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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 구축 및 운영

○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 수행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아시아 최대 해양국과의 연구거점 구축 필요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대 해양대국으로서 해안선의 길이가 지구 둘레 두 바퀴 이상(약

95,200km)이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수로와 함께 풍부한 수산 및 광물 자원을 갖고 있음

○ 정권교체(2014.10.)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교통물류, 관광, 에너지자원 분야를 총괄하는 해양조

정부를 신설하여 운영

-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중기발전계획(2015⁓2019)을 추진 중임

- 동 계획은 7개의 주요 미션으로 나뉘며, 이 중 3개가 해양강국 실현과 연관이 있음

○ 인니 주변해역은 우리나라로의 대표적 원유수송로이면서 한반도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관련이 깊음(예: 말라카 해협)

-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길목인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대체

항로(예: 순다해협, 롬복해협 또는 반다해 통과 항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해역을 통과해야

함

○ 인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기 인지한 선진국들은 이미 인니와의 협력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

임

- 중국도 중-인니 해양공동연구센터를 설립, 운영 중이었으나, 인니와의 분쟁으로 인해 최근

센터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 이는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기회

○ 인니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열대해양의 높은 생물다양성, 풍부한 해양연구 수요 등을 감

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협력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인니의 해양과학관련 기초정보 확보에서부터 협력 계획 수립, 구체적 협력 과

제 개발, 친한(親韓) 해양과학자 육성 등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 기반이 선제적으로 조성되어

야 함

○ 협력 기반 조성과 함께 인니와의 효율적·체계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서는 실체적인 협력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함

나.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

○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공동연구협력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국제기구 및 ODA 사업

등을 통해 ‘연안관리 정책 및 해양생물다양성’ 등에 관한 연구 사업이 일부 추진되어 왔음.

○ 자카르타 연안지역의 현안문제인 지반침하 및 연안범람과 같은 연안재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기장비 지원, 역량강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연구 사업 수행

- 인니 자카르타만 연안통합관리 체계구축 연구 (KOICA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KIOST, 2010~2016년)

○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인니 해양의 산호 그리고 해양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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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행

- 인니 마카사르 해협 해양생물 다양성 공동연구(KIOST, 2013~2014년)

- 동남아시아 산호초 및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DRMREEF 연구)를 인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WESTPAC 주관의 국제공동연구로 수행 중임(해양수산부, KIOST,

2014년~현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도네시아 과학원(LIPI) 간 공동 협력연구를 위한 MOU 체결(2013년)

○ 파랑, 폭풍해일 등 인니 연안에 미치는 자연재해의 실질적 저감, 해상 부유식 LNG 벙커링 터

미널(FLBT) 건설 기술 타당성 평가 등 실용 해양기술 이전

- 인니 해상풍 및 파랑 통계자료 추정연구(KIOST, 2010~2011년)

- 인니 FLBT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한국선급, KRISO, 2015년)

○ 남중국해 및 말라카해협에서 어란을 이용하여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류(점다랑어) 및 IUCN

목록 어류(돛새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어류의 산란 확인(KIOST, 2017)

○ GOCI 1호위성의 검보정을 위하여 국내에 Aeronet-OC 및 광학부이를 운영하여 검보정 연구

수행

- 정지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2단계) (KIOST, 2012~2017)

- 인도네시아 통과류 (ITF)의 표층 유입원 중 하나인 민다나오 해류에 대한 연구가 해양수산

부 R&D 과제인 ‘북서태평양 해양-대기 상호작용 및 태풍 급강화 현상 연구’ 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관측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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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구  분 내    용

최종목표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및 우수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최종목표
설정근거

□ 신 남방정책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 최대 해양대국 인도네시아와의 해양과학기술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국익에 기여

세부목표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센터 구축 및 운영(1건)

□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 운용해양시스템 개발,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국가사업 기획보고서(각1건), 논문(총2건), 학술발표(10건) 및 워크숍 

등 연구홍보 활동(1회/년)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도출 → 기본계획 및 Action Plan 마련 

→ 기본계획 및 Action Plan에 따른 시행

□ 해양과학기술 우수 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공동연구 및 공동지도를 통한 석사/박사 인력양성(3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1건/년) 

< 연구개발 최종목표, 설정근거, 세부목표 >

가. 사업 추진내용

① 한․인니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가 간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활동에 기여함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新 남방정책 등 주요 추진 정책을 포함하여 인

도네시아 및 향후 아세안 지역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실질적 해양과학기술 협력 분야를 도출하여 국가 간 상호 호혜적 사업 추진을 수행

○ 한·인니 공동위원회 등을 국가 간 협의체 운영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 해양

과학기술 협력활동이 협력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활용

②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 국가 간 MOU와 이행협정서(IA)에 근거하여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과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사업이 추진됨

○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인도네시아 운용해양 시스템, 인도네시아 주변항

로 공동탐사 연구를 위한 대체항로 여건 분석,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 운영 연구 착수,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 공동연구 추진 및 수행

○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블루카본(맹그로브, 해초, 산호) 연구,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 해조

류/어류 스마트 양식 연구, 해양부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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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주요협력 분야 및 과제 검토

- 인니측 협력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고와 한국측 협력 수요 분석 결과를 종

합하여 양국 주요 협력분야 분야 설정

- 기 수행된 ODA사업 및 공동연구사업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협력분야와 수요, 공

동연구결과 반영 주요 협력 과제 도출

○ 한·인니 협력 단계별 실행전략(Action Plan)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고려한 비대면 중심의 국제연구 부분 등을 포함한 초안을 마련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비전 및 목표 재구성을 통해 협력 분야별 목표 및 전략 도출

을 위한 초안 마련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단계별 실행전략 및 공동연구센터 발전계획 초안 작성

나. 사업 추진체계

○ 3가지 최종 목표(➀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➁공동연구 수행, ➂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

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함

- 1차년도에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와 반둥 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였

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비 예산지원 및 공동소장, 지원

인력(필요시)을 파견하여 운영을 개시함

- 2차년도부터 본격적인 센터의 운영과 동시에 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공동 연구 과제를

본격적으로 착수·추진하며, 3차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측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공

동연구과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함.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수행 방식 변경

등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협약변경을 진행하여 과업을 진행하고자

함

- 4차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3차년도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공동연구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공동연구의 경우,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단계(3년)에서는 현안문제 지원 중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

대형 국가연구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비대면 중심의 공동연구 및 협력 시행 방안을 준

비하고 향후 후속 신규사업 기획에도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비대면 중심의 국제연구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 공동연구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동연구 주제별로 가

시적 연구 성과를 별도로 설정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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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주제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1건)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기상 모델 

시범구축(1건)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기상 모델 

구축(1건)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검보정 사이트 후보지역 
실해역 조사(1건)

실해역 GOCI-II 위성자료 
검보정 자료 분석 (2회)

실해역 GOCI-II 
위성자료 검보정(2회)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보고서(1건)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실해역 자료조사(1건)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실해역 
조사(1건)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쓰레기 실해역 

조사(1건)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시범구축(1건)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구축(1건)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가 간 다양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활동에 기여함

- 新남방정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추진 정책을 고려한 인도네시아와의 잠재적 해양과학기

술 협력 분야를 도출해 냄으로써, 상호 호혜적 공동연구 사업 추진 및 수행

- 양 국가의 협력활동을 통해 전략적ㆍ경제적 파트너라는 공감대 형성

- 인도네시아 및 향후 아세안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우수 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

화 기여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1차년도에 제안된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해양

산업 분야를 포함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심층 현황 분석 및 중점 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

를 설계할 예정. 3차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회의 및 대면 조사 수행의

차질로 인하여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도출한 비전 목표의 보완,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 수

립, 센터 발전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안의 초안 마련 예정. 마지막으로 4차년도에는 3차년

도 작성된 보고서의 준비 및 초안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 협

력 플랫폼으로서의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를 작성

하여 완료 할 계획

- (계획 1) 한국측 및 인니측의 해양,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관련 연구진 보강. 한·인니센

터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담 실무자 확보 및 설정

- (계획 2) 2차년도부터 인니 현지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이슈 및 동향, 수요 조사 결과 등

을 센터 홈페이지 및 주인니대사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

계의 현지 진출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계획 3) 인도네시아 현황 심층 분석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인

Indonesia-Investments, KOTRA 자카르타무역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도네시아 해외

사무소 등과 협업

- (계획 4)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기술 수준 파악을 위해서, 국내의 논문 및 특허 등의 선

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며, 그 결과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하여 국제공동연구 협력

방안 논의

- (계획 5) 인니측 관련 핵심기관(CMMA, MMAF, BAPPENAS, BPPT, LIPI 등)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현지의 정책현황 및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계획 6) 국내 국제협력 정책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 중장기 계획 수립의

방향성 및 결과의 구체성을 강화. 필요시 서면자문 및 직접적 연구 참여 필요

- (계획 7) 코로나19에 따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부처인 인도네시아 해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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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정부 그리고 협력기관인 반둥공과대학교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한·인니 정부 간 회의는 정부의 안전 권고 등에 따라 현재 국외 출장이 불가능 한 상황

으로 화상(또는 서면)으로 개최를 진행하도록 함. 또한 정보교류회의, 국제 워크숍을 포

함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도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여 추진토록 함

○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

- 인력양성 대상이 되는 인도네시아 대학은 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반둥 공과대학교(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지만, 그 외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청(BPPT), 인도네시아 국

립과학연구원(LIPI) 등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현재 MOU를 체결하였거나 우수한 관련 기

관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정책을 위해 지정한 우수거점(優秀據點) 5개 대

학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이자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임

- 추진 방법은 석·박사 학위과정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및 연구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반둥 공과대학교와는 현재 공동 지도교수(Joint Supervisi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

함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추진 중에 있음

- 반둥 공과대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해양과기

원에서는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기자재 및 장비를 이용한 현장 및 실습교육을 담당하여

우수한 인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

- 학위 및 교육제도는 해양과기원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제도의 활용을

검토 중에 있고, 해양과학기술대학원(OST) 제도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 할 예정임

- 추가적으로 인력양성 대상 교육생의 입학자격 조건(영어능력, 전공지식 수준 등), 현지 체

재를 위한 지원(기숙사 등), 교육훈련비(장학금 및 관련 지원책) 등의 마련을 위해 공동위

원회 등 양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인도네시아 반둥 공과대 등 현지의 석사·박사급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도록 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의 성과를 함께 도출하도록 함. 향후 해당 인력이 논문

성과 도출, 학위 취득 등을 통해 한·인니 간 해양과학분야 협력의 실질적 모델로 활약 기

대

- 기타 : 코로나19에 따라 필요시 안정상의 이유 등으로 비대면(화상) 또는 서면 등으로 진

행예정이며, 비대면 화상회의는 정보 공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녹화, 저장하여

향후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

우 비대면 중심의 국제연구를 추진토록 함

○ 체계적인 연구관리 및 행정 협력 시행

- 현지 협력플랫폼 운영이 시작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센터를 통한 공동연구의 관리와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 기관의 자료 및 연구자 교류가 가능함

- 정기적인 워크숍, 책임자 회의와 세부과제별 실무자회의 진행을 통해 연구관리 및 협력

극대화

- 효과적인 연구 수행과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행정협력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

며, 연구사업 및 센터 운영을 위해 공동연구 형태로 인도네시아로 직접 송금되어 공동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운영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 및 관리할 예정임

- 원활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협력 파트너인 반둥 공과대학교 해양학과와

의 행정 협력을 지원받아 초기 안정화를 도모함

- 현지 사무실 공간, 전기, 수도 등 시설 인프라는 현물 형태로 반둥 공과대학교 측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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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비와 연구비를 제공하여 상호 균형적 관계에서 운영

<한·인니 역할 분담 계획(안)>

년도 국가

연구개발 목표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동연구수행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차
년도
2018

한국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동센터장 파견, 및 운영비 
지원 등

·한·인니 공동연구수행 
준비를 위한 국내 TFT 

진행(연구진 간 협력을 통한 
향후 수행결과 도출)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인니 해양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협력 수요 기초조사 수행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수립

인니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동센터장 파견, 센터 공간 
및 사무시설 제공 등

·인도네시아 전문가 TFT 
구성을 통한 국내 연구진 연구 
수행 지원과 향후 공동위원회를 

통한 협력 의제 발굴

·인니 측 해양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수요 
조사 지원 

2차
년도
2019

한국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동위원회, 공동학술연구, 
인력양성 및 협력성과 홍보 

시행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해양위성, 해양에너지 공동연구 

주도
·한국사례 소개 및 기술 교육

·한·인니 해양분야 현황 
심층분석

·한·인니 중점협력 분야 설정 
및 공동연구과제 도출

인니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인니 해양관련 주요 이슈 

조사·분석, 워크숍 공동 개최
·인니 훈련생 관리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연구 
주도

·인니 현황 및 조사 자료 수집 
·현지 조사 지원

·인니 해양관련 기관 및 산업 
현황 자료 조사 및 분석

·인니 해양과학기술 논문 및 
특허 정보 수집 및 제공

·인니측 공동연구과제 수요 
조사 및 분석

3차
년도
2020

한국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동위원회(화상), 

공동학술연구, 인력양성 및 
협력성과 홍보 시행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해양위성, 해양에너지 공동연구 

주도
·한국사례 소개 및 기술 교육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및 Action Plan 초안 

도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발전계획 초안 
수립

·법제도 개선안 초안 도출

인니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인니 해양관련 주요 이슈 
조사·분석, 워크숍 공동 

개최(화상)
·인니 훈련생 관리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연구 
주도

·인니 현황 및 조사 자료 수집 
·현지 조사 지원

·인니측 해양과학기술 발전 
계획 분석 및 로드맵 작성 지원
·인니 예산확보 절차 및 전략 

조사 및 분석
·인니 법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방향 분석

4차
년도
2021

한국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공동위원회(화상), 

공동학술연구, 인력양성 및 
협력성과 홍보 시행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해양위성, 해양에너지 공동연구 

주도
·한국사례 소개 및 기술 교육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및 Action Plan 도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발전계획 수립 

완료
·법제도 개선안 도출

인니

·협력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인니 해양관련 주요 이슈 
조사·분석, 워크숍 공동 

개최(화상)
·인니 훈련생 관리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센터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해양쓰레기 관리 공동연구 
주도

·인니 현황 및 조사 자료 수집 
·현지 조사 지원

·인니측 해양과학기술 발전 
계획 분석 및 로드맵 작성 지원
·인니 예산확보 절차 및 전략 

조사 및 분석
·인니 법제도 현황 조사 및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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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성과지표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성과지표의 도출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성과지표 >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최종
목표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0)

센터구축 및 
운영(20)

센터 설립 1건 10% 한-인니 MTCRC 센터 설립

정부간 회의 3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2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6건 1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수 (개인별 결과보고서)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정보 교류 및
홍보(10)

문제점 개선 2건 3%
온라인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정책 보고서 
발간

3건 3%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정보교류회의 10건 4%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공동연구 수행
(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4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
보고서 1건 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상세 현황, 주요 
협력분야별 세부 과제, 단계별 Action 

Plan, 센터 발전계획)

1차
년도
(201
8년)

협력플랫폼 
구축

센터구축 협력센터 1건 40%
공간(100m2 이상), 상주인력(인니 
인력포함  4인 이상), 정기적 
운영위원회(1회/년) 개최

정보교류 워크숍 등 1건/년 10%
한·인니 공동워크숍(1회/년 이상) 

개최

협력성과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준비

홍보건수 1회/년 5%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1회/년) 및 
센터 활동보고, 공동연구 결과물, 
해양환경관련 동향, 언론매체홍보 
등을 시행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정책보고서 1회/년 5% 해양과학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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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정책보고서(1회/년)

공동연구 수행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

계 변화 
공동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기획 보고서

(ITF 장단기 변동특성 연구, 인니 
연안생태 연구)

인니 
운용해양시스
템 공동 개발 

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운용해양시스템 공동 개발 기획 
보고서

(인니해역 적용 운용해양 모델 연구, 
검보정 사이트 구축연구)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 기획 
보고서

(주요항로 대기염 현황연구, 대체항로 
주변 수로특성 연구)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1건 10%

양국 전문가 참여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2차
년도
(201
9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0)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2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건 1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정보 교류 및
홍보(20)

만족도 조사 1건 5%
온라인 홍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정보교류회의 5건 1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공동연구 수행(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2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1차 보고서 발간 1건 10%
한-인니간 공동연구(운용, 위성, 

에너지, 쓰레기분야) 1차보고서 발간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1건 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 설계

3차
년도
(202
0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5)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1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건 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정보 교류 및 문제점 개선 2건 5%  온라인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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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홍보(30)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정보교류회의 10건 2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자료/협력 지원 및 방문 건수: 5건)

공동연구 수행
(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2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준비 
및 초안마련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고도화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보고서준비 
및 초안마련

1건 1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4차
년도
(202
1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60)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1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건 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정보 교류 및
홍보(35)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

3건 10%

웹사이트 컨텐츠 만족도, SNS 만족도 
조사 후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정보교류회의 5건 2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자료/협력 지원 및 화상회의 건수: 

5건)

공동연구 수행
(25)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1건 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학술 발표 4건, 
학술지 4편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내용 지표 : 학술발표 4건,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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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4편)

해양과학정보 
가시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자료 제공 건수

20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결과물인 수치모델 예측치의 활용 및 
자료 제공 건수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서 

1건 1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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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가.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① 대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주로 소규모일 뿐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호혜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도 해양자원의 확보, 기후변화 등의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 상호간

해양과학기술 역량의 제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자원의 수출 및 시장 확대, 경제적 국제적

파트너로서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

임1)

②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현황

○ 2018년 5월 센터 설립을 위한 한-인니 JD(Joint declaration, 공동선언문) 및 IA(Implementing

Arrangement, 이행협정) 체결(안) 합의

○ 센터의 공식명칭 ‘MTCRC(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한·인니 해양과

학공동연구센터)’ 및 IA 체결(안) 임시서명(한국 측: 정재관 사무관, 인니 측: Nani 국장)

○ 한-인니 JD 서명(양측 장관급) 및 센터 설립 IA 체결(양측 차관급)

○ 2018년 9월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개소 및 운영 시작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新 남방정책 등 주요 추진 정책을 포함하여 인

도네시아 및 향후 아세안 지역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

○ 한·인니 공동위원회 등을 국가 간 협의체 운영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 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활동이 협력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

나.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① 개도국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2001, 오하네스버그) 이래,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의 중요성이 전 UN 활동에 걸쳐 강조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에서 선진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

② 주요국 동향

○ 해양강대국들은 해양경제영토 확대 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협력 및 국

가 간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해양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활용

○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간파한 주요 선진국들이 기회 선점을 위해 경쟁

적으로 진출

○ 미국은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서 전지구적 해양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일본은 국제기구와 대양별 주요 거점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 추진

○ 중국은 제 3세계 자원 확보를 위한 원조 중심의 국가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 아세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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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과학기술분야에서의 대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은 주로 공적개발원조(ODA)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해양수산부 ODA기금은 8.3억원으로 국제협력재단(KOICA)를 포함한 정부기금의 약 0.15%에 불

과함.
2)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중남미, 2008,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3-24

의 농산물, 석유, 광물자원 확보 노력2)

③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육상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자원에 대

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

○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양경계 미 획정지역에서 자원공동개발이 새로운 대

안으로 부상

○ 해양자원 부국의 보호체계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해양거점을 통한 해양자원의 개발 전략

수립 및 수행 필요

④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수요 및 협력 의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임

○ 수산업 등 해양 관련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관계로 해양 관련 기술협력에 대

한 높은 수요 존재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국가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중심지로서 범

지구적 해양문제와 관련된 공동연구의 가치가 높으며, 기후변화 현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큼으로 인해 국제적 공동연구 참여에 적극적

○ 우리나라 발전의 경험을 중시하고 상호보완적 경제․기술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개발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

○ 2018년 9월 개소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가 양국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인니내의 해양과학기술협력 수요 및 의지 증가

○ 인도네시아 제8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14.10)을 계기로 국가 중기발전계획(2015-2019)*

의 7대 미션 중 2개가 해양강국 실현에 있으며, 인니 해양수산부 상위에 교통물류, 해양수산,

관광, 에너지자원을 총괄하는 해양조정부가 신설됨

- 인니의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중장기국가전략(RPJMN, ‘15~‘19년)에 따라 해양고속도로 건설

(Sea Toll Road Development)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 확보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총 370억불(약 41조) 투입, 24개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의 상업용 항구

및 1,481개 의 비상업용 항구 확장 프로젝트,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를 추

진

-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둥대를 중심으로 주요대학의 교수진을 대폭 충원하고, 자

바(Java)섬 중북부에 위치한 해안도시인 치르본(Cirebon)을 중심으로 해양관련 기관 및 조

사선을 집중화 하는 등 해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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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1차년도(2018년도)

1차년도(2018년도)

1)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가) 협력플랫폼 구축 사전 준비

① 센터 설립을 위한 IA(Implementing Arrangement, 이행협정) 체결(안) 합의

◦ 주요결과

- 센터의 공식명칭 ‘MTCRC(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및 IA 체결(안) 임시서명(한국 측: 정재관 사무관, 인니 측:

Nani 국장)

- 동 IA 근거, 센터의 구체적 설립 및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TFT 구성키로 협의

- 치르본의 센터 후보지 추진상황 공유(‘18년 3월 착공, 8월부터 운영할 계획)

- RCO-LIPI 현황 및 대표 연구 분야(해삼 및 해마 양식 등) 파악 등

② 센터(MTCRC) TFT 제1차 회의 개최

◦ 주요결과

- 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공동연구 후보 분야 협의

- 2018년 센터 개소 관련 현지인력 채용방안 합의

- 센터 운영을 위한 양 측의 예산 확보 중요성 언급

- 추후 TFT 2차 회의에서 세부적/추가적 사항 논의키로 함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 구축 및 운영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동연구 수행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 협력플랫폼 구축 사전 준비
 · 공동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규정 제
정을 통한 인력 파견 및 운영 준비 및 시행
- 협력플랫폼 구축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개소
(`18.9) (한국 : 운영비 지원, 인니 : 건물 
등 인프라 지원)
- 협력플랫폼 운영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
최

100,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
연구
- 인니 운용해양시스템 공동 개발 연구
-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
※ 한·인니 공동연구과제 기초 연구 수행

100,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KIOST 주관 기본계획 도출 → 센터 설립 
후 반둥 공과대와 협의를 통한 기본계획 초
안 완성)

96,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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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센터(MTCRC) TFT 제2차 회의 개최

◦ 주요결과

- Safri 차관 면담을 통해 센터 설립에의 적극 협력 확인

- IA에 대한 인니 측 내부협의(법률적 부분 검토 등) 예정이며, 4월 中 IA 체결 추진할 것

을 협의

- 4월 中 센터 현지인력 1~2인 채용 후 CMMA 內 연락사무소 근무 시작(5월 공동위원회

및 8월 센터 개소식 준비 등) 추진 협의

- 4월 中 양국의 공동위(5월 개최 예정) 참석자 명단 교환키로 합의

④ 인니 해양에너지 협력모색

◦ 주요결과

- 인니 신재생에너지(조류에너지 등) 연구 및 활용 현황 파악

- 인니 정부(CMMA) 측 해양에너지 담당자와의 추후 협력계획 논의

⑤ 제2차 한-인니 정부 간 해양공동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18.04월 / 서울

◦ 참석자

- 한국측: 조승환 해양정책실장, 정재관 사무관(해수부) 및 관계자

※ 우리원 참석자: 박한산 박사, 정회수 국제협력부장, 윤채영

- 인니측: Safri 차관, Nani 국장(CMMA) 및 MMAF 관계자

◦ 주요내용

- 양국 협력사업 발표 및 논의

- 센터 설립 IA 체결(안) 협의

◦ 주요결과

- 해양에너지, 해양쓰레기 등 협력분야 협의

- 5월 초 우리측 해수부 장관의 인니 방문 및 센터 설립 IA 체결일정 합의

- 동 IA 최종본 도출을 위한 체결(안) 내용 조율

⑥ 한-인니 해양에너지 협력방안 관련 회의 개최

◦ 주요결과

- 양국 해양에너지 협력기반 구축부터 전문가 양성 및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계획 초안

마련 작업

- 초안 완성 후 5월 초 우리측 해수부 장관의 인니 방문 시 활용키로 함

⑦ 한-인니 JD(Joint declaration, 공동선언문) 및 센터 설립 IA 체결

◦ 일시 및 장소: ‘18.05월 / 인니 자카르타 및 반둥

◦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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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 김영춘 장관, 조승환 해양정책실장, 정재관 사무관(해수부), 김창범 대사, 임영석

임무관(주인니한국대사관), 박영제 원장대행, 박한산 박사, 정회수 국제협력부장, 윤채영

(우리원) 등

- 인니측: Luhut 장관, Safri 차관(CMMA), Suryadi 총장, Dr. Safwan, Dr. Totok(ITB) 등

◦ 주요결과

- 센터 IA 최종(안) 도출

- 한-인니 JD 서명(양측 장관급) 및 센터 설립 IA 체결(양측 차관급)

- ITB 총장 면담 및 센터 설립 추진상황 공유

나) 협력플랫폼 구축

①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 일시 및 장소: ‘18.09.14(금) / 한·인니센터(인니 치르본)

◦ 참석자

- (인니측) 인니 해양조정부 사프리 차관, ITB 부총장, 치르본 정부대표 등 약 100여명

- (한국측) 해수부 조승환 실장, KIOST 김웅서 원장 등 약 13명

◦ 주요결과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식

- VIP 축사 및 환담, 센터 경과 보고 및 랩투어 진행

② 한·인니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 및 채용

◦ 한국측 공동소장 파견

- 파견자: 박한산 소장

- 임기: ‘18.12.01.∼’20.11.30.(2년)

◦ 현지 보조 인력 채용

- 채용인원: 4명

- 채용직급: 인니 공동소장 보조(석사급 1명), 행정인력 인턴(학사급 3명)

다) 협력플랫폼 운영

① 제1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공동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8.11.16(금) / 인니 해양조정부(인니 자카르타)

◦ 한국측 5인, 인니측 5인 총 10인으로 공동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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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니 공동위원회 명단 ≫

구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 원 장 오 행 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사프리 해양조정부 차관

위   원

박 한 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나  니 해양조정부 국장

강 현 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제협력부장 바수키 해양수산부 국장

이 광 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살  레 해양조정부 과장보

권 재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벤야민 반둥공대 지구과학기술대 학장

◦ 심의결과

- 한·인니센터에는 양국에서 각각 선출한 공동소장을 두도록 함(이행협정 제3조)에 따라 한

국과 인니에서 내정한 소장에 대해 임명 승인 완료

≪ 한-인니 공동소장 명단≫

      

국적 성명 소속 연구분야

대한민국 박한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연안재해정책 등

인도네시아 토  톡 반둥공대 교수(응용해양학실험실장) 해양물리

- 연구센터의 인사, 예산, 운영관리, 기능 등을 규정한 운영지침(안) 심의·승인

- 한국*(3개)과 인도네시아(3개)에서 각각 제안한 6개 연구과제와 양국 공동 제안한 1개 연

구과제에 대해 ‘19년 공동 추진 승인

* KIOST에서는 7개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연구 후 2개 과제 선정

≪ ‘19년 추진 연구과제(안) ≫

      

제안국 연구명

공동 제안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대한민국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 향후 추가로 필요한 연구 수요에 대비하여 3개 중 1개 과제는 차기 위원회 보고

- 해양조정부, 반둥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해양조정부 내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

승인

② 제1회 한·인니 공동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18.09.13(목) / 인니 자카르타

◦ 주요결과

- VIP 축사 및 인니 해양조정부 차관 등과의 VIP 회담을 통해 한·인니 센터 조기정착 지원

요청

- 5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인니 간 공동관심사 도출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논의 및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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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회 한·인니 공동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18.11.14(수) / 한·인니센터(인니 치르본)

◦ 주요결과

- ‘18년도 진행 중인 기획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협력현황 공유

- 공동연구 논의, 한·인니 기본계획 설명회 및 협의 등

④ 기타 주요사항

◦ 원내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TFT 구성

- 임무: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 개소식 및 운영자문과 공동연구 자문

- 기간: ‘18.08.08.∼’18.12.31.

