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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계획의 의의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성격
가. 계획수립의 배경

□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전략 필요

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활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웰빙·웰니스 문화의 확산 등 새로운 개발 수요가 증대

ㅇ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계 및 수요자의
Needs

□

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필요

해양심층수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및 비전 제시 필요

ㅇ

해양심층수의 개발환경 및 현황 분석, 시장예측 등을 통해 향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정책 로드맵 수립

ㅇ

해양심층수 산업의 규모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활용분야 발굴 및 장기적인 비전 제시

□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이행기간 종료에 따른 정책추진 방향
점검 및 보완

ㅇ「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14～’18)」의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을

통해 법정계획의 연속성 및 이행력 제고

*「제1차 해양심층수기본계획(’08～’13)」수립(’08.10),「제2차 해양심층수기본
계획(’14～’18)」수립(’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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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의 성격

□

계획의 법적 근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계획의 위상 및 역할
ㅇ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 이용과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

개년 법정계획

5

매년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실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획

*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실시계획을 수립(법률 제5조)
ㅇ「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1～’20)」및「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
(‘18～’22)

」과

연계한 해양과학기술 산업화를 위한 실천계획

□ 계획의 범위
ㅇ

계획의 시간적 범위

ㅇ

내용적 범위

년부터

: 2019

년

202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제4조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
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

2.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가. 성 과

□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해양심층수 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업지원 - 관광·레저

“

판매·홍보” 등이 집적된 융 복합 산업단지 조성 추진(‘16년～, 강원도 고성)

-

*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마련(‘15.4 국무회의 보고)
-

산업지원센터 건립(127.5억원/'18.11 착수), 해중 경관지구 조성(410억원
/‘19~’21)

및 절임배추 제조시설 건립(25억원/‘16~’18)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등 산업 활성화 지원
ㅇ

해양심층수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의 이용범위
확대(‘1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구분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이용범위 >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

김치류 및 두부류, 소스류, 장류,
기존 두부류,절임류
장류, 주류
사용불가
김치류 및 절임류
개정 「해양심층수 처리수 기준 및 규격」에 적합시 모든 식품의 제조․가공시 용수로 사용

ㅇ

업계의 경영난 경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ㅇ

년까지 전액 감면(’16.7, 시행령 개정)

‘20

해양심층수 제품의 다양화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를 허용(‘16.7, 시행규칙 개정)

ㅇ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을 신설(‘17.3.21 법률개정,

’19.3.22

시행)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시설기준 등 마련(‘18.12.31.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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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의 고부가가치 응용기술을 개발 추진

(‘15~’17,

ㅇ

일관공정 체계 구축을 통해 경도
개발 및

리터 추출 소요시간

20

총

억원)

45

급 고농도 처리수 추출기술

40,000

20%

축소(경비

20%

절감)

* (사업규모) 총 12.8억원 : ('15) 1.9억원 → ('16) 6억원 → ('17) 4.9억원
** “기업 참여”형 사업으로 '15년 7.5천만원, '16년 2.4억원, '17년 3.2억원을 기업이 투자
ㅇ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비만·당뇨, 고지혈 및 아토피 등에 대한 개선
효과 검증 및 인체 유용성 실험

-

쥐에 대한 동물실험결과 체중 및 당뇨저감 효과 검증, 연구논문
발표, 자원가치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배포 등 추진

* (사업규모) 총 10.8억원 : ('15) 1.6억원 → ('16) 5.0억원 → ('17) 4.2억원
ㅇ

해양심층수 응용 식품, 기능성 음료, 수산·양식, 의약·화장품 등
제품 다양화 및 신산업 창출 신기술개발 지원

* (사업규모) 총 15억원 : ('16) 8억원 → ('17) 7억원
** “기업 참여”형 사업으로 '16년 2.4억원, '17년 3억원을 기업이 투자
ㅇ

미네랄의 독성 검사 및 안전성 기준 마련을 통해 식품원료 등재
추진('16~‘17,

1.5

억원

/

’

한시적 식품원료‘ 인증 심사 중)

□ 해양심층수 수질 및 취수환경의 안정적 관리
ㅇ

수질검사기관 위탁을 통한 각 취수해역별 원수 및 처리수 수질에
대한 검사와 관리 체제 유지

-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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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계

□ 산업의 다변화 및 규모화 미흡
ㅇ

해양심층수 제품의 소비 촉진을 통한 신규 업체 시장 진입 등 산업의
성장 유인을 위한 정책 및 핵심기술 개발 부족

* 제조업체수 : (‘11) 56개 → (‘13) 83개 → (’15) 66 → (’18) 55

□ 정보 시스템 및 전문 인력 양성 미흡
ㅇ

국내외 시장분석 및 통계 관리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데이터·정보 시스템 미비

* 해양심층수 산업 포털 사이트(‘14년 구축)는 재원부족으로 운영 중단
ㅇ

해양심층수 관리경영기사(가칭) 등 전문 인력 양성 미진

* 영세한 해양심층수 산업구조·환경 등으로 인한 우수인력 유인에 한계

□ 인증체계 및 공동브랜드 마련 지연
ㅇ

해양심층수 제품 인증제 및 공동브랜드 개발은 업계 내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추진 미흡

* 해양심층수 원수 사용 제품에 대한 일반적 인증체제만 유지

□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R&D) 추진 및 현장 활용 미진
ㅇ

농·수산 활용, 에너지 이용, 배출수 활용기술 등 해양심층수의 이용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업계 활용 부족

* 해양심층수 활용 해조류 배양, 농산물 생장 제어 및 배출수 활용 해중림 조성 등
ㅇ

기술발전 제고,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미진

* 국외(미국, 일본, 대만) 해양심층수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교류 등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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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의 실적 및 평가
주요 추진 내용(계획)

실적

평가(달성)

80%

1. 해양
심층수
자원의
체계적
이용과
관리

▪자원가치 및 차별성 홍보, 면허 적정관리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가치 및 차별성 홍보
실적 - 홍보영상, 카드뉴스, 기타 홍보
▪해양심층수 면허의 적정관리
- 면허 적정 관리
▪해양심층수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
▪해양심층수 에너지의 설비의무화 대
상 포함
시스템, 전문인 양성, 에너지 설비
미미 ▪데이터
의무화 등

85%

2. 해양
심층수
산업활
성화를
위한 기
반 강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식품이용범위
책· 전략 추진 활발
확대 추진 및 제도 개선
- 처리수 식품관련「식품공전」개정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심층수엄브랠러브랜딩 추진 및 실적 - 산업 지원센터 조성 착수
- 물산업 대전, 세계 물포럼 등 박람회 참가
해양심층수 제품 통합마켓 운영
- 시장상품 개발을 위한 R&D, 규제개선
▪해양심층수 제품의 인증체계 개선 및 강화
- 산업 및 정책동향 정기 제공(뉴스레터)
▪해양심층수 국제박람회, 지역축제 개최
및 세계 물포럼 참석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
▪인증체계 등 상품 차별화, 공동 브랜드 추
체계 구축
진, 통합마켓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 해양과학기술 미미 - 업체(제품)간 시장경쟁력을 고려한 상품평가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차별화 시스템 보류

