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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sea water exists at depths of over 200m under the sea. As no sunlight reaches it, photosynthesis does not take 
place within it, and it contains no organic matter. In addition, its temperature is maintained at a stable low level throughout 
the year, so it does not get mixed with the sea water on the surface. It contains a large amount of nutritious salts, whose 
cleanness is maintained.  It is a marine resource that has matured for a long period of time. Research into deep sea water, 
which started in the 1970s, has been made around the whole world, including the USA and Japan. In Korea, research has 
been active in this area since 2000. As there has been a good amount of research into industrial applications for deep sea 
water, since 1993, patents for the relevant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resource to 
researchers of deep sea water, by summarizing of all domestic deep sea water-related patents applied with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rom 1993 to 2008. This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a computer and KIPRIS Database own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Deep sea water' was used as the search keyword. A total of 222 Korean patents 
relating to deep sea water have been registered on the basis of IPC. Of these, 126 patents relate to the manufacturing and 
the treatment of foods, foodstuffs, or non-alcoholic beverages(A23L), while 50 patents relate to the production for medical, 
dental, or cosmetic purposes(A61K). 38 patents relate to water purification, treatment of wastewater, sewage and sludge 
(C02F), while 8 patents relate to fishery and farming(A01K).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studies for the practical use 
of deep sea water have been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ing and the treatment of foods, foodstuffs, beverages, 
and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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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양 심층수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 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유기물

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수온이 연  안정된 

온이 유지되고 표층의 해수와 혼합되지 않기 때문에 청정

성이 유지되는 풍부한 양염류를 지닌 장기간 숙성된 해수

자원이다(Kim 등 2004).

선진국들은 1970년 부터 해양심층수의 요성을 인식하

고 기  연구  실용화 기반 연구를 해왔다. 미국은 하와이 

주립 자연에 지연구소를 심으로 해조류, 패류, 갑각류, 어
류의 생산, 농업 분야에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NELHA 
2006), 이외에 냉방, 담수 생산, 미세 조류 배양으로 색소나 생

리활성물질 추출에도 성공하여 일부는 이미 제품으로 시 되

고 있는 등 가시  성과를 이루고 있다(Yoo 등 2007; Enzamin 
USA Inc. 2007). 일본은 해양과학기술센터를 심으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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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심층수의 수질 특성에 한 연구를 시작하여 이용 기

술과 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토야마 에서는 양식, 종묘생산, 
해조류 배양, 생선 장, 미세 조류의 생리 활성 물질 탐색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Lim KH 2003; Nam & Jo 2002), 오
키나와 은 수산업, 농업, 식품 제조, 자연에 지, 건강리조

트, 해양환경의 6개 분야의 연구와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Nakasone & Akane 1999). 한편, 국과 뉴질랜드도 바다목장 

사업화를 구상 는 추진 에 있다(Nam & Jo 200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본격 인 

국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 해양심층수의 다목  개발 사업이 

해양연구원을 심으로 24개 기 의 산학 공동 연구가 진행

되어 오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해양심층수 련 사업에 여

러 가지 형태로 동참하고 있다. 2000년 국내 해양심층수 련

법(국토해양부 2008)의 정비로 시장 진출과 사업 진행에 가속

도가 붙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심층수를 산

업 으로 실용화하기 한 연구도 병행되어 2007년 10월 CJ
제일제당이 만든 ‘울릉미네워터’를 시작으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제조된 음료들도 출시되고 있다. 한편, 해양심층수에 

한 학문  연구뿐 아니라 련 기술에 한 특허가 출원되

고 있어 해양심층수 산업이 정체된 국내 식품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의료, 미용, 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자들은 최근 심이 집 되고 있는 해양심층수에 

하여 보(Chung & Lee 2008)에서 물질 인 특성과 국내 연

구 황을 정리한데 이어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

원된 국내 특허를 한국특허정보원이 소장한 KIPRIS 데이터

베이스(KIPRIS 2009)를 이용하여 검색의 키워드는 ‘해양심층

수’로 검색하여 분야별로 정리함으로써 해양심층수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 다.