◦ 한·인니 TFT 회의 총 5회 개최

2)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가)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①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기획 연구

- 인도네시아 연안 생태환경 특성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생태계 특성과 생물의 자료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최신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신물질 발견과 개발 추진

- 인니 연안 생태환경 특성 기초자료 조사, 마카사르 해협 생태계 특성 공동연구 기존자료

정리 및 인니 ITB 공동연구 파트너 신규확보와 향후 공동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인니

연안 생태계 특성과 생물다양성 분석 기획 시행

② ITF 장단기 변동특성 연구, 기후모형에서 모사한 인도양 기후 분석

- 인도네시아 통과류 장단기 변동 특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

세히 분석하여 재해·재난 대비 등 정책적 자료 제공

- 인도네시아 반둥공대와의 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인력을 양성하

는데 기여

나) 인도네시아 운용해양 시스템 공동 구축연구

◦ 인도네시아 운용해양 시스템 수요 조사 및 주요 수치모델 운영 및 필요 영역 설정

- 필수 수치모델 입력 자료인 수심 및 관측 데이터의 기초자료 수집

◦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적지 기초 조사

- 미국 NASA의 MOBY, EU의 BOUSSOLE 등 국외 해색위성의 검보정 사이트 운영 사

례 비교 조사

-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과 현지 협력기관, 연구자 등 관련 정보 조사탐색

- 인도네시아 해역 해양위성 활용 사례 : 장기 수산 자원 환경 분석

다)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를 위한 대체항로 여건 분석

① 주요항로 대기오염 현황연구

- 말라카해협의 대기질 특성과 선박배출에 의한 영향 평가 및 대기-해양 물질순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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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개발

-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말라카해협 및 주요 선박 항로상 대기질 특성 분석

- 이사부호 활용 대기질 조사(PM2.5, PM10) 기반구축 사전 분석

② 대체항로 주변 수로특성 연구

-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선인 원유의 약 80%는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주요 수송로인

말라카해협 및 남중국해의 국제적 비상사태(국지전, 통행제한 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대체항로 개발 필요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통해 양국간 우호적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원유

90% 이상의 수송로인 인도네시아 주요 항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상시 대응 전략

등을 마련

- 향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를 통한 대체항로 여건 분석 (계속) : 사방(Sabang) 주변

해역 수로환경 특성 조사(수심, 해양기상, 항해 장애물/시설물/인문환경 등)

· 인니 주변해역과 인도양을 연계한 공동탐사 수행: 인도네시아 정부의 Consortium for

Ocean Research (연구기관과 대학교 참여)와 협력 추진

3)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가)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현황 진단

◦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계획

- 과학기술 국제협력 마스터플랜(2012) 분석

- STEPI 과학기술 협력 수요 워크숍(2010,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의제 발

굴”)

- 아시아 국가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2012) 분석

· 한국형 과학기술 ODA 프로그램 19개중 해양분야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사업화 방안

17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원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과학기술을 강화

▪해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전략 수립지원

· R&D 인력 및 인프라 공동체 구축 3단계 전략 적용 필요

* 1단계:R&D 인력 개도국 교류·파견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 2단계:아시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R&D 인력 육성

* 3단계:아시아 지역 인력유치-양성-활용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체계 구축

◦ 인니 국가개발계획 및 해양관련 정책 현황 조사

- 2015-2019 중기개발계획(RPJMN)

· RPJPN 2005-2025는 (i) 자주적 선진국가, (ii) 공정한 민주국가, (iii) 평화롭고 통합국

가 설립을 비전으로 명시함.

· 중기국가개발계획(RPJMN 2015-2019)은 2019년까지 8% 경제성장률 달성 등을 목표로

함.

- 2011-2025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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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s Economic Development)은 기존의 중장기개발계획을 보완·지원하기 위

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됨.

· 2025년까지 세계경제 10위권 편입을 목표로 국토를 6개의 경제회랑으로 분류하고 8대

산업과 각 산업별 22개의 핵심육성발전분야를 선정함.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R&D 정책 분석

- 단기(2005-2010),중기(2011-2015)및 장기(2016-2025)로 구분하여 6가지 중점 분야: 식량

및 농업(Foodand Agriculture), 신생/재생에너지원(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운송기술 및 관리(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정보기술 및

통신(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TC), 국방기술(Defense

Technology)및 의약 및 보건 기술(Medical and Health Technology)

- 의약 및 보건 기술은 천연 식물을 포함한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생산 기술임

- 재해 위험 감소 및 기후변화는 2005-2025의 국가 장기 개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임

나)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수요 기초 조사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분야 및 공동연구 수요 조사

- 2회에 걸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주요 공동 협력 분야 도출

· 인도네시아의 현안문제 해결 중심, 특히 최근 술라웨시 지진 및 항공기 추락사고 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 연구 희망

· 인도네시아는 유전 및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 되었으며, 탄소배출 및 환경적 문제와 연계하여 친환경에너지

개발이 인도네시아 국가 미션으로 지정됨. 이에 따라 해양분야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양에너지 개발 기술과 연계하여 공동 연구 희망

· 인도네시아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 세계 2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해양 쓰레기 관리 분야 관심 증대

· 소규모 섬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산 기술도 협력 요구

다)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초안 도출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비전 및 목표 설정

-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마스터플랜,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협력방식, 그리고 한국형 과

학기술 ODA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한·인니 국제협력 비전과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 주요 협력 분야 설정

- 협력 플랫폼 구축

· (단기)센터 설립 및 운영기반 조성

· (단기, 중기)전문 연구 인력, 기장비 확보 및 운영

· (장기)협력 워크숍 및 공동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국제 공동 연구

· (단기)해양현안문제 지원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중·장기) 중대형 국가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해양인재양성

· (단기)훈련 연수생 프로그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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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특수 석박사 과정 운영

- 산·학·연 협력

· (중·장기)산학연 공동 해양연구조사

◦ 국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협력 분야 설정 및 2019년도 공동연구 주제 도출

- 주요 협력분야

· (해양정책· 제도) 해양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험을 교류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자원 개발·이용,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대한 상호 발전 도모

· (해양·기후변화 및 재해 예방)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간

자료 교환·공동연구를 통해 해양재해에 대한 능력을 향상

· (해양생태환경 보전·관리)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 기

술을 발전시키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련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양국의 생물다양성

을 증진

·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수자원, 해양에너지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해양생물자원량 평가 및 친환경적인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 2019년 공동연구 주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추진 아이템>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 계획(안)

국가 간 공동위원회를 통한 연구 아이템 선정(`19년~20년)

➀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➁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➂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➃ 해양에너지 개발

➄ 해양쓰레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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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차년도(2019년도)

2차년도(2019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 운영

공동위원회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수행 및 추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한·인니 MTCRC 운영
한·인니 학연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
영
정보교류 및 홍보

199,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국가 간 MTCRC 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 따
른 공동연구수행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 운영중인 해양 관측망, 수치모델 현황 분석
 · 주요 활용기관 수요 조사 분석
 ·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
 ·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 구축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추진계획 마련
 ·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검토 
 ·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요 기술 분석
 · 인니 실해역 검보정 사이트 실해역 예비조사
- 해양에너지 개발
 · 관심후보지역 해양에너지 부존량 조사 분석
 ·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성조사 분석
- 해양쓰레기 관리
 · 해양쓰레기 현황 및 특성 조사 분석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설계
 · 해양쓰레기 실해역 기초조사

311,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도
출을 위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력 분
야별 세부과제 설계

66,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1)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 한·인니 MTCRC 센터 운영

① 제2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 8. 22(목) 10:30 ~ 11:45 / 정부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 참석자: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위원

  

구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위원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사프리 해양조정부 차관보

위원 강현주 KIOST 국제협력부장 나니 해양조정부 국장

위원 이광수 KIOST 연구원(해양에너지) 살레 해양조정부 사무관

위원 권재일 KIOST 연구원(해양재난·재해) 예눙 해양수산부 사무관

위원 김태욱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함자 반둥대 해양학과 교수

소장 박한산 MTCRC 한국 측 소장

< 제2차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대표단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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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내용

① (안건 1) ’19년(~3/4분기) MTCRC 활동 보고

- (센터 현황) 인력은 9명(한국 1, 인니 8), 조직은 3개 부서(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

부), 시설은 치르본 센터/자카르타 사무소 운영

- (업무 현황) ①관계기관과 협력, ②공동연구사업 수행, ③인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④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등

* 치르본 해양·연안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 ’19년 - ’21년 / 50억원(’19년 7억원)

- (예산 현황) 총 3.29억원(’19.7.31. 기준 집행 0.76억원, 잔액 2.53억원)

② (안건 2) ’19년(4/4분기)~’20년(3/4분기) MTCRC 활동계획 검토 및 승인

- (협력 플랫폼) 제4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20.10/한국) 지원 및 제3차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20.10/인니)

- (공동 연구) 공동 제안(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한국 제안(해양예보시스

템 개발,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인니 제안(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연구과

제 추진 중(’19~)

- (과제 발굴) 에너지, 해양관측 및 데이터, 해양위성 관련 중대형 과제 발굴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양식 복합플랜트 개발: 태양광, 풍력+해수양수발전 시스템, 스마

트 양식 시설 설계 및 구축, 양식 기술 개발 등

·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해상유전플랜트를 활용한 해양관측거점기지, 해양 빅데이

터 센터 구축

· 해양위성 공동활용: ’20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기의 해색, 환경, 기상 센서와 기

운영 중인 고해상도 영상 복합 활용 체계구축, 지상국, 검보정국 설치, 데이터센터 구축

구분 공동연구 주제
’19년 추진현황 ’20년 추진계획

내용 예산 내용 예산

공동 
제안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한: 박한산 소장
인니: 토톡 소장)

-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
력 분야별 세부 과제 설계

20
- 한·인니 협력 단계별 실행전략
(Action Plan) 도출 및 센터 발전
계획 수립

25

한국 
제안

해양예보시스템 개발
(한: KIOST 권재일
인니: ITB 라모나)

- 운영 중인 해양 관측망, 수치
모델 현황 분석
-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
-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 구축

90

- 인니 해수유동 및 기상 예측모
델 구축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5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한: KIOST 유주형
인니: ITB  수산)

-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공동 활용 검토
-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
요 기술 분석
- 검보정 사이트 실해역 예비조
사

20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실
해역 검보정 실시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천리
안 위성 공동활용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0

인니 
제안

해양에너지 개발
(한: KIOST 이광수
인니: ITB 니닝)

- 해양에너지 부존량 기초 조사
- 인니 측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
성 조사 분석을 통한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검토

20

-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실해역 
조사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신재
생 에너지, 스마트 양식 복합 플
랜트 개발)

40

해양쓰레기 관리
(한: 박한산 소장, 
인니: ITB 무티아라)

-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
을 위한 수치모델 설계
-주요 해양쓰레기 발생지역 실해
역 기초조사

15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구
축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2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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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해양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확대(’19년 3명/14백만원 → ’20년 6명/28

백만원) 및 한국 초청 박사과정 운영(’20년 1명/50백만원)

③ (안건 3) MTCRC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승인

- 인사(정규직/비정규직 정의 등), 근무(근무시간, 휴가 등), 예산 및 재무(MTCRC 공식계

좌 신설), 출장(정산기준 등) 등 관련 규정 신설·보완

<제2회 제2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단체사진(좌), 의사록 기념사진(우)>

②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1주년 기념식

◦ 일시, 장소 : 2019. 9. 3(화), 한인니치르본센터

◦ 주요행사내용

- KIOST 원장, 반둥대 총장, 해양조정부 국장 축사

- 해양전문가 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학생 장학증서 수여

◦ 주요 참석자 약 40여명

- (KIOST) : 김웅서 원장, 강현주 국제협력부장

(ITB) : 총장, 부총장, 학장 등 20여명

- 주인니한국대사관 : 김창범 대사, 참사관

- 인니 해양조정부(CMMA) : 사무차관, 국장, 사무관등 10명

- 치르본지방정부 : 군수(Bupati), 경찰서장, 항만청장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소장 등 7명

◦ 주요 사진

<한인니센터 1주년 기념식-VIP 사진> <한인니센터 1주년 기념식-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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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 한·인니 해양전문가 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의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광활한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전문가 양성을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운영목

적 중에 하나로 설정

◦ MTCRC의 이행협정에 역량강화를 주요 활동내용으로 명시

◦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인 반둥대학과

협력하여 해양조사·분석 전문가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 계획

(2) ‘한-인니 해양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 반둥 공과대학교(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와 협력하여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정책을 위해 지정한 우수거점(優秀據點) 5개

대학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이자 최고 수

준의 공과대학임

◦ 인니측은 반둥대학교 해양학과 및 연안공학과의 교수진, 한국측은 KIOST 연구진 및 해양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석사 과정 신설

◦ 학위(석사)논문 작성시 인니측 및 한국측 과학자가 공동지도

◦ 대상 : 인니 해양관련 석사 진학 희망생

◦ 규모 : 2019년; 총 3명

  □ 주요 프로그램 

◦ 이론 및 실습 교육

- 이론과정에 대한 반둥대학 위탁 교육

- 현장실습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설정, MTCRC의 현장조사시 연수생으로 참여

- 학위논문은 MTCRC의 공동연구 내용 및 장비를 이용한 주제로 설정

<한인니센터 1주년 기념식-장학증서 수여> <한인니센터 1주년 기념식 – KIOST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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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청 연수

- 1년에 1회 이상 한국에 초청하여 해양전문 강사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 운영(예정)

- 해양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견학(예정)

- 국내 우수 연구 사례지역 답사 및 조사 실습 참여(예정)

  □ 지원 내용

◦ 1년 장학금, 연구 보조금 지원

◦ 현장 조사 및 분석비 등 연구비 지원(참여)

◦ 국내 및 국외 학회 참석 및 발표, 논문 출판 지원

  □ 참여학생 의무 사항

◦ 학기별로 인도네시아 국내 학회 발표, 학술논문 출판

(3) 박사급 초청 학위 과정

  □ 한국에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초청 박사학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공별 한국의 지도교수 연결, UST(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또는 개별 대

학 장학프로그램 연계

◦ 대상 : 인니 해양관련 박사 진학 희망생

◦ 규모 : 2019년; 1명(UST)

  □ 지원 내용

◦ 2년 장학금, 연구 보조금 지원

◦ 현장 조사 및 분석비 등 연구비 지원(참여)

◦ 국내 및 국외 학회 참석 및 발표, 논문 출판 지원

  (4) 추진 내용

   ▢ 2019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무 협의 

◦ 일시 및 장소 : 3. 13(수), CMMA

◦ 주요 참석자 : Saleh, Ridha(CMMA), 박한산, Ariansyah(한인니센터)

◦ 주요내용 :

-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연계 방안 논의

- 등록금 및 연구 지원금 관련 행정 처리 관련 논의

   ▢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자 서류 심사

◦ 일시 및 장소 : 4. 18(목), 반둥대

◦ 주요 참석자 : Mutiara 등(ITB), Totok, 박한산(한인니센터)

◦ 주요내용 :

- 센터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공동지도교수 특별석사과정 지원자 서류 심사

- 공동지도교수 특별석사과정 교과과정(실습) 협의

   ▢ 한인니센터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자 면접 심사

◦ 일시 및 장소 : 4. 29(월), 반둥대

◦ 주요 참석자 : Prof. Safwan, Dr. Mutiara, Dr. Lamona 등(ITB), 박한산(한인니센터)

◦ 주요내용 :

- 센터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공동지도교수 특별석사과정 지원자 면접 심사



- 27 -

- 한국 초청 박사과정 지원협의 및 대상자 면담

  

※ 한인니센터 역량강화프로그램 - 공동지도교수 특별석사과정

- 지원자: 총 33명

- 면접대상자 : 총 16명

- 한인니센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 3명 (2명은 박사과정)

- 해양 ODA 사업내 역량강화 프로그램* : 10명

   * 5월말 사업 시작 예정이나, 학생 선발과정 선추진

   ▢ 한-인니 해양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 내용 협의 및 협약 체결

◦ 일시/장소 : 7.9.(화) / 반둥대

◦ 참석자 : 벤야민학장, 무티아라, 모나 등(ITB), 박한산, 이한규(한인니센터)

◦ 주요내용

- 반둥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한-인니 해양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과 관련 협약

내용 확인 및 협약체결

- 센터와의 역량강화프로그램 협력 내용 협의

 

< 한인니 해양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 협약서 사인(좌), 기념사진(우)>

  (4) 기대 효과

◦ 전문적인 이론 교육 및 실제적인 실습을 통한 실제적인 해양조사 및 분석 전문가 육성

◦ 친한 석사급/박사급 전문가 육성을 통한 향후 인니 해양분야 협력을 위한 인적기반 확보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 과정 졸업자에 대한 DB 구축 및 지속적 추적 관리

- 한인니 해양센터 또는 한국에 취업기회 부여

    (4) 향후 계획

◦ 제2차 해양과학 공동위원회에서 2020년 운영계획으로 ‘한-인니 해양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및 한국초정 박사과정 확대 운영 추진 합의

◦ KOICA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계획

◦ 2020년 한인니 해양장학 EXPO 개최(안)

- 한국에서의 유학을 희망하는 해양분야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한국의 해양관련학과와 연

계하여 자카르타에서 심층면접 후 학생선발

- 인니 학생들의 수요 상시 수집 및 DB 구축

② 해양과학기술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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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19. 9. 19 ~ 26일 / 한국 KIOST

◦ 대상: Hanif Diastomo, Faizal Abdullah (ITB 해양학과 교원)

◦ 교육내용

- 서버 운영체제 사용 방법 기초 교육

- 기상, 유동, 파랑 모델의 이해

- 기상모델 세팅 및 관측 자료 동기화 교육

- 수심 및 조석자료를 이용한 유동모델 세팅 교육

- 해양예측시스템 설치 및 검증

◦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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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사진(상) 및 단체사진(하)>

◦ 만족도조사 실시

-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되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20문항의 설문지를 작성, 배포

하였으며, 이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8항 : 훈련생 중심의 교육 성취도 및 만족도

· 7-23항 :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 24-25항 :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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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종합 평가

· 만족도 설문지 분석결과, 전체 평균이 3.90으로 ‘대체로 만족함’으로 나타났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 기간에 대한 질문인 18번 항목이 가장 낮은 2.50이며, 교육과

정의 구성에 대한 질문인 23번 항목이 3.00으로 낮았음.

· 이는 교육 훈련의 주제가 수치모델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훈련생의 수치모델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교육 요구 시간이 달라지며,

그 구성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생의 수준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 분포>

  

· 분야별로 살펴보면, 훈련생 중심의 교육 성취도 및 만족도는 4.06, 강사 및 교육 프로

그램 내용 만족도는 3.80,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는 4.00으로 나타났음.

· 훈련생의 개인적인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훈련 프

로그램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훈련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질문 분야별 만족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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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르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 배경: 치르본 지방정부 및 반둥공과대, 해양조정부에서 한·인니센터의 치르본 지역사회 기

여 요청

◦ 프로그램 개요

- 대상: 인니 중고등 학생 및 과학교사 대상

- 내용: 해양쓰레기의 교육, 치르본 해안쓰레기 청소 행사

(1) 해양쓰레기 교육

◦ 일시 및 장소 : 19. 9. 2. 치르본 센터

◦ 대상 : 치르본 제8고등학교, 치르본 제1이슬람고등학교 학생 40여명, 선생님 2명

◦ 강사 : 에디 박사, 살레 박사(해양조정부), 무티아라 박사(반둥대)

◦ 주요 교육 내용

-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와 seagrass 등 해양 생태계 중요성

-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인도네시아 바다의 현재 상태와 영향

-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천 내용 교육

<치르본 학생들 대상 해양쓰레기 교육>

(2) 치르본 해안쓰레기 청소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19. 9. 3., 치르본항 주변 해안

◦ 주요 참석자 : 치르본 고등학생 80명 등 약 200명

- (KIOST) : 김웅서 원장, 강현주 국제협력부장

(ITB) : 총장, 부총장, 학장 등 20여명

- 주인니한국대사관 : 김창범 대사, 참사관

- 인니 해양조정부(CMMA) : 사무차관, 국장, 사무관등 10명

- 치르본지방정부 : 군수(Bupati), 시장, 경찰서장, 항만청장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소장 등 7명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900kg의 쓰레기 수거

- K-Food 한식문화 체험 : 대형 비빔밥, Food 트럭(떡볶이, 어묵 등)

◦ 주요 성과 : 20여개의 미디어 기사, 행사후, 치르본시, 해양쓰레기 관련 규정마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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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류 및 홍보

A)온라인 홍보

◦ 배경: 한-인니간 해양과학기술 관련 최신동향 제공 및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홍보 등

을 통하여 한·인니간 정보제공 서비스

◦ 활용매체

- 한·인니 MTCRC 홈페이지(한국어 및 인니어로 구축) 및 KIOST 등 기타 유관기관 홈페

이지

- 유튜브 및 온라인 뉴스 등

◦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MTCRC 소개, 주요 행사, 프로젝트, 최신동향 정보 제공

- 43개의 해양과학 관련 최신동향을 New letter 메뉴에서 제공 중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VIP 사진>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무대 주변 사진>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 해안청소 활동>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 K-Food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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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조사 실시

- 한인니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

<만족도 조사 웹페이지>

   

- 질문 목록

·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홈페이지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홈페이지에의 메뉴 및 링크 등을 사용하기 편하였습니까?

