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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deep sea water)1)
는태양 이도달하지않는수

심 200 m 이상의깊은곳에존재하여식물 랑크톤에의한

합성이일어나지않고, 유기물이나병원균등이거의없을

뿐 아니라, 수온이연 안정된 온을유지하고 있어, 비

이다른표층의해수와혼합되지않고청정성이유지되며해

양식물의 성장에 필수 인 양염류가 풍부한 장기간 숙성

된 해수자원이다. 

해양심층수는깨끗한바닷물이지만해수를그 로먹을수

는없기때문에탈염장치등으로서 염분이나미네랄을 제거

하여마시기에 합한물로만들어야만한다. 미국과일본같

은선진국에서는 1970년 부터해양심층수의 요성을인식

하고기 연구 실용화기반연구를해왔다. 최근해양심층

수는 유용자원으로써의 가치가 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새

로운 분야에 활용하기 한체계 인 연구와다양한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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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sea water is found more than 200 m under the surface. As no sunlight reaches, no photosynthesis takes place, and 

it has very little organic matter or bacteria. In addition, deep sea water maintains a consistently low temperature throughout 

the year, and it does not mix with the water found closer to the surface, which means that its cleanliness is preserved. It 

is a long-term mature sea water resource that is rich in minerals. This paper examin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uses of deep sea water, a subject that has been attracting a great deal of public attention recently, together with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search into it and the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USA and Japan, focusing o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provide are source to researchers in the field. Since the 1970s, scientists around the world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ep sea water, and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into it. In the USA, deep sea water 

has been researched with the view of its application to cooling, alternative energy, farming, and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In Japan, about 10 local self-governing bodies are currently promoting research and business relating to deep sea 

water, which has resulted in a number of products that have been released to the market. In Korea,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ne affairs has been studying deep sea water since 2000, and full-scale national R&D projects have been 

performed by 24 organizations, including KORDI, through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Large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deep sea water research projects in several ways. A study of data foundusing NDSL relating to domestic studies of deep 

sea water found 50 theses, 177 domestic patents, 6 analyses, 2 reports, and 2 etc.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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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기획 연구

단계를거쳐, 본격 인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해양심층수

의다목 개발사업’이해양연구원을 심으로한 24개기

이 산학공동연구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해

양심층수 련사업에여러가지형태로동참하고있다. 국내

해양심층수 련법
2)
의정비로시장진출과사업진행에가속

도가붙게되어해양심층수산업의성장이정체된국내식품

업계에활기를불어넣고, 의료, 미용, 산업등에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본연구는최근 심이집 되고있는해양심층수에 하

여물질 특성과이용특성그리고국내의연구 황과미국, 

일본등지에서의연구방향에 하여문헌을 심으로하여

고찰해 으로써 련분야의연구자들에게작은도움이 되

고자 실시하 다.

본 론

1. 해양심층수의 특성

세계여러나라의해양심층수성분에는차이가있다. 국가

의지리 치, 도, 평균기온, 해양의수심, 근해 는 양

을끼고있는지의여부등환경인자의 향을받기때문이다. 

Table 1을보면한국동해안, 일본고치 , 미국하와이섬의

해양심층수를 비교한 것으로여러 가지 성분의차이가있음

을 알 수 있다
3).

동해해양심층수의특징을살펴보면 5월과 10월모두한계

수심의차이는없었으며, 강원도고성, 속 , 양양, 주문진, 강

릉, 묵호, 삼척지역은한계수심 200 m에서심층수의구비조건

을갖추었으며, 경상북도울진, 포항해역도같은조건이었으

며, 경주근해감포해역은용승작용으로 150 m, 울릉도는난

류성와류의 향을받고있어 400 m의한계수심을나타내었

다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deep sea water from 3 nations

Gochi, Japan(deep/surface) Hawaii, USA(deep/surface) East Sea, Korea(deep/surface)