3. 해양
심층수
활용범
위 확대
를 위한
기술개
발

▪해양심층수신산업 활용을 위한 국가 R&D
▪해양심층수 자원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확대
실적 -추진
기술개발, 시장·정책, 임상, 기업지원 사업 등
: 처리수, 고경도 미네랄, 추출물 등의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
기능성·안전성 등 검증
: 해양심층수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 추진
▪해양심층수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미미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공동학술대회 등의 수준

90%

4. 해양
심층수
지속이
용을 위
한 수질
및 환경
관리

▪해양심층수 원수에 대한 분기별 수질 및
환경 관리
실적
- 해양심층수(원수) 속성 및 환경 관리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 취수 및 주변해역 정보
관리체계 유지
▪해양심층수관련 해양환경 정보제공
및 품질관리 교육 강화
미미 ▪품질관리 교육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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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및 전망

1. 대내 외 환경 변화
2. 국내 및 국외 산업 동향
3. 시장 및 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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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및 전망

1. 대내외 환경 변화

□ 미래형 청정 수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ㅇ

토양 및 수자원 오염 등 환경적 영향으로 청정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 대두 및 물부족 현상 심화

* 전 세계 인구의 11%(7.8억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28억
인구의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됨(UNICEF, Thirsting for future, 2017년)
ㅇ

육상자원 고갈로 해수기반의 유용물질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 해양심층수 산업 지속 성장 예상

□ 웰니스 문화의 확산 및 관련 시장 성장
ㅇ

웰니스(Wellness) 산업은
*

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

GDP

**

중임

*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의 합성어
** 세계 웰니스 산업은 ’17년 4.2조 달러 규모로 연간 12.8% 성장(Global Wellness
Institute, 2017)
-

뷰티, 건강, 대체의약, 힐링 영역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장 형성

<그림-1> 전세계 웰니스 시장 영역별 시장규모(‘17년), Global Wellness Institut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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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생수시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에는

‘23

억 달러

3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세계 생수시장의 성장은 먹는
해양심층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그림-2> 세계 생수시장 추이(단위 10억 달러)
출처: “The Global Bottled Water Market:
Expert Insights & Statistics”, 2018

□ 자원 및 기술 교류에 대한 기회 확대 전망
ㅇ

남-북 교류 분위기 조성에 따라 접경지역의 환경 및 인프라, 자원
개발 기술의 교류 기회 증가 및 유통 플랫폼 역할 가능성 증대

* 강원지역 관광인프라, 자원개발 기술 교류, 남북간 교역 등의 교두보 역할 기대
ㅇ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새로운 국가에서 해
양심층수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망

* 중국 하이난성 해양심층수 환경사업 구축 계획(‘16.8), 인도네시아의 해양심층수 활용
프로젝트 실행계획(’16년), UAE의 해양심층수 활용 해수담수화 대책(‘16년) 등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기반 조성
ㅇ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도입 등으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지원 인프라 기반을 구축함

- 10 -

시사점

□ 해양심층수의 특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의 활용가치
·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해양심층수가 지닌 청정성, 미네랄성, 안정성 등의 특성은 미래의
유용 자원으로서의 활용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청정성

(표층수와 분리,
오염원 차단)
§

청정수자원
활용

미네랄성

저온 안정성

(90여종의 주요·미량
미네랄 함유)
§

천연 미네랄
공급원 활용

부영양성

(1℃〜4℃ 저수온
유지)
§

안정된 저온
환경 활용

(질소, 인, 규소 등
영양염류 풍부)
§

유용 생물
생산 활용

□ 웰니스 문화 확산 및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성장을 해양심층수의
이용과 산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 그간에 추진된 해양심층수 이용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정책 노력의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
시장

기회

정책/지원

(Demand)

(Chance)

(Supply)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
용범위 확대

천연 미네랄 수요 증가
(미국: 3조4천억원시장, ‘18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기능성 화장품, 건강
기능식품)
고랭지 농업 및 수산,
축양산업 창업

고령화 및 휴·요양형 레
저 수요 증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 사업 상용화
관광형 의료 시장
형성
(스파, 타라소테라피)

연구개발(R&D)

프리미엄 생수 수입 증가
(‘09년대비8배증가, 14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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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산업 지원
센터 구축

홍보

2. 국내 및 국외 산업 동향
국내
가. 자원 현황

□ 우리나라는 동해에 고유의 해양심층수 생성 매커니즘을 보유
ㅇ

동해 해양심층수는 약

만㎦에 달해 동해 해수 전체의 약

169

차지하며, 연간 생성량은
연간 총 취수량은 약

-

를

95%

조 톤(㎥)으로 추정

3.97

만 톤이며, 순환 재생되는 매커니즘을 고려

340

할 때 해양심층수의 부존량은 무한한 수준

□ 다른 나라에 비해 수온이 낮고, 용존 산소량은 높은 수준
ㅇ

축양, 수산 등 활용도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짐

<표-2> 국가별 해양심층수의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

항목
수온
수소이온농도
염분(‰)
용존산소(mg/L)
질산염(μM)
인산염(μM)
규산염(μM)
취수수심

일본 코치현
심층수 표층수

8.1-9.8 16.1-24.9
7.8-7.9 8.1-8.3
34.3-34.4 33.7-34.8
4.1-4.8 6.4-9.5
12.1-26.0 1.1-26.0
1.1-2.0 0.0-0.5
33.9-56.8 1.6-10.1
320m

미국 하와이
심층수 표층수

8.2-10.7 24.3-28.0
7.45-7.64 8.05-8.35
34.37-34.29 34.33-35.05
1.24-1.45 6.87-7.28
39.03-40.86 0.24-0.42
2.89-3.15 0.15-0.19
74.56-79.20 2.64-3.58
600m

한국 동해안
심층수 표층수

1.52-1.9 14.5-23.10
7.19-7.90 8.16-8.20
33.72-33.94 32.5-33.0
9.13-9.47 7.79-8.9
3.6-13.3 0.1-1.4
1.7-4.3 ND-0.7
72.1-108.0 15.3-28.9
600m

□ 해양심층수 취수 해역은 총 9곳으로 동해안에 위치
ㅇ

동해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취수가 가능하며, 지형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및 경북 울릉도 인근 해역에 개발 집중

-

지정된 취수해역은 총

곳이나 실제 취수하는 곳은 현재

9

곳

7

*

* 강릉 정동진, 삼척 증산은 취수해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 취수는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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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현황(‘18년 현재)
연번
1
2
3
4
5
6
7
8
9

지정일
2008. 2. 11.
2008. 2. 11.
2008. 2. 11.
2008. 2. 11.
2008. 4. 10.
2008. 4. 10.
2008. 4. 10.
2008. 4. 10.
2009. 4. 30.