·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총 30개의 답변서 수령 후 분석

<MTCRC 홈페이지 제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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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35.7%가 지인을 통해, 32.1%가 교육

기관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방문

-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유는 응답자의 50%가 MTCRC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어

했기 때문으로 답하였으며, 센터운영 첫해이므로 센터 자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유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82.1%의 응답자가 웹사이트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답함

- 정보 내용 이해도에서는 응답자의 64.3%가 이해하기 쉽다고 답했으며, 또한 조사자의

71.4%가 웹사이트의 탐색 용이성이 좋은 것으로 답함

- 전체적으로 60.7%의 응답자가 MTCRC 웹사이트에 만족함

-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 중 14명이 센터의 주요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이 외에는 웹사이트 디자인 개선, 한국과 인도의 협력에 관한 정보,

모바일 페이지 개선 등을 제안함

· 한편, 인도네시아인들이 소셜 네트워킹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MTCRC가 소셜 네트워

킹을 통해 활동을 홍보할 것을 제안 되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것

으로 향후 개선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활용 홍보

- 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전문 한국 유튜버 장한솔씨를 통한 한인니센터

행사 홍보

<제2회 공동위원회(좌), 치르본 해안쓰레기청보 캠페인(중), 200만 명 유튜버 장한솔(우)>

B)한-인니 공동연구센터 해양과학기술 및 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

◦ 목적 :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에 한-인니간 정책 동향 정보 배포

◦ 주요내용 : 뉴스레터 및 한-인니간 정책 동향 책자 발간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뉴스레터’ 발간(2019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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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뉴스레터>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2019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C)정보교류회의 개최

a)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구성 및 운영

◦ 목적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초기 안정화를 위하여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립

및 기타 운영 자문

- KIOST 외 외부자문위원의 참여로 보다 많은 기관들과 정보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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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위원 목록>

연번 소속/부서 성명 구  분 비고

1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박한산 위  원

2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권재일 위  원

3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이광수 위  원

4  해양생태연구센터 이윤호 위  원

5  KIOST 스쿨 이희승 위  원

6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장찬주 위  원

7  제주연구소 권주안 위  원

8  해양위성센터 유주형 위  원

9  해양위성센터 한희정 위  원

10  해양위성센터 안재현 위  원

11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허기영 위  원

12  대양자원연구센터 형기성 위  원

13  국제협력부 강현주 위  원

14  국제협력부 김희진 간  사

15  국제협력부 김준형 간  사

16  국제협력부 조가람 간  사

18  고려대학교 김태욱 외부위윈 학

19  서울대학교 나한나 외부위윈 학

20  제주대학교 김태훈 외부위윈 학

21  제주대학교 허성표 외부위윈 학

22  KMI 김찬호 외부위윈 연

23  해양생물자원관 모영동 외부위윈 연

◦ `19년도 제1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 개최

- 일시 : `19. 1. 30(수) 15시 ~ 18시

- 장소 : 본원 행정동 3층 308호 회의실

- 참석자

· 강현주, 김희진, 박한산, 이희승, 장찬주, 한희정, 형기성, 김태욱, 나한나, 김태훈, 윤채

영, 조가람 등

         ※ 화상연결: 박한산 소장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2차년도(`19년도) 사업 추진 배경 및 `18년도 성과, `19

년도 사업 계획(안) 공유 (※ 발표: 박한산, 김희진)

            <공동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 (강현주) 현재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보면 사실상 반둥공과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보여 당초 계획과는 조금 변경된 부분에 우려를 표함. 또한, UST

및 OST와의 연계는 KIOST 스쿨과 사전협의가 필요해보임

· (장찬주) UST 및 OST 인니측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 이미 제도

화 안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김태훈, 김태욱) 전국의 해양학과 중 이미 반둥공과대와 MOU를 맺은 학교를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해 보임. 한인니센터가 반둥공과대학생과 국내대학을 매칭해주는 다리역

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임.

· (김태훈) 대학 역시 외국학생 유치가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니측 학생 유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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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제주대에도 매칭프로그램이 있어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

토가 필요함

· (나한나)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동연구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1년단위로

공동연구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공동연구과제를 주제로 학생들이 학위를 받기에는 무

리가 있어 보임

· (이희승) UST의 외국인 학생은 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작년에도 반둥공과대 학생

이 지원하였으나 지도교수가 없어 입학을 하지 못함. 이와 같이, 반둥공과대 학생들의

지원신청을 받기 전에 한국측 지도교수들의 수요를 받아 매칭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위원들이 자문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단기 교육프로그램>

· (형기성) 외국인 학생들이 이사부호에 승선하여 관측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치르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관련>

· (강현주) 치르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준비와 관련하여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프로

그램 적용이 필요해 보임. 원내에 시화호관리위원회 사무국(김경태 박사)이 있으며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기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외에도 한국의 선

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잘 이용한다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함

            <공동연구과제 아이템 관련>

· (김태훈, 김태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연구사업 아이템을 보면 물리쪽으로 편향되

어 있고 인니측 의견이 너무 많이 수용된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다양한 공동연구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현재 초기 정착단계로 인니측 의견이 수용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센터가 안정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할 것임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및 운영에 대한 자문

· (형기성) 인도양 탐사시, 우리 연구선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조사가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센터측 노력을 요청함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선을 활용한 

대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형기성) 현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양사업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

드맵을 수립중에 있으며 한인니센터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구상중에 있으니 상

호의견교환의 협업을 기대함

             ⇒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기대함

· (이희승) 인니측의 법령(해양생물 반출 금지)과 지역색으로 공동연구 추진에 애로사항

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인니와의 공동연구가 실패하였으나 연세대학교 황재관교수

가 인니와의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 한인니센터에서는 그 사례를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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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

◦ `19년도 제2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 개최

- 일시 : '19. 7. 9. (월) / 14:30 ~ 15:30

- 장소 : 본원 행정동 중회의실, 인니 조정부 17층 MTCRC회의실

- 참석자

· 강현주, 이광수, 유주형, 권재일, 윤채영, 조가람

· 해양조정부 : 나니국장, 살레박사, 리다박사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이한규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2차년도 상반기 주요활동 보고

· 2019. 1. 한-인도네시아 협약 체결

· 제3회 및 제4회 공동 워크샵 개최, 나투나 현지 조사 수행,

· 자카르타 사무소 확대 이전, 치르본 ODA 사업 추진,

· 현대건설과의 3자 MOU 추진, 센터 법적근거 확보(6월예정)

- 인니 치르본 ODA 사업 소개

- 한-인니 해양과학 ODA 추진 위원단 구성 제안

· 한인니센터의 ODA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개발할 ODA 사업의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 및 ODA 관련 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 명칭(안) : 한인니 해양과학 ODA 추진 위원회(Korea-Indonesia Marine Technology

ODA Committee)

· 목적 : 인니대상 해양관련 ODA 사업 추진 협의 및 자문

· 위원 구성 : 관계기관 과장급(인니 해양조정부, 한국 해양수산부, 주인니한국대사관,

KOICA 인니사무소, MTCRC(간사기관)

· 하부 자문위원단 구성(Consultative group): 관계기관 전문가 구성

- 선박 및 멀티빔 에코 사운더 제공 방안 협의

· 수심측량시스템 구성 및 주문제작 : 해양환경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해저지형

도와 해저면영상도를 제작하기 귀한 고해상도의 수심측량 장비 확보, 실해역 조사 및

실습에 공동 활용

· 수심측량시스템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구매 가능하며, 운송비와 부대비용을 감안

하여 구매처 선정

· 수심측량 및 해양조사를 위한 소형 조사선 구성 및 주문제작

· 약 25ft, 200마력의 소형선박 설계하여 수심측량, 지층탐사, 해양수질 및 생태계 조사

에 활용할 수 있는 조사-실습선 설계

· 조사선은 국내에서 제작 후 운송 및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나, 인니 현지법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제작 방안도 함께 검토. 이때에는 인니 현지법상 국가조달절차를 따르

도록 하여 객관성 있는 업체선정 및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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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조사-훈련 소형 보트 수여 절차 관련 협의

· 보트 건조비용 : 예산 약 1억

· 보트 수여 기한 : 사업기간 약 7개월, 인니측의 검수, 무관세 수입 등 행정절차 고려

필요

· 보트 유지 보수 : 인니 현지에서의 원활한 유지 보수 보증

· 한국정부(해수부)는 한국에서 제작, 운송하는 방법 권고.

· 인니정부(해조부)는 수여기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인니에서 제작 권고

· 사업기간 연장 가능

<제2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인니 원격회의>

◦ `19년도 제3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 개최

- 일 시 : '19. 10. 14. (월) / 09:00 ~ 18:30

- 장 소 :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자

· 권재일, 이광수, 이윤호, 윤서나, 권주안, 한희정, 강현주, 김희진, 김준형, 조가람, 김태

욱, 나한나, 김태훈, 허성표

· 해양조정부 : 나니국장, 살레박사, 예눙박사, 토톡박사, 모나박사

· 한인니센터 : 박한산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2차년도(`19년도) 사업 주요 성과 보고: 3/4 분기까지 진

행 된 성과 발표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등 논의

· ISOI 연차대회 MTCRC 특별프로그램 구성 및 참여 안내 : 11월 대표단 구성 후 참여

추진

·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UST, OST 외 서울대 등 학·연 협력프로

그램 확대 추진, 인니 학생의 경우 영어 외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필수 포함

추진 등 논의

· 정보교류 및 홍보 : 인턴 등 활용 홈페이지 보완 등 추진

· 한·인니 공동연구과제(4개) 보고서 작성 추진 등 : 인니 ISOI 참석 후 최종보고서 작

성 진행, 과제별 점검 및 검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년도 보고서를 작성

토록 함

- 인니 학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관련 논의

· 공동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 지도교수급 연구자들의 참여를 위한 지원 방

안 등이 센터차원이 아닌 기관차원에서 시행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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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교육프로그램 관련 : 참석자들의 기본적 환경 뿐 아니라 기본적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올해 운영된 교육은 잘 시행되었지만

앞으로 발생된 문제들(거주, 학업수준 등)은 향후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종합논의

· ISOI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 과제 외, 한국해양학회장님의 발표,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의 발표 그리고 현재 TFT 전문가 분들의 연구발표 등 향후 사업을 위한 다양

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임

<제3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운영자문 TFT 회의>

b) 한·인니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산업체 협력 활동 시행

        (현대건설 R&D센터 MOU체결 및 협력연구사업 의향서 교환)

ㅇ 일시 및 장소 : 2019. 8.1.(목) / 인니 해조부

ㅇ 참석자 : 사프리차관, 나니국장, 살레박사(해조부), 밤방부총장, 무티아라교수(ITB),이석홍현

대건설R&D센터장, 백상현현대건설인니법인장, 김혜진부장 등(현대건설R&D센터), 박한산,

이한규 등(한인니센터)

ㅇ 주요내용 :

- 사프리차관, 현대건설R&D센터장, 한인니센터장 환담

- 한인니센터와 현대건설 R&D센터간 MOU 체결

- 협력연구사업 추진 의향서 교환

<현대건설 R&D센터와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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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주요 내용

ㅇ MOU 목적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양기관의 협력 증진

ㅇ 협력 분야 :

 - 조류,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         - 해양환경

 - 해양수치모델 등 해양물리            - 항만 및 연안공학

 - 해양빅데이터 및 스마트 기술

ㅇ 협력 형태(내용)

 - 정보 교류                           - 공동연구사업 추진

 - 공동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          -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 연구자 교류

※ 협력연구사업 정보

- 과 제 명 : 나투나 종합개발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 사업기간 : 2019.9.10. - 2020.3.9.(6개월)

- 사 업 비 : 약 5천만원

- 주요내용 : 나투나 종합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참여기관, 연구진, 사업내용, 예산 기획

- 참여기관 : 현대건설 R&D센터, MTCRC

- 참여연구원 : LIPI(과학원), BPPT(기술평가원), ITB(반둥대), IPB(보고르대) 소속 연구원 예정

C)반둥공과대등 기타 외부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

◦ 배경

- 인니 정부 및 반둥대에서는 센터의 개방성 증대 요구

- 반둥대 외에 해양관련 연구기관 및 해양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협력 추진

◦ 주요 협력 대상 기관

- LIPI :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로 해양연구센터 운영

- BPPT : 기술평가응용연구소로 기술 및 공학 중심 연구기관으로 해양공학관련 협력 추

진

- MMAF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로 수산 및 해사 담당 부처

◦ 협력 방안

- 워크샵 개최시 공식 초청 및 필요시 별도의 세션 마련, 협력 방안 모색

- 공동연구사업에 참여 유도

- 인니측 관련기관 주요인사를 포함한 자문단 운영

<LAPAN 방문 및 협의>                        <BIG 방문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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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KG 방문 및 협의>

D)기타 언론 보도 및 홍보

◦ MTCRC 1주녀 기념식 및 치르본 해안쓰레기 청소 캠페인 언론 보도

번

호
날짜 제목 언론사 링크

1

2019/09/03

한국정부와 인도네시아 CMMA 
함께한 바다를 구하는 해안 

청소 행사
News.detik.com

https://news.detik.com/berita-jaw
a-barat/d-4691989/selamatkan-laut
-indonesia-korea-gelar-aksi-sai

2
수십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Cirebon 해안 청소, 수거량 

900Kg 

Cirebon.tribunn
ews.com

https://cirebon.tribunnews.com/20
19/09/03/puluhan-orang-bersih-ber
sih-pantai-cirebon-kumpulkan-900-

kilogram-sampah

3
한국대사관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찌르본 
해안을 청소할때

Regional.Kompas
.com

https://regional.kompas.com/read/
2019/09/03/18210751/ketika-dubes-
korea-ikut-bersih-bersih-pantai-c
irebon-dari-sampah-plastik?page=1

.

4
한국대사관, Cirebon 

주민들을 위한 전형적인 한국 
음식 소개 

Jabar.tribunnew
s.com

https://jabar.tribunnews.com/2019
/09/03/kedubes-korea-selatan-perk
enalkan-aneka-kuliner-khas-korea-

kepada-warga-cirebon

5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인니 해양조정부와 지방 정부
Ayo.cirebon.com

https://m.ayocirebon.com/read/201
9/09/03/3221/kemenko-maritim-tant
ang-pemda-kurangi-sampah-plastik

6
바다 물고기 26%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오염 쓰레기
News.Okezone.co

m

https://news.okezone.com/read/201
9/09/03/525/2100265/26-ikan-di-la
ut-terkontaminasi-sampah-plastik

7
MTCRC 1주년 기념 해안청소 

캠페인 개최
Maritim.go.id   

(CMMA)

https://maritim.go.id/aksi-bersih
-pantai-cirebon-digelar-dalam-ran

gkaian-peringatan/

8
미세플라스틱 주의! 

인도네시아 물고기의 26%가 
이것을 소비한다

ayocirebon.com

https://m.ayocirebon.com/read/201
9/09/03/3220/waspadai-mikroplasti
k-26-ikan-di-indonesia-konsumsi-i

ni

9
인니 해양 조정부 - 한국 

대사관과 함께 Cirebon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청소

TVRI Cirebon

10. 2019/09/04
찌르본 시장은 플라스틱 
봉지를 제한하도록 현지 
규정을 만들 것이다

Nasional.Republ
ika.co.id

https://nasional.republika.co.id/
berita/px99mn366/wali-kota-cirebo
n-akan-buat-perda-batasi-kantong-

plas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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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와 인도네시아 CMMA 함께한 바다를 구하는 해안 청소 행사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해양

조정부가 함께 찌르본 해변의 해

안 청소를 시행했다. 해안 청소

에 수십 명이 참가하여 약 900kg

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CMMA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 차관보는 이번 해안 

청소는 해양 쓰레기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83호를 뒷받침하기 위

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궁 차관

보는 국가 조치계획에서 정부가 

해양쓰레기의 7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궁 쿠스완도노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웨스트자바 찌르본항 해변에서 열린 MTCRC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 해변이 너무 더럽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곳이 많아 항상 해안 청소 행사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궁 쿠스완도노 차관보는 해안 정화 행사를 시작한 한국 정부에 감

사를 표했다. 

"신기하네요, 외국인들조차 쓰레기 청소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이것이 지역사회에 

전달되길 바란다"고는 말했다. 

김창범 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는 해안 청소 운동은 ‘뜨만 코리아 낭 자와’  버스를 타

고 자바 섬을 여행하는 한국인 친구들의 행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이 방문할 도시는 자카르

타, 찌르본, 브르브스, 솔로, 수라바야 등이다.

해안 청소 운동 행사 외에도 비빔밥과 떡볶이와 같은 몇 가지 한국 특산 음식도 제공했다. 그는 

이번에 방문할 모든 도시에서 해변 청소와 한국 요리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안을 청

소한 뒤 한국 음식도 함께 즐기세요”라고 말했다.

2. 수십명의 사람들과 함께한 Cirebon 해안 청소, 수거량 900Kg 

2019년 9월 3일 화요일 

Cirebon시의 Lemahwungkuk 

District Cirebon Beach에서 수

십 명이 청소에 합류했다.

이번 활동은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해양

조정부가 함께 했으며 해변에 흩

어져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공

무원부터 학생까지 많은 사람들

이 참여하여 실행했다.

큰 자루에 수집된 플라스틱 폐

기물의 총 무게는 908.48Kg 약 1

톤 정도 되었다. 아궁 쿠스 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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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Agung Kuswamdono)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사무차관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청정 해안 활동 운동

은 해양 폐기물 처리에 관한 2018년 대통령 규정 83호를 지원하기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국가 

행동 계획(RAN)에서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5년까지 70% 줄이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

다”

3. 한국대사관이 참여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로 찌르본 해안 청소

대한민국 대사와 함께 인도네

시아 해양조정부는 화요일 

(2019년 9월 3일) 서부 자바 찌

르본 해안 지역에서 깨끗한 플

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실시했

다. '찌르본 해안 청소 캠페인'

이나 해변 청소 액션 캠페인이

라는 제목의 활동에는 여러 기

관이 참석했다. CMMA, 인도네시

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 반둥공

대(ITB) 총장, 찌르본 시장, 찌

르본 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포럼(Forkopimda), 학생, 기타 많은 당사자들이 그들이다. 해변 정화작업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

은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 자루에 담았다.

그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지에 처분하기 위해 수거된다. 60분도 안 돼 908.48kg의 플라스틱 쓰레

기가 수거됐다. CMMA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 사무차관 직무대행은 찌르본 해변의 청정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은 2018년 9월 14일 와투벨라 ITB 찌르본에 출범한 찌르본 해양과학공동연구

센터(MTCRC) 설립 1주년 기념일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MTCRC는 ITB와 대한민국 간의 연구 분야 협

력이다. 아궁 차관보는 해안에서의 활동 후 화요일 (2019/09/03) "인도네시아는 해양 국가로서 세

계에서 가장 큰 군도이기 때문에 해양학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MTCRC 개소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주 활동이지만, 아궁 차관보는 다음 기념일에 해변 청소 조치를 계속 취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아궁 차관보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국 2위의 타이틀

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화 노력은 진지하게 해야 하며 무심코 해서는 안 된다"고 아궁이는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요소가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해변들이 

너무 더러워져서 서풍철이나 동풍이 갑자기 바다 밖으로 나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자리에 보

이는 대로 즉 해변으로 나올 것이라”고 아궁 차관보가 말했다.

4. 한국 대사관, Cirebon 주민들을 위한 전형적인 한국 음식 소개 

2019년 9월 3일, 김창범 한국 대사 (왼쪽) Cirebon City의 Lemahwungkuk District에있는 Cirebon 

해안의 Plastic Trash Clean Beach Action에서 직접 만든 비빔밥을 비비고 있는 중인 모습.

“Cirebon Coastal Cleanup Campaign”행사 이후, 비빔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 떡볶

이,  인삼차까지  “한국 푸드트럭”에서 무료로 나누었다.

김창범 한국 대사는 한국 대사관이 현재 한국 Teko Nang Jawa를 주제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번 활동은 한국 관광 진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Teko Nang Jawa는 6일 동안 자카르타에

서 수라바야까지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찌르본 해변청소와 한국 요

리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실제로 해양 폐기물을 청소하는 캠페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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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활동은 MTCRC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의 1주년을 기념한다.

5.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인니 해양조정부와 지방 정부

(2019/9/3) 인도네시아의 

한국 대사 김창범, 인니 해양

조정부, ITB, Cirebon 중앙 

정부, 150명과 함께 Cirebon 

해안 쓰레기를 청소했다.

Agung Kuswandono 해양 조

정부 차관은 지방 정부의 플라스

틱 폐기물 처리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중앙 정부는 학계와 함께 생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한다. 또한 그는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IPAL (폐기 관리 

허가)을 갖는 것이 강조되고 있

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IPAL 

(폐기 관리 허가) 소유권 감독이 증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학계와 함께 생분해성 재료로 기존의 플라스틱을 바꾸려고 노력하고있다. 카사바나 해

초로 만들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실험실 규모만큼 쉽지 않고 산업계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기 때

문에 진행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Cirebon Beach에서 했던 것처럼 해안 지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만으로 쓰레

기 해결 문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른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장 효과적인 노력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기 행

동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해변 청소 활동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에 기반하여 2019년 9월 14일 Watubelah ITB 

Cirebon Campus에 개소한 MTCRC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가 주최한다.

인도네시아의 해변 지역 중 Cirebon은 바다를 덮고 있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현재 더욱 더 잘 처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처리 활동이나 캠페인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한편 김창범 한국 

대사도 이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이번 운동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라고 밝혔다.

6. 바다 물고기 26%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오염 쓰레기

CIREBON - 플라스틱 쓰레기의 존재는 이제 육지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안과 외해까지 넓게 퍼

져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현안문제이다.

CMMA 아궁 쿠스완도노 (Agung Kuswandono) 차관보 직무대행은 공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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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와 같은 해양 생물군의 거주지를 손상시

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궁 차관보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존재하

는 미세플라스틱 물질이 산호초를 덮을 수 

있는지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 물질로 뒤

덮인 산호초는 나중에 손상되어 죽게 될 것

이다

"바다가 오염되면 물고기들은 살지 못할 

겁니다. 서식지나 산호는 플라스틱으로 덮

여 있고, 플라스틱과 섞여 있기 때문에 훼

손될 것이다, 산호도 나중에 죽게 될 것이

다". 아궁차관보는 화요일 (03/09/2019) 자

바 찌르본시 암본 바다 지역 해수욕장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궁 대변인은 "생선의 서식지를 훼손하

는 것 외에 미세플라스틱 물질도 건강을 위

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

시아 수역의 약 26%의 물고기들이 이미 미

세플라스틱을 섭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궁 차관보는,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물고기를 인간이 섭취하였을 때,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어류 중 26%가 미세플라스틱을 먹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만약 이 물고기

를 임산부가 섭취할 경우, 태어날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 그것은 지능이나 신체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궁이는 정부가 몇 가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해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CMMA에 의해 시작되었다.

"접근법은 이런식으로 한다. 정부 기관과인 우리는 이 지역에 와서, 이 환경적 통찰력을 확산시

키기 위해 지역 정부를 초대한다. 앞으로 중앙 정부 및 특정 기관이 없어도 각 지역에서 스스로 노

력을 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준비한 것"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은 한 나라의 책

임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 찾는 것은 한 나라만의 도전일 뿐만아니라 지구의 시민으로서의 도전이라"고 그는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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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TCRC 1주년 기념 해안청소 캠페인 개최

해상 - Cirebon, MTCRC는 ITB와 KIOST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CMMA와 대한민국 MOF에서 시작한 

국제 연구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국가연구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해양 플라

스틱 폐기물을 공동 전략 연구 주제로 삼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2019년 9월 3일 화요일 MTCRC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1주년 기념식에서는 CMMA, 한국대사관, ITB대

표, 찌르본 시장, 군수, KIOST 원장 등이 참석한 해변 청소 캠페인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관련 부

처인 찌르본 정부 대표 등 약 150명의 학술 및 커뮤니티 등이 참여하였다.

이 캠페인은 1시간도 안 돼 908.48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아궁 쿠스완도노(Agung Kuswandono) CMMA 차관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프로그램

은 의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변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 국

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한 나라의 도전이 아니라 지구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도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

정해상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김창범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는 말했다.