Temperature, ℃ 8.1～9.8/16.1～24.9 8.2～10.7/24.3～28.0 1.52～1.9/14.5～23.1 

pH 7.8～7.9/8.1～8.3 7.45～7.64/8.05～8.35 7.19～7.90/8.16～8.20 

Salt, g/㎏ 34.3～34.4/33.7～34.8 34.37～34.29/34.33～35.05 33.72～33.94/32.5～33.0

SO, ㎎/ℓ 4.1～4.8/6.4～9.5 1.24～1.45/6.87～7.28 9.13～9.47/7.79～8.90

Nitrate, ㎛ 12.1～26.0/0.0～5.4 39.03～40.86/0.24～0.42 3.6～13.3/0.1～1.4

Phosphate, ㎛ 1.1～2.0/0.0～0.5 2.89～3.15/0.15～0.19 1.7～4.3/ND～0.7

Silcate, ㎛ 33.9～56.8/1.6～10.1 74.56～79.20/2.64～3.59 72.1～108.0/15.3～28.9

Chlorophyll a, ㎎/ℓ  -  - 0.034～0.0376/0.1578～0.1589

Dept, m 320 600 200 

2. 해양심층수의 분류

해양심층수는 Table 2와같이여과살균만을처리한원수, 

탈염장치에서 염분만을 제거한 미네랄수, 염분과 미네랄을

제거한 담수(淡水), 염분이 농축되어 있는 염수(塩水), 염분과

미네랄이농축되어있는미네랄염수로나 수있으며, 음료

수는 미네랄수와 담수로 나뉜다
4). 

해양심층수는 해양수산부령 제410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리에 한법률시행규칙(2008.2.4)」에따라국민건강을

보호하기 해 Table 3과같이 ‘먹는해양심층수’와 ‘해양심층

수혼합음료’로용어가정리되었으며, 정부지정심볼마크도

부여되었다
2).

Table 2. Classification of deep sea water

Classification of 

deep sea water
Provision Description

Raw material 

Name

Process

Content

Deep sea water

UV pasteurization  

Salt: 2.5～3.6%, 

Hardness: 5,500～6500 ㎎/ℓ 

Desalinized 

water

Mineral 

water

Name

Process

Content

Dialyzed desalinized water

Desalinized by dialysis and pasteurization

Salt: 0.4～0.6 %, 

Hardness: 5,500～6,500 ㎎/ℓ 

Fresh 

water

Name

Process

Content

RO desalinized water

Salt: 0.0～0.3 %, 

Hardness: 0.1～0 ㎎/ℓ 

Concentrated

water  

Saline 

water

Name

Process

Content

Dialyzed concentrated water 

Concentration by dialysis and pasteurization

Salt: 8.29～9.2%, 

Hardness: 0.1～0 ㎎/ℓ 

Mineral 

saline 

water

Name

Process

Content

RO concentrated water

Concentration by RO and pasteurization 

Salt: 4.5～6.5%, 

Hardness: 10,000～20,000 ㎎/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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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dible deep sea water and mixed beverages 

Product name Demineralization Class Symbol

Edible deep 

sea water
100% Mineral water

Mixed deep 

sea water

Demineraling

+Dietary fiber
Mixed beverage -

3. 해양심층수의 활용 방안

해양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부 양성, 숙성성 안정성

등의자원 특성을가지고있다. 다양한산업분야에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 련 산업을 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견된다. 해양심층수를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살펴보면식량과 련한수산생산 가공그리

고담수화분야, 에 지와 련한냉방냉장냉동 제빙분

야, 자원과 련한 소 희소 속 에 지원 등의 유용물질

추출 분야, 기타 의약, 미용, 건강 등의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양심층수의 자원성을 활용하기 해서

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3).