연구방법

1. 해양심층수 련 특허 검색과 분류

해양심층수 련 특허 검색의 분석범 는 2008년 말까지 

각국에서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 상으로 

하 다. 특허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이 소장한 KIPRIS 데이

Table 1. Applied Korean patents of deep sea water from 1993 to 2008 

IPC No. 1993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A23L 0 0 1 22 8 11 19 31 22 12 126
A61K 0 0 1  6 13  5  3 13  6  3  50
C02F 1 1 1  2  4  0 10  9  9  1  38
A01K 0 0 0  0  0  0  0  4  2  2   8
Total 1 1 3 30 25 16 32 57 39 18 222

터베이스를 상으로 특허정보 분석시스템(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Ver.2)을 이용하여 연도별, IPC, 국제특허분

류(특허청 2009)  기술 분야에 따른 특허출원 내용을 분석

하 다. 실용신안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 으며, 특허 명칭

으로는 특허분류상 다소 애매하다고 단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나, 특허분류의 내용은 특허출원 시 출원인과 특허청의 

심사에 따라 분류된 내용이며, 특허를 복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결과  고찰

1. 산업분야별 연도별 특허출원 분석 

해양심층수와 련하여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

원된 특허를 검색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993년 일본인이 

최 의 해양심층수 련 특허를 출원한 이래 2000년 에 들

어서면서 활발히 출원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산업

분야별로는 주된 해양심층수 활용의 주된 분야인 식품산업 

련(A23L), 의약품 화장품 련(A61K), 물의 정제 처리기술 

련(C02F), 그리고 어업 양식 련(A01K)하여 각각 126건, 
50건, 38건 그리고 8건 등 총 22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1993년 최  1건 출원되었으나, 이후 5년간은 

없었으며, 1999년 1건, 2001년 3건, 2002년 30건, 2003년 25건, 
2004년 16건, 2005년 32건, 2006년에는 57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2007년 39건, 2008년에는 18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외국 는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일본뿐 

이었으며 출원된 특허는 총 23건으로 체의 10.36%를 차지

하고 있었다. 

2. 식품산업 련 기술분야의 특허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식품 식료품 는 비알코올성 음

료 그 조제 는 처리와 련한 기술분야(A23L)에 련하여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총 126건이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001년 1건
을 시작으로 2002년 22건, 2003년 8건, 2004년 11건, 2005년 

19건, 2006년에는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7년 22건, 2008
년에는 12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식품산업 련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해양심층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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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orean patents of deep sea water regarding food, foodstuff, non alcoholic beverage and preparation or
treatment(A23L)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80002993 해양심층수가 코 된   그 제조 방법
토성농 , 한국해양연구원, 
경동 학교 산학 력단

2003008890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야채 임방법  그 장치 우도닷컴(주)
20060123599 해양심층수 소 을 이용한 민어 염장품의 제조 방법 울릉미네랄(주)

20070044991
해양심층수 원수를 일정온도 이하 운 조건에서, 기투석  막분리 장치와 특수

혼합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해양심층수 온미네랄 음용수  고농도 온 염수

를 생산하는 해양심층수 온처리 생산기술 

박성순, 박 식

20060017332 해양심층수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방법 한국해양연구원, 경북과학 학

20040088559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육제품의 가공방법 (주)상도푸드 기재순

20030062821 해양심층수를 용한 석류음료 제조 방법 유 욱, 이강진

20070004183 클로 라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두부 제조 방법 최태오

20070016267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가축류의 사육방법 웰리네사람들(주)
20070040589 해양심층수  상황버섯을 이용한 임배추의 제조 방법 웰리네사람들(주)
20050135960 탈염분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온 숙성한 된장의 제조 방법 이미선

20060060979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만두제조용 반죽소스 안경모

20040102332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만두제조 방법 안경모

20050041539
해양심층수 혹은 지하암반 해수로부터 고경도·미네랄 혼합음료 제조 방법  이를 

한 제조 장치
한국수자원공사, 진해개발(주)

20070054726 천연물을 이용한 고품질 액젓류의 제조 방법  이에 따른 생산품 웰리네사람들(주)
20010061170 해양심층수 층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방법 쿄에이스이산(주)
20050023158 해양심층수 혹은 지하암반해수로부터 고경도·미네랄 혼합음료 생산을 한 제조장치 한국수자원공사, 진해개발(주)
20070013154 기능성 두부의 제조 방법 조창근