관리기관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양군
경북도 울릉군
경북도 울릉군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경북도 울릉군
강원도 삼척시

취수해역명 최대취수량(톤/일)
고성 오호
5,000
양양 원포
2,400
울릉 현포
3,000
울릉 태하
2,000
강릉 정동진
10,000
동해 추암
3,000
속초 외옹치
30,000
울릉 저동
1,800
삼척 증산
5,000

나. 활용 현황

□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규모는 지속적 증가
ㅇ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의 원수, 처리수 및 기타 상품 등 직접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규모도 동반 증가

-

년

‘14

억 규모이던 해양심층수 직접 매출액은

121

증가, 활용 산업도

771

억 규모에서

1,525

년

‘17

억 규모로

170

억 규모로 증가

*

* 활용산업 규모(억원) : (‘14) 771 → ('15) 1,083 → ('16) 1,206 → ('17) 1,525

<그림-3> 해양심층수 산업 시장규모 변화 추이(‘14년〜’17년)
* 협의의 해양심층수 산업 : 원수, 처리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순수 해양심층수 원료 판매 산업
*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및 공급 서비스
* 광의의 해양심층수 산업 :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연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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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물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ㅇ

국내 해양심층수의 활용은 먹는 물 제조에 편중된 구조를 보이며,
일부 원수·처리수를 관련 제품에 활용

-

해양심층수 산업 개시 이후 해양심층수의 원수 및 처리수 총 매출
중 먹는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014년 이후, 전체 판매액 중 먹는 해양심층수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기는 하나
여전히 70% 이상을 차지함(‘08년 80% 이상의 비중)
전체 판매액(천원)비중)
구분 먹는해양심층수
판매량(ℓ) 먹는해양심층수
판매금액(천원) (먹는해양심층수
2014 11,129,165
9,012,351 12,094,012 (74,5%)
2015 12,205,720
9,437,329 12,745,825 (74.5%)
2016 13,804,083
10,196,912 13,158,382 (77.4%)
2017 17,603,657
12,479,791 17,128,963 (72.8%)
합계 54,742,625
41,196,766 55,127,182 (75.9%)

<그림-4> 해양심층수 직접매출 추이 <표-4> 먹는 해양심층수 판매 현황

<그림-5> 국내 먹는 해양심층수 제품(‘18년 10월 현재)
ㅇ

국내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은 먹는 물 제품류를 비롯해 총

여종

200

으로 집계되며, 개발업체와 활용 업체의 제품으로 구성
-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수는 소폭의 지속적 증가 양상을 보이나,
식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국한

<표-5> 업체 분류별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현황(‘18년 현재)
먹는
제과 화장품,
구분 해양 주류 식품
비누류, 기
계
류
류
심층수
물티슈 타
개발업체 14
- 18 6
- 38
활용업체 1
4 117 1
64 4 191
합 계 15
4 135 1
70 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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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국내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18년 10월 현재)
ㅇ

냉난방 등 에너지 및 농산물‧해조류 증양식 등 농수산분야 활용은
연구시설, 축양전문업체 등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

* 농업분야에서 표고버섯, 배추, 새싹채소 등 일부 작물에 대한 재배는 상용화 단계

<그림-7>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버섯 및 새싹 채소 재배

□ 강원 및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산업 형성
ㅇ

해양심층수 원수의 취수시설이 확보된 강원 및 경북 지역을 중심
으로 해양심층수의 1차 활용 및 제조업 등의 산업이 형성
년 현재, 총

- ‘18

개의 관련 업체가 있으며, 강원 지역에

55

개 존재

43

<표-6> 지역별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 수(‘18년 10월 현재)
대구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세종
계
경북
`업체 수 4
3
43
1
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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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및 특허 현황

□ 식품 적용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술
ㅇ

해양심층수와 해양생물을 이용한 식품 적용(두부, 증류주, 발효음료,
기능성음료, 간장, 이온음료 등) 기술 개발(해수부

ㅇ

R&D,

`01～`10,

4

억)

해양심층수처리수(미네랄추출물 포함)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활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해수부

R&D,

`11～`18,

10

억)

*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 마련 및 독성시험 : ‘11～’14, 2억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GLP독성 및 인체 적용성 시험 : ‘15～’18, 8억

□

농업 및 수산 증양식 활용 기술

ㅇ

농작물의 친환경 생장조절, 미네랄 추출물 이용 육묘종 성장 조절
기술 등 해양심층수 농업 활용 기술 개발(해수부

ㅇ

R&D,

`01～`10,

4

억)

해양심층수의 농도별 원예작물 기능성 향상 기술, 커피, 녹차 등
기호식품 재배 기술 개발 중(고성군 농업기술센터)

ㅇ

한해성 수산자원 증양식 및 관리 기술, 고부가가치 어패류 양식
시스템 등 관련 기술 개발(해수부

R&D,

`01～`10,

6

억)

* 한해성 어류 어미 확보, 전복 순환여과 시스템, 유용 해조류 배양기술 등

□ 에너지 이용기술
ㅇ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난방, 온도차 발전(OTEC) 기술 개발
급 온도차 발전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1MW

100MW

년

‘20

10MW,

년

’30

플랜트 개발 및 상용화 계획

*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및 1M 온도차 발전 기술개발(해수부
R&D, `11～`21 :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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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산업 연관 출원 특허는 428건으로 집계

(’18.11

ㅇ

년 이후 출원 특허는

‘02

428

건으로,

기준)

년 이후 점차 감소세

‘06

<그림-18> 한국의 해양심층수 관련 특허 현황
ㅇ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특허 개발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식품제조 및 가공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일본, 미국, 대만 등은 연도별 특허 비중이 다양하게 변화

<표-7> 산업 분류별 해양심층수 관련 특허의 국가 비교(‘02〜’18년 기준)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분류
특허수 비율 특허수 비율 특허수 비율 특허수 비율
식품 제조 및 가공 213 49.8% 173 26.6% 3 4.2% 3 5.8%
의약 및 건강
33 7.7% 86 13.2% 8 11.3% 17 32.7%
향장 및 생활용품 43 10.0% 67 10.3% 4 5.6% 10 19.2%
취수 및 처리, 제조 38 8.9% 122 18.7% 8 11.3% 7 13.5%
농축산업
33 7.7% 36 5.5% 1 1.4% 0 0.0%
미네랄
35 8.2% 35 5.4% 9 12.7% 11 21.2%
에너지 및 자원
13 3.0% 43 6.6% 30 42.3% 2 3.8%
양식
15 3.5% 76 11.7% 4 5.6% 2 3.8%
환경 및 기타
5 1.2% 13 2.0% 4 5.6% 0 0.0%
총계
428 100% 651 100% 71 100% 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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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가. 일본

□ 지자체별 특성화 전략으로 지역의 경제기반을 형성
ㅇ

고치현은 소금 미네랄워터 식품 제조 분야, 오키나와현은 수산물
양식, 토야마현은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 등 추진

* 연간 생산규모는 고치현 140억엔(110개 기업), 오키나와현 25억엔(18개 기업)으로 추정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시설 집적화를 통한 성장전략 추진
ㅇ