4. 해양심층수의 다단계 이용개념

해양심층수는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는종합자원으로

서이를 한다목 개발이요구되고있으며, 이에따라식수

확보 수산자원조성 리등을 한공익 활용과식품, 

약품 등의산업 활용을 한다목 개발이추진되

고있다. 해양심층수는 온성, 청정성, 부 양성등의다양한

특성을가졌다는 에착안하여 온성을냉방 는냉장등

에활용한후, 청정성을활용하여 상생물에 해 정수온

이된해수를양식과축양에활용하는것이다. 이를계속해서

부 양성을 활용하여 해조류를 양식한 후 연안에 방류하여

연안해조양식장을조성하는단계 이용방법이다단계이

용 시스템
5)
이다. 

해양심층수의다단계이용시스템은해양심층수의자원

특성을 단계 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뿐아니라연안환경에 한 향을최소화할수있다는

에서 요한 이용 방안으로 사료된다.

5. 국내 해양심층수의 보 산업화

2008년 2월 국내 련법의 정비로시장진출과사업진행

에가속도가붙은해양심층수산업은성장이정체된국내식

품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의료, 미용, 산업에

폭 넓게활용될것으로기 된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서는

‘해양심층수의 다목 개발’을 한 기술을 개발하고 pilot 

plant를건설하여개발기술을 검증하는동시에인근에시범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산업화를 검토하는 시범단지 개발을

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 이를 해 1일 5,000톤의심층수를

취수하여연구개발을 한공공용도뿐만아니라기능성음

료수 소 제조, 에 지 양식 용등에활용할목 으

로약 25,000평의부지를확보하여해양심층수개발시범단지

를해양수산부, 지자체 민간이공동으로개발을추진하고

있다
5).

두산 공업은담수화분야에서 재세계담수화건설시

장의 40%를차지하고있다. 이기업이시장 유율세계최상

권에오른이유는독창 인 ‘원모듈(One Module)’ 공법을

보유하고있기때문이며, 이공법을이용해요르단, 사우디아

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UAE 등 6개국가 14개지역

에약 450만톤규모의담수화공장을세웠거나공사를진행

하고있다
6). 이러한해수담수화기술은해양심층수담수화

랜트 수출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측된다. 

최근해양심층수에서뽑아낸신물질을이용하여제품개발

에 활용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해양심층수의 다각 활

용을 한 시범사업단지 조성을 착수해 심층수로부터 온, 

무균, 고미네랄기능성생수와의약품 화장품을생산하는

등 해수와 해양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바있어해양심층수를활용한연구가더욱활발해질것

으로 보인다. 

한편, 먹는해양심층수는세계 으로미국과일본, 만에

서만생산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4번째생산국이다. 국내에

서 2개회사만이해양심층수제조설비를갖추었으나, 2008년

5월 4개업체가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취득하여향후더

많은 회사에서다양한먹는해양심층수제품이출시될 것으

로 상된다.

생수시장의지속 인성장을 해서는기능성생수를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 이 제기되고 있다. 

재 리미엄생수소비의 부분을차지하고있는수입

생수가연평균 27% 정도의고성장세를기록하고있어, 국내

리미엄생수가수입생수와비교해성공을거두고국내생

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해서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양한제품개발이필요하다. 재국내해양심층수시장에

여러기업들이참여해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 이미롯데

칠성과워터비스는각각 ‘블루마린’과 ‘몸애(愛) 좋은물’을각

각출시했으며, LG생활건강, 동원F&B 등도강원도양양과고

성, 동해, 속 등동해안의다양한지역에서해양심층수사업

을 진행 이다. 

농업분야에서는염분이제거된해양심층수를농작물에이

용하여, 미네랄 미, 고미네랄새싹채소등기능성농산물을

개발했고, 해양심층수를희석해사포닌성분이보강된인

삼생산기술을개발사례도있으며, 해양심층수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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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작작물,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등모든농작물에

용되어청정, 고품질, 고기능성의농산물생산이가능할것

으로 상된다
7).