카르다사 수리아디 (Kadarsah Suryadi) ITB 총장도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ITB 출신이며 

환경 청결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처리할 준비가 된 연구팀이 있어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유용한 제품에 사용할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의 청정해안행동운동은 2025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70%까지 줄이

도록 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규제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나스루딘 아지스 (Nasrudin 

Aziz) 찌르본 시장은 찌르본 시로 해변의 깨끗한 활동을 방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해변 정화 이후 한국대사관의 주도로 찌르본에 있는 Teko Nang Jawa(한국인 친구)  K-pop 문화와 

독특한 한국 특산물을 소개하게 되었다.

1주년 기념 행사는 CMMA 대표인 나니 헨디아르티 (Nani Hendiarti) 국장이 직접 자른 나시 툼픙, 

ITB 총장과 KIOST 원장이 13명 대학생에게 MTCRC 장학금 증서 수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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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세플라스틱 주의, 인도네시아 물고기의 26%가 소비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어류가 이를 섭취 후, 사람들

에게 그 피해가 전달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

기물이 분해된 2차 미세 플라스틱도 큰 문제를 발생 시킬수 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있다. 

CMMA의 아궁 쿠스완도노 차관은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으며, 이를 사람들이 먹을 

경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요일 (03/09/2019년) 찌르본 해변에서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찌르본 해안청소 캠페인을 참여하였다. 

그는 미세플라스틱이 인도네시아 해역을 채우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배후가 되고 있다는 것

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해역에서 적어도 60%의 물고기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인도네시아 수역의 26%가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숫자는 증가

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간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의 생존도 위협한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물이 플

라스틱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역

의 걱정스러운 상황은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9. 인니 해양 조정부 - 한국 대사관과 함께 Cirebon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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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해양 조정부와 한국 대사관과 함께 Cirebon 북쪽 바다의 해안 쓰레기를 청소했다. 이번 활

동은 국가 해안 쓰레기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 지원이기도 한다.

Agung Kuswandono CMMA 사무차관 직무대행과 김창범 한국 대사가 이끄는 Cirebon Coastal 

Cleanup 활동은 세계 2위 플라스틱 기여 나라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상태가 너무 열악한다

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또한 해안 쓰레기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규제를 적극적인 지원

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까지 줄이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Agung Kuswandono가 말했다.  

또한 김창범 한국 대사는 이번 활동이 MTCRC (Marine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Center)

의 1주년을 기념을 하며 인도네시아 시민들과 한국 참석자들에게 글로벌적인 도전 활동이라고 생각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1톤 가까이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다. 

10. 찌르본 시장은 플라스틱 봉지를 제한하도록 현지 규정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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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언론 보도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및 기념행사 관련 6건

      

West Java, Nasrudin Azis Cirebon 시장은 폐기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

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관한 지역규정(Perda)을 즉시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Azis는 20일(3/9) 해안청소 캠페인(Cirebon Coastal Clean Up Campaign) 활동 후에 "쓰레기 관리

는 단순한 자원봉사만으로는 어려우며,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zis는 프로그램 외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지역 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자체는 경고만 할 수 있었으며, 규정이 마련되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찌르본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비닐 봉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 것이라

고 밝혔다. "가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주거 지역의 위치가 

해변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쓰레기로 인해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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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과학잡지에 MTCRC 특별 기사

<인도네시아 과학잡지인 MSI 12월호에 MTCRC 특별기사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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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인니 공동연구 수행

①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1) 2019년도 제1회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제3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9. 2. 25(월)-26(화), MTCRC 치르본 센터

ㅇ 주요 참석자

- 한국측 : 이광수 박사, 권재일 박사

- MTCRC : 박한산 소장, Totok 소장, Avironesti, Desi, Siti, Ariansyah

- ITB : Dr. Mona, Dr. Nining, Dr. Hamzah 등

- CMMA : Dr. Saleh, Dr. Ridha

ㅇ 주요내용 :

- 19년 공동연구내용 주요 일정 및 내용 공유

- 각 연구주제별 상세 연구계획서 작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내용 협의

ㅇ 세부 일정

<’19년도 제1회 한·인니 국제 워크숍 단체사진(좌), 회의사진(우)>

   (2) 2019년도 제2회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제4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자카르타 아야나 호텔

일  정 시간 주 요 내 용 비고

2.25
(월)

08:00~13:30 •자카르타 → 치르본 이동

13:30~18:00

•제3회 공동워크숍
 - 2019년 센터 공동연구계획 공유
 - 공동연구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개
 - 연구팀별 연구내용 논의

18:00~19:00 •만찬 TBD

2.26
(화)

08:30~09:00 •치르본 숙소 → 센터 이동

09:30~12:30
•제3회 공동워크숍
 - 연구팀별 상세계획서 작성

12:30~14;00 •오찬 TBD

14:00~19:30 •치르본 → 자카르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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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참석자 : 12개 기관, 약 30명

- 해양조정부 : Dr. Safri 차관, Dr. Saleh, Mr. Tri Wahyo, Mr. Makna Fathanah

- KIOST : 유주형 부장, 한희정, 안재현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소장, Totok 소장, 이한규, Avironesti, Desi, Siti, Ariansyah

- ITB : Prof. Safwan, Prof. Ketut, Dr. Anjar, Dr. Lissa, Dr. Mutiara, Dr. Lamona, Dr.

Susanna, Dr. Ivonne, Mr. Karina, Mr. Hanif 등

- Dr. Novi Susetyo (MMAF;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ies),

- Dr. Maryani Hartuti (LAPAN; National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Space)

- Dr. Takahiro Osawa (Cresos-UNUD, Center for Remote Sensing and Ocean

Sciences-Udayana University, Bali)

- Dr. Nyoman Rvdianto (BPOL Bali)

- Dr. Agustan (BPPT)

- LIPI, BIG 등

ㅇ 주요내용 :

- KIOST 해양위성센터 및 GOCI 위성 소개

- 인도네시아 위성 개발 및 위성 활용 현황 소개 및 공유

- 해양위성분야 한인니 협력방안 협의

- 2019년 해양위성분야 MTCRC 공동 연구 내용 협의

ㅇ 주요일정 :

날짜 시간 일  정 비고

4. 25
(목)

10:00-10:20
ㆍ 개회사 : 박한산 소장
ㆍ 축사 : Dr. Safri (해양조정부 차관)

10:20-12:00

제1세션 : 한국의 해양위성 소개
ㆍ Introduction of KIOST and KOSC, GOCI status and GOCI-II plan, 
Coastal Application using TANDOM-X (유주형 부장)
ㆍ GOCI-II Ground Segment system development (한희정)
ㆍ Overview of GOCI &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nd Cal/Val plan 
(안재현)

12:00-13:30 점심 식사

13:30-15:00

제2세션 : 인니 해양분야의 원격탐사 활용
ㆍ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의 해양위성 활용 계획 발표 (Dr. Saleh)
ㆍ 반둥대 원격탐사센터 활동내용 발표 (Prof. Ketut / ITB)
ㆍ 원격탐사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Susanna / ITB)
ㆍ 원격탐사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Mutiara / ITB)
ㆍ Remote Sensing Application Center 소개 (Dr. Maryani  / LAPAN)
ㆍ 자연자원관리를 위한 원격탐사 연구 소개 (Ms. Marina / PTPSW, BPPT)

15:00-15:30 ․ 종합토론 (Prof. Safwan)

◦ Dr. Safri 해양조정부 차관의 축사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인니간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체

적 성과의 하나인 MTCRC에서 해양위성 및 원격탐사 협력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워크

숍을 개최한 것을 축하 함

- 인도네시아에는 탐사되지 않은 블랙 스팟(블라인드 스팟)이 아직도 존제하고 있어서,

위성을 이용한 해양관측 및 연안관측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금번 워크숍을 통해 양국 연구자들 간 좋은 협력연구 주제가 도출되고 협력이 지속 발

전되길 바람

◦ KIOST 연구진 발표

- Introduction of KIOST and KOSC, GOCI status and GOCI-II plan,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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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using TANDOM-X (유주형 부장)

- GOCI-II Ground Segment system development (한희정)

- Overview of GOCI &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nd Cal/Val plan (안재현)

◦ 인도네시아 연구자 그룹별 발표

-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의 해양위성 활용 계획 발표 (Dr. Saleh)

· Indonesian Ocean Policy(IOP)에 기반한 활용 계획 수립

· 인니에서의 위성 개발은 LAPAN이 담당

- 반둥대 원격탐사센터 활동내용 발표 (Prof. Ketut / ITB)

· Center for Remote Sensing 소개; crs.itb.ac.id

· 물리적인 시스템은 없지만, 소프트웨어 및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

력연구를 주로 수행

· RS/GIS 연구그룹을 이끌고 있음

· 해양쓰레기 관련 과제를 제안하여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fish 생산량에 대한 연구,

Ocean surface wave에 대한 연구, Fishing ground forecasting application을 개발하려

고 함

-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Susanna / ITB)

· 인도양의 용승 관측( SST. SSHA, chl-a 이용)

· CHL-a 형광신호 분석 (MODIS)

· 화산 활동에 대한 해양의 변화 연구(KRAKATOA산) 화산 분출 후 chla가 증가한다는

연구내용임. 초다분광 영상 사용(2009년 자료 6-8월), 철, 망간, 미네랄을 포함한 화산

재가 물에 들어가면, 물기둥의 조성이 바뀌어서(트랜지션) 플랑크톤이 자라기 좋은 상

태가 되고, CHLA가 높아짐. 산불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준다. 화산 발발 후 일주일 되

기 전에 클로로필번성이 이루어짐.

· LOMBOK 지역의 엘리뇨와 산호 번성 관련 연구를 수행함.

· Coastal vulnability

· Sea Surface Salinity 연구(2012-2016)

· MTCRC와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 : SDG 지원하는 해양원격탐사, 해양생산성, CHL 형

광, HAB, front 등

-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Mutiara / ITB)

· 협력할 수 있는 주제로 2가지를 제안함.

1. Observation and Numerical Assessment of harmful Alage Blooms (ONA_HAB)

2. Indonesia Numerical Assessment of Marine Pollution(INA-MAP)

- Remote Sensing Application Center 소개 (Dr. Maryani / LAPAN)

- 자연자원관리를 위한 원격탐사 연구 소개 (Ms. Marina / PTPSW, BPPT)

◦ Prof. Safwan 교수 맺음말

- Ocean remote sensing data와 field observation data의 비교를 위해 치르본 MTCRC에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길 바람

- GOCI-II 가 내년에 발사되면, MTCRC가 이 위성자료를 인도네시아에 활용하게 하는 채

널이 되기 바람. 모든 인도네시아 연구소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서, 자료

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희망

- 지상국이 치르본에 생기고, MTCRC가 원격탐사의 리더가 되길 바람. 또한 한국에서 인

도네시아로 기술과 지식이 전수되는 좋은 예로 남길 바람. 이번 워크숍이 MTCRC를 강

한 센터로 만들어가고, 원격탐사 협력 연구를 추진해 나갈 좋은 시작점임. MTCRC를 베

이스캠프로 삼아서 매년 워크숍도 열고, 비교 연구도 수행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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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제2회 한·인니 국제 워크숍 회의사진(좌), 단체사진(우)>

②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Indonesia 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IOFS)

(1) 인도네시아의 운용해양시스템 현황 분석

◦ 인도네시아 해양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용해양시스템 조사 및 분석

- 인니에서 운영 관측정점 및 관측 항목 등의 조사

a. Badan Informasi Geospaial (BIG)

: 조위관측소 128 개 (Sabang ~ Merauke)

: 수심측량 - Batimetri Nasional or National Bathymetry (BATNAS)

b. Badan Meteorologi Klimatologi dan Geofisika (BMKG)

: 174 관측 정점 (해양기상-11, 기상-109, 기후-27, 전지구 대기모니터링-1, 지구물리 – 26)

: 주로 바람, 기손, 태양복사 등을 관측

c. 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 (LIPI)

: LIPI는 인도네시아 해역 자료(수질, 수온, 염분 등)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선상 관측 수행

: LIPI는 산호초, 해초, 해삼, 맹그로브 분포 등의 생태계 자료도 제공함

d. Hydrography and Oceanography Center, Indonesian Navy or Pusat Hidrografi dan

Oseanografi TNI-AL (Pushidrosal)

: BIG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현장조사를 통해 종이 지도 및 전자 항법지도 형태로 인도

네시아 수심 측정지도 제공

: 또한, 조석 예측 도서, 해상 연감 등의 다양한 해상 도서도 제공

e. Department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IPB University

: 국립 대학인 IPB University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온라인 날씨(ACWS) 및 조류

데이터 제공

: IPB University는 Riau Islands의 Bintan Island와 Jakarta의 Kelapa Island에 2 개의

관측소 가지고 있음

- 향후 협력 방안

a. LIPI 및 인니 수로국(DISHIDROS) 등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 및 협조 방안 마련

b. 관측중인 자료 항목, 자료 포맷 등 확인

c. 향후 시스템 구축 시 관측자료 자동 연결 방안 마련

◦ 인도네시아서 구축한 해양 관련 수치모델 현황 조사 및 분석

- 해양 관련 수치 모델 구축 현황 조사 및 분석

a.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Agency or Badan Meteorologi

Klimatologi dan Geofisika (BMKG)

: BMKG는 해양순환(Ina-flows) 및 파랑 수치모델링(Ina-waves)을 개발함

: 해양순환 모델은 HYCOM을 사용하여 해류, 수온, 염분, 용승, 해수면 등의 수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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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파랑 모델로 Wavewatch III를 사용하여 파향, 파고 등의

파랑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음

b.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or Badan Informasi Geospasial (BIG)

: 2017년 BIG는 Ina-COAP라는 해양 수치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 순환과 파도

제공하였음. Ina-COAP는 인도네시아 해양 및 대기 예측 컨소시엄의 약자이며, 해류,

수온, 염분, 파랑, 바람을 포함과 같은 해양과 대기를 모두 예측함. BIG는 순환 모델

뿐만 아니라 드리프트 궤적을 예측하는 표류 궤적도 개발함.

: HYCOM 및 Wavewatch III를 사용하여 전 세계 해양 순환 및 파고를 계산함

c. Institute of Marine Research and Observation,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or Badan Riset dan Observasi Laut, Kementrian Kelautan dan

Perikanan (BROL-KKP)

: BROL-KKP는 CLS 프랑스와 협력하여 해양물리 변수인 수온, 해류, 염분 및 해수면

등을 예측을 예측하는 INDESO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Space

Oceanography)를 개발하였음

: 불행히도 이 프로젝트는 2017 년에 종료되었으며, 발리 레이더 지상 수신국

(BARATA)으로 재지정됨. BARATA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RADARSAT-2 및

COSMO-SKYMED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지구국임

- 프랑스와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던 운용해양시스템 관련 연구 심층 분석

- 시스템 연계 및 개선사항 분석하여 향후 구축할 시스템 설계에 반영

(2) 주요 운용해양 시스템 활용기관 수요 조사 분석

◦ 인니 해양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운용해양 시스템 활용 수요 조사 실시

- 주요 수요 조사 대상 기관

기관명 관련 부서 및 활용 분야

1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 조사 및 수산 자원 관리

2 The Coordinating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해양관측망관리, 해양정책개발

3 The Marine Security Agency 해양안전 및 구조

4 Hydrography and Oceanography Center, Indonesian Navy 수로조사, 해군 지원

5
Indonesian Agency for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해양기후 및 기상 예보

6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해양연구센터, 해양 수치모델 연구

7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해양 수치모델 연구

8 The Agency of Geospatial Information 공간 정보 및 자료 공유

- 운용해양시스템 개발의 방법으로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 활용 검토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 기관/기관 간 또는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 활용은

양해 각서/동의서/구현 조치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규정됨. 예를 들어, BMKG (기상청,

기후학 및 지구 물리학 국)와 BIG (지리 공간 정보국) 사이에는 서버 간 데이터 액세스

절차까지 규제되는 MoU가 있음. 현재 BMKG의 지역 운용해양학은 여전히 지역 모델과

더 잘 호환되므로 ETOPO/GEBCO 수심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현재 BMKG는

더 작은 도메인에 대해 BIG 및 Pushidrosal (인도네시아 해군)의 국가 수심 측정 데이터

를 사용하고 함. 절차는 MoU (인도네시아어로 Perjanjian Kerja Sama / PKS)에 의해

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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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다른 기관은 데이터 공유, 시스템 및 장비 활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사의 세부 사항

과 다국적 협력을 위해 MoU 또는 IA를 적용함. 다른 국가와 공동 관측을 하기 위해서

는 인도네시아 고등 교육 과학 기술부 (http://frp.ristekdikti.go.id/)에서 외국 연구 허가

를 받아야 함

- INATEWS (Indonesia Tsunami Early Warning System)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운용해양

학의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는 일부 프로젝트는 독일-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이후 2011년

에 BKMKG에 완전히 양도되었음

- 조기경보시스템 (GITEWS) 홈페이지 : https://www.gitews.org/en/homepage/

     

(3) 인도네시아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

◦ 수치 모델 사전 개발 및 교육훈련

- 기상, 유동, 파랑 모델의 정보

예측시스템 수치모델 도메인 해상도 입력자료 예측항목 예측기간

해양기상 WRF
L1

95°E~126°E
20°N~13°S

20 km
GFS 

기온, 기압, 
습도, 바람, 
일사량 등  

3일 
L2

105°E~111°E
2°S~8°S

4 km

파랑 SWAN

L1
95°E~126°E
20°N~13°S

9 km

WRF
파고, 주기, 파향 

등 
3일 L2

95°E~126°E
20°N~13°S

2 km

L3
자카르타
해역

300 m

연안순환 MOHID

L1
95°E~126°E
20°N~13°S

9 km

HYCOM
WRF

수온, 염분, 
유속, 조위 등 

3일 L2
95°E~126°E
20°N~13°S

2 km

L3
자카르타
해역

300 m

- 해양기상 수치모델 (WRF)

a. 모델의 계산격자는 태풍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베트남 해역까지 포함된

광역격자(L1)와 자카르타와 치르본 및 인도네시아 근해를 포함하는 상세격자(L2)를

nesting한 격자 시스템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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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수치모델의 예측영역>

- 파랑 수치모델 (WW3)

a. 북부 외해의 바람에 기인한 파랑 입사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북쪽으로 길게 모델영역

을 구성

b. L1에서부터 L2, L3 차례로 네스팅하여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성

c. 영역별 격자의 크기는 차례로 9 km, 2 km, 300 m 이며, 격자수는 각각 192 × 252,

198 × 186, 180 × 144

<파랑예측 시스템 영역도>

- 해양순환 수치모델 (MOHID)

a.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정밀 격자로 3차원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수온, 염

분, 해류, SSH를 OGCM(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에서 다운 스케일링하여

시스템을 구축함

b. 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의 영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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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예측 시스템 영역도>

c. 필수 수치모델 입력 자료인 수심 및 관측 데이터의 기초자료 수집

: 수심은 자료는 NOAA에서 제공하는 ETOPO 자료는 사용함

: 인도네시아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의 조석 경계 조건으로 FES2012를 사용함

: 모델 보정을 위한 조위 자료로 Jakarta 인근의 두 정점인 Sunda kelapa(2005,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년 자료)와 Pondok Dayung(2007년 ~ 2014년 자료)

자료 확보

d. 과거자료에 대한 기상, 유동, 파랑 수치모델 결과 검증

<인도네시아의 Sunda kelapa 의 조석 검증 및 폭풍해일 검증 예 (태풍 Peipah 시)>

◦ 수립모델 소개 : MOHID (MOdelo HIDrodinámico)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에서 개발한 MOHID (MOdelo

HIDrodinamico) 로 현재 포르투갈 연안에서 예보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 3차원 순환

모델임. MOHID 모델은 연안과 하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기능 3차원 수치해석 모델

로 기본적으로 조석 및 해일과 같은 연안 하구역에서의 물리적 작용을 계산하며, 유

체특성(수온, 염분 등), Eulerian 물질이동, Lagrangian 물질이동, turbulence, 퇴적물의

이동, 침식과 퇴적, 기상 및 파랑조건 고려, 수질 및 생태, 유류확산 등을 계산할 수 있

는 60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적결합(nesting)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정밀

하게 관심지역의 해황을 재현할 수 있는 모델임. MOHID 모델은 수평적으로 직교

(cartesian) 또는 직교곡선(orthogonal curvilinear) 격자체계를 사용하며, 수직적으로는

시그마와 직교좌표계를 개별 또는 혼합 사용할 수 있는 GVC(general vertical

coordinate)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며, 공간적으로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을 사용하고, 시간적으로는 반음해 ADI (semi-implicit Alternate Direction Implicit)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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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상의 안정성 제약을 최소화 함. 또한, 이동경계 처리가 가능하여

조간대가 넓게 분포한 우리나라의 지형에 필수적인 조간대 처리가 가능한 모델임

◦ 인도네시아 해양예보시스템 시스템 구성 (hydrodynamic model in large domain of

Indonesia)

- 수심은 Large Domain에서는 ETOPO (1/4도 해상도)를 사용하고, Small domain and

Natuna waters : BATNAS (National Bathymetry), ~185m 해상도를 사용함. 하지만 전

산 자원 문제로 small domain에서는 1/10도, Natuna에서는 1/3도의 해상도로 다운스케

일링해서 사용함

<모델 영역 : large (“black square”), small (“red square”), and Natuna (“blue square”)>

(a) (b)

(a) large domain Indonesia의 수심도와 Padang 관측소 (“red dot”),

(b) small domain Indonesia의 수심도와 Belitung 관측소 (“red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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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na 영역의 수심도와 Natuna 관측소 (“red dot”)>

- 해안선의 경우 이 모델은 인도네시아 지역의 Peta Dasar Indonesia (인도네시아 기본

맵)와 1 : 25k 해상도의 도메인에 포함 된 다른 국가의 GSHHS (Global Self-consistent,

Hierarchical, High-High Resolution Shoreline)를 사용하며, 해안선은 물과 땅을 구별하

기 위해 마스킹 과정에서 사용됨

- FES2014 (Finite Element Solution)의 34개의 구성요소를 사용하며, FES2014는 스펙트

럼 구성에서 조석 순압 방정식(T-UGO 모델)의 해상도를 기반으로 함

2N2 M4 MSQM R2 LA2 O1

EP2 M6 MTM S1 M2 P1

J1 M8 MU2 S2 M3 Q1

K1 MF N2 S4 MN4 T2

K2 MKS2 N4 SA MS4

L2 MM NU2 SSA MSF

<Fes2014 tidal component>

- 조위관측소 Padang에서 UHSLC의 조석 자료는 large domain에 사용되었으며, small

domain and Natuna는 Belitung 및 Natuna 조석 스테이션의 BIG 데이터를 사용한 다음

RMSe 및 Skill 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함

- 모델 세팅

: 이 모델은 0.25도의 해상도를 가진 ETOPO르 수심입력으로 사용했으며, 모델 도메인

은 인도네시아 서부에서 중부까지 포함함. 수심은 0~8000미터까지 이며, 모델의 격자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MOHID GIS를 사용하였음. 모델의 초기 조석경계자료로 FES

를 사용했으며,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기상외력이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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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domain Indonesia의 모델 격자>

- 모델 결과

: 모델의 결과는 해류와 해수면이며, 모델 도메인은 시그마 레이어를 가진 순압 조건에서

실행됨. 해류는 벡터로 해면 고도는 컬러맵으로 표시되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공간 맵

에서 표시됨. 모델 결과는 4가지 조건 (ebb, low, flood, high)으로 표시됨

     a. Neap condition

<소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ebb (upper-left), low (upper-right), flood (lower-left), and high (lower-right) on large

domain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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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pring Condition

<대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ebb (upper-left), low (upper-right), flood (lower-left), and high (lower-right) on large domain of

Indonesia

- 관측자료를 이용한 모델 결과의 검증

: 모델 검증을 위해 University of Hawaii Sea Level Center (UHSLC)의 자료 사용

: UHSLC의 조류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서 수마트라 Padang의 Teluk Bayur 관측소에 설

치된 조류 측정기에서 얻은 것이며, 위상은 잘 일치하지만 진폭은 일치하지 않음

: 모델 결과의 조석 진폭은 관측 데이터보다 과소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든 조석

요소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

: 통계 모델 검증의 경우 상관 계수는 0.816 이고, 근 평균 제곱 오차는 0.199m이므로 모

델 결과의 정확도가 충분한 것으로 보임. 대조 시 관측 데이터의 조석 범위는 약

1.3m인 반면 MOHID 결과는 약 0.5m 임

<관측소 Padang에서 관측 UHSLC (“파란색 점선”)와 모델 MOHID (“빨간색 고체”) 간의 수위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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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해양예보시스템 시스템 구성 (Hydrodynamic Model in Small Domain of