최근에는 다이어트, 숙취해소, 스포츠음료 등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

-

해양심층수의 기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

* 고치현은 해양심층수 기능성 입증 연구에 매년 3,000만엔 투입 중(약 3억원, ‘14〜)

<그림-9> 일본의 최근 개발 제품(고경도 미네랄, 개인 맞춤형 물(‘My Water’), 용도별 물)

□ 시설 및 기능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ㅇ

취수해역을 중심으로 제품생산, 연구개발, 급수, 홍보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해양심층수 산업단지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

<그림-10> 고치현 해양심층수 개발단지 기관 및 시설(연구소, 아쿠아팜, 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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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만

□ 정부에서 ‘미래 혁신 산업’으로 지정 육성
ㅇ

최근 해양심층수 산업 연구발전센터를 설립하였으며(’16.12), 해양
심층수 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지정(‘17년)하여

R&D

등 지원

*

* 매년 20억 규모의 R&D 지원 중이며, ‘18년에는 15억 규모의 기업의 상용화 기술 지원

□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융 복합 상품 개발에 주력
·

ㅇ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은

여종으로 파악되며, 개발 초기에 비해

140

종류는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위주의 제품이 대부분

유산균 제품
-

미네랄 화장품

마그네슘 보충제

<그림-11> 대만의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

약품

해양심층수 고경도수의 건강기능식품 등재 를 계기로 인지도 향상
*

* 대만 Taiwan-Yes사는 3년간의 임상실험을 통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에
대한 임상효과를 입증, 국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16말)

□ 해양심층수 관광 레저 단지개발을 통해 6차 산업화 전략 실현
·

ㅇ

민간기업인

는 해양심층수 레저단지인

Taiwan-Yes社

를 구

D’Park

축하였으며(‘16년, 화렌), 정부는 타이똥에 아쿠아필드를 구축(’18)

<그림-12> 대만 Taiwan-Yes사의 D’Park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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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 하와이 NELHA

*

단지 중심의 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 NELHA: The National Energy Laboratory of Hawaii Authority: 하와이 자연 에너지 연구소

ㅇ

NELHA

연간

에는 총

개의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28

만불〜4,000만불의 경제효과 창출

3,000

<그림-13> 하와이 NELHA 단지 및 온도차 발전 기술 설비
-

패류 가공 제품, 새우종묘 등의 해외 수출에서 최근에는 해양심층수
병입수, 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업 범위를 확장

<그림-14> 하와이 NELHA 단지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흑전복, 종묘, 먹는물)
ㅇ

시설견학과 체험, 제품 판매를 연계하는 관광 상품도 운영

<그림-15> NELHA 단지 관광프로그램(“NELHA Friend”) 운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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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시사점

□ (국내)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여전히 먹는 물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임
ㅇ

취수 처리와 함께 식품 활용 분야의 기술개발은 대체로 이루어진
편이나, 생물 농업 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은 미미한 편임

□ (국외) 미네랄을 활용한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

산업단지 형태의 시설 기능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 도모
ㅇ

먹는 물은 미네랄 함량의 조절, 용도별·개인별 맞춤형, 이미지
전략 등의 방법으로 “프리미엄 생수화” 전략을 추진

ㅇ

취수 연구 농수산물 등의 집적화 및 관광 휴양 체험 등의 레저,
서비스 영역을 연계한 관광 상품화

⇨ 미개척 응용 분야에 대한 기술 및 기능성 소재 개발

,

시설 기능

집적화 등을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 및 시너지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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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및 산업 전망
가. 해양심층수 산업의 발전 단계

□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 단계
ㅇ

직접 매출의 증가, 기업의 당기수익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도입기에서 성장기로의 진행 단계로 진단됨

-

점차 단계적 성장 예상되나, 제품군 및 유통경로 확대 등은 여전히 미흡

<표-8> 산업 라이프 싸이클의 단계별 특징

업체수
(경쟁도)
제품
가격
프로
모션
유통망

도입기
소수 업체
소수 제품군
제한된 제품수
점진적
가격인하
낮은 출고가
책정

성장기
업체수의 증가
제품군의 다양화
제품의 다양화
시장 점유율 증가
기업간 M&A
차별화를 통한
제품 홍보 및교육 기업간
경쟁
제한된 유통경로 유통경로 확대
활용

성숙기
다수 업체 등장
가능한 모든 제품
개발 및 공급
시장 점유율 방어
제품을 상기시키는
프로모션
모든 유통경로를
활용

* 어두운 부분은 현 해양심층수 산업계 특징을 나타냄

쇠퇴기
업체수 감소
베스트셀러만
선별적으로 공급
미미한 수익
발생
프로모션 비용
최소화
유통 경로 축소

□ 개발업체의 매출은 연간 6%대의 꾸준한 성장세
ㅇ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매출은 매년

5.4%〜6.5%

년부터

‘13

년까지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의

’16

의 성장률을 유지함

* ‘17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발업체 매출 증가세와 더불어 하절기 이상
고온 현상에 따른 먹는 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로 추정
-

개발업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위주의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제품제조 업체 수는

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양상

’13

<그림-16>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매출 추이(좌),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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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는 해양심층수 산업

□ 웰니스 문화 확산과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성장으로 매출 확대 예상
ㅇ

미용·다이어트 등을 포함한 웰니스 트렌드 확산 및 프리미엄 생수의
대중화 기반이 확산될 경우, 소비 증대가 예상됨

ㅇ

프리미엄 생수로서의 시장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5

-

년간 연평균

9.2%

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취수업체 매출액 통계(‘14~’17)를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년간 약

5

200

억원에서

억원 규모로 증대 예상

310

<표-9> 먹는 해양심층수 시장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성장률 비고
중립적 19,401 20,984 22,567 24,150 25,733 5.8% 선형모형
(R²=0.82)
낙관적 20,184 22,531 25,151 28,075 31,339 9.2% 지수모형
(R²=0.85)

* 취수업체 매출 기준, 시장규모 추정모형 중 R²가 높은 상위 두 모형을 적용할
경우, 높은 수치(낙관적), 낮은 수치(중립적) 시나리오로 가정

□ 먹는 샘물 성장세와 유사한 양상이나, 시장 점유율은 낮은 실정
ㅇ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2013

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 중에 있음*

* ‘11년 3,750억원 규모에서 ’17년 7,800억 시장으로 성장(연평균 11% 성장)
ㅇ

먹는 해양심층수의 시장 성장세도 먹는 샘물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시장 점유율은 대체로 낮은 실정임

-

먹는 해양심층수의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10%

1%〜2%

에 그치고

이상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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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활용 분야 존재
ㅇ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은 해양심층수의 원수, 처리수, 추출물 등의
원료를 활용하여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됨

-

이들 원료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
될 수 있으며, 기존 산업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가능