6. 국내의 연구 동향

해양심층수에 한연구동향을알아보기 하여 NDSL과

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검색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검색

으로해양심층수연구결과는 체 238건이검색되었으며, 이

논문이 50건, 국내특허가 177건, 분석동향이 로벌동향

으로 6건, 연구보고서 2건 기타 2건으로 조사되었다.  

논문 50편을발표잡지별로살펴보면, 한국해양공학회 04

Table 4. Domestic thesis concerning deep sea water

Title Journal Vol. No. Year Title Journal Vol. No. Year

해양심층수염 다시마분

말을첨가한개량식된장의

항돌연변이원성 암세포

성장억제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7 4 2008
동해심층수개발해역의미

량 속 분포

해양환경안 학회

06 추계학술발표회
11 2006

국내최 의육상형해양심

층수취, , 배수시설건설
한토목학회논문집 27 3 2007

해양심층수처리가육묘시 

도장억제에 미치는 향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4 1 2006

해양심층수 조기 산업화

지원
워터 37 2007

역삼투압막해수담수화장

치의미네럴분리성능평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8 2 2005

해양심층수를이용한구강

청정제의 효과

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지
33 6 2007

수평분무식해양심층수소

의 성분 특성
한국수산학회지 38 1 2005

해양심층수를이용한다시

마 추출물의 두부 응고제

특성

한국수산학회지 40 3 2007

해양심층수 련 산업별

특허출원기술과 후의

개방향

한국수자원학회지 38 4 2005

해조류를이용한해수소

제조기법 성분분석
한국해양공학회 21 4 2007

해양심층수를이용한화장

품개발 방향 용사례
金龜論叢 11 2005

환경친화 ․순환재생형

자원 해양심층수
과학과 기술 40 8 2007

해양심층수 련특허출원

기술과 산업별 이용 황

한국수산학회

05 춘계학술 회
5 2005

동해심층수개발해역의용

존 미량 속 분포
해양환경안 학회지 13 1 2007

해양심층수물질추출용분

무동결건조기에 한연구

(1)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해양심층수 련특허출원

동향
월간 식품세계 8 1 2007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미

네랄소 제염장치 개발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5 2004

해양심층수제품에 한수

요 분석
해양정책연구 22 1 2007

수치해석 방법을 통한

해양심층수취수용유연라

이 의 거동 해석에 한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18 4 2004

해양심층수를이용한해조류

추출물의두부응고제특성

한국양식학회

06 수산 련학회

공동학술 회 발표집

5 2006
해양심층수 취수를 한

기포펌 의 용성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해양심층수개발기반을이

용한 동해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방안

한국양식학회 06 

수산 련학회

공동학술 회 발표집

5 2006
해양심층수담수화를 한

유무기계 분리막 개발(1)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신형식역삼투복합막을이

용한 해양심층수담수화성

능평가

한국섬유공학회지 43 6 2006
빙결정 제어에 의한 최근

식품 보존 기술
설비 33 7 2004

년도 학술 회지에 8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한국해

양공학회 2003 추계학술 회논문집 4편, 한국해양환경공학

회지 3편, 한국양식학회 2004 수산 련학회 공동학술 회

발표요지집 2편, 한국식품 장유통학회지 2편, 한국식품

장유통학회 2003 춘계총회 제22차 학술발표회 2편, 한

국해양공학회지 2편, 한국해양공학회 2003 춘계학술 회

논문집 2편, 한국양식학회 2006 수산 련학회공동학술 회

발표요약집 2편, 한국수산학회지 2편, 기타 11편의연구논문

이 발표되어, 한국해양공학회에서 가장 많은 발표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발표 연도를 보면, 2008년 2편, 2007년 10편, 

2006년 5편, 2005년 5편, 2004년 14편, 2003년 12편,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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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Title Journal Vol. No. Year Title Journal Vol. No. Year