20040000046
염분이 함유된 200 m 이하의 청정한 해양심층수를 역삼투막법 탈염장치(RO)와 진

공증발농축장치 등을 이용해 정제, 농축한 천연 미네랄 농축수의 제조 방법
일산실업(주)

20070012688 기능성 소 의 제조 방법 조창근

20020032308 해양심층수 소 을 사용한 고추장 김규종

20030019163
활동성 생 두가루 제조 방법  그 두가루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두부  두유

의 제조 방법
우리 소야 러덕츠

20070055376
해양심층수에 갈색조류인 리무 무오이로부터 추출한 후코이단을 사용한 건강 기능

성 음료 제법
울릉도심층수(주) 박 식

20050047645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두부  순두부 제조 방법 심층수개발 (주)
20030089580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발효콩의 제조법 한 환

20070045818 성게알이 함유된 두부의 제조 방법 주의근

20020029769 해양심층수의 유효 성분이 첨가된 식품의 제조 방법 최형태

20060063491 복숭아꽃 추출물과 해양심층수 주요 미네랄로 조성된 음료  건강식품용 조성물 (주)워터비스

20060056135 식물발효 추출액의 제조 방법 서희동

20060092579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장아 를 만드는 방법 서희동

20060100357 해양심층수로부터 환원성 알칼리이온 음료수의 제조 방법 서희동

20070130692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과메기 제조 방법 (주)구룡

20060055884 자생식물 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성 맛김  그 제조 방법 오 순

2004008433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동치미 음료 제조 방법 심층수개발(주)
20050078346 해양심층수 는 해  심층 암반수로부터 청정소 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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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50100873 해양심층수로부터 미네랄 염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20026281 동해 해양심층수가 함유된 음료 김규종

20020059394 심층수 농축물을 이용한 식품첨가물 임 그리워

20020059393 심층수 농축물을 이용한 건강음료 조성물 임 그리워

20060084798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60003588 해양심층수로부터 염장식품에 이용하는 소 의 제조 방법과 이용방법 서희동

20060005017 해양심층수로부터 두부제조용 간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95509 해양심층수로부터 미네랄함량이 높은 식염을 생산하는 방법 서희동

20060088786 해양심층수에서 생산된 소 을 이용하여 명란젓을 만드는 방법 서희동

20050093897 해양심층수로부터 고 순도 청정소 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60071259 강송을 이용한 천연 조미료  제조 방법 김일두, 신동

20060088782 해양심층수에서 생산된 소 을 이용하여 젓갈을 담그는 방법 서희동

20030067320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두부 제조 방법 최형태

20060127236 해양심층수로부터 미네랄 첨가제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72070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차 음료의 제조 방법 서희동

20060091353 해양심층수에서 생산된 소 을 이용하여 자반생선을 만드는 방법 서희동

20070034294 쑥 훈증을 이용한 발효숙성 흑마늘 제조 방법 (주)덕산식품

20030053730 심층수를 이용하여 미를 발아시키는 방법과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발아 미 조 태

20080004917 미크론 이하 크기의 홍삼 나노분말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 한국인삼공사 

20080004888 홍삼 농축액을 함유한 기능성 음료 한국인삼공사 

20060102133
해수나 해양심층수로부터 생산된 간수를 이용하여 육류 숙성액을 만드는 방법과 육

류를 숙성하는 방법 
서희동

20070078387 숙취해소 능력이 있는 심층수-키토산 동치미음료의 제조법 김순동, 박성순, 오승희

20060023658 해수를 이용하여 가축의 음용수를 처리하는 방법 서희동

20040109922 건조미역 제조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건조미역 이승철

20050092699 유가 함유된 유   유조성물 오은

20050091504 기능성 워터가 함유된 기능성   기능성 조성물 오은

20070104415 미네랄음료 조성물의 제조 방법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미네랄 음료 조성물 (주) 창조바이오텍

20060000001 2가․3가 철염이 함유된 활성미네랄 염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70004182 매생이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두부 제조 방법 최태오

20060106160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기능성 성분이 증진된 인삼의 제조 방법  그에 의해 제조된 