Indonesia)

- 향후 MTCRC 운영 해양 예측 시스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행 할 것을 제안함

a. 국가 수심 측정법과 해안선을 사용하여 더 작은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해수를 더 정밀

하게 모델링합니다. BIG와 BMKG가 이미 인도네시아 전체 바다를 덮기 위해 하고있

는 일을 반복하지 않음

b. MTCRC의 선박 및 장비를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관측 데이터로 모델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으므로 Java Sea 지역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

c. 수색구조 및 유류유출을 위한 표류예측 모델 개발

- 모델 세팅

: 모델의 격자는 333 x 334 로 약 2km의 해상도를 가지며, 모델 도메인은 105°E –

111°E, 2°S – 8°S이며, 수심은 남부 자바해에서 약 4000m까지 측정됨

<Small domain Indonesia의 모델 격자>

: FES2014 (Finite Element Solution)의 34개 분조를 사용하여 개방경계 조건으로 사용

함. 이 모델은 2019년 8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모델 결과

: 모델 결과는 해류 및 해수면이며, 해수면 높이는 화살표로 겹쳐진 색 윤곽선과 해류로

표현되며, 대조와 소조시에 4가지 형태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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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ap condition

  

<소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ebb (upper-left), low (upper-right), flood (lower-left), and high (lower-right)

     b. Spring condition

<대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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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결과 검증

: BIG의 조석 게이지는 모델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도메인의 Belitung

조력 관측소 데이터를 사용함

<관측소 BIG과 Belitung 관측소 위치에서의 모델 결과의 해수면 비교 결과>

: Mohid 결과는 BIG의 관측 데이터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며, 대조 시 정확도는 좋지만

소조 시에 정확도가 떨어짐. 통계적 검증의 경우 RMSE는 0.17m (0에 가까워짐) 및

0.955 (1에 가까워짐) 모델 스킬 결과를 나타냄

◦ 인도네시아 해양예보시스템 시스템 구성 (Hydrodynamic model of Natuna Waters)

- 여기서는 Natuna 수역에서 유체 역학 모델의 결과를 제시함. Natuna 해역은 인도네시아

방카 벨리 퉁 제도의 남쪽에 있는 리아 우 제도 지방의 링가 (Lingga)와 탐 벨란 군도

(Tambelan Archipelago)까지 남쪽으로 확장 된 나 투나 리젠시 주변에 위치한 광대한

얕은 바다임

- 모델 세팅

: 이 모델의 격자 크기는 1 시그마 레이어를 사용하여 일정하고 균일 한 간격 ∆x 및 ∆

y 0.009 ° 또는 약 1km 인 320 x 450. 이 모델의 영역은 105°E-109°E 및 2°N-5° N 위

도이며, 개방 경계에서 FES2014 사용. 이 모델은 2019 년 10 월 04 일 12:00시 부터

2019 년 11 월 4 일 12:00시까지 1 시간 간격의 자료를 제공함 (최대 수심 135m)

<Natuna 해역의 모델 격자>

- 모델 결과

: 모델 결과는 해류 및 해수면이며, 해수면 높이는 화살표로 겹쳐진 색 윤곽선과 해류로

표현되며, 대조와 소조시에 4가지 형태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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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ap condition

<소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b. Spring condition

<대조 시 해수면 높이 및 조류>

ebb (upper-left), low (upper-right), flood (lower-left), and high (lower-right) on natuna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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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결과 검증

: BIG의 조위 관측자료는 모델 검증에 사용되며, Natuna 모델을 위해서 Natuna 조석관

측소의 자료를 사용함

: RMSe는 0.748m (0에 가까워짐), 모델의 스킬값은 0.2862 (1에 가까워짐)를 나타냄

  

(4)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

◦ 연구 주제별 관측자료, 분석자료 및 해양예측자료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연구 주제별 표출 대상 자료 선별 및 자료 포맷 설계

: 예측자료는 요소별, 모델별로 구분된 파일로 수집되지만 이를 하나의 NC 포맷의 파일

에 저장하며, JAVA 및 Shell Script를 활용하여 각각의 요소와 예측기간 및 시간을 고

려하여 저장함

<해양예보시스템 표출을 위한 예측자료 처리 프로세스>

- 자료 표출 최적 방안 검토 및 설계

: 자료 표출은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PC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음. 상단은 관측, 예측, 수색구조, 유류유출 등 대 메뉴로 표현되

어 있으며 우측에 각 메뉴별로 사용자의 설정을 입력하는 부분이 위치함

<관측소 BIG과 Natuna 관측소 위치에서의 모델 결과의 해수면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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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출 시스템 (시안)>

: 예측자료는 발표시간별, 예측시간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여러 종류 모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의 종류는 MOHID, WRF이며, 온도, 기압, 바람, 수온, 염분, 유향유속

자료를 표출하도록 구성됨

<예측자료 표출 메뉴 구성 (안)>

: 각 예측요소 선택 시 2차원 공간 자료가 표출되며, 초기시간부터 72시간까지 3시간 간

격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서버 연동 및 자료 표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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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보시스템 표출 안 (해양기상 예측자료)>

<해양예보시스템 표출 안 (해양순환 예측자료)>

◦ 상황실 대형스크린을 이용한 가시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및 공동활용 추진

- 치르본 센터 및 인니 해양조정부에 대형스크린을 이용한 가시화 시스템 설치

③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추진 계획 마련

(1)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공동 검토

◦ 데이터 검·보정 사이트 운용 장비 사례 조사

- 미국과 프랑스의 검·보정 사이트 운용 장비 적용 방안 조사 분석

· 미국 NASA는 the Resonon Volume Phase Holographic Imaging spectrometer를 불리

는 센서를 업체와 협업하여 개발하였음

· MOBY에 장착된 위 센서는 370-720 nm 대역을 관측하는 Blue 센서와 500-900 nm

대역을 관측하는 Red 센서로 구성되었으며, 여러 채널(깊이/센서)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센서는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보정 사이트 구축에 도입하기에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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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SSOLE bouy에서는 Radiometer로 13개 밴드를 가진 SPMR (SeaWiFS Profiling

Multichannel Radiometer)가 사용되었고 (2001~2011), 2010년 3월부터 18개 밴드를 가

진 C-OPS (Compact Optical Profiling System)이 사용되었음

· BOUSSOLE bouy 에서는 radiometer 이외에도 CTD, Fluorometer, Transmissometer,

Backscattering meter 등의 장비가 탑재 되어 운용됨.

· BOUSSOLE bouy에 장착된 모든 센서는 상용이므로 도입 후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BOUSSOLE 에 탑재된 장비 목록>

- 미국 MOBY, 프랑스 BOUSSOLE 활용 실제 취득된 검·보정 자료 검토

· MOBY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취득된 normalized water-leaving radiances LWN(λ)의

시계열 자료는 많은 해양위성의 궤도상 교정의 기본이 되고 있음

· The MOBY vicarious calibration LWN(λ)reference는 지속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해색

위성의 산출물의 정확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됨.

<2014년 까지 MOBY에서 취득한 LW 시계열 자료>

· BOUSSOLE bouy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MERIS (Medium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의 vicarious calibration을 위한 자료로 주로 활용되었으며, SeaWiF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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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됨

- 유지 보수를 위한 제한 조건 및 운영 방안 검토

· NASA는 MOBY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MOBYNet라 불리우는 별도의 통신망을 구

축하고, 하드웨어 보관을 위한 대형 텐트 설비, 하드웨어 이동을 위한 Crane, 검교정

시설 등을 구축함

· MOBY는 한 달에 한번 다이버를 통한 calibration 및 청소를 진행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체 하드웨어로 바로 교체되고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 교체함

· BOUSSOLE은 부이에 장착된 모든 장비를 2년에 한번씩 교정하며, 이를 모두 장비 제

조업체(Satlantic)에 의존함

· BOUSSOLE bouy는 장비에 별도로 Anti-fouling 장비를 장착하여 biofouling에 대비하

고, 다이버 청소는 격월로 Plus cleaning은 격주로 진행함

· BOUSSOLE bouy는 Dark currents를 모니터링하고 하드웨어 설치 전에 센서의 Inter

calibration을 진행함

<BOUSSOLE bouy에 장착된 radiometer의 Dark current 모니터링>

· MOBY와 BOUSSOLE은 모두 해양관측부이 형태의 무인 관측소로,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대규모의 제반시설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인니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

음.

· 인니 주변 해역에서의 검보정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은 선박을 이용한 정기적인 현장관

측조사로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 GOCI-II 데이터 검·보정을 위한 요구사항 도출

- 향후 구축될 검·보정 사이트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도출

· ESA의 지원을 받는 국제 Cal/Val 커뮤니티, Fiducial Reference Measurements for

Satellite Ocean Colour (FRM4SOC)에서는 Cal/Val 사이트의 요구사항을 기술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엄격하게 아래와 같인 사이트의 요구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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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for the validation

• Distance from land > 10 km
• AOD at 865 < 0.2~0.3
• Sky condition: no cloud
• Optical depth of water > 50 m for clear waters and >10 m for turbid waters
• Solar zenith angle < 56˚
• Wind speed < 5 m/s without any whitecap
• Water type: Oligotrophic Water, clear water (Chll-a < 0.2~0.25 mg/m3)
•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a water (Chll-a or TSM concentration) 
within 5 km should be almost constant
• Spatial variability of Rrs(490 nm) < 10~20% in 10~20 km area

Requirements for the calibration

• Validation 사이트의 요구사항에 엄격한 측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됨

• Distance from land > 40 km
• AOD at 865 < 0.1~0.15
• Solar zenith angle < 40~50˚

(2)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요 기술 분석

◦ 인니 해역에서의 해양위성자료 활용 사례 검토

- 맹그로브 분포 및 변화 분석

· ALOS AVNIR-2, Landsat 8 OLI, Landsat TM, POLSAR, MODIS 위성 데이터를 분

석하여 맹그로브의 분포 파악

· 맹그로브 분포 파악을 통해 해양 생태 변화 모니터링

<ALOS AVNIR 2 EVI 데이터를 이용한 Karimun Jawa 맹그로브 분포 (Wicaksono et al., 2010)>

- Seagrass 분포 및 변화 분석

· Landsat OLI, Landsat TM/ETM+, Worldview-2, Geoeye-1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Seagrass 분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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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이 얕은 해안에 서식하는 Seagrass의 분석을 통하여 수질, 해양 생물 분포, 생산성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해양 생산성 수준 파악을 통해 해양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 산호초 분포 및 변화 분석

· SPOT, ALOS-AVNIR 2, Worldview-2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호초 분포 파악

·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의 산호초 분포를 위성 데이터로 파악 가능

· 산호초는 생태계 교란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수질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

함

-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 Landsat TM / ETM+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쓰레기 분포 상황 검증, SeaWiFS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쓰레기 잔해 추적

· 세계적인 오염 문제 중 하나인 해양 쓰레기를 추적/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해양 쓰레기 분포가 확인된 인도네시아의 지역(based on Some Resumed Papers)>

  

 

- Bathymetry

· Landsat 8, SPOT, Quick-bird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심이 얕은 해역의

Bathymetry 추정

<Landsat 8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Poteran 섬 주변 해역의 Bathymetry 추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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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의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위성 활용 수요 조사 및 분석

- 수요 기관 :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LAPAN)

·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비장관급의 정부 연구기관

· 위성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위성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탐사 센터

를 보유

· NPP-VIIRS Suomi 위성 데이터와 Altimetry satellite (SSHA) 위성 데이터로부터

ZPPI 결정 방법을 통해 The Fishing Potential Zone (ZPPI, Zona Potensi

Penangkapan Ikan) 자료를 생산

<Potential fishing zone information (Source: LAPAN)>

- 수요기관 :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Council (BMKG)

· 기상, 기후, 대기, 지구물리 영역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연구기관

· HIMAWARI 위성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FENGYUN(중국), MODIS(미국),

NOAA(미국) 위성 데이터도 사용

· 2022년부터 2025년 까지 인도네시아에 HF 레이더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수요기관 :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BIG)

· 지리공간정보 분야에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요 업무로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BATNAS 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Bathymetry 정보 구축을 수행

· 그 외에 위성영상을 통해 해안선 추출, 맹그로브 생태 등의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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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NAS/ 인도네시아 지형정보>

◦ 활용 수요에 따른 필요 기술 분석

- 수요 기관 :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LAPAN)

·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수산 분야를 포함한 식품 분야라고 판단함

· GOCI-II에서 맹그로브, Seagrass, 해수면 높이,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맞춤형

밴드가 있기를 원함

- 수요기관 :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Council (BMKG)

· 위성 분야에서의 장비와 레이더를 필요로 하며, 이 영역에서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요

구함

- 수요기관 :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BIG)

· GOCI-II 위성 데이터를 고해상도로 무료 제공을 해 줄 것을 요구

· 가능하다면 구글 어스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

◦ 수요별 적용가능 기술 및 개발 필요 기술 분석

- 수요 기관 :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gency (LAPAN)

· LAPAN에서의 관측 업무는 대기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해양 관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고해상도의 위성영상과 이를 통한 해양 채굴 및 해수면 높이 관측에 대한 자료를 필요

로 함

· 해양 위성에 대한 연구는 행해졌지만 Proceeding 수준에 멈춰있음

· 인니 내 타 기관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가장 시급한 분야는 식품 분야

임

· INSAT 1, LAPAN-TUBSAT 등의 위성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위

성의 종류는 Landsat, SPOT, Playes, MODIS, NOAA, NPP, Sentinel-3와 같은 광학위

성과 Sentine-l, TerraSAR, ALOS-PARSAR와 같은 Microwave 위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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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광학적 해상도가 향상된

광학위성과 SAR위성의 데이터가 필요함

- 수요기관 :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Council (BMKG)

· BIG는 이미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맹그로브, Seagrass, 산호초, Bathymetry 등을 감

시·관찰하고 있음

· 인니에는 다양한 위성 및 센서가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가 필요

함

- 수요기관 :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BIG)

· 인니에서 해양 위성의 수요는 대부분 날씨에 국한되며, 이는 구름의 유입, 일기 예보,

재난 경보에 사용됨.

· 해양위성에 대해 행해진 몇몇 연구에서 HF 레이더가 사용되며, 이에 HF 레이더 기술

의 개발이 필요함

(3) 인니 실해역 검보정 사이트 예비조사

- 인니 반둥대와 협조하여 검·보정 사이트 후보 지역 선정

· CAL/VAL 사이트 구축을 위하 9가지의 조건을 확정

· 인니의 Chl-a 분포 영상을 통하여 Jakarta 만, Cirebon 해역, Halmahera 해역, Bali 선

북쪽부터 Nusa Tenggara 섬 까지의 해역, Natuna 해역, Tomini 만, Cendrawasih 만

의 7개 후보지를 선정함

<인니의 Chl-a 분포와 7개 CAL/VAL 사이트 후보지역>

<인니 해역의 AOT865와 Angstrom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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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rophyll-a : Jakarta 만과 Cirebon 해역은 높은 Chl-a 농도를 보였으며, 나머지는

낮은 Chl-a 농도를 나타냄

· Aerosol Optical Thickness : Jakarta 만과 Cirebon 해역을 제외하면 0.10 이하의 낮은

AOT865 값을 나타냄

· Angstrom : AOT와 마찬가지로 Jakarta 만과 Cirebon 해역을 제외하고는 낮은

Angstrom 값을 보임

- 1개소 이상의 후보 사이트 대상으로 실해역 답사를 통한 기반 시설, 검·보정 자료 취득

용이성 등 파악

· Cirebon 해역을 사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여 2019년 11월 2일에 실시함

<Cirebon 해역 조사 정점도>

· 조사 정점의 정점간 거리는 5km 이며, 연안으로부터 40km 거리까지 조사를 진행

· 정점마다 하늘과 바다를 사진으로 찍고, Chl-a, TSM. 탁도, 수온, Secchi depth를 측정

함

<Cirebon 해역에서의 사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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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시에 하늘은 70% 이상이 구름으로 덮여 있으며, 바다는 5번 정점까지 탁하고, 6

번 정점에서 녹색을 띄기 시작하며, 7번 정점부터 맑아졌음

· 연안에서 15km 이내의 정점 1,2,3의 해수는 매우 탁하며 이는 자바섬의 북쪽해안의 대

표적인 특성임

· International Calibration Community에 따르면 Secchi Depth가 9m 이상으로 나타나는

연안에서 35km 이상 떨어진 해역이 CAL/VAL 사이트로 적합해 보임

- 실해역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협력 계획(안) 마련

· 사전 조사가 1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CAL/VAL 사이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아

직은 미흡함

· 동 몬순 기후의 계절에 추가적으로 실해역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CAL/VAL 사이트 적

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 계절에도 풍속이 여전히 높고 이로 인

해 물이 탁할 것으로 예상됨

· Cirebon 해역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MTCRC 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반복적

인 현장조사 수행가능의 이점이 있음

· 위에서 추천된 조사되지 않은 다른 사이트에서도 실해역 예비조사가 필요

④ 해양에너지 개발

(1) 해양에너지 부존량 기초 조사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급 계획

-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BPPT에 의해 예측되었고, 2050년에는 총 에너지 수요의

약 56.25%에 달하며, 매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4,569만 BOE에 도달할 것임. 가장 많

은 에너지 수요는 매년 산업 부문에서 예측

<인도네시아 분야별 에너지 수요 예측>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에너지 유형별 에너지 공급을 예측. 에너지 공급량은 2050

년까지 약 7,207만 BOE까지 증가할 것이며, 여전히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 자원

에 의해 지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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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 종류별 수급 계획>

- 2013년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총국(NRE & EC; Directorate General of New

Renewable Energy and Energy Conservation)은 인도네시아의 잠재 재생에너지와 실제

운영중인 재생에너지 양에 대해 보고.

<인도네시아의 잠재 및 운영중 재생에너지>

-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NRE)의 잠재력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상당히 큼. 그러

나 높은 투자비용, 낮은 기술효율, 지리적 위치, 에너지 이용자로서 커뮤니티의 사회적

요인 등 응용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로 인해 이러한 잠재력은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못함

-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학회(Masyarakat Energi Terbarukan Indonesia/METI)는 인도네

시아의 해양에너지 개발 로드맵을 제시. 그들은 세부 계획뿐만 아니라 구현이 가능한 각

해양 에너지의 총 잠재성을 5년까지 계산

No Energy resources Potential Installed capacity

1 Geothermal 29,544 MW 1,438.5 MW

2 Hydro 45,379 MW 8,671 MW

3 Mini-microhydro 19.4 MW 2,600.76 kW

4 Biomass 32,654 Mwe 1,626 Mwe (off grid)
91.1 Mwe (on grid)

5 Solar energy 4.80 kWh/m2/day 14,006.5 kW

6 Wind energy 970 MW 1.96 MW

7 Uranium 3,000 MW 30 MW

8 Coal bed methane 574 TSCF

9 Shale gas 574 TSCF

10 Wave Energy 17.989 MW

11 OTEC 41,012 MW

12 Tidal Energy 4,8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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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 로드맵 (METI in BPPT, 2014)>

Ocean Energy 2010-2020 2010-2025

Wave   Energy Total   potential 50 MW

Output   per unit project 100   kW–1 MW
Substitute   for diesel power
plants   in remote areas and

small   islands

0.5–2   MW
Compete   with other power

Plants

Tidal   Power Total   potential 1000 MW

Output   per unit project 10–50   MW
Main   power plant for eastern 

region of Indonesia

50–200   MW
Main   power plant for eastern 

region of Indonesia

Ocean   Current Energy Total   potential 500 MW

Output   per unit project 100   kW–1MW
Substitute   for diesel power

plant   in NTB and NTT

10–100   MW
Main   power

plant   for Nusa Tenggara

OTEC Total   potential 100 MW

Output   per unit project 1–5   MW
Power   plant in the

tourist   areas and by products
industry

50–100   MW
Compete   with other power

Plants

◦ 인도네시아 해역 해양에너지 부존량 관련 연구 및 조사자료 검토

- 조력 에너지

· 인도네시아 해역의 조력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지역 연구는 조류 범위의 분포에 기초한

알리프디니 연구진(2018년)에 의해 수행. 일반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인도네시아 동부

의 조수가 서쪽의 조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인도네시아 해역 동부의 조력

잠재력이 서부 지역보다 더 풍부하다는 의견이 제시.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의 조차는

1.0~2.0m인 반면, 말라카 해협과 수마트라 섬의 동부에서 약 4.0-5.0m에 달함. Purba

et al. (2015)는 파푸아 해역의 여러 면적의 조차가 4m를 초과함을 보고

<인도네시아 해역의 주요 조력 에너지 분포 후보지 및 조차>

   

- 조류 에너지

· 인도네시아 해역에는 조류 에너지 개발하기 적합한 13개의 후보 장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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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역의 주요 조류 에너지 분포지>

<인도네시아 해역의 주요 조류 에너지 분포지별 특성>

Poin

ts
Locations Velocity (m/s)

Power 

density 

(kW/m2)

Cut-in 

speed 

(m/s)

Extractable 

power

Duration of 

velocity >cut-in 

speed Reference

sSpring 

tide

Neap 

tide

day/m

onth

Spring 

tide 

(hr/da

y)

Neap 

tide 

(hr/da

y)

1 Sunda Strait 2.59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8.88 0.7 2,033 MW/year 18 - -

Yusuf 
(2012)

2 Bali Strait 2.21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14.75 0.5 1,045 MW - - -

Orhan et 
al. (2016)

3 BadungStrait 1.05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1.52 0.5 551 MW - - -

4
Toyokapeh 

Strait (TO1)
1.49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6.43 0.5

144.61 
kW/day

31.43 
kW/day

14 20 13
Mukarto 
(2017)

5
Toyokapeh 

Strait (TO2)
3.68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19.40 0.5

3.97 
MW/day

3.72 
MW/day

26 23 22
Permatasar
i (2016)

6 Lombok Strait 1.50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2.36 865 MW - - -

Orhan et 
al. (2016)

7 Alas Strait 2.02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3.07 0.5 2,258 MW - 23 21

Bachtiar 
(2009) and 
Orhan et 
al. (2016)

8 Molo Strait 3.46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9.00 0.5 269.8 MW 95.8 MW 27 23 22

Harkey 
(2015)

9
Larantuka 
Strait

3.17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10.20 0.5 299 MW - - -

Orhan et 
al. (2016)

10 Boleng Strait 2.09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3.49 1.0 593 MW - 19 14

Kushadiwij
ayanto et 
al. (2014) 
and Orhan 
et al. 
(2016)

11 Lembeh Strait 1.82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0.10 – 
6.00

0.5
72.34 
kW/m2

34.45 
kW/m2

22 20 14
Naufal 
(2018)

12 Mansuar 1.12 Maximum spring 6.10* 0.5 247 kW/month 14 14 9 Kri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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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에너지

· 인도네시아의 파랑 에너지에 대한 두개의 대표적 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수마트라 서쪽

해안을 따라 남부의 작은 순다 군도에 이르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파랑 에너지 부

존량 많음

<인도네시아의 평균 파랑 에너지 분포 (Ribal and Zieger, 2016)>

· 인도네시아의 파랑 에너지 분포 및 후보지 탐색을 위해 국제적 파랑 에너지 부존량 평

가 방법을 인도네시아에 적용 하는 연구 수행

<인도네시아 파랑 에너지 후보지 탐색에 사용된 평가 요소>

No Criteria
Appropriate 

value
Source

1 Wave Energy (kW/m) > 20 kW/m Falcão, 2010

2 Coefficient of Variance (CoV) < 0.85 Cornett, 2009

3 Monthly Variability Index (MVI) < 3 Rizal and Ningsih, under review

4 Optimum Hotspot Identifier (OHI)  > 6 Rizal and Ningsih, under review

5 Wave Development Index (WEDI) < 1 Lavidas and Venugopal, 2017

6 Depth (m) < 100 Rizal and Ningsih, under review

Strait
tidal current 

velocity
(2016)

13
Segawan 
Strait

1.80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14.00* 0.5 132 kW/month 20 17 13

1
Ribal and Zieger 

(2016)
Satellite: ENVISAT during 

2010-2011 (2 years)

Mean   wave power in the south of Java 
Island and south-west of Sumatra Island:  
 20-30 kW/m (99thpercentile:40-60kW/m).

