행
한다. 또한 저에너지 비용으로 이온 제거가 가능한 차세대 공정이다. 해수담수화 및 재이
용 분야 등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4] Capacitive Deionization(CapDI) Removing salt, not water
출처 : Voltea

역삼투 장치는 초순수 제조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공정이며, 역삼투압에 의한 압력차를
구동력으로 하여 용액내의 염, 총유기탄소, 입자를 막을 통해 분리 및 제거하는 장치이다.
해수담수화 설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며, 초순수 제조공정에서는 1~2Mpa의 저압을
이용한다. 최근에는 1Mpa이하의 초저압막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 역삼투막의 원리

탈기 장치는 수중의 산소/탄산가스 등의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이며, 장치의 종류로는 탈
탄산장치, 진공탈기장치, 막탈기장치, 촉매탈기장치 등이 있다. 막탈기 장치는 공간의 제약
등 장점이 있어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각종 탈기법의 종류와 특징
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초순수 산업 및 기술 동향

구분

원리 및 특징

성능

용도

탈탄산장치
(DG)

과포화로 용해되어 있는 탄산가
스를 대기 방산함

잔류CO2
5~50ppb

- 이온교환 순수장치의 탈탄산
- RO 급수의 탈탄산

진공탈기장치
(VDG)

진공 상태에서 용존가스 분압을
저하시켜 용해되어 있는 모든가
스를 제거함.

용존산소
5~50ppb

- 이온교환순수장치 용존산소제거
- 초순수 시스템 용존산소제거

막탈기장치
(MDG)

물과 가스를 소수성막으로 분리
하여 진공으로 만든 가스측에 수
중용해가스를 투과시켜 제거함

용존산소
5~50ppb

- RO 급수의 탈탄산
- 초순수 시스템 용존산소제거

촉매탈기장치

이온교환수지에 바디듐을 넣은
촉매수지로 용존산소를 수소로
환원 제거함

용존산소
1~20ppb

- 보일러 보급수 탈산소
- 초순수 시스템의 용존산소제거

고효율진공
탈기장치
(HE-VDG)

기액접촉탑으로 가스측에 질소를
사용하여 용존산소 분압을 저하
시켜 산소제거함.

용존산소
5~50ppb

- 초순수 시스템의 용존산소제거

UV(Ultraviolet, 자외선)는 파장의 길이와 용도에 따라 Vacuum UV, UV-A, UV-B 및
UV-C로 분류되며 살균효과와 유기물 분해능에 차이가 있다. 초순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
는 UV 장치로는 살균UV와 산화UV 장치가 사용된다. 살균UV 장치는 UV-C영역 자외선
(254nm)을 조사하여 수중 생균류나 미생물 살균하는 원리이다. 자외선 살균력은 자외선
조사량으로 표시된다. 또한 산화UV장치는 수중의 미량 유기물을 자외선(주로 185nm)으로
산화분해 한다. 물분자의 광분해로 생성된 수산화라디칼에 의해 유기물 산화분해한다.
이처럼 초순수 공정은 처리물질이 다양하여 복잡한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정
성, 경제성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정 조합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처리공정은 원수의 수질
에 따라 고속응집침전기, MF(Microfiltration), UF(Ultrafiltration)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순수처리 공정은 2B3T(2Bed 3Tower : 양이온제거탑+탈기장치+음이온제거탑), 2 Pass
RO(Reverse Osmosis), RO + EDI(Electrodeionization)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 Typical Ultrapure Water Process Flow Diagram
출처 :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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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GWI분석에 의하면 2010년 세계 물 시장규모는 4,828억 달러로 추정 된다. 또한 국내
물시장 규모는 101억 달러로 추정된다.(GWI, 2011)
산업용수 분야의 전망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11년 110억 달러에서 2025년 290억 달러
로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Ultrapure Water Market and Industrial Desalination
출처 : GWI

초순수 산업만을 분류하여 본다면 2010년 37억달러에서 2015년 49억달러로 32% 성장
할 것을 예측된다. 발전 및 전자/전기 업종에서 주요한 성장을 이끌 것이다.
<표 5> 초순수 시장전망
Industry Totals($ Thousands)