인삼

강원 학교 산학 력단, 
한국해양연구원

20040022550 심층수를 이용한 두부 제조 방법 김범식

20070003406 두유 제조 방법 이창원

20040061845 기능성 생수 김진석

20030075113 스피루리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성인병 방용 건강식품 조성물 김홍모

20080008408 숙성마늘의 제조 방법  이를 함유하는 식품용 조성물 (주)에이지아이

20070014356 신규한 고기만두소  그 제조 방법 (주)명인에 엔비

20060119540 심층수를 이용한 과메기 제조 방법 오승희

20060051801 해양심층수로부터 미네랄 조정제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70043859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 서희동

20060066047 해양심층수와 메주를 이용하여 된장과 간장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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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60076967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방법 서희동

20060133302 해양심층수로부터 생산된 미식 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60065924 고미네랄수를 이용한 발효식품의 제조 방법  그 발효식품 (주)워터비스

20020034703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떡 김규종

20030059326 해양 암반심층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기능성음료 진해개발(주)
20070000024 천수와 해양심층수로부터 음료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60027913 해양심층수에서 생산된 소 을 이용하여 죽염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115593 해양심층수에 함유된 미네랄염을 이용하여 유기성 미네랄 염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20034702 동해 해양심층수 소 을 이용한 젓갈 김규종

20040025444 심층수를 이용한 음료용 기능성 생수 생산방법 박 국

20050059177 자연산 송이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순두부의 제조 방법 홍성남

20050049435
거 배아 미분말  순두부로 구성된 간편한 아침식사 용식 그 제조 방법  

아침식사 용식의 식품포장 용기 
박창도

20020031456 동해 해양 심층수 소  (주)미
20070061314 해양심층수로부터 소 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62470 심층수 장아  김규종

20050001534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음용수 제조시스템 한국해양연구원

20060019300 식물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들의 해양심층수 용매 추출 방법 (주)워터비스

20070061345 해양심층수로부터 음료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7002234 해수를 이용한 미네랄 조성물 산 리(주)
20020028186 심층수를 이용한 해산물 천연 액상조미료 제조 방법  박희주

20060109967 산삼 배양 부정근과 동해 심층수를 함유하는 염지액의 제조 방법 기재순

20027003569 스핑고 당지질을 함유하는 생리학  기능성 식품 는 화장품  이들의 제조 방법 유니티카(주) 
20087003067 스핑고 당지질을 함유하는 기능성 식품  이의 제조 방법 유니티카(주)
20060039301 바지락 두부의 제조 방법 안승옥

20020027995 약  굴비 제조 방법 김성호

20020066686 무 간수 두부  그 제조 방법 충청북도

20020057662 성기능 강화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57661 당뇨병 치료  방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57660 고 압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57659 암에 한 항암  제암 효과를 갖는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57658 치매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김우

20020041049 스트 스 해소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41048 탈모 방지 는 발모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38486 변비 치료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38485 다이어트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20034427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 인 건강보조식품  이의 제조 방법 김우

20040078813 나노 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염 미네랄 소  제조 방법 (재)포항산업 과학연구원

20040054528 허  순 추출물을 함유한 허  수 (주)상수허 랜드

20040046680 황산칼슘이 제거된 소 의 제조 방법 (주)미
20077016494 당알코올 공정체와 그 제조 방법 붓산 푸드 사이언스(주)
20057003666 정제 로얄젤리 하야시바라 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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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67006467 콜라겐 산생 증강제와 그 제조 방법  용도
(주) 하야시바라, 
세이부쓰가가꾸 겐꾸조

20050054528 홍국균의 배양에 의한 기능성   이의 제조 방법 (주)두루원

20070001376 심층수를 이용한 사과 스낵의 제조 방법 한우리 농조합

20080108639 상황버섯으로 숙성한 각종 육류의 제조 방법  이에 따른 생산품 김민아

20080108638 상황버섯으로 숙성한 각종 생선의 제조 방법 김민아

20080114322 상황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의 제조 방법  이에 따른 생산품 박창하

20080110146 상황버섯으로 숙성한 홍어의 제조 방법  이에 따른 생산품 박창하

20080080372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음료 는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용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80099374 발효여두 청국장 첨가 음용수와 이의 제조 방법 정진욱