ㅇ

국내 해양심층수 활용산업은 일부

1,

2

차 산업 활용에 국한 되어
*

있는 실정으로, 활용산업의 확대가 긴요한 상황임

* 수산품가공, 식·음료, 화장품, 수산양식, 축양 및 기타 제조업에 국한
<표-10> 해양심층수 활용산업의 분류와 세부 내용
구분

분류
수산분야

세부 제품 및 서비스
고품질 수산가공품, 수산물 양식, 축양, 해조류 배양, 한
해성 수산 생물의 종묘 배양 등
심층수의 염분을 감소시킨 액비로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 농작물 재배, 토양개선, 수경재배, 특용작
농업분야
물 재배 등 농업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화, 유기
농화 등
음료, 주류 등 식음료 제품, 식료품, 과자류, 건강식
음료·식품분야
품, 소금(추출물질 활용) 등
해양심층수
활용산업
무역, 축양 등 각종 수산물 유통산업을 위한 상품
유통 분야
성·위생 인프라 제공
기능성 의약품, 타라소테라피(목욕요법), 화장품,
의료·레저·미용분야 해양심층수 수영장·물놀이, 스파시설, 친환경 청정
타운 등
금속,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온도차 발전,
에너지·자원분야 희소
해수 냉방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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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집적화를 통한 6차 산업화는 활용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해양심층수 활용한 한해성 어패류 축양, 양식, 해조류 및 농작물

ㅇ

재배 등의 분야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전복, 연어 등 양식, 해조류, 과일 및 커피류 재배 등 현재 연구개발

-

중인 기술의 상용화·대량생산 등은 시장 성장 요인으로 작용 예상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 확대는 국내는

ㅇ

물론 국외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글로벌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 화장품 선호지수를 고려할

-

경우, 긍정적 전망이 가능

* 국내 화장품산업 총생산규모는 13조513억(‘16년)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3,649억 달러로 전년대비 4.8% 증가
ㅇ

스파 산업의 확대 및 기능성 테라피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밝음

* 스파 시설 시장규모는 776억 달러(‘15년)에서 1,039억 달러(’20)로 전망되며,
온천 산업은 510억 달러(‘15년)에서 646억 달러(’20년)로 전망

□ 관련 산업 및 업역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산업 성장 전망
ㅇ

해양심층수 활용산업은 과거(‘14~’17) 통계 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

5

년 후인

‘23

년에는

억원 규모로 증대가 예상됨

2,247

* 해양심층수 활용산업(억원) : (‘14) 771 → (‘15) 1,083 → (‘16) 1,206 → (‘17) 1,525
ㅇ

향후 고부가가치 신규 산업의 빠른 성장 등의 긍정적 요인을 고려
할 경우,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특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의 도입(‘19.3월) 등에 따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질 경우 성장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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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해양심층수 활용 산업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고
성장률
중립적 177,117 190,302 202,514 213,935 224,697 4.9% 거듭제곱모형
(R²=0.98)
낙관적 200,258 225,696 251,532 277,766 304,398 8.7% 다항모형
(R²=0.96)

* 해양심층수 활용산업 시장규모 추정모형 중 R²가 높은 상위 두 모형 적용,
낙관적 전망치 및 중립적 전망치를 도출

□ 해양심층수 활용 에너지 보급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도 기대
·

해수냉난방 보급모델(1,000RT) 완성 및 기술개발 완료로 연안지역

ㅇ

해양연구기관에 해수냉난방시스템 실증 추진이 예상됨
피지,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 대상으로 해양심층수 활용

ㅇ

기술 보급 사업에 따른 에너지 산업 성장 효과도 기대됨

분석 및 시사점

□ 프리미엄 생수 시장의 성장

,

웰니스 문화 확산 등에 따라 해양심층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품군의 다양화, 유통경로 확대 등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

ㅇ

⇨ 고도 성장기 진입을 위해서는 신규 기업 진입

,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산업계의 자구노력 필요
ㅇ

또한, 온라인 플랫폼 및 의료, 향장, 헬스케어, 스파 등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유통채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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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획의 기본 방향

1. 비전 및 목표
2.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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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계획의 기본 방향

1. 비전 및 목표
비전

해양심층수의 가치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실현

목표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도 성장기 진입
- 2023년 해양심층수 산업규모 4,000억원 달성 -

추진전략

전략별 중점과제
1.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산업 인프라 확충

2.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유통망 확충
3.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지원

 제품군 다변화 및

1. 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지원 확대

신산업 개척

2. 국가 R&D를 통한 융·복합 신산업 분야 개척

연구개발 확대

3.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규명

1. 인지도 및 가치 제고

 산업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2. 브랜드 차별화 및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 마련
3. 식품원료 인정 등 제도 개선
4. 해외진출 역량 강화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1. 수요 확대를 고려한 적정 면허 관리
2. 견고한 수질 및 품질 관리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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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 산업의 발전단계 및 2차 기본계획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산업 발전 단계(성장기로의 진입 단계)에 적합한
정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ㅇ

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

2

하는 등 기본계획의 연속성 및 유기성을 확보

* 산업의 성장단계, 기술개발의 연속성, 시장 확대의 연계성 등을 고려

<그림-17>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 해양심층수 활용 다각화 및 기업의 제품화 선도 기술 개발 지원
ㅇ

해양심층수의 활용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업의
제품화 기술에 대한 직·간접 투자 지원

□ 관계부처, 이해당사자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ㅇ

다부처, 지자체 연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 간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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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문별 추진 계획

 산업 인프라 확충
 제품군 다변화 및 신산업 개척 연구개발 확대
 산업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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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1

부문별 추진 계획
산업 인프라 확충

1.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

‘

연구개발 -기업지원 - 관광·레저-판매·홍보’ 등의 시설이 집적된

융 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해양

新산업」

육성

□ 산업계 근접 지원체계 구축
ㅇ

제품의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업 수요 기술의 근접 지원을
위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 건립 및 운영
*

* ‘19년 말 완공예정(고성군) / 127.5억원 규모(국고 50%, 지방비 50%)
-

고부가가치 제품화 연구·개발, 생산, 홍보, 기업의 보육·육성, 유통망
확대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근접 지원체계 구축

-

수산자원센터, 해수플랜트연구센터, 해양심층수 제1,

2

농공단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다각화의 구심점 기능

* 식품, 건강(기능성) 제품, 의·약제품, 테라피,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등을 특화

<그림-18>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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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 확대
ㅇ 現

해양심층수 특화 농공단지(‘10년 조성)에 이어 제2 특화농공단지

*

및 해조류 수산증양식단지

**

-

조성 추진(강원도 고성군)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해양심층수 벤처 허브」로 육성 추진

* 제2 특화농공단지 : 220,872㎡ / 320억 규모 / ‘19～’22 / 죽왕면 인정리
** 수산증양식단지 : 120,000㎡ / 200억 규모 / ‘19～’22 / 거진읍 송죽리
ㅇ