2
Rizal and Ningsih 
(under review)

Model: WW3 with 0.125° × 
0.125° resolution during   

1991-2015 (25 years)

The   annual mean wave power density 
along the western coast of Sumatra to 
southern   coast of Java is steady with 

value 20-35 kW/m 



- 85 -

 

 

<인도네시아 파랑 에너지 후보지 탐색 평가 요소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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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tes/City
Mean Wave Power
Density (kW/m)

CoV
OHI
(kW/m)

MVI WEDI Depth (m)

1 South Pagai Island 25.98 0.40 12.07 2.15 0.14 45.48

2 Binuangeun 32.26 0.75 22.36 0.60 0.38 66.58

3 Baron (Yogyakarta) 40.16 0.44 20.17 1.99 0.15 48

4 Jember 47.78 0.46 22.37 2.13 0.13 72

<인도네시아 파랑 에너지 후보지 탐색 평가 요소별 적용, 최적 후보지 위치(상)와 내용(하)>

- 해수온도차 에너지

<인도네시아 해역의 주요 해수온도차 에너지 분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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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역의 주요 해수온도차 에너지 분포지별 특성>

Points Locations

Temperature 

differences (ΔT 

in°C)

Depth (m) in which 

ΔT >20 °C with 

the surface

References

1 Siberut Island waters > 20 600 Octaviani et al. (2016)

2 Padang waters > 20 600 Octaviani et al. (2016)

3 Pesisir Selatan waters > 20 600 Octaviani et al. (2016)

4 Bali Sea 1 23.22 600 Aghnia (2009)

5 Bali Sea 2 23.23 1000 Poerbo (2018)

6 Flores Sea 24.31 1000 Poerbo (2018)

7 Palue Island waters 22.78 600 Rosdiana (2015)

8 Makassar Strait 1 24.32 1000 Poerbo (2018)

9 Makassar Strait 2 22.76 600 Aghnia (2009)

10 Poso waters 23.18 600 Aghnia (2009)

11 Parabaya waters  22.40 1000 Wicaksono (2018)

12 Northern coast of North Sulawesi  24.37 1000 Poerbo (2018)

13 Sangihe Island waters 20.75 400 Gammaranti (2016)

14 Talaud Island waters 20.75 400 Gammaranti (2016)

15 NorthMaluku waters 24.26 1000 Poerbo (2018)

16 Halmahera Sea 22.29 600 Aghnia (2009)

17 Banda Sea (Ambon waters) 21.49 600 Aghnia (2009)

  

◦ 기조사된 자료 기반 인도네시아 관심후보지역 해양에너지 부존량 추정

- 나투나 섬의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수요 분석

· BPS(Badan Pusat Statistik, 2016)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나투나 리젠시 인구

는 7만4520명으로, 2012-2015년 동안 전기 사용이 10,007KVA에서 14,232KVA까지 증가

· 나투나 제도의 전기는 설치 용량 23.872 MW, 설치 능력 14.52 MW, 피크 부하 8.22

MW로 인도네시아 전력 공기업인 PLTD에 의해 공급. 나투나 제도의 전력 개발 계획은

2018년에 최대 25 MW, 2021년에 25 MW를 추가 예정

· 나투나 90%의 전력 수요는 주택전기로 분석됨

<나투나 제도의 전력 수요처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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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나 제도의 지역별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No ULP Natuna
Installed   

Capacity (MW)

Used   

Capability 

(MW)

Peak Load 

(MW)

Consumer 

(people)

1 Natuna Island 9 8 6.75 12,260

2 Sedanau 2.204 1.68 0.535 2,336

3 Serasan 1.96 1.15 0.451 2,198

4 Midai 1.8 0.92 0.46 1,414

5 Tambelan 0.8 0.39 0.376 1,191

6 Subi 2.888 1.35 0.181 593

7 Tiga 1.62 1 0.238 743

8 Laut 1.5 1.5 0.164 814

9 Tanjung Kumbik 1.5 1.5 0.176 650

10 Selaut 0.1 0.08 0.002 100

11 Seluan 0.1 0.08 0.052 324

12 Sededap 0.1 0.08 0.035 182

13 Kerdau 0.1 0.08 0.018 274

14 Batu Berian 0.1 0.08 0.032 278

15 Panjang Island 0.1 0.08 0.02 206

16 Sekatung Unoperational 23,221

  

- 나투나 주변 수심

· 나투나 제도 해역의 주요 지질 구조는 주향이동 단층(Raharjo and Gerhaneu, 2012). 수

심은 약 0~60m.

<나투나 주변 수심 분포도>

- 나투나 지역 파랑 특성 조사(수치모델 활용)

· 파랑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미르자이(2014년)에 의해 말레이시아 반도 동해안을

따라 수행 됨. 0.15° 중첩 분해능으로 1979-2009년(31년) 스펙트럼파 모델인

NWW3(NOAA Wave Watch III)로 파랑에너지를 시뮬레이션 함. 수심자료는 ETO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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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는 CFSR(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 가용. 나투나 해역에서 특히

얕은 수심 지역은 SWAN(Simulating Wave Nearshore) 모델을 사용

<나투나 지역의 시기별 풍속과 유의파고>

Month
Wind   Speed (m/s) Significant   Wave Height (m)

Maximum Mean Maximum Mean

14-Dec 10.05 5.19 2.46 1.38

15-Jan 9.69 6.4 2.06 1.32

15-Feb 7.87 6.06 1.46 1.02

15-Mar 6.21 4.72 0.96 0.7

15-Apr 5.09 3.11 0.82 0.54

15-May 3.22 1.69 0.36 0.24

15-Jun 4.58 3.1 0.65 0.38

15-Jul 5.6 3.79 0.88 0.54

15-Aug 6.08 3.71 0.82 0.52

15-Sep 5.02 3.03 0.81 0.52

15-Oct 2.6 1.12 0.86 0.53

15-Nov 6.09 2.5 1.11 0.65

<나투나 지역의 12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유의파고 분포>

- 나투나 지역 조류 특성 분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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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투나 해역의 조류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연구는 수토포(2015년)에 의해 사방 마왕 섬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됨. ADCP를 사용해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심 20m

까지 해류 관측. 유속과 유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MIKE 21 사용.

<나투나 남측 해엽의 두 개 지점에서의 유속 및 유향 관측치>

Station

Maximum Minimum

Average Speed Current 

(m/s)
Speed Direction Speed Direction

(m/s) (°) (m/s) (°)

Station 1 0.739 20 (N-NE) 0.001 90 (E) 0.268

Station 2 0.907 317.2 (N-NW) 0.003 180 (S) 0.339

<인도네시아 나투나섬 조류 및 파랑 특성>

- 나투나 섬의 개발 가능한 해양에너지 종류 및 부존량 추정

· 나투나 제도 부근의 파도와 조류 특성 검토 결과, 파랑에너지 플럭스와 전류 속도가 각

각 1.6kW/m와 1m 미만으로 해양에너지 발전에 부적합

· 따라서 나투나 지역의 해양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 해양

투자조정부에서는 나투나의 추가적인 에너지 시스템, 즉 해수양수발전 시스템, 풍력 발

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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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자조정부의 나투나섬 개발 개념도>

<인도네시아 나투나섬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독립섬 개념도>

- 나투나 섬의 개발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양식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융합,

‘에너지독립-스마트양식 스테이션’ 제안

· 면적 약 22,000㎡, 신제생에너지 11,000kWh 규모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풍력, 양수해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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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독립-스마트양식 스테이션 조감도>

(2) 인니 측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성 조사 분석을 통한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검토

◦ 해양에너지 종류별 개발 후보지 조사 및 선정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종류별 개발 후보지 지점도: T-조력, C-조류, O-해수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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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에너지 : 3개 후보지, 할랑 섬 해역, 빈투니 만, 아라푸라 해역. 평균 조수 범위는

4.5m 이상

<인도네시아 조력 에너지 개발 후보지>

Points Location Averaged tidal range (m)

T1 Halang Island waters 5.51

T2 Gulf of Bintuni 4.57

T3 Arafura Sea 1 4.98

- 조류 에너지 : 5개 후보지, 발리해협, 알라스해협, 몰로해협, 라란투카해협, 볼렝해협, 유

속 2m/s 이상

<인도네시아 조류 에너지 개발 후보지>

Point

s
Locations Velocity (m/s)

Power 

density 

(kW/m2)

Cut-in 

speed 

(m/s)

Extractable 

power

Duration of velocity 

> cut-in speed

Spring 

tide

Neap 

tide

day/

month

Spring 

tide

(hr/day

)

Neap 

tide

(hr/day

)

C1 Bali Strait 2.21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14.75 0.5 1,045 MW - - -

C2 Alas Strait 2.02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3.07 0.5 2,258 MW - 23 21

C3 Molo Strait 3.46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9.00 0.5
269.8 
MW

95.8 
MW

27 23 22

C4
Larantuka 
Strait

3.17
Depth-averaged tidal 
current velocity

10.20 0.5 299 MW - - -

C5
Boleng 
Strait

2.09
Maximum spring tidal 
current velocity

3.49 1.0 593 MW - 19 14

- 파랑 에너지 : 2개 후보지, 비누아누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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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s
Location

Suitable 

Device   

Type

Mean Wave 

Power   

Density 

(kW/m)

Closest 

district

Populati

on

Depth 

(m)

Distanc

e from  

 Shore

1 Binuangeun Wave Dragon 32.26
Kota 

Malingping
65,021 66.58 1.74

2 Baron Wave Dragon 40.16
Gunung 
Kidul

722,479 48 6.94

<인도네시아 파랑 에너지 개발 후보지>

    - 해수온도차 에너지 : 4개 후보지, 발리 해역, 팔루 섬 해역, 상기해 섬 해역, 탈라우드 섬 해역

<인도네시아 해수온도차 에너지 개발 후보지>

Points Locations

Temperature   

differences (ΔT in 

°C)

Depth (m) in   

which ΔT > 

20°C with the 

surface

Eligibility   

percentage (%)

Distance 

from   

shore (km)

O1 Bali Sea 1 23.22 600 100 2.5

O2 Palue Island   waters 22.78 600 100 2

O3 Sangihe Island   waters 20.75 600 100 2

O4 Talaud Island   waters 20.75 400 1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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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를 이용한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분포도 작성

<인도네시아 신재생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지 종합도>

⑤ 해양쓰레기 관리

(1) 해양쓰레기 발생 특성 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주요 발생지 조사

-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해양쓰레기 발생량 2위에 해당. 년 0.48~1.29백만톤의 해양플라스틱

배출

<2010년 기준 전세계의 해양쓰레기 배출 상위 5개국>

Rank Country

Coastal   

pop.[milli

ons]

waste 

generation  

 rate 

(kg/ppd)

% plastic 

waste

% 

mismanaged  

 waste

Mismanaged  

 plastic 

waste 

[MMT/year]

% of total  

 

mismanaged 

plastic 

waste

Plastic 

marine   

debris 

[MMT/year]

1 China 262.9 1.1 11 76 8.82 27.7 1.32–3.53

2 Indonesia 187.2 0.52 11 83 3.22 10.1 0.48–1.29

3 Philippines 83.4 0.5 15 83 1.88 5.9 0.28–0.75

4 Vietnam 55.9 0.79 13 88 1.83 5.8 0.28–0.73

5 Sri Lanka 14.6 5.1 7 84 1.59 5 0.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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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하천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발생 분야로 해안관광, 어업, 육상쓰레기(하천), 산업생산이 있

으며, 약 80%는 육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NOAA, 2015)

  

<인도네시아의 15개 주요 도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

<인도네시아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관련 연구 목록>

No
Geographical 

area

Type of   

environment
Object

Dominant 

debris
References Abundance

1
Pulau Seribu, DKI 

Jakarta
Beach and 
ecosystem

Macro debris
Polyethilene 

bags
Willoughby, 
1986a, 1986b

 NA

2
Jayapura, Irian 

Jaya
Water column Macrodebris Plastic bags Nash, 1991  NA

3 Ambon Bay, Maluku coastal area Macro debris
Plastics and 
metal objects

Evans et al., 
1995

 NA

4
 Ambon   Bay, 

Maluku
Water column

Plastic 
debris

Plastics
Uneputty and 
Evans, 1997

 NA

5
Pulau Seribu, DKI 

Jakarta
Beach and 
ecosystem

Macro debris Bottles
Uneputty and 
Evans, 1997

 NA

6
Pulau Seribu, DKI 

Jakarta
Beach and 
ecosystem

Macro debris
Polystyrene 

blocks
Willoughby, 

1986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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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arrang Lompo, 
South Sulawesi

Water column 
and ecosystem

Macro debris Plastics
Oktaviana et 
al., 2014

 NA

8
Jakarta Bay, DKI 

Jakarta
Mangrove 
ecosystem

Macro debris 
and 

microplastics

Plastics and 
films

Hastuti et al., 
2014

Macrodebris20-   533 
item m-2 108.7-5449.7 

g m-2
microplastics191.4-2357
.6particle/kgdriedsedim

ent 

9 Kuta, Bali NA
Modelling 
debris

NA
Yunanto et al., 

2014
NA

10 Kuta, Bali Water column
Modelling 
debris

Plastics
Attamimi et al., 

2015
NA

11
Muara Badak, East 

Borneo
Sediment Microplastic Fragments

Dewi et al., 
2015

0 – 10 cm; 69,3 –   
90,12 particlel/kg dry 
sediment. 10 – 20 cm; 

57,53 – 91,80 
particle/kg dry   

sediment

12
Makassar, South 

Sulawesi
Fishes Microplastic Plastics

Rochman et al., 
2015

25% of individual   
fish and in 67% of all 
species. Anthropogenic 
debris was also found 
in 33% of   individual 

shellfish sampled

13
Southwestern 
Sumatera, West 

Sumatra
Deep Sea Microplastic Granules

Cordova   and 
Wahyudi, 2017

Cordova   and Wahyudi, 
2017

14
North Indramayu, 

West Java
Modelling 

micro-debris
Floating 
debris

Fragments
Pangestu et al., 

2016
NA

15
Jakarta Bay, DKI 

Jakarta
Sediment Microplastic Fragments

Manalu et al., 
2017

NA

16 NA
Monitoring 

marine debris
NA NA Syakti, 2017 NA

17
Cilacap Coast, 
Central Java

Beach, 
mangrove, and 
coastal area    

 

Microdebris 
and 

microplastics  
   

Plastics and 
polypropylene

Syakti et al., 
2017

Plastic material   
made up> 75% of the 
2313 items collected 
during a three-year 
survey, 2.5   mg·m3

18
Biawak Island, 

West Java
Beach and 
ecosystem

Macro debris Plastics Ropes
Purba  et    
al., 2017

Purba  et    al., 2017

19
Takalar Regency, 
South Sulawesi

Beach Macro Debris Plastics
Zulkarnaen   et 

al., 2017
Zulkarnaen   et al., 

2017

20
Kupang and Rote, 
East Nusa Tenggara 

Beach Macro debris
food wrapper 

and plastic bag
 Purba et al., 

2018
 Purba et al., 2018

21
Sekotong, West 
Nusa Tenggara

Sediment and 
coral reef

Micro-plastic foams
Cordova et al., 

2018

35 to 77   particles 
per-kg, with average 
48.3±13.98 (SD) 
particles per-kg

22
Untung Jawa 
Island, DKI 
Jakarta

Mangrove 
Ecosystem

Macro debris food wrappers
Maharani et al., 

2018
NA

23
Takalar Regency, 
South Sulawesi

River mouth Macro Debris Plastics
Tangdesu et al., 

2018
NA

24
15 Cities located 

in Coastal
Beach Macro Debris Plastic bags

World   Bank, 
2018

World   Bank, 2018

25
Spermonde, South 

Sulawesi
Education 
outreach

Macro Debris Plastic bags Sur et al., 2018 NA

26
Tambak Lorok 
Coastal area, 
Central Java

Fishes Microplastic Common plastics
Khoironi et al., 

2018

High Salinity   51.31 
– 87.42 (5 

particles/0.2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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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alinity 45.33 – 
124.74 

(2particles/0.25 g
Brackish154.76–232.00(1

particles/0.25g

27
Langkat, North   

Sumatera

Sediment and   
macrozoobentho

s

Macro and 
micro   

plastics
Films

Bangun et al., 
2018

microplastics   were 
326,33 items and 

macroplastic were 308 
items

28
Pangandaraan, West 

Java
Beach Macro Debris Cigarette butts

Purba et al., 
2018

October with   total 
weight

 44.385 kilos,
 in May with total 
weight 38 kilos

29 Pacific Ocean Water column
modelling   

microplastic
NA

Ramos et al., 
2018

NA

30 Kuta, Bali Beach Macrodebris Plastics
Husrin et al., 

2017
104 -448   particles; 

1.2 - 4.48 kg

31
Pangandaraan, West 

Java
Beach Microplastic Fibers

Septian et al., 
2018

68 pieces/10   statiun

32 West Aceh, Aceh
Education 
outreach

NA NA
Kusumawati et 
al., 2018

NA

33
Bintan Regency,   
Riau Island

waters microplastics
Polypropylene 
(54 ±   13%)

Syakti et al.   
(2018) 

122.8 ± 67.8   
particles/station

34
Bintan Regency,   
Riau Island

daily 
approitment 

beach

plastic 
debris

LDPE
Syakti et al.   

2019
1.3 - 6.4   items/m2

35 Surabaya coastal waters microplastics polystyrene
Cordova et. al.  

 (2019)
0.49 N/L

36
Northen Coast of   

Java 

Seafood 
(Mussles,   
bivalve and 

fish)

microplastics film and fiber
Widianarko and   
Hantoro 2018

6,00±3,74   
particles/L in water; 
3,90±5,45 in sedimen, 
3,36±1,02 in fish

37
Kupang and Rote,   
East Nusa Tenggara 

Province

Sea surface 
water

microplastics fragment
Hiwari et al,   

2019
0.018 ± 0.175   
particles/m3

38 DKI Jakarta Estuari Microplastics fragment
Rachmat et al   

2019

low tide 112   
particles 7stations, 
high tide 93 particles

39 DKI Jakarta fishes Microplastics fiber
Hastuti et al,   

2018

97.13% of   examined 
fish had 

microplastics. the 
average number of 
particles per   

individual of 12.21 ± 
9.76.

40

Jaring Halus   
Village Langkat 
Regency North 

Sumatera

Sediment
Macro and 

microplastics
film

Wahyuning et al  
 2018

NA

41 Gresik Sediment Microplastics fragment Yona et al 2019

896.96±160.28   
particles/kg mangrove, 

80.73±37.62 
particles/kg fish

42
Banten, Tunda   

Island
Beach Marine Debris

Food wrapper,   
cigarettes 

butts, and foam 
pieces

Maharani et al   
2018

the density 0.072   
kg/m2 with abundance 

0.75 items/m2

43 Sumba, NTT Waters Microplastics Fiber, PE
cordova and   

hernawan, 2018
44 ± 24.59 n/m3

44
Sinar Hading,   
Lewolema, East 

Beach Marine Debris
Plastic bags 
and   bottles

Nawastuti and   
Lewoema, 2019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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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현황 조사

-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관련 선행 연구내용

· 인도네시아는 해양 플라스틱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잼벡 연구진

(2015년)이 인도네시아가 해양 플라스틱 발생 전세계 두 번째 국가라는 연구결과를 발

표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플라스틱 연구의 주요 주제는 해변 중대형크기 쓰레기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모

니터링, 공동 오염 물질, 해양 유기체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섭취, 지역사회 참여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연구 및 발생량>

Florest, NTT

45
Takalar Regency, 
South Sulawesi

Beach Marine Debris Plastics
Tahir et al, 

2018

macro-debris   (25-100 
cm);

 13.41- 43,22 kg 
average, 27,26 kg

No
Geographic

al area

Type of   

environmen

t

Object
Dominant 

debris
References Abundance

Analysis 

Methode

1
 Ambon Bay, 

Maluku
Water column

Plastic 
debris

Plastics
Uneputty and  

 Evans,  
1997

　 　

2
Jakarta  
Bay, DKI 
Jakarta

Mangrove 
ecosystem

Macro debris 
and 

microplastic
s

Plastics and 
films

Hastuti et 
al., 2014

Macrodebris20-   533 item 
m-2108.7-5449.7gm-2

Microscope
microplastics191.4-2357.6pa
rtikelkg-1sedimenkering 

3
Muara   

Badak, East 
Borneo

Sediment Microplastic Fragments
Dewi   et 
al., 2015

0 – 10 cm; 69,3 –   90,12 
partikel/kg dry sediment. 
10 – 20 cm ; 57,53 – 91,80 
partikel/kg dry   sediment

Microscope

4
Makassar, 
South 

Sulawesi
Fishes Microplastic Plastics

Rochman et 
al., 2015

25% of individual   fish 
and in 67% of all species.

Microscope
 Anthropogenic debris was 
also found in 33%   of 
individual shellfish 

sampled

5
Southwestern  
 Sumatera, 
West Sumatra

Deep   Sea Microplastic Granules
Cordova   

and Wahyudi, 
2017

　
Microscope   
and ATR FTIR

6
Jakarta  
Bay, DKI 
Jakarta

Sediment Microplastic Fragments
Manalu et 
al.,   2017

NA

7
Cilacap    
Coast, 

Central Java

Beach, 
mangrove,    
and coastal 

area     

Microdebris 
and 

microplastic
s     

Plastics and 
polypropylen

e

Syakti et 
al., 2017

Plastic material   made up> 
75% of the 2313

Microscope 
and ATR FTIR

 items collected during a 
three-year survey,   2.5 

mg·m3

8
Sekotong, 
West Nusa 
Tenggara

Sediment  
and coral 

reef

Micro-plasti
c

foams
Cordova et 
al., 2018

35 to 77   particles 
per-kg, Microscope 

and ATR FTIR
 with average 48.3±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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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particles   per-kg

9

Tambak Lorok 
Coastal 
area,   

Central Java

Fishes Microplastic
Common 
plastics

Khoironi et 
al., 2018

High Salinity   51.31 – 
87.42 (5 particles/0.25 g

　
Low  Salinity 45.33 – 

124.74 (2particles/0.25 g

Brackish154.76–232.00(1part
icles/0.25g

10
Langkat, 
North   

Sumatera

Sediment and  
 

macrozoobent
hos

Macro and 
micro   

plastics
Films

Bangun et 
al.,   2018

microplastics   were 326,33 
items and macroplastic were 

308 items

11
Pacific 
ocean

Water column
modelling   

microplastic
NA

Ramos et 
al.,   2018

NA 　

12
Pangandaraan
,   West 
Java

Beach Microplastic Fibers
Septian et 
al.,   2018

68 pieces/10   statiun

13
Bintan 
Regency,   

Riau Island
Waters

microplastic
s

polypropylen
e( 54   ± 

13%)

Syakti et 
al.   