20080096338 칠엽수 는 마로니에 열매의 처리방법과 이를 이용하는 방법 박귀조

한 특허 에서 가장 많이 출원된 산업분야로써 해양심층

수를 이용한 청정 음료수의 제조 방법  해양심층수를 기

분해하여 얻어지는 미네랄수와 탈염 처리한 건강음료 등 제

조 련 특허가 23건, 건강보조식품 제조 련 특허가 14건, 
두부 응고제로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두부 제조 련 특허

가 12건, 지표수를 농축하는 재의 방법을 탈피하여 오염물

이 없는 해양심층수 소  제조 련 특허가 11건, 젓갈 그리

고 과메기 등 수산물 가공품 제조 11건, 미네랄 제조 련 9
건, 장류 제조 련 6건, 기타 만두, 침채류, 마늘, 두유, 발효

제품, 인삼제품 제조와 련된 내용들이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음료 제조에 한 특허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상업  가치가 많고 실용화가 쉽기 때문으로 

단된다. 해양심층수는 깨끗한 바닷물이지만 해수를 그 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탈염장치 등으로서 염분이나 미네랄

을 제거하여 마시기에 합한 물로 만들어야 한다. 해양수산

부령 제410호(국토해양부 2008)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와
‘해양심층수 혼합음료’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며, 여과 살균

만을 처리한 원수, 탈염장치에서 염분만을 제거한 미네랄수, 
염분과 미네랄을 제거한 담수(淡水), 염분이 농축되어 있는 

염수(塩水), 염분과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는 미네랄염수로 나

뉘며(Okazaki 2002), 정부 지정 심볼 마크도 부여되어 있는 등 

제도도 보완되어 있다(국토해양부 2008). 나무 수액을 사용한 

장류 제조 연구(Chung 등 2001)의 를 보면 물과 소 을 해

양심층수로의 체가 가능하며, 식품 제조 가공에 소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통식품, 가공식품 제조

와 련하여 다양한 특허들이 출원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의약품  화장품 련 기술 분야의 특허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려는 

기술분야(A61K)와 련하여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총 50건이었으며, 내용은 Table 
3과 같다. 2001년 1건을 시작으로 2002년 6건, 2003년 13건, 
2004년 5건, 2005년 3건, 2006년 13건으로 많았으며, 2007년 

6건, 2008년에는 3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해양심층수를 기존산업과 연계하여 의약 미용 건강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는 오래 부터 알려져 왔다

(해양심층수연구소 KODAWA 2007). 해양심층수 화장품의 

근거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양 공

  보습 강화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이며, 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코리아나 화장품 등 6개 회사에서 해양심층

수가 함유된 화장품을 출시하여 상업화 하고 있다. 
의약품과 련된 분야에서는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피부염, 골다공증, 알 르기, 변비, 고 압, 당뇨병, 콜 스테

롤 하, 염 등 다양한 질병에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한 특허들이 출원되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심층수의 시범 사업 단지 조성을 

착수해 심층수로부터 고 미네랄 기능성 생수와 의약품  화

장품을 생산하는 등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육

성에 힘쓰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 된다. 

4. 해양심층수의 정제와 처리 련 기술 분야의 특허

해양심층수의 정제와 처리 기술 분야(C02F)에 련하여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총 38건이었으며, 내용은 Table 4와 같다. 1993년 일본인이 출

원한 1건을 시작으로 1999년 1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4건, 2005년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에는 9건 

2007년 9건, 2008년에는 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

다. 
특허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심층수의 정제와 담수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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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orean patents of deep sea water regarding drug, dental and cosmetics, preparation(A61K)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40080311 베타 -1,3- 루칸  해양심층수를 함유하는 피부 용 조성물 (주)아모 퍼시픽

20040042139 액상 염모제의 제조 방법 주 숙

20070035189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화장품 제조용수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40009847 보습 화장료 조성물 한국해양연구원

20050019703 해양심층수를 함유한 인체 세정용 조성물  이를 이용한 인체 세정용 비 한국해양연구원

20060063489 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고보습  고미네랄 입욕제 (주)워터비스