장기적으로 심층수 개발이 가능한 동해안 인근 시 도 및 물산업
관련 지자체 등으로 확대 추진

□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ㅇ

‘

송지호관광지’ 등과 연계한 ’타라소테라피 센터’ 건립(‘21~,
*

200

억

규모, 민자유치 추진) 등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조성

* 해초, 스파, 맛사지, 미네랄 등 해수기반 순환기 장애, 신경증 등의 치유법
ㅇ

어촌·어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수중관광 체험 지원 등을 위한
‘

해중 경관지구 조성’ 추진(410억원(지방비50%)
*

/

‘19

년〜’21년)

* 스킨스쿠버 등 레저 및 수중전망탑, 해양생태교육장, 인공서핑장 등 체험 시설 조성

* 고부가가치 농·수산업(1차), 첨단 제조산업(2차) 및 체험중심 관광산업(3차)
집적을 통해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6차)단지로 조성
<그림-19>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 32 -

2.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유통망 확충
해양심층수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정부정책, 기술, 산업

◈

동향 등 대국민 정보 공유 및 신규 유통망 확보

□

해양심층수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하고, 관련 제품의
유통망 확대를 위한 원스톱(One Stop) 웹 플랫폼 구축 및 운용
산업 통계 및 동향, 기능성 검증 데이터(임상 등), 시장조사, 소비자

ㅇ

인식, 정책·법령, 언론 보도 자료 등의 지속적 갱신

* 인프라 구축 및 초기 운영은 정부가 중심으로 진행, 안정화 이후 해양심층수
산업협회, 산업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하여 운영
ㅇ

개별 업체의 지식 콘텐츠를 통합, 단일 콘텐츠 체제로 운영, 공동
키워드 개발, 소셜 미디어 마케팅 기능 부가

-

판매처, 가격정보 등을 쇼핑 싸이트와 연계하는 원클릭 쇼핑(one-click
shopping)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

<그림-20> 해양심층수 원스톱 웹 플랫폼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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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강화
◈

산 관 연 협업체계 구축, 산업협회 역할 강화, 국제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책 추진 효율화 및 이행력 제고

□ 산 관 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ㅇ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등 공동사업 발굴 및 다부처 연계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 관 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산업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을 포괄하는 협력 체계의 단계적 구축 추진

* (1단계) 해수부, 지자체, 업계, 학계 → (2단계) 농림부, 중기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로 확대

□ 해양심층수 산업협회 기능 및 역할 강화
ㅇ

정부 위탁업무 를 발굴하여 자체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협회를
*

중심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 간담회 등 추진

* 해양심층수 제품의 품질 인증, 웹 플랫폼 운영 업무 위탁 등

□ 기술, 정책 등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학회 및 세미나 활성화
ㅇ

‘

해양심층수 국제 학술대회’를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하는

등 내실화하고, 업계 간담회 등과 연계한 국내 세미나 활성화

<그림-21> 협업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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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지원
◈

산업계 및 관련 대학 인력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전문인력 공급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산업지원 환경 조성

□

「 해양심층수

ㅇ

관리기사(가칭)」 신설 추진

산업계 유경력자의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등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환경 조성

-

수요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해양심층수개발과 관리에 관한
*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양심층수 관련 종사자, 유사자격증(해양환경기사 등) 지원자,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규모 등을 토대로 수요 및 타당성 검토(산업인력관리공단)
** 경동대학교(강원 고성군)에 2005년부터 ‘해양심층수융복합학과’(정원 30명)가 개설
되었고, 2013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연간 20명)
-

자격시험 등 관리는 지방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운영

*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19.下～) → 법령 개정(‘20) → 자격시험 운영(’21～)

□ 산업계 종사자 역량 강화
ㅇ

해양심층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기술개발, 산업 동향 등의
정보 제공을 활성화 하여 산업 혁신을 유도

-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 및 학계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

* 산업현장 순회 학술 세미나, 종사자 초청 해양심층수 기술 설명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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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군 다변화 및 신산업 개척 연구개발 확대

1. 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먹는 물 위주에서 탈피, 해양심층수 활용 다변화를 위한 산업계
R&D 지원으로 신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동력 제공

□ 업계와 정부의 R&D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자체 혁신 유도
ㅇ

해양심층수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업 기술개발 및 투자 연계형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공유 및 우리부 기존 기술개발사업 내
해양심층수 분야 확대 검토

<표-12> 해양심층수 기업 연계가능 정부 R&D 사업(예시)
사업명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해수부,

(

해수부,

창업기업, 기업 수요 기반 미래 유망 기술 개발 및 현장 애로 기술
해소 지원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①

(R&D)

②

(Post

①

(

②

(

‘19～’23)

③

(

①

(

②

(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③

(

④

(

중기부에서 매년

(

통합 공고)

(‘19년 : 10개 과제, 각3억)

해양산업 사업화 연계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Test-bed 등)

‘19～’22)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주요 사업내용

R&D)

(‘19년 : 9개 과제, 각3억)

전략소재발굴) 기초 성능이 검증된 해양생물자원으로 핵심성능을
가진 전략소재 개발

(‘19년 : 23.9억, 과제당 1억 이내)

대량생산시스템) 소재의 표준화, 해양생물 배양법 개발 및 유용
물질 대량 생산

(‘19년 : 14.3억, 과제당 2.5～5억 이내)

상용화지원) 기능성 검증이 완료된 소재 대상으로 제품화를 위한
연구 지원

(‘19년 : 9.5억, 과제당 3～9억 이내)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제조업 서비스업 대상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규모(‘19년: 117억원, 최대1년1.5～2억원, 지원율6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자체 지정 ‘지역우수기업’(‘18년 194개사)을 대상
신제품 상용화R&D 지원

(‘19년 : 291억원, 최대 1년, 2억원 내외, 지원율 65%)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지원

(‘19년 : 신규 822억원, 유형별 최대 0.5～2년,
0.3～6억원 내외, 지원율 60%～90%)

연구기반활용)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19년 : 총125억원, 최대 1년,
유형별 3～5백만원/7천만원, 지원비율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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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심층수 기반 R&D 수요 지속 발굴
ㅇ

해양심층수 기반 고부가가치 전략소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한 업계

R&D

활성화 지원

* 해양심층수 미네랄 기능성 등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개발, 제품화 및 해외
식품안전기준 인증 등 전주기 지원 사업 발굴
-

해양 모태펀드의 해양심층수 분야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컨설팅
등 정부와 산업계 간

R&D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

2. 국가 R&D를 통한 융·복합 신산업 분야 개척
◈

타 산업과 기술 융 복합을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군을 확대
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 융 복합 스마트 팜(농산물) 및 스마트 오션 팜(해조류) 조성 기술 개발
·

ㅇ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농 축산물 축양 및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대량생산 기술 등 개발 보급

-

광역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는 스마트 팜 사업에 처리수 보급(가축 사료
및 액상 비료) 등을 추진(농림부,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
*

* 스마트팜 규모화 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농업인-기업
-연구기관 간 시너지 창출 도모(’18년 착수, ‘22년까지 4개소 조성)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인근 또는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적지를 선정,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및 상용화

□ 해양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ㅇ

기존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파력 조류발전 등)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심층수 냉난방기술의 보급 확대