(2018) 

122.8 ± 67.8   
particles/station

Microscope 
and   ATR 

FTIR

14
Bintan 
Regency,   

Riau Island

daily 
approitment  

 beach

plastic 
debris

LDPE
Syakti et 
al.   2019

1.3 - 6.4 items/m2
Microscope 
and   ATR 

FTIR

15 Surabaya
coastal 
waters

microplastic
s

polystyrene
Cordova et. 

al.   
(2019)

0.49 N/L
Microscope 
and   ATR 

FTIR

16
Northen 
Coast of   
Java 

Seafood 
(Mussles,   
bivalve and 

fish)

microplastic
s

film and 
fiber

Widianarko 
and   

Hantoro 2018

6,00±3,74   particles/L in 
water; 3,90±5,45 in 

sedimen, 3,36±1,02 in fish

Microscope 
and   ATR 

FTIR

17

Kupang and 
Rote,   

East Nusa 
Tenggara 
Province

Sea surface 
water

microplastic
s

fragment
Hiwari et 
al,   2019

0.018 ± 0.175   
particles/m3

microscope, 
mesh   300

18 DKI Jakarta Estuari
Microplastic

s
fragment

Rachmat et 
al   2019

low tide 112   particles 
7stations, high tide 93 

particles

microscope, 
mesh   300

19 DKI Jakarta Fishes
Microplastic

s
fiber

Hastuti et 
al,   2018

97.13% of   examined fish 
had microplastics. the 

average number of particles 
per   individual of 12.21 

± 9.76.

microscope, 
mesh   300

20

Jaring Halus  
 Village 
Langkat 
Regency 
North 

Sumatera

Sediment
Macro and   

microplastic
s

film
Wahyuning et 
al   2018

NA

21 Gresik Sediment
Microplastic

s
fragment

Yona et al 
2019

896.96±160.28   
particles/kg mangrove, 

80.73±37.62 particles/kg 
fish

　

22 Sumba, NTT Waters
Microplastic

s
Fiber, PE

cordova and  
 hernawan, 

2018
44 ± 24.59 n/m3

Microscope 
and   ATR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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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관리에 있어 해양과학기술 적용 분야 검토

-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평가

· 해양쓰레기 감시평가사업(MDMAP; Marine Debris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ject)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과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하여 해안의 해양쓰레기 규모와 종류를 조사하

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이니셔티브임.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작지

않음

    · 

<해양쓰레기 평가 개발 절차 (UNEP,2009)>

· CSIRO(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의 플라스

틱 쓰레기 조사 방법(Schuyler QA, et al. 2018)은 지상, 강, 해안 그리고 해상에서 플라

스틱 쓰레기를 조사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

· Michida, Y.가 제시한 지침(2019)은 미세플라스틱 평가에 적합화 되어 있음. 해수표면에

서의 현장조사를 위해 만타넷(Manta Net) 또는 네우스톤 넷(Neuston Net)을 사용. 만타

넷은 폭 60~100cm, 높이 약 15~40cm로 표층수에서 미세플라스틱 채취에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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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넷(좌)와 네우스톤넷(우)>

(2)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을 위한 수치모델 설계

◦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 수치모델 설계

- 수치모델 구성 및 적정 모델 검토를 위한 인도네시아에 적용되었던 기존 모델 구축현황

과 특성 조사

<인도네시아 해역의 유동모델 구축 내용>

<인도네시아 해역의 입자이동모델 구축 내용>

No References Location Model Aim

1
Ningsih and Azhar   

(2012)
Benoa Bay, Bali ECOM Hydrodynamic   circulation

2
Mayer and   Pohlmann 

(2013)
Malacca Strait HAMSOM

Simulation of the   transport of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3
Putri and   Pohlmann 

(2013)
Malacca Strait HAMSOM Dispersal of   riverine pollutants

4
Hakim, et al.,   

(2015)
Semarang Bay MIKE 21

Simulate the   hydrodynamics of Giant 
Seawall

5 Wulp, et al., (2016) Jakarta Bay Delft3D
Illustrate the fate   of river bound 
nutrients and municipal waste water

6 Setiawan (2016) Jakarta Bay MIKE 21
Potential negative   impacts that will arise 

from the reclamation activities

7
Fattah, et al.,   

(2018)
Cilegon MIKE 21

Investigate the   hydrodynamic and sediment 
transport

8
Nordén and Karlsson 

(2018)
Jakarta Bay MIKE 21

Determine the   optimal placement of cleanup 
systems alongside
coastal areas

9
Surya, et al.,   

(2019)
Jakarta Bay FVCOM

Impacts of Sea Level   Rise and River 
Discharge

No References Location Method Aim

1
Salim, et al.,  

 (2016)
Timor Sea MIKE 21 Oil spill dispersion

2 Husrin, et West Coast of Bali MIKE 21 Marine litters in   the water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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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및 마나도 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 수치모델 구축 및 실험

- 자카르타 해역에 대한 수치모델 구축 내용

al.,   (2016)
seabed and its distribution in 

cross-shore direction

3
Surya, et al.,  

 (2017)
Pulau Pari, Jakarta HAMSOM Identification of   oil spill

4
Handyman, et 
al.,   (2018)

North Indramayu MIKE 21
Investigate the   microplastic transport 

in Java Sea

5
Setiawan 
(2018)

Banten Bay MIKE 21
Potential for   plastic waste spreading 

in Banten Bay

6
Ramos, et al.,  

 (2018)
Pacific to   

Indonesian Seas

hydrodynamic   
simulation and 
trajectory of 
particles

Pattern of   microplastic waste movement

구분 내용

Model Area

5055’38,93” S – 608’23,93”S   and   106039’58,239” E - 
10701’28,24”E

Bathymetry 

Area   of Study 23.375 km x 39.417 km

Number   of Grids 548 x 968 x 10

dx   and   dy 40 m

Simulation   Time 26 December 2010 – 1  January 2011

Time   Step 30s

Density   Baroclinic

Coriolis   forcing Varying in domain

Wind   Forcing Varying in time and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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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해역의 쓰레기 확산 수치모델 실험 결과

Boundary   condition The open boundary conditions at the western,   and northern boundaries  
Specified level

Varying in time and along boundary

Source Debit at Muara Angke on position 106.751118E dan 6.101330S of 0.5 m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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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해역의 1일부터 7일까지의 입자확산 수치모델 결과>

- 마나도 해역에 대한 수치모델 구축 내용

구분 내용

Model Area

The model area is marked in red   star,
124,5114 – 124,8779 BT dan 1,36188 – 1,788714 LU

Bathymetry 

Area   of Study 61,5 km x 61,5   km

Number   of Grids 123 x 123 x 15

dx and dy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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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카르타 해역의 쓰레기 확산 수치모델 실험 결과: 시나리오 1, 하천에서 쓰레기 유출

Simulation   Time 26 October   2018 – 3 November 2018

Time   Step 10 Second

Density   Baroclinic

Coriolis   forcing Varying in   domain

Wind   Forcing

Varying in   time and domain

Boundary   condition Open boundary (North, South, East, and West)
Specified level

Varying in time and along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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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해역의 1일부터 8일까지의 입자확산 수치모델 결과:시나리오 1>

- 자카르타 해역의 쓰레기 확산 수치모델 실험 결과: 시나리오 2, 마나도 만에 쓰레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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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도 해역의 1일부터 8일까지의 입자확산 수치모델 결과:시나리오 2>

(3) 주요 해양쓰레기 발생지역 실해역 기초조사

◦ 해양쓰레기 발생 및 분포지역에 대한 실해역 기초조사

- 자카르타 해역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실제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해역 조사 수행

(10월 1,2일, 11월 4일)

- 향후 구축할 쓰레기 이동 예측 수치모델 보정과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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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2일 현장 조사 계획 및 정점>

<2019년 11월 4일 현장 조사 계획 및 정점>

<현장 조사 장비(만타넷)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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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이 아닌 입자가 많을 포함되어 있는 셈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단순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음(유기 성분 등). 따라서, 미량 플라스틱의 분리를 위해 다음 과정에

따라 화학 처리 및 밀도 분리 용액을 사용하여 분리

<마이크로 플라스틱 밀도별 분류 과정>

- 분리된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종류별 구성비 분석

<수집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류별 구성비>

(PP: Polypropylene / PE: Polyethylene / PUR: Polyurethane / SAT: Styrene / PET: 

Polyesther / n: non-plastic)

3)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가)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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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니 해양분야 현황 심층 분석

- 인도네시아의 국가 계획은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그 하위 중기발전 계획, 이를 실행하

기 위한 경제개발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도네시아의 국가 계획 관련 관계도>

◦ 인니의 중장기 발전계획(RPJPN, RPJMN) 및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심층분석

-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개발 계획(RPJPN)

· 2014년 인도네시아 제32호 해양법에 근거 인도네시아의 해양 구현은 다음 사항을 포함

a. 해역;

b. 해양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국방, 안보, 법 집행 및 해양 안전, 통치 및 제도, 복

지 개선, 해양 경제, 해양 공간 계획 및 환경 해양 보호와 같은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을 통해 수행되는 해양 개발 및 해양문화

c. 해상 관리.

d. 해상 개선.

e. 해양 공간 계획 및 환경 해양 보호.

f. 국방, 보안, 법 집행 및 해양 안전

· 구체적으로는, RPJP 2005-2025의 목표는 인도네시아가 다음과 같이 국가 이익과 관련

하여 독립적이고, 선진적이며, 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 해양 지식 및 문화 고무

• 해양 과학 및 기술에서 인력 역할 증대 및 강화

• (a) 해상 운송, (b) 해양 산업, (c) 수산, (d) 해양 관광, (e) 에너지 및 광물 자원, (f) 해양 구조 및 (g) 

해양 서비스를 포함하는 시너지, 최적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 산업 개발

• (a) 재난 완화 시스템 개발, (b)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c) 해양 기름 유출에 대한 긴급 대응 국가 계획 개

발, (d) 해양 해충 관리 시스템 개발, 외래종 및 해양 유기체 도입 등을 통한 해안 재해 및 해양 오염의 영

향 감소 (e) 해양 쓰레기 및 해상 활동의 영향을 통제.

- 인도네시아 중기 개발 계획(RPJMN)

· 현재까지 4기의 중기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4차 계획은 안으로서 준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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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중기개발계획(2020~2024년)

    : 2020-2024년의 중기 개발 목표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의 지원을 받는 여러 지역에서 경쟁 우위

에 기초한 탄탄한 경제 구조의 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독립적이

고 선진적이며 공정하며 번영하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인도네시아 제4차 중기개발계획의 주요 4개 분야>

번

호
중기개발계획 해양관련 주요 내용

1
RPJMN 

(2005-2009)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뒷받침된 해양과학의 인적자원 개발

2
RPJMN 

(2010-2014)
해양산업개발: 해상교통, 해양산업, 수산, 해양관광

3
RPJMN 

(2015-2019)
농업, 해양 및 기타 천연 자원 내의 통합 제조 산업

4
Draft RPJMN 
(2020-2024)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및 개방된 해양에서 국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및 투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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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4차 중기개발계획의 주요 7대 개발 의제>

· 제4차 중기개발계획에서 해양분야의 국가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 해양보전

지역, MSP, 수심자료 확보, 자원량기반어업, 수산물량, 연구결과 적용수 등을 제시

<해양 및 해양자원개발 관련 지표>

- 인도네시아 결제개발 기본계획 가속화 및 확대 마스터플랜(MP3EI)

· MP3EI는 국가 개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 지침은 2007년 법 제17호에 명시된

2005-2025 장기 국가 발전 계획(RPJPN)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의 가속과 확대의 비전은 자급자족하고 선진적이며 정의롭고 번영하는 인도

네시아를 만드는 것임.

Target Indicator 2020 2040

Enhancement
management

maritimeaffairs　

Marine area   conservation 22,0 mi. ha 24,5 mi. ha

WPP Manager 11 unit 11 unit

Integration of   Spatial Planning 
(RTRW) and Zoning Plan (RZ) as well as 
completion of sea   spatial planning 

and coastal zoning

0 RT RW RZ 10 RT RW RZ

Mapping bathymetry   priority scale of 
1: 50,000

63% 100%

The proportion of   fish catches that 
are within safe biological limits 

64% 80%

Fish Production 15,5 mi. ton 19,6 mi. ton

Seaweed   production 15,8 mi. ton 20,0 mi. ton

Salt   production 3,0 mi. ton 3,8 mi. ton

Number of provinces   with increases 
access to fishing business funding

34   provinces 34   provinces

Number of research   results adopted/ 
applied

5 research output 10 research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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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이 마스터플랜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1인당 예상소득 14,250-15,500(단

위:USD달러), 국내총생산(GDP) 4.0-45조 달러로 세계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2014년 동안 6.4-7.5%의 실질 경제 성장이 예상됨. 이

러한 경제 성장은 2011~2014년 6.5%였던 물가상승률이 2025년 3.0%로 낮아진 것과 때

를 같이할 것으로 보임.

· 2025년의 비전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달성할 계획

a.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강화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을 장려하고 국내 시장을 더욱 통

합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을 개선한다.

b. 기술혁신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

산, 공정, 마케팅 분야의 국가 혁신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c. 기술혁신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생

산·공정·마케팅 분야의 국가혁신체제 강화를 추진한다.

· MP3EI내에 해양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프런트라인 글로벌 연결로 인도네시아

  o 국가 연결성(connectivity)는 4개의 국가 정책 요소로 구성

    · 국가 물류 시스템(Sistem Logistik Nasionional/Sislognas), 국가 교통 시스템(Sistem Transportasi 

Nasionional/Sistanas), 지역 개발(RPJMN/RTRWN), 정보통신 기술(ICT). 이 정책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통합된 국가 연결을 만들기 위해 결합

  o 인도네시아의 국가적인 연결은 글로벌 연결의 일부분 임. 따라서, 국가 연결성의 강화는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역 및 글로벌 연결성의 이점을 최적화하기 위해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 센터와의 인

도네시아 연결성을 고려

  o 지역적, 글로벌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국가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LoC(Sea Lane of Communication)

와 Sea Lanes(ALKI)를 활용. 이 개념은 국가 연결 전략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보

다 공평한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견고한 경제적 독립성과 경제 경쟁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2.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각 지역 잠재력과 이점을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경제 회랑 개발

  o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대륙과 두 바다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서, 인도네시아의 군도는 인도네

시아의 2025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독특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각 주요 섬들의 이러한 잠재력과 

전략적 역할을 고려하여, 6개의 경제 회랑을 제시

<인도네시아 6대 경제 회랑>

  o "자연자원의 생산과 처리를 위한 센터로서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보존으로서 수마트라 경제 회랑"

  o "국가산업 및 서비스 제공의 원동력"으로서의 자바 경제 회랑

  o "국립광업 및 에너지 보호구역의 생산 및 처리를 위한 센터"로서의 칼리만탄 경제 회랑

  o "농업·농림·어업·석유·가스·광업 생산·처리 센터"로서의 술라웨시 경제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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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관광 및 국가 식량 지원의 길"으로서의 누사 텐가라-발리 경제 회랑

  o  "식량, 수산, 에너지, 국민 채굴 개발 센터"로서의 파푸아 – 케풀라우안 말루쿠 경제 회랑

3. 순다 해협 국가 전략 지역

  o 현재 수마트라와 자바는 기상 조건(바람, 안개, 해류, 낮과 밤 조건)과 운송 모드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 배와 항공기에 의해서만 연결되어 있음. 수마트라와 자바를 연결하려면 인프라 순다해엽 브

리지(JSS)가 필요. 이를 통해 다음의 효과 달성 기대

    · 수마트라 섬과 자바 섬 사이의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며, 비교적 날씨와 파도 저항이 없음. JSS는 평균 

2~3시간 걸리는 여객선 서비스에 비해 이동 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예정. 또한, JSS에는 승객과 화물이 

순다 해협을 건너기 위해 열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접근이 제공될 것

    · 순다 해협 대교는 액체와 가스관, 케이블과 광섬유망, 그리고 타달 기반 전기 센터의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로도 사용

  o 순다 해협 다리는 "인도네시아 해상 철도"(ALKI)의 일부로 포함될 것.

  o 순다 해협 대교의 장점

    · Java에 집중된 산업 활동의 개발을 수마트라로 전환하도록 촉진.

    · Java에 대한 농업 공급자로서 수마트라의 농업 분야를 개발.

    · 탄중레성 관광지(1,500 Ha), 보존가라 컨테이너 터미널(500 Ha) 주변지역, 람풍 공업 및 창고지역 등 교

량 주변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개발을 촉진

    · ASEAN과 호주 전역의 교통 산업 서비스 및 관광을 포함한 산업 부문, 관광, 교통 서비스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4. 해상 운송

  o 광대한 영해를 가진 해양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군도 내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해상 운송이 필요. 선박은 

승객과 물품의 수송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해역의 방어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 

  o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선박 산업은 비교적 양호하게 발전. 2010년 3월 9309대(11.95백만 톤)로 2005

년 3월(6,041대; 5.67백만 톤)에 비해 54.1% 증가. 이러한 증가는 기지 카보타주 이행의 영향(국내 화물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함, 국가배송산업권력 제5호 대통령령 2005년).

  o 국가적인 규모로 볼 때, 해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선박 건조 산업의 능력을 높이는 것. 인도

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국가 중 하나이지만, 세계에서 선박 건조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여전히 베트남에 한참 못 미침(현재 인도네시아는 18위, 베트남은 5위다. 1위는 중국이, 2위 한국, 3위 일

본)

  o 인도네시아의 해상 운송 능력 확대를 위한 전략

    · 선박의 국내 생산 활용도 증대

    · 해운업의 역량강화

    · 선박지원산업(배송부품)의 개발

    · 해운업에 대한 은행 부문의 지원 개선

  o 해상 운송 활동 관련 인적 자원과 과학 기술의 개발 분야

    · 선박의 설계에 해운업 분야에서 특별한 학교의 발전을 통해 축, 프로펠러, 조향 기어와 갑판 기계를 생

산할 능력을 발전시키고, 활용 능력을 높임

    · 산업 선박 구성 요소에 대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용량 증가를 위한 교육 개발

    · 국제 해양 기구(IMO)표준을 준수하는 개선된 실험실

    · 해양 산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정기적 훈련

5. 수산

  o 인도네시아는 어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어업생산 증가율은 연간 7%에 달해 인도네시아

를 동남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 됨. 특히 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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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및 주변국 어획량>

o 어업은 식품 농업 하위 부문의 전체 GRDP의 약 22%에 기여하고 있으며(어업 70%, 어업

30%) 그 중 약 20%는 잡는 어업

o 어업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주요 경제 활동 중 하나 임. 현재 수산물

은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동물성 단백질의 원천. 수산물의 소비량은 연간

30.4kg/capita로,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capita/year의 72%에 달해 닭고기, 고기, 달걀 등 다

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보다 높음

o 군도로서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조건은 어업 활동의 발전에 유리. 인도네시아는 5,500개의

강과 호수 외에, 인도네시아 표면적의 76%가 해역. 해양 어업과 민물 어업 모두에서 풍부

한 어업 자원을 이용 가능

o 어획량이 상당히 많지만 일부 해역에서 남획 및 조업 방식(저인망) 등에 문제가 있어, 지

속가능성을 위협

· 인도네시아에 비해 생산 공정이 더 우수하고 효율적인 태국, 베트남의 수산물을 포함

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국내 시장의 경쟁

· 라벨 표시, 포장, 제품 안전, 추적 가능성, 녹색/에코 라벨 표시 내용 요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요건. 이에 대한 어업계의 품질 향상 어려움

· 닭고기, 쇠고기 및 달걀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다른 공급원 소비와의 경쟁

· 소비자의 소득 및 구매 능력 지역사회의 증가하는 소득 수준과 복지의 향상에 따라,

음식 소비 패턴에 변화 발생

o 어업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

· 어업 및 해양 자원의 잠재력 지도

· 공간 계획 구현 모니터링

· 종묘장 건설

· 기존 육상양식장 활성화

· 어민 훈련 센터 설치 및 인증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종묘와 어업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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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해양관련 정책 조사

<인도네시아 해양과련 정책의 수>

· 인도네시아 해양관련 정책은 헌법, 정부 규정, 대통령 규정, 대통령령 및 장관 규정에

따라 5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이 5 가지 유형의 정책은 어업, 자연 자원 및 생태계, 외곽 섬, 해양 안보, 해양 보존, 해

양공간계획, 수송, 항만 및 연구 및 교육과 같은 9 개의 해양 문제로 구분

 <인도네시아 해양관련 분야별 정책의 수>

◦ 주요 협력 대상 해양관련기관 심층 조사 및 분석

- 해양조정부(최근 해양투자조정부로 확대개편)

· 해양조정부의 비전은 세계 해양의 축을 향한 독립적이고 선진적이며 강력한 군도 국가

로서의 인도네시아를 만드는 것. 임무는 해양 행정 내에서 부처 업무를 조직, 조정, 동

기화, 통제

·기능은 다음과 같음

a. 해양 주권, 개발 강화를 위한 정책 동기화 및 조정, 인적 자원 개발 , 과학기술, 해양

문화

b.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설 및 인프라 개발 및 자원 관리 본성에 대한 정책 조정

· 이와 관련해 해양조정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있음

a. 군도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정체성 강화 및 군도의 해양국가 주권 및 문화적 특성

b. 지속 가능하고 진보된 통합 인프라에 기반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를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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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해양 축으로 실현하는 것

c. 좋은 거버넌스 실현

· 해양조정부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

- 해양수산부

· 비전은 "해양수산부문을 독립적이고, 개발적이며, 강하고,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인도네

시아 국민으로 실현하는 것“

· 미션

1. 전략목표 #1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해양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 주권 개발. 이러

한 목표와 관련하여, 해양조정부는 조정, 동기화 및 제어 전략 문제의 구현을 다음을 통하여 가속화한다.

1) 인도네시아가 존경받는 해양국가로서 존재감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국가해양법 제도와 협약서 작성

2) 해상보안 및 해양 내구성을 실현하기 위해 바다에서 법 집행 시너지를 창출

3) 해상경계확인을 위한 데이터, 정보, 정책의 가용성 증대

4) 접경지역 개발

5) 해양안전 개선 노력 시너지 창출

2. 전략목표 #2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을 혁신적이고 특색 있는 해양 국가로서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조정부는 

정, 동기화 및 제어 전략 문제의 구현은 다음 사항을 통하여 가속화한다.

1) 양질의 해양교육 및 훈련시스템 시너지 효과의 실현가능성

2) 해양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의 실현

3) 예술과 해양문화에 대한 창작물 창출 지원과 스포츠 발전

4)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혁신체계 구축

4. 전략목표 #3

 천연자원의 관리 및 부가가치 증대. 이와 관련하여 해양조정부의 조정, 동기화 및 제어 전략 문제의 구현은 

다음 사항을 가속화하도록 지시된다.

1) 지속 가능한 생물학적 자원 관리 시너지 증가

2) 광물 자원, 신재생 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광물 자원의 활용률 증가 및 부가가치 증가 및 국익 우선순

위 부여

3) 혁신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 서비스의 개발

4) 해양환경의 질적 향상과 재난관리 통합 해양의 실현

5. 전략목표 #4

 해양 축 인프라의 개발 가속화 및 분배. 이와 관련하여 해양조정부의조정, 동기화 및 제어 전략 문제의 구

현은 다음 사항을 가속화하도록 지시된다.

1) 통합 인프라 및 연결 및 물류 시스템의 균형잡힌 분배의 가용성

2) 에너지 주권을 지원하는 고농축성 및 환경친화성을 가진 채굴 및 에너지 기반구축

3) 적절한 해운, 어업 및 관광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

4) 지원·경쟁 인프라 산업의 발전

5) 경쟁 우위 확보

6. 전략 목표 #5

해사 업무 조정 부서로서 좋은 통치 실현 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관리 지원의 이

행 및 다음을 지향하는 기타 기술적 과제의 이행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신중하고 정확하며 책임 있는 계획 및 협업 시스템의 개선 및 잘 조정된 관료 개혁 관리

2) 정보시스템 관리, 시험업무, 법률문제, 최적의 홍보관계 등을 조직

3) 행정, 비서, 국내 이슈 파악 및 문서화

4) 효과적인 성과 및 재무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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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목표:

a. 주권, 즉 해양 수산 자원의 확보와 군도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성격을 반영하여 경제

적 독립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 주권국의 발전을 실현한다.

b. 지속가능성, 해양·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실현한다.

c. 번영, 문화의 개성을 가지고 번영하고 선진적이며 독립적이며 독립적인 해양 수산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 역량 분석

◦ 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논문 및 특허 조사 및 분석

- 최근 10년간 논문 투고 현황 분석

· Web of Science 논문 검색 DB 활용

· 인도네시아 국적의 주저자 및 수행기관 논문 대상

· 해양과학기술분류(KIMST)에 따른 연간 논문 발간 경향 분석

- 분석결과 총 2,452편의 논문 도출, 분야별 검토

<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편수>

· 가장 많은 논문이 분석된 분야는 해양환경기술 분야로 총 1,025편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관리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주권:

1. 수산자원의 관리감독을 개선

2. 어류방역시스템 개발, 품질관리, 수산물의 안전성, 어류생물의 다양성 개발

◦ 지속성:

1. 해양 공간 관리, 보존 및 해양 생물 다양성 최적화, 

2. 어업 및 양식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3. 수산물의 경쟁력·물류체계 강화

◦ 번영:

1. 인적 자원 역량 및 지역사회 권한 개발

2. 해양 수산 과학 기술 혁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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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환경 관련 세부분야별 SCI급 논문 편수>

·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발간된 분야는 해양공학분야로 총 319편 이었으며, 세부 분야별

로는 해양구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공학 관련 세부분야별 SCI급 논문 편수>

· 해양관측 및 예보기술 분야의 경우 총 282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해양정보 및 예보

분야가 155편으로 해양탐사 및 관측분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관측 및 예보기술 관련 SCI급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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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너지기술 분야의 경우 총 223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해양광물자원분야가 180

편으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에너지 관련 세부분야별 SCI급 논문 편수>

· 해양바이오기술 분야의 경우 해양에너지기술분야의 경우 총 165편의 논문이 발간되었으

며, 해양수산생물자원 분야가 180편으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과거 10년간(‘09~’18) 인도네시아 저자가 참여한 해양바이오 관련 세부분야별 SCI급 논문 편수>

③ 한·인니 중점 협력 분야 수요 조사

◦ 분야별/수요자별(산/학/연) 협력 수요 조사

- 인도네시아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2회 시행)

· 첫 번째 조사의 목적은 해양과학기술개발지침의 국가정책에 관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수요 및 생각을 수집하는 것으로, 인력개발, 인프라, 생태계, 관광, 해양자원(전통적 혹은

신재생)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하였음.