20060129198 증삼액  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정수엔지니어링

20070001342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주)워터비스

20070020041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효과를 갖는 산야 를 이용한 발효물의 제조 방법 최 석, 이주형

20060019299 해양심층수와 복숭아꽃 추출물을 함유하는 고미네랄 화장료 조성물 (주)워터비스

20030052817 반도심층수 는 그 농축물을 함유하는 항암활성을 갖는 약학 조성물 임자

20030007878 반도심층수 농축물을 함유한 골다공증 치료  방용 조성물 임 그리워

20060129196 인삼추출물  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정수엔지니어링

20020059667 반도심층수 농축물을 함유한 항균 는 살균 활성을 갖는 약학 조성물 임 그리워

20020059663 반도심층수 농축물을 함유한 항 알러지 활성을 갖는 약학 조성물 임 그리워

20030007879 반도심층수 농축물을 함유한 변비 질환 치료  방용 조성물 임 그리워

20020059395 심층수 농축물을 함유한 화장료 임 그리워

20020057148 각질 제거용 화장료 조성물 (주)엘지생활건강

20060129197 인삼  가시오가피 추출물과 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정수엔지니어링

20030052814 반도심층수 는 그 농축물을 함유하는 발모제 조성물 임자

20050112159 피부 화장료
슈우에무라 인코포

이티드, (주)두산

20060050721 나노 캡슐화 된 스피루리나 추출물이 함유된 남성용 기능성 스킨로션  클 징 크림의 

제조 방법 
(주)씨스카이

20087010744 인산화당을 함유한 피부 외용제 (주)에자끼구리고

20060124236 용암해수로부터 분리된 탈염미네랄수를 함유하는 화장료 (주) 바이오랜드

20010079986 갯벌의 액성분을 함유하는 지방 제거액  그의 제조 방법 다민바이오텍 연구소

20070128710 모발처리용 조성물 (주) 태웅이엘에스

20060125363 용암 해수염을 함유하는 조성물 (주) 바이오랜드

20060029375 세균성 피부질환 치료용 외용 조성물 정충 , 양남웅

20057017524 화장료 
(주)가네보 쇼힝 신에

쓰 가가꾸 고교(주) 
20030059325 해양 암반심층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고 압 치료용 조성물 진해개발(주)
20030059328 해양 암반심층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당뇨병 치료용 조성물 진해개발(주)
20030059327 해양 암반심층수 농축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항 알러지 조성물 진해개발(주)
20060065793 항균성 미네랄을 함유한 보습 인공 물  (주)워터비스

20030052815 반도심층수 는 그 농축물을 함유하는 스트 스 해소효과를 가지는 약학 조성물 임자

20030068270 지하 염수 는 그 농축분말을 함유하는 콜 스테롤 하작용을 갖는 조성물 임 그리워

20030068268 지하 염수 는 그 농축 분말을 함유하는 당뇨병의 방  치료용 조성물 임 그리워

20030068267 지하 염수 는 그 농축분말을 함유하는 간세포 보호용 조성물 임 그리워

20087009437 헬리코박터 이로리 균주의 증식·운동 억제방법  

아코 카세이(주),
고쿠리츠 학, 
호진고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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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20026582 동해 해양심층수가 함유된 치약 김규종

20060063492 해양심층수 양 염류  복숭아꽃 추출물을 함유하는 고미네랄 인체 세정용 조성물 (주)워터비스

20060065794 해양심층수 미네랄을 함유하는 항균성 생리식염수 (주)워터비스

20037000125 세안료 
(주)하야시바라 세이부

쓰가가꾸 겐꾸조

20087003068 스핑고 당지질을 함유하는 화장품  이의 제조 방법 유니티카(주) 
20067024567 자율 신경 조  작용을 갖는 조성물  그 사용 방법 산 리(주)