*

* 냉난방 기술은 현재 상용화 단계로 리조트, 수산양식장 등에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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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 해양심층수 에너지 자립 해안마을로 확산

* 해수냉난방 기술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

<그림-22>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례(기장군 월평마을)

□ 블루카본(Blue Carbon) 형 해중림 조성
*

*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ㅇ

해양심층수의 수온 조절성, 영양염 등을 활용한 해중림 조성을
통해 갯녹음 방지,

CO2

저감 및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 해수부의 ‘바다 숲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역 농수산물 유통 저장을 위한 신선물류(콜드체인 ) 체계 구축
*

* 물류 공급사슬 내에서 정온 유지를 위한 온도 제어 및 관리 기법

ㅇ

취수시설 등이 갖추어진 지자체(울릉도 등)를 대상으로 인근 어획물
및 현지 기업들의 제품 저장과 유통에 활용

-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농 수협 등과 협업
으로 구축 방안 마련

* 국내 신선식품 시장은 전체 식품시장 규모(약 328조원)의 45%(약 160조원) 수준

<그림-23> 해양심층수 활용 신선물류 콜드체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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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규명
해양심층수 미네랄의 인체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통해 건강기능

◈

식품, 화장품 및 의료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기반 마련

□ 해양 바이오 소재 확산을 위한 기능성 규명 확대
ㅇ

해양심층수 미네랄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활용 확대를 위한 아토피,
비만 등 인체 기능성 검증 확대 추진
기능성 입증 결과를 업계에 확산하고, 신규 기업 진입 활성화 및

-

해양심층수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

* 기능성 검증결과를 근거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원료로 등재 추진
ㅇ

해양심층수 활용 제품에 대한 기능성 검증 등을 통해 화장품 ,
의료소재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유도

* 대만, 일본 등에서는 국가·지자체 R&D 지원을 통해 해양심층수의 효능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 등 개발 추진

□ 기존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
ㅇ

임상실험)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활용한 동물·세포실험이 종료된

(

분야부터 임상실험 우선 실시
-

(

아토피) 그간 실시된 세포·동물실험과 외국 사례에서 아토피성
피부질환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임상실험 추진(‘19

-

∼

)

비만) 해양심층수에 함유된 미네랄이 비만(체지방 감소)에 대해

(

효과가 있음이 동물실험에서 입증됨에 따라 임상실험 실시(‘20
ㅇ

∼

)

세포·동물실험) 내분비, 영향 및 대사질환 등 의료소재 개발을 위한

(

∼

기능성 검증 필요분야 지속 발굴 및 사전 실험 실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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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1.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해양심층수 기능성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관련 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층 확대 유도

□ 업계 참여 및 뉴미디어 적극 활용
ㅇ

업계 참여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콘텐츠를 구성하고, 해양심층수
미네랄의 기능성에 집중한 고급화, 차별화된 홍보 전략 마련

-

웹툰, 웹드라마, 유투브 등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업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콘텐츠 발굴 및 공동 홍보 추진

□ 해양심층수 주제 이벤트 및 공모 정기 추진
ㅇ

젊은 층의 관심유도를 위해 대학생·일반인 대상

UCC

영상, 스토리

텔링, 체험기 공모 등 지속 추진
-

입상작은 설 추석 명절 계기 대중교통(KTX 지하철 등) 홍보 및 해양
심층수 정보 플랫폼 콘텐츠 등으로 활용

<그림-24> 제1회 해양심층수 UCC 공모전 포스터 및 공모 홈페이지

□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
ㅇ

해양심층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가 활발한 지역 축제
적극 활용, 지자체 특성에 맞는 홍보 콘텐츠 발굴 추진
*

* 테라소테라피, 미네랄워터 시음, 해양심층수 김치담그기 등 체험 활동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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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 차별화 및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 마련
◈

해양심층수 제품 사용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 품질
인증체계 등을 마련하여 만족도 제고 및 신뢰도 확보

□ 해양심층수 전용 모바일 앱 개발
ㅇ

서비스 사이언스 개념을 적용, 이용자 맞춤형 물 섭취 정보와 가이드
*

라인 제공, 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활용

* (service Science, Management and Engineering; SSME) 정보화를 수단으로 하는
IT 서비스 분야로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의 과정을 포함

<그림-25> 해양심층수 전용 모바일 앱 개념
ㅇ

원산지-유통-관리 과정 등 제품의 전주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성 확보

* 모바일 앱 QR 코드에 취수원, 수질검사 여부 등 제품정보 확인 기능 부여

□ 해양심층수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 개선 및 강화
ㅇ

해양심층수 제품 및 원료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 제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 및 차별성 확보

* 현재는 해양심층수 사용 자체에 대한 인증만 부여, 제품 차별화 기능 미흡

<그림-26> 현행법상 인증제(체계)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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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원료 인정 등 제도 개선
◈

식품원료 인정 및 상시적인 제도개선 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
심층수의 활용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재 추진
ㅇ

미네랄추출물(고형분)에 대한 식품원료 인정 추진을 통해 다양한
식품활용 확대 및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심층수처리수는 모든 식품의 용수로 활용이 가능(‘15.8, 식품공전 개정)하나,
고형(固形)형태의 미네랄추출물은 현재까지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못해 식품에 활용 불가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후 식품원료로 등재하고, 장기적으로 기능성
검증 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재 추진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19.2월) → 식품원료 등재(’20) → 건강기능식품원료 등재(‘21)
【한시적 식품에서 식품원료로 등재 요건 :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 】
ⓛ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③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인정받은 자가 2명인 경우 모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 상시적인 제도개선 체계 구축
ㅇ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등 소통체계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장애요소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추진
먹는 물 관리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타 부처 관련 법령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19.3.22 시행) 적용 동향 등 상시 점검

* 협회 활성화와 연계하여 협회 사무국이 현장애로 상시 창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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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진출 역량 강화
◈

엄브랠라 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연계 등 해외수출
지원을 통한 업계 글로벌 역량 강화

□ 국가 대표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ㅇ

기존의 공동

BI(Brand

Identity)

를 활용한 엄브랠라 브랜드 를 개발
*

하여 기업·제품 간 공동 활용 및 해외수출 전략 추진

* (엄브랠라 브랜드) 제품이 아닌 상품자체(해양심층수) 홍보하여 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정보를 동 브랜드 다른 제품에까지 연장시키는 마케팅 전략

<그림-27> 해양심층수 BI(Brand Identity) 예시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ㅇ

해양심층수 업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업계의
해외 수출역량 강화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 상황에 맞는 사업참여 적극 유도

<표-13>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업명
GMD

사업 참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주요 사업내용
ㅇ

민간 수출전문기업(GMD)과 매칭을 통하여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종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
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 지원
해외 현지의 컨설팅 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
하여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ㅇ

* 추가 정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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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1. 수요 확대를 고려한 적정 면허 관리
◈

해양심층수 활용산업 확대 등 잠재 개발수요,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적정 면허 관리로 자원의 안정적 공급