동해심층수의자원성해석

활용 방향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해양심층수취수 주변의

세굴특성 방지를 한

실험 고찰

한국해양공학회 03 

춘계학술 회논문집
5 2003

해양심층수 수질조정수의

산업소재 용성 평가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해양 심층수 첨가에 따른

알콜발효효모의증식변화

한국식품 장유통

학회지
10 3 2003

한국해양심층수를이용한

간고등어제조에 한연구

한국양식학회 04 수산

련학회공동학술 회 

발표집

5 2004
해양심층수 염을이용

한 식빵의 품질 특성

한국식품 장유통

학회지
10 3 2003

해양 심층수의 안정성 조

사 분석 (I)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7 1 2004

해양심층수염을이용한무 

임시 품질특성 변화

한국식품 장유통

학회 03 제22차 학술

발표회

4 2003

해양심층수취수 부설을

한 수치해석 실험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11 2004

고성해양심층수개발시설

의 기본설계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03 

춘계학술 회논문집
5 2003

동해심층수의수괴안정성
한국해양공학회

04년 학술 회지
5 2004

해양심층수 염을이용

한 식빵의 품질특성

한국 양학회

03 연합학술 회
5 2003

해양심층수를이용한수평

분무식 소 의 화학성분

특성에 한 연구

한국양식학회

04 수산 련학회

공동학술 회 발표집

5 2004

해양심층수기능성소 제

조를 한 분무건조기 특

성의 수치해석 연구

한국해양공학회 03 

추계학술 회논문집
10 2003

해양심층수와지하염수자

원의특성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7 1 2004

해양생물의증양식자원으

로 각 받는 해양심층수
한국양식 15 1 2003

해양심층수 취수를 한

취수 의 구조해석

한국해양공학회 03 

추계학술 회논문집
10 2003

해양심층수 자원의 개발

이용에 하여
한조선학회지 39 4 2002

해양심층수이용형이동식

해상양식시스템 개발 (I)

한국해양공학회 03 

추계학술 회논문집
10 2003

신자원으로서의 해양심층

수 이용과 개발

한국생명과학회 02 

제36회 학술심포지움
5 2002

해양심층수와 지하염수의

자원특성 비교분석

한국해양공학회 03 

추계학술 회논문집
10 2003

해양 심층수의 자원 특

성 다목 이용

2001년도 춘계학술

회논문집(한국해양공

학회)

5 2001

해양 심층수 첨가에 따른

알콜발효효모의증식변화

한국식품 장유통학회

03 제22차 학술발표회
4 2003

한국 동해 해수순환의 개

략 고찰

2001년도 추계학술

회논문집(한국해양공

학회)

10 2001

2편, 2001년 2편의 연구논문이발표되어 2004년도에가장많

았다. 검색된 50건의연구논문의출처를정리한내용은 Table 

4와 같다.

7. 해외의 연구 개발 황

최근해양 국들이해양심층수자원에주목하여개발

이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미국과일본은이미실용화단

계에 이르 다. 미국은 해양심층수가 가진 에 지 자원으로

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1970년 오일쇼크 이후 체에 지

개발 안으로서시작된온도차발 연구 농업생산부문

에서시작하여 재는유용물질 추출과 음용수 의약부문

까지확장되어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1974년설립된하와

이주립자연에 지연구소 NELHA(National Energy Laberatory 

of Hawaii Authority)는 29개의 특허를출원하여 13건을사업

화에 성공한 바 있으며, 1981년부터 최근까지 6～8℃ 심층수

1일당 6,000～72,000여톤과 26～29℃의표층수 1일당 8,600～

14,700여톤을이용하여해조류, 패류, 갑각류, 어류를 상으

로육성실험을행하고, 농업분야에 해서도연구가진행되

고 있다
8).