20020072034 활성산소 소거능 감 억제제 
(주)하야시바라 세이부

쓰가가꾸 겐꾸조

20037010475 당 유도체 
(주)하야시바라 세이부

쓰가가꾸 겐꾸조

20040083309 황토수  생약재 추출물을 함유하는 피부미백, 항염증  항비듬 화장료 조성물 (주)황토생활건강

20040054152 세안료 (주)엘지생활건강

20070039169 해양심층수를 함유한 탈모 방지용 헤어 어용품 조성물 박재경

20070093204 미백효과를 갖는 해양성 미네랄 워터  이를 이용한 미네랄 조성물 (주)워터비스

심층수의 탈염수와 염분 농축수의 생성 분리  해양심층수

로부터 미네랄수 제조 방법  제조시스템 등에 한 기술 

등 해양심층수 정제 는 처리 기술 련 특허가 16건, 해양

심층수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을 분리하거나 농축하는 기술 

련 특허가 12건이었으며, 조류, 생장 억제, 수질 개선 등 기

타 내용이 10건이었다.
해수의 담수화를 문기술로 세계를 무 로 활약하고 있

는 두산 공업은 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Doosan Heavy Ind. & Const. 2008), 지표수뿐 아니라 해양심

층수 담수화 랜트 수출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측되며 표 인 응용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까지 특허출

원의 양상을 보면 음료시장에도 련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으나, 해양심층수의 정제와 처리 련 기술 분야의 상업  

가치가 증명되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은 활발하게 이루

어질 것이며, 세계의 여러 물 부족국가의 돌 구가 될 것으로 

상된다.

Table 4. Korean patents of deep sea water regarding water purification, treatment and swage(C02F)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70020676 해양심층수 는 해  심층암반수로부터 유기물과 미네랄성분을 농축하는 방법 서희동

20070020384 해양심층수 는 해  심층암반수로부터 유기물을 농축하는 방법 서희동

20030023711
해양심층수 는 해양 암반수의 탈염방법, 탈염된 해양심층수 는 해양 암반수를 포함하

는 화장수  화장용 퍼  

고 훈, 
마사토 오자키

20070000984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가축음료수를 처리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77092 해양심층수나 해  심층암반수로부터 음료수의 제조 방법 서희동

5. 어업 양식 련 기술 분야의 특허    

어업 양식과 련한 기술 분야(A01K)에 련하여 2008년
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검색한 결과 총 8건 

이었으며, 내용은 Table 5와 같다. 2006년 4건을 시작으로 

2007년 2건, 2008년에는 2건으로 의 세 가지 기술 분야에 

비해 상 으로 은 출원건수를 나타내었다. 부분이 해

양생물 양식에 한 기술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각종 어류

의 양식 기술 3건, 조개류 양식 1건, 해조류 양식 1건, 수족  

1건, 기타 2건이었다. 재 해양심층수는 냉장 냉동에 사용한 

뒤 양식 축양에 사용하고, 부 양화 된 물을 다시 해조류 양

식에 사용하는 다단계 이용 시스템(Kim HJ 2002)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지표 해수의 오염으로 어획량 감소되어 어업이 

침체되고 있는 실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기르는 어업

과 조개류 해조류 양식의 분야는 새로운 안으로 유망한 분

야로 단되어 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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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60106311 해양심층수로 부터 얼음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82302
해양심층수나 해  심층암반수로부터 부식물질 미네랄 착염  이의 펠렛트를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70107566
해양심층수로부터 얼음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농축 염수를 이용하여 소 을 제조

하는 방법 
서희동

20070062578 해양심층수의 담수화 방법과 이를 이용한 음료수를 생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113517 해양심층수로부터 청정소 , 조염, 미네랄염  간수의 제조 방법 서희동

20060097725 해양심층수나 해  심층암반수로부터 활성미네랄을 제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102705 천연추출물질과 기능성 워터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제조된 천연조성물  기능성 식수 오은

20060069930 해양심층수로부터 온진공결정법을 이용한 고순도 미네랄의 효율  추출방법 (주) 워터비스

20060088164 수 수와 그 수 수를 구비한 수 장  수 수 제조 방법 이창빈, 김인주

20077017966 환원성의 얼음  이 얼음을 사용한 환원성 액체의 제조 방법 무로타 와타루

20050040049 해수 의 미네랄 농축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미네랄 농축액과 그 용도
한국수자원공사,
진해개발 (주)

20080027861 미네랄 조성물의 제조 방법  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미네랄 조성물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20050038243 활성 미네랄 용액과 이의 펠렛트 제조 방법 서희동