출처 : McIlvain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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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용수 업종별 사용량 규모는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전기･전자, 섬유의복 업종이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수
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업용수 수요량은 2011년 31.8억㎥/
년, 2016년 35.6억㎥/년, 2020년 34.2억㎥/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수 및 초순수 시장을 분석해보면, 순수와 초순수를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 철강,
전자, 섬유의복, 의료산업 등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므로 국내 시장은 연평균 9%로 급
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문 위탁기관에 의한 산업용수 공급에 따른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앞서 예측한 연평균 9%의 성장률보다 크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산업용수 시장은 차세대 물시장 중 고부가가치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국내 산업용수 위수탁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선점한 상태이다. 베올리아의 경우 2000년
부터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수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국내 산업용수 시장에 진입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수처리 산업에 앞다투어 진출을 하고는 있으나 산업용수 시장의 후발주자
로 외국 선진기업에 비해 설계, 운영 등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산업용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수, 초순수 처리시설에 공정
구성, 개별공정 처리원리, 설계, 운영, 유지관리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반도체 및 평판디
스플레이 생산에는 초순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시장 또한 세계 유수의
초순수 시스템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운영비와 시설투자비로 분류한 한국의 초순수 시스템
시장규모는 2007년 8천억원에서 2020년에는 1조 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국내 초순수 시장전망
출처 : K-water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슈리포트 (2013년-5월호)

3

기술동향

가. 개요
초순수 기술은 초기 이온교환공정에서 시작하여 ‘80년 이후에는 RO(Reverse Osmosis)와
MF(Microfiltration), UF(Ultrafiltration)에 의한 막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진공탈기탑 대
체용으로 막탈기 장치가 적용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온교환수지와 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전기이온제거장치가 도입되었다. 전기이온제거장치에는 이온교환막이 사용된다. 이로서 초
순수 공정의 대부분은 막 공정이 대체를 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공정의 예로는 앞서 말했듯이 MF/UF/RO가 있으며, 막탈기, 전기이온제거장치가 있다.
물은 원래 전기를 싫어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화학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의 연구 개발이 진행중이다. 수처리 기술에는 다양한 약품들이 주입된다. 특히 막공정이
대세를 이루면서 막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입하는 약품들이 많아지고, 또한
화학적 세정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화학 기술을 수처리 기술에 접목
하면 약품의 주입이 없더라도 가능해진다. 전기화학 기술로는 전기이온제거장치, 축전식이
온제거장치, 플라즈마 기술 등이 있다.
초순수의 수질관리 항목이 PPT(Parts Per Trillion) 단위의 극한 레벨에 다다르면서 분석
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다. 미량성분 분석 기술은 초기 Metal에 대한 분석이 주
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보론(Boron) 및 실리카(SiO2) 등의 분석에 대한 기술도 주목을 끌
고 있다.
∘ Membrane 기술 : RO, 탈기막, 이온교환막
∘ 전기화학 기술 : 전기이온제거장치, 축전식이온제거장치, 플라즈마
∘ 미량성분 분석 기술 : Metal, Boron, SiO2, Particle

나. 국내외 특허현황
1) 개요
국내외 특허현황은 국제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허 데이터 베이스는
윕스(WIPS)를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1990.1.1. ~ 2011.8.31이며, 분석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 및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를 대상으로 하였다.

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초순수 산업 및 기술 동향

2) 연도별 특허 출원 동향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 기술의 전체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및 중반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1990년부터 지
속적인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동향

[그림 9] 국가별 특허출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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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특허출원 점유율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과 관련된 특허 총 650건 중 일본 특허는 330건으로 51%로
가장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128건으로 2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112건
으로 1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과 관련된 기술
은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국가별 특허출원 점유율

4) 국내외 출원인 현황
Kurita Water와 Organo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출원건수가 많았으며,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많은 기업임을 알 수 있다. Kurita Water가 총 117건의 특
허를 출원하여 최다 특허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Organo 47건, GE