미국은 냉방, 체에 지(OTEC), 태양에 지 활용 분야, 

담수 생산 등에 한 실증실험을 거치며 미세조류를 배양

하여 색소나 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닭새우의 축양

유통 등에 한 성공 인 활용이 알려지고 있으며, 상업

인 규모의 수산양식사업과 미세조류배양 사업 분야가 크게

발 하 고, 신약 생리활성물질 추출에도 성공하여 일

부는 이미 제품으로 시 되고 있다. 미국 콜롬비아 학의

연구진은 1972년 카 리해의 세인트 크로아 섬에서 수심

780 m로부터 해양심층수(360톤/일)를 식물 랑크톤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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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굴 사육시험을 통해 해양심층수 부 양성 효과를 실증

한 바 있다
9,10).

일본에서의해양심층수의주된연구는지역경제활성화를

한 산업 측면에서 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양심층수

를활용하여고부가가치를얻을수있는식품, 미용 의약

품, 수산가공, 음용수, 주류, 분야의 활용에 을두고

있다. 일본의심층수시설은 1994년고치 을시작으로시즈

오카 , 토야마 , 나가사키 등 재 10개 18곳에달하며, 

개발 활용 기술은 지방 학 는 연구기 이 담당하고, 

이를이용한사업의추진은민간기업이담당하도록하고있

다. 체심층수의시장규모는약 3조 5000억원, 상품종류는

1,000여 종에 이르고 있다11).

일본해양과학기술센터는 1976년부터심층수의수질특성

에 한연구를시작하여해양심층수의이용기술과개발개

념을정립하고, 1986년부터 3년에걸쳐고치 에취수 을건

설하여수심 320 m로부터 1일당 460톤의심층수를취수할수

있는시설을건설하 으며, 고치 은지방재정으로육상실험

동을정비하여 1989년부터해양과학기술센터와함께산학연

이국가 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12). 토야마 에서도 1995년

부터 2～4℃의심층수취수시설 이용시설을정비하여치

어양성, 종묘생산, 해조류배양, 생선보 , 미세조류 생리

활성물질탐색등에 한이용기술을연구하고있다
12,13). 오

키나와 은 1994년에심층수 이용에 한조사연구를시작

하여 지를 선정하고, 1997년부터 시설 정비에 착수하 으

며, 해양심층수의이용을수산업, 농업, 식품 제조, 자연에

지, 건강리조트, 해양환경의 6개분야로나 어연구와기업

화를 추진하고 있다
12).

한편, 노르웨이의 베르겐 학 해양생물학부와 국립해양

연구소 양식부에서 해양심층수가 수온이 7～8℃, 염분농도

3.4%로 안정되어병원균이 고 양염이 많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수산분야에서 이용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과 뉴질랜드도바다목장 사업화를구상 는추진 에

있다
13).

요약 결론

해양심층수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 m 이상의

깊은곳에존재하여 합성이일어나지않고, 유기물이나병

원균등이거의없을뿐아니라, 수온이연 안정된 온을

유지하고있어, 표층의해수와혼합되지않고청정성이유지

되는 양염류가풍부한 장기간숙성된 해수자원이다. 해양

심층수에 한국내외의연구동향을알아보기 하여국내

의 연구동향은 NDSL을 이용하여자료를 검색하 다. 검색

된자료는 논문 50건, 국내 특허 177건, 분석동향 6건, 연구

보고서 2건, 기타 2건등이었다. 해양심층수는세계각국에서

국책연구 개발사업으로 채택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련법규의제정에따라식품, 의료, 미용의분야로 련상

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연구 동향은 미국의 경

우냉방, 체에 지, 축양, 신물질개발등의분야에서연구

가진행되고있고, 일본은 10여개지방자치단체에서연구와

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다양한제품을시장에내놓고있다. 

앞으로해양심층수는인류에게닥칠식량고갈의문제, 환경

오염 에 지 문제를 종합 으로 응할수 있는 순환재

생형 해양자원으로서다목 개발 다단계이용이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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