□ 해역별 일일 최대 취수량의 점진적 확대 추진
ㅇ

농업·수산업, 축양, 타라소테라피 등의 잠재적 취수 수요 증가 등을
*

고려하여 취수 해역별 일일 최대 취수량 점진적 확대

* 대단위 증·양식 일일 소요 취수량은 8,000톤, 타라소테라피는 5,000톤 이상 소요 예상
피면허자의 수요량 추정 자료, 활용산업 전망, 환경요인, 면허기간

-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표-14>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현황(‘18년 현재)
연번 취수 해역명
피면허자 1일 최대 취수량 면허기간
1 울릉현포 ㈜파나블루(큐비엠) 3,000톤
'09.5～’19.5
2 양양원포 (주)워터비스블루
2,400톤
‘18.2～’23.2
3 고성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900톤
“
4 고성오호
(주)강원심층수
3,000톤
‘18.5～’23.5
5 속초외옹치 (주)글로벌심층수
30,000톤
‘18.7～’23.5
6 동해추암
(주)해봉
3,000톤
‘18.5～’23.5
7 울릉저동
울릉군수
1,800톤
“
8 울릉태하
(주)울릉심층수
2,000톤
‘09.5～’19.5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기간은 최초 10년, 갱신 시 5년

□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취수해역 개발
ㅇ

개 시 군에 1개 취수해역 지정’ 원칙(울릉군 제외)을 유지하여 지역

‘1

균형 개발 유도 및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계 확보
-

향후 취수 수요 증가,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 현재까지 7개 시 군에 9개 취수해역 지정 운영(울릉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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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고한 수질 및 품질 관리 체계 유지
◈

취 배수 해역에 대한 수질관리 등 견고한 해양심층수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관련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

□ 수질조사 및 해양환경 감시 체계 지속 유지
ㅇ

각 취수해역별 수질검사 항목 의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
*

기관의 정기 위탁검사(분기 1회) 지속 유지

* 기본항목(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군), 영양염류(질산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주요원소(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유해영양물질 및 방사능
(카드뮴, 납, 구리, 수은,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18개 항목
ㅇ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취․배수해역에 대한 해양
환경 감시, 관찰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

-

수질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고
발생 시 특별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ㅇ

취수·배출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및 환경조사 정보는 해양심층수
산업 정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

-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등의 관심 항목에 대한 데이터 등 수질검사
결과는 대국민 인식개선 자료로 활용

□ 해양심층수 및 관련 제품 품질관리 교육 강화
ㅇ

전문 연구기관, 전문 수질검사기관, 해양심층수 산업협회·이용자
포럼 등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교육 실시

-

개발업체, 이용업체 대상 수질검사 등 정기교육 실시, 생산공정 표준화,
품질관리, 수출입 절차 기준 등 품질관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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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양심층수 개요 및 활용분야

가. 해양심층수 개요
□ 해양심층수의 정의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며, 수온이 항상 3℃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

(해양심층수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해양심층수 수심의 요건
ㅇ「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수준면으로

※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 조
*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
부터 200m 아래의 바다

(

2

)

□ 해양심층수 자원의 특성
ㅇ

해양심층수는 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미네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원적 특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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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해양심층수 개발 국가
ㅇ

전 세계적으로 해양심층수 벨트가 형성된 몇몇 국가 및 고유의
해양심층수 생성 메커니즘을 보유한 나라에서만 개발

* 일본, 미국(하와이), 대만, 호주 등의 국가

나. 해양심층수의 취수 및 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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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특성에 따른 활용 분야

종류
특징
주요 활용 용도
오염이 없고 깨끗한 물로 정제수에 ㅇ 화장품,물 티슈, 식품의 용수, 먹는 물
탈염수 ㅇ 가까움
(생수) 등
농축수
함수
미네랄
탈염수
미네랄
농축수
미네랄
추출물

ㅇ 염분,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
원수가 농축된 것으로 맛은 짬
ㅇ 미네랄이 풍부하고 짜며, 소금 대신
사용
ㅇ 소금(염화나트륨)이 50% 이상인 액체
로서 매우 짜며, 일반적으로 소금
생산 시에 얻어짐
ㅇ 주로 탈염수와 미네랄 농축수를
희석하여 제조하며, 경도가 높을
수록 미네랄 함량이 높음
ㅇ 식품용수로 사용 시 발효가 잘됨
ㅇ 염분(NaCl)을 대부분 제거한 미네랄
농축액으로 마그네슘, 칼슘과 70여
종류의 미량 미네랄 성분이 이온형태로
농축된 처리수
ㅇ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요 미네랄
이며 70여 종류의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함

- 48 -

ㅇ 의료(구강청정제 등), 절임식품(김치류 등),
젓갈류,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등),
과자류 등
ㅇ 소금 제조, 식품의 절임 류 등에
액상소금으로 활용
ㅇ 먹는물(먹는해양심층수), 주류(맥주,
소주, 탁주, 전통주 등), 탄산수,
음료류(과채음료, 발효음료, 영유
아식 등등), 장류, 조미식품
ㅇ 식품첨가물 원료, 건강 기능식품,
다양한 식품의 식품원료, 의료,
사료, 비료 등 용도가 다양하여
수산양식, 농업, 축산분야, 의학분야,
식품분야, 화장품 분야 등에 활용
ㅇ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식품,
사료, 비료, 의약품 등

참고 2

전략별 중점과제 추진 로드맵
주요 추진과제

추진 계획
‘19년

 산업 인프라 확충
1.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 산업계 근접 지원체계 구축
▪ 특화 산업단지 확대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 정보 공유 및 온라인 유통망 확충

▪ 원스톱 웹 플랫폼 개발 운영
·

3. 협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강화

▪ 산 관 연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산업협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국제 학회 및 세미나 활성화
4.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지원

▪ 해양심층수관리기사 신설 추진
 제품군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 확대
1. 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업계와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자체 혁신 유도
▪ 해양심층수 기반 수요 지속 발굴
R&D

R&D

2. 국가 R&D를 통한 융 복합 신산업
분야 개척

▪ 스마트 팜 및 오션팜 조성 기술 개발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블루카본형 해중림 조성
▪ 신선물류 체계 구축
3.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기능성 규명

▪ 해양 바이오 소재 확산을 위한 기능성
규명 확대
▪ 기존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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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1년

‘22년

‘23년

주요 추진과제

추진 계획
‘19년

 산업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1.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홍보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실시
2. 브랜드 차별화 및 전주기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전용 모바일 앱 개발
▪ 인증체계 개선 및 강화

3. 식품원료 인정 등 제도 개선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재
추진

▪ 상시적인 제도개선 체계 구축
4. 해외진출 역량 강화

▪ 엄브랠라 브랜드 개발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선제적 자원 및 환경 관리
1. 수요 확대를 고려한 적정 면허 관리

▪ 취수량의 점진적 확대
2. 견고한 수질 및 품질 관리 체계 유지

▪ 수질조사 및 해양환경 감시 체계 지속
유지

▪ 품질관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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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1년

‘22년

‘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