Osmonics 26건, Rensui 및 Nomura micro 각각 24건의 순서로 특허를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초순수 제조장치 및 방법 기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가 총 21건의 특허를 보유하여, 최다 특허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기업인 Kurita Water 12건, 포스코 7건, 동부일렉트로닉스 7건 및 미래
에스티 6건의 순서로 국내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국내외 주요 출원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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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특허 출원 내용 및 특징
650개 특허 출원된 내용 중 가정용 또는 일반 산업용수에 적용되는 기술을 제외하고
초순수시설에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선별한 결과 32가지 특허로 구분할 수 있었
으며, 그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시간적 관점으로 분석하면, ’95년 이전에는 이온교환 기술 및 총유기탄소저감 기술의
출원 건수 비율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후에는 EDI, Boron제거 및 총유기탄
소저감 기술의 비율이 28.6% 수준까지 출원되었다
기술적 관점으로는 전통적인 수처리 기술인 이온교환 기술에 비해 친환경 기술인 역삼
투막, 전기이온제거장치에 대한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
라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Boron 제거에 대한 출원 건수도 2건이 있다. 아래 표는 주요
초순수 관련 특허 32건에 대한 분류이다.
구분
I
on교환
총유기탄소저감 기술
EDI
기술
RO기술
B제거
분석
재활용
에너지 회수
세정
무약품 순수제조
수질 보존
고온초순수
합계

개수
4
8
7
4
2
1
1
1
1
1
1
1
32

[그림 12] 특허 출원 중 초순수 핵심 특허기술 현황

가장 많은 내용으로는 총유기탄소 저감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중 최근 특허는 ’09년
Rensui에서 출원한 내용이다. 초순수 공정은 역삼투장치 후단공정에 UV산화+MDI 공정을
직렬로 2개 연결한 공정이다. 즉, 역삼투장치+UV산화+MDI+UV산화+MDI 공정으로 최종
총유기탄소 농도가 0.1 ㎍/L(ppb)∼5 ㎍/L(ppb) 이다.
전기이온제거장치(EDI) 는 Kurita Water와 Rensui 등에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00년 Kurita Water에서 출원한 내용 중에 실리카 및 보론(Boron)를 비롯한 약전해질의 제
거율을 개선시킨 전기 탈이온화 장치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는 EDI를 반도체 등 초순
수 공정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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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장치는 ’95년 이전에는 주로 특허 출원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보론제거에 대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론에 대한 특허는 ’05년 쿠리타공업(주)에서 출원된 내용이
있으며, 전처리 장치 후단에 보론제거를 위한 보론선택 제거 이온교환탑을 설치하고 그
후단에 역삼투막 장치를 설치하여 초순수 제조하는 공정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 업체로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특허 출원이 있다. 삼성전자 특허 중 ’03년 출원
된 내용은 역삼투 공정 중 처리수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역
삼투장치가 단속으로 운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배관을 구성하였다.
즉, 처리수 저장조의 레벨이 증대하게 되면 역삼투 장치가 중단되지 않고 역삼투 전단의
저장조로 갈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였다.

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
일찍이 수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미국 및 유럽에서 원천 기술이 발달 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 일본에서 전자 산업의 발달로 미국 및 유럽 기술에 대한 상용화에 노력을
기울여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천 핵심 기술은 미국, 유럽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용화 기술은 일본이 발달해 있으며,
국내에는 원천 기술이나 상용화 기술 없이 외국 설계사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각 부품 업체 중 일부는 세계 최고 기술에 근접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은 당장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 설계
기술 보유사와 제휴를 통하여 빠른 수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고, 중소기업은 영세하여 제
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용화 되었다고 해도 기존 시장 우위 업체에서 가
격 조정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신규 개발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 부품 업체 중 역삼투 막을 생산하는 웅진케미칼의 경우 일반용 역삼투막의
경우 선도기업과 기술격차가 거의 없으나, 초저압 및 초순수용 역삼투막은 국내 경험과
수요 부족으로 선도기업(FilmTec, Nitto Denko, Toray 등)에 비해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초순수 Pilot Plant를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제철, 대산5사를 대상으로 역삼투 장치를 이용한 맞춤형
산업용수 사업을 전개하여 역삼투 장치에 대한 운영노하우도 갖추는 등 산업용수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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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초순수 분야는 최근 산업 고도화에 따라 수질 요구조건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
른 기술 발전이 기대되는 산업이며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큰 분야이다. 그러나 초순
수 산업의 현황은 Kurita. Organo, Resui, GE, Veolia 등 다국적 물관리 기업들에 의해
선점되어 있다. 따라서 기반기술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
술의 폐쇄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체 연계 원천 및 핵심
기술의 공동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저
비용 초순수 기술 개발로 산업용수 사업성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다국적 물기
업에 선점된 국내 순수 및 초순수 분야의 물시장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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