20060104134 자연에 지를 이용한 해수의 농축  담수화 시스템
동 학교 산학 력단,

소학 개발

20060064318 해수나 해양심층수를 농업용수로 처리하는 방법 서희동

20050106434 해양심층수로부터 음료수를 생산하는 방법 서희동

20050072573 해양심층수로 부터 먹는 심층수(음료수)의 제조 방법 서희동

20070055813 미네랄 성분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미네랄 워터의 제조 방법  (주) 워터비스

20060053857 해수나 해양심층수의 탈염장치 서희동

20060033475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탄산수소칼슘수의 제조 방법  (주) 워터비스

19990037898 도류 생성방법  그 장치 안재순

20030052827 반도심층수의 탈염처리 방법 임자

20070066314 해수를 해수탕의 목욕용수로 처리하는 방법 서희동

20020077575 심층수를 이용한 음료용 천연수 생산방법 박 국

20050085875 수(水) 의 붕소 함유량을 감소시켜 음용으로 합한 물을 제조하는 방법
미우라 디에스

더블류 (주)
20010012084 수심 압력과 역삼투법을 이용한 담수  소  생산방법  그 장치 한국해양연구원

20050100639 기능수 그 제조 방법  제조장치 (주)세이와 로

19930023272 수류발생장치 
(주) 미쓰비시 쥬고교 , 
(주) 마린기

20020003024 호소 정화 시스템 (주) 앤바이오

20030066813 음 를 이용한 조류 생장 억제장치 
클린월드하이

테크 (주)

20030026360 음  조사시간의 조 에 따른 조류의 선택  생장제어 방법 
클린월드하이

테크 (주)
20070062872 수질 개선 장치 (주) 평화개발, 안재순

20060029247 복합처리방식을 이용한 조류의 생장억제 방법  장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일산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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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orean patents of deep sea water regarding fishery and farming(A01K)

Application no. Title of patent Name
20060017949 해양심층수 고농축 미네랄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패류의 생산 방법 (주)씨에버

20070016269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수산물의 양식방법 조창근

20070066840 해양심층수와 표층해수를 이용한 어류의 양식방법 서희동

20060073993 해양심층수와 표층해수를 이용한 해조류의 양식방법 서희동

20060097644 해 심층수를 용승하는 방법 서희동

20067026417 수계 환경과 하는 생체의 생명활동의 강화  는 생명활동에 합한 역을 확장하는 방법

(주)하야시바라 

세이부쓰가가꾸 

겐꾸조

20080059646 해양심층수를 수족 에 이용하는 방법 서희동

20080124948 형 폐 선박을 이용한 양식장 구조물 박근호

요약  결론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곳에 존재하여 유기

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고 온을 유지하며 표층수와 혼

합되지 않는 청정한 바닷물로, 1970년 부터 미국, 일본뿐 아

니라  세계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2000년 해양심층수 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해양심층

수를 산업 으로 실용화 하기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1993년부터 련 기술에 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심이 집 되고 있는 해양심층수에 하

여 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1993년부

터 2008년까지 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국내 특허를 한국

특허정보원이 소장한 KIP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의 키워드는 ‘해양심층수’로 검색하여 정리하 다.
산업분야별 출원 건수를 보면 식품 식료품 는 비알코올

성 음료 그 조제 는 처리분야(A23L)가 126건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의약품  화장품 련 기술분야(A61K)가 50
건, 해양심층수의 정제와 처리기술에 련된 분야(C02F)가 

38건, 어업 양식 련 기술분야(A01K)가 8건의 순으로 해양

심층수의 출원된 특허는 총 222건이었으며, 해양심층수가 주

로 이용되는 산업분야는 식품, 식료품, 음료, 화장품 제조 

는 처리와 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특허출원이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국 는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일본

에 치우쳐 총 23건으로 체의 10.36%에 달하 다.  
국내의 해양심층수 연구나 특허기술의 출원이 식품과 음

료 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지만 어업과 양식, 축양 등의 

분야도 유망한 분야이고, 순환재생형 해양자원으로서 다목  

개발  다단계 이용에 한 이론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활성화 되어 련 특허

들이 출원되어 다양한 분야의 실용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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