· (1) 해양과학기술개발지침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 (2) 참가자의 전문지식에 기초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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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제안, (3) 공공 및 학술분야의 국가문제에 대한 의견 등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수집

· 국가 정책 문서에 기초한 가장 높은 제안은 해양 인력, 해양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 및 해양 연구 주제임

· 현재 국가적 해양이슈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요가 높은 것은 기후 변화 영향과 플라스

틱 폐기물과 관련한 주제들임. 한편 참가자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는 해

양생물공학, 운용해양학, 학술협력, 지구온난화, 생태계, 해양자원, 해안관리 주제 등의

수요가 높았음.

<인도네시아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 결과>

National Policy Documents

국가 정책 문서
%

Participant Expertise

참가자의 전문지식
%

Ecosystems and   Marine Services
생태계 및 해양 서비스

9%
Marine   Paleo-Oceanography

고해양학
2%

Marine and   Fisheries Production
해양 및 수산물 생산

8%
Marine Edu-Tourism

해양 교육관광
2%

Marine Human   Resources
해양 인적 자원

19%
Biotechnology

생물공학
10%

Maritime Research
해양 리서치

10%
Marine Services
해양 서비스

2%

Database System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12%
Disaster
재난

5%

Maritime Industry
해양 산업

5%
Community   Development

커뮤니티 개발
2%

Sea Transportation   Connectivity
해상 연결성

5%
Academic   Collaboration

학술적 협업
6%

Sea Transportation   Environment
해상 환경

5%
Operational   Oceanography

운용해양학
8%

Building and   Infrastructure
건축 및 사회기반시설

4%
SDG

지속가능개발목표
3%

Marine Tourism
해양 관광

9%
Ocean Modeling
해양 모델링

2%

Energy
에너지

14%
Blue Carbon
블루카본

2%

Maritime Culture
해양 문화

3%
Conservation

보존
3%

Plastic Waste
플라스틱 쓰레기

2%

Current Issues

최근 이슈
%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6%

University and   Industry Cooperation
산학협력

14%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3%

Marine Pollutants
해양 오염물질

13%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
2%

Plastic Waste
플라스틱쓰레기

20%
Marine Human   Resources

해양 인적자원
3%

Impact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

23%
Utilization of   Marine Ecosystems

해양 생태계 활용
6%

Blue Economy
블루 이코노미

5%
Marine Resources

해양 자원
6%

Instrumentation and   Observation 
System

계측 및 관측 시스템
15%

Sea Interaction –   Atmosphere
대기-해양 상호작용

5%

Operational   Oceanography
운용해양학

10%
Underwater   Acoustics

수중 음향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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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개의 주요 협력 프로그램 제안

- AHP 쌍대비교법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연구 수요 조사

· AHP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프로그램 클러스터 제시

a. 재생 에너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력, 조류, 파도, 해양온도차발전, 연안 풍력

터빈 및 생명공학

b. 환경문제 : 해양오염물질, 해양파편, 기후변화영향, 해양생태계

c. 해양 역량 강화: 연구인력 향상, 연구 양과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계측 및 관찰, 운

용해양학

d. 해상상품 : 해상서비스, 해양관광, 해양산업, 수산물

· 총 87명의 AHP 조사 설문지 회수(인니 해양학연차대회 참여 연구자 대상)

- AHP 조사 결과

· 프로그램 클러스터 : 역량강화가 29.0%로 가장 많았고, 환경문제, 수산물과 신재생에너

지가 각각 28.6%, 22.0%, 20.3%로 뒤를 이음

· 분야별 : 국가 현안에 대한 답변이 33.9%로 가장 많았고, 지역 공공 문제에 대한 답변

(33.2%)이 뒤를 이었으며, MTCRC가 우수 연구 센터로 자리매김해야한다는

답변이 18.6%,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호이익이 14.3%

· 국가 문제 해결 : 역량강화 프로그램(30%), 환경 문제(27%), 신재생 에너지(22%), 수산

물(21%)

    · 지역 공공문제 해결 : 환경문제(31%), 역량강화 프로그램(27%), 수산물(26%), 신재생에너지

Coastal Management
해안 관리

6%

Remote Sensing
원격 탐사

3%

Energy
에너지

3%

Coastal Technology
연안 기술

2%

Early Warning   System
조기 경보 시스템

2%

Reclamation
개간

2%

National Computing   System
국가적 컴퓨팅 시스템

2%

1. 해양인재(학술 및 전문인재),

2. 해양 재생 에너지 개발,

3. 해양 연구 강화(국제 및 국가 특허 및 출판물)

4. 해양수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선

5. 해양 생태계 강화

6. 해양 서비스 활용

7. 해양 관광 개발

8. 해양 산업

9. 생산량, 표준화, 품질, 수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

10.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해수위 상승, 해수온도 상승, 해양재해 등)

11.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연구 개발

12. 해양오염물질 연구 개발

13. 위성 및 원격 측정에 기반한 해양관측기 및 시스템 개발

14. 운용해양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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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MTCRC의 발전 : 역량강화(32%), 환경문제(27%), 재생에너지(25%), 해양제품(16%)

    · 인도네시아-한국간 협력 : 역량강화(31%), 신재생에너지(27%), 환경문제(23%), 수산(19%)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중점 협력 분야 도출

- 한, 인니 각국의 해양관련 정책, 협력 수요, 국내 기업의 인니 진출 방안 고려 중점 협력

분야 설정

· 주요 협력 분야 선정은 델파이 조사와 AHP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14개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4개의 프로그램 클러스터로 분류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분야(안)>

우선순위

협력 분야

National Issues

국가적 이슈

Public Issues

지역공공 이슈　

1
Capacity Building

역량  강화
Environmental Issues

환경문제

2
Environmental Issues

환경문제
Capacity Building

역량강화

3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Marine Products
해양 상품

4
Marine Products

해양 상품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

④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 협력 분야 및 공동연구 세부과제 도출

◦ 각국의 정책, 현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협력 분야별 공동연구 세부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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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Building
역량 강화

Dispatch of lecturers to get S2   and S3 degrees at Korea University
한국에서의 석사, 박사 취득을 위해 강사 파견

Postdoc   at Korea University and KIOST.
KIOST와 한국 대학에서 postdoc 프로그램

Short term Fellowship at Korea University and KIOST.
한국대학교와 KIOST 단기 펠로우십

Visiting   Professor from Korea to Indonesia.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방문교수

Professional Training for young scientists.
젊은 과학자를 위한 전문 연수

Embody   consortium amo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KIOST.
대학, 연구기관, KIOST 간 컨소시움 구성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patents: create MTCRC international 
journals.
출판물 및 특허의 수 증가: MTCRC 국제 학술지 작성

Providing joint research funds   with Korea.
한국과 공동연구비 지원

Improve the   ability to use 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 사용 능력 향상

Marine database and   instrumentation training.
해상 데이터베이스 및 계측 훈련

Transfer of knowledge regarding   marine instrumentation technology along with the 
instrument procurements
계측기 조달과 함께 해양 계측 기술에 관한 지식의 전달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in the production of marine 
instruments.
해양기기 제작에 있어서의 대학간의 다학제 협력.

Conducting training in database   and operational oceanography followed by the 
ready-to-use infrastructure   procurements
사용 가능한 인프라 조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해양학 교육 실시

Improving knowledge on marine   phenomenon by adding met-ocean observation station
해양관측소를 추가하여 해양현상에 대한 지식 향상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maritime industry.
대학과 해양산업의 협력 강화

Development of ocean search and   rescue system.
해양탐색구조시스템 개발

Environment
al Issue
환경 문제

The process of recycling plastic   waste in coastal areas.
연안지역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Research on pollutant proxies.
해양오염물질 리서치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handling ocean pollutants.
해양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

Develop a monitoring system of   ocean pollutants.
해양 오염물질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

Develop a coupled atmosphere ocean   model for climate change studies.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한 결합된 대기 해양 모델을 개발

Utilization of Remote Sensing for   marine and atmospheric parameters and model 
validation for environmental   problems.
해양 및 대기 매개변수에 대한 원격 감지 활용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모델 검증

Rehabilitation of Marine Fisheries   Resources.
해양 수산 자원의 재건

Develop research on Blue Carbon.
블루 카본 연구 개발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from the ocean such as Ocean Tides, Tides, 
Ocean Waves, ocean thermal   differences, and offshore wind turbines to meet 
electricit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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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류, 조수, 해양파, 해양온도차에너지, 해양 풍력 발전 등의 전기수요에 따른 에너지

Biotechnology/Bio-energy seaweed.
해양생명공학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Marine 
Product
해양 상품

High quality salt production using   Geo-membrane Technology.
진공막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소금 생산

Ocean food products (Fish, Seaweed, and   Lobster) are processed into canned or 
packaged food.
해산물(생선, 해조류, 랍스터) 등 통조림 및 포장 식품 가공

Clean technology for sustainable maricultural   using Floating Net Cage.
가두리 양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원예업을 위한 청정기술

Marine Bioprospecting and Marine   Natural Product (MNP): Ingredients from marine 
medicines, cosmetics and   seafood technology.
해양생물관측 및 해양자연제품: 해양 의약품, 화장품, 해산물 기술 재료

Increase patents on marine   products.
해양 관련 상품에 대한 특허 늘리기

Provision of clean water from the   ocean (desalination).
해안으로부터 깨끗한 물의 공급(담수)

Manufacture of marine   instrumentation (measurement of marine parameters.
해양 계측기 제조(해상 매개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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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차년도(2020년도)

3차년도(2020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 운영

공동위원회를 통한 연구과제 발굴, 수행 및 추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수행기관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한·인니 MTCRC 운영

한·인니 학연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및 홍보

199,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국가 간 MTCRC 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공동연구수행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추진계획 마련

 ·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검토 

 ·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요 기술 분석

 · 인니 실해역 검보정 사이트 실해역 예비조사

- 해양에너지 개발

 · 관심후보지역 해양에너지 부존량 조사 분석

 ·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성조사 분석

- 해양쓰레기 관리

 · 해양쓰레기 현황 및 특성 조사 분석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설계

 · 해양쓰레기 실해역 기초조사

311,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도출

을 위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력 분

야별 세부과제 설계

66,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1)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 한·인니 MTCRC 센터 운영

① 제3회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서면)

◦ 일시 및 장소: ’20. 12. 22(화) / 서면개최

◦ 참석자: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위원

    

구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위원장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사프리 해양투자조정부 차관

위원 권석재 KIOST 국제협력부장 아말리요스 해양투자조정부 국장

위원 이광수 KIOST 연구원(해양에너지) 피르만 해양투자조정부 사무관

위원 권재일 KIOST 연구원(해양재난·재해) 안드레아스 해양투자조정부 사무관

위원 김희진 KIOST 국제협력실장 이르완 반둥대 지구과학기술대 학장

소장 박한산 MTCRC 한국 측 소장 토톡 MTCRC 인니 측 소장

< 제3차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대표단 명단 >

◦ 안건내용



- 129 -

① (안건 1) `20년 MTCRC 활동 보고

- (센터현황) ①인력은 현재 26명(‘20. 9월 기준 공동소장 2명, 비정규직17명, 인턴 7명) ②

조직은 3개 부서(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③시설은 치르본 센터/자카르타 사무

소 운영

- (업무현황) ①관계기관과 협력, ②공동연구사업 수행, ③인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④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 ⑤인도네시아산호정원프로젝트(ICRG)** 참여 등

* 치르본 해양·연안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 ’19년 - ’21년 / 50억원(’20년 14억원)

** 인니 경제활성화사업의 중 발리의 산호복원사업 / ’20년 / 87억

- (예산현황) 총 3.37억원(‘20.9 기준 집행 2.03억원, 잔액 1.34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양국 대표단 세미나, 정부간공동위 개최 불가에 따른 잔액 133백만원

발생, `21년도에 이월하여 세미나 등 개최로 활용 예정

② (안건 2) `21년 MTCRC 활동계획 검토 및 승인

- (협력플랫폼) 제5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21.하반기/화상 또는 서면) 지원 및 제

4차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21.하반기/화상 또는 서면)

- (공동연구) 공동 제안(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한국 제안(해양예보시스

템 개발,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인니 제안(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연구과

제 추진 중(`19~)

- (과제 발굴)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양식 복합플랜트 개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정지궤도 해양위성 공동활용*** 등 중대형 과제 발굴 추진

* 태양광, 풍력+해수양수발전 시스템, 스마트 양식 시설 설계 및 구축, 양식 기술 개발 등

** 해상유전플랜트를 활용한 해양관측거점기지, 해양 빅데이터 센터 구축

*** ’20년 발사된 천리안위성 2호기의 해색센서를 중심으로 고해상도 영상 복합 활용 체계

구분 공동연구 주제
’20년 추진현황 ’21년 추진계획

내용 내용

공동 
제안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한: 박한산 소장
인니: 토톡 소장)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및 Action Plan 초안 도출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발
전계획 초안 수립

- 한·인니 협력 단계별 실행전략
(Action Plan) 도출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한국 
제안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한: KIOST 권재일
인니: ITB 함자)

- 운영 중인 해양 관측망, 수치모델 
현황 분석
-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구축
-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 구축

-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고도화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해양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한: KIOST 유주형
인니: ITB  이본)

-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공동 
활용 검토
-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요 기
술 분석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실해역 
검보정 실시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정지궤도 해
양위성 공동활용 기반 구축)

인니 
제안

해양에너지 개발
(한: KIOST 이광수
인니: ITB 니닝)

- 해양에너지 부존량 기초 조사
- 인니 측 해양에너지 개발 가능성 조
사 분석을 통한 해양에너지 개발 후보
지 검토

- 나투나 해양에너지활용 및 연계를 위
한 방안 연구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신재생 에
너지, 스마트 양식 복합 플랜트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한: 박한산 소장, 

인니: ITB 
무티아라)

-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을 위
한 수치모델 설계
- 주요 해양쓰레기 발생지역 실해역 
기초조사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운영 및 
평가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해양쓰레기 
탐지 및 이동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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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지상국, 검보정국 설치, 데이터센터 구축

- (역량 강화) 반둥대와 MTCRC의 특별석사과정, 한국초청박사과정, 조사보트와 장비들을

활용한 기술훈련 등의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박사 4명, 석사과정은

ODA사업과 연계 추진)

- (ODA)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사업수행 (‘19~‘22/총 50

억원(‘20년 14억원))

- (인도네시아 산호공원프로젝트) 인니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발리 산호복원사업

(‘20/총 87억원)의 해양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분야에 참여(‘20~‘22년/약 1.2억원)

③ (안건 3) 인도네시아 주정부 및 관련기관의 공익목적 위탁 연구수행 활동 승인

- (주요내용) MTCRC는 공동연구기관인 ITB와의 공동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주정부(해양투자조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위탁 연구사업 활동을 수행

하여 센터의 연구 역량 및 역할을 넓히고자 함

* 현재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의 요청으로 인도네시아산호정원(ICRG)의 사업지역인 발리

5개 지역에 대해 해양 물리 및 환경 조사 수행 중, ‘치르본지역개발청’과의 치르본 해

안환경 조사 사업 추진 중

④ (안건 4) MTCRC 공동소장 임명 승인

- (주요내용) 공동소장은 KIOST(한국) 및 반둥대(인니)측에서 각각 파견하며, 한국측 소장

(박한산)은 행정부장과 교육훈련부장을, 인니측 소장(Dr. Totok)은 연구기술부장을 겸임

하고 있음

- 공동소장 임기는 2년으로, 한ㆍ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지침 제 4조 인사 1.

MTCRC 공동소장 조항에 근거하여 공동위를 통해 MTCRC 공동소장을 임명 하고자 함

한국측 인니측

공동소장 박한산 Dr. Totok Suprijo

기타 행정부장, 교육훈련부장 겸임 연구기술부장 겸임

임기 2021. 1. 1 ~ 2022. 12. 31

⑤ (안건 5) MTCRC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승인

- (주요내용) 인사 및 재무 관련 사항 일부 개정

· 인사(제4조) 개정 내용 :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여 학생의 실무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구인턴(Research Internship) 직군 추가

· 출장(제11조) 관련 내용 : 센터 직원의 공무 출장 시 출장비 지급 기준을 인도네시아 현

지 기준으로 변경(반둥공과대학교 지급 기준을 적용)

나)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 한·인니 해양전문가 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의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광활한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지침」제4조 인사

 1. MTCRC 공동소장

가. 공동소장은 양 국가를 대표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나. 각각의 공동소장은 MTCRC를 대표하며,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131 -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전문가 양성을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

구센터의 운영목적 중에 하나로 설정

◦ MTCRC의 이행협정에 역량강화를 주요 활동내용으로 명시

◦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인 반둥대학과

협력하여 해양조사·분석 전문가 육성 과정을 신설·운영 계획

(2) ‘한-인니 해양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 반둥 공과대학교(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와 협력하여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인도네시아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정책을 위해 지정한 우수거점(優秀據點) 5개

대학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이자 최고 수

준의 공과대학임

◦ 인니측은 반둥대학교 해양학과 및 연안공학과의 교수진, 한국측은 KIOST 연구진 및 해양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석사 과정 신설

◦ 학위(석사)논문 작성시 인니측 및 한국측 과학자가 공동지도

◦ 대상 : 인니 해양관련 석사 진학 희망생

◦ 규모 : 2020년; 총 2명

□ 주요 프로그램

◦ 이론 및 실습 교육

- 이론과정에 대한 반둥대학 위탁 교육

- 현장실습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설정, MTCRC의 현장조사시 연수생으로 참여

- 학위논문은 MTCRC의 공동연구 내용 및 장비를 이용한 주제로 설정

□ 지원 내용

◦ 1년 장학금, 연구 보조금 지원

◦ 현장 조사 및 분석비 등 연구비 지원(참여)

◦ 국내 및 국외 학회 참석 및 발표, 논문 출판 지원

□ 참여학생 의무 사항

◦ 학기별로 인도네시아 국내 학회 발표, 학술논문 출판

(3) 박사급 초청 학위 과정

□ 한국에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초청 박사학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공별 한국의 지도교수 연결, UST(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또는 개별 대

학 장학프로그램 연계

◦ 대상 : 인니 해양관련 박사 진학 희망생

◦ 규모 : 2020년; 2명(UST)

□ 지원 내용

◦ 2년 장학금, 연구 보조금 지원

◦ 현장 조사 및 분석비 등 연구비 지원(참여)

◦ 국내 및 국외 학회 참석 및 발표, 논문 출판 지원

(4) 관련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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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전문가 육성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8.10(월) 10:30~11:45 / 인니 한인니센터, ITB

- 참석자 : 리마, 라모나, (ITB) 박한산, 토톡, 임채연, 네스티, 나나, 비디, 마르셀라(한인

니센터)

- 주요내용

· 2019년 프로그램 진행 사항 검토

· 2020년 프로그램 참여 학생 평가 방안 논의

· 2020년 교육훈련프로그램 논의 :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특강으로 대체 합의

◦ 한국대학국제교육교류협의회(KAFSA) 및 한국국제교육자협회 자문요청

- 일시 및 장소 : '20.11.24 16:00~18:00(한국시간) / 전화, 이메일 문의

- 주요 내용 : 센터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자문요청, 센터가 공식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협력 여려움 의견

◦ 해양전문가 육성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학생 관심 주제 발표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9.8(화) 16:00~18:00(한국시간) / 인니 한인니센터, ITB

- 참석자 : 한국측 공동지도교수 12명, 인니측 4명 등 총 60여명

· (한국측) : 김태욱(고려대), 김태훈(전남대), 김원국(부산대), 이광수, 나공태, 권재일,

박준용, 유주형, 최종국, 박명숙, 안재현, 박한산소장

· (인니측) : 무티아라 부학장, 리마학과장, 토톡소장, 라모나교수 등

· (학생) : 발표자 10명 등 30여명

- 주요내용

· 해양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내년 졸업 예정 학생 10명의 관심주제(석사

논문 주제) 발표

· 한국측 참여자의 학생 관심도 조사후

· 2019년 장학프로그램 진행 사항 검토 지도교수 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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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과학기술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기 계획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특별 강좌로 대체하여 진행

◦ 내용: 특별 강좌는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와 반둥 공과대학교(ITB)의 연

구협력과 관련해 MTCRC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연구자/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 강의로 아래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음

◦ 교육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인도네시아 WIB 기준) Zoom을 통해 온라인 강

의로 이뤄졌으며 강의는 인도네시아 더빙 동영상 시청, 한국인 연구자의 직접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음.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아래의 표와 같음

No. Topic Subtopic Learning outcomes

1. Marine Molecular Genetics
use of genetics for the study 

of Marine organisms
gain insight into the use of genetics 
for the study of Marine organisms

2. OpOFS
OpOFS present and future in 

Korea

gain insight into current and future 
operational oceanographic developments 

in Korea

3.
Marine biology and 

ecology
Jellification of our future 

ocean

Knowing the jellification process in the 
ocean future and to be able to explain 

it

4. Chemical Oceanography Biogeochemistry in the ocean
Knowing the Biogeochemistry process in 
the ocean and to be able to explain it

5. Marine Geology
Introduction to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for the sea bed 

research.

Knowing and to be able to explain the 
history, structure of the seabed and 
understand the geology of the seabed 
using quantitative observations of 

physical properties

6. Ocean Policy
Introduction MSP (Marine 

Spatial Planning)

Knowing about MSP, its application, and 
how to use marine resources sustainably 
by involving various fields (such as 

energy, industry, government, 
conservation, and recreation)

7. Chemical Oceanography overview of marine pollution
Studying some examples/descriptions of 

marine pollution

8. Coastal process Coastal morphologic changes
Knowing and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changes in coastal morphology

9. Coastal process Coastal morphology research
gain insight into coastal morphology 

research

<강의 분야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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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조사 실시

- 2020년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ITB 2020년 2학기 특별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한 30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좌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34개

의 질문을 구글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학생 중심의 교육 성취도 및 만족도(Educational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based

on the Students)

1.2. 강사 및 특별 강좌 프로그램 만족도(The satisfaction of Instructor and Special

Course Program)

1.3. 특별 강좌 프로그램 전반적인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Special Course

Program)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 결과 종합 평가

·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의 문항은 학생 중심의 교육 성취도 및 만족도에 초점을 맞췄음.

학생들은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지식을 얻게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4.2

점(5점 만점)을 줌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다음으로 강사 및 특강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점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강

사의 풍부한 지식, 강의 자료 준비 등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음.

· 2020년 특별강의에 대한 전박적인 만족도는 4.3점으로 학생들이 강의 프로그램에 대체

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음.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MTCRC-ITB의 특별강좌가 원활하고

운영이 잘 되어 논문 혹은 학습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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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야별 평균 점수

- 개선 및 제안 사항 (주관식 응답 결과)

· 제공되는 자료가 학생들의 전공 및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만든다면 더 유용할 것이다.

· 특별 강좌 주제로 인도네시아 해양 문제, 재생 에너지, 해양에서의 AI 활용, 운용 해양

학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 특강 비디오는 인도네시아어 더빙도 좋지만 자막, 영어 등의 강의도 추천한다.

· 특강은 학습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법 보다는 온라인으로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

· 특강 영상을 재시청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확장하고, 시청할 수 있는 기간(1주일)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 특강이 워크숍(참가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

처럼 진행되길 바란다.

·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실습 등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

· 인도네시아어 더빙보다 인도네시아어 자막 혹은 영어 강의 제작

· 이론의 습득 보다는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장소와 교육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남. 프로그램 내용을 실무기관 등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체험식(인턴십),

토론 등으로 확장

· 강의 후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다양한 질문, 주제를 중심으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생과 강사

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참여형 교육방법 적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온라인의 특성 상 교육생의 소극적 교육태도를 해결하기 위해 분임토의 및 주제 발표활

동, 보고서 작성 등 균등하게 부담하며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최근 경향을 반영한 신재생 에너지, AI 등의 주제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의 주

제 발굴

③ 정보교류 및 홍보

(1) 온라인 홍보

◦ 배경: 한-인니간 해양과학기술 관련 최신동향 제공 및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홍보 등

을 통하여 한·인니간 정보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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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매체

- 한·인니 MTCRC 홈페이지(한국어 및 인니어로 구축) 및 KIOST 등 기타 유관기관 홈페

이지

- 유튜브 및 온라인 뉴스 등

◦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 MTCRC 소개, 주요 행사, 프로젝트, 최신동향 정보 제공

- 43개의 해양과학 관련 최신동향을 New letter 메뉴에서 제공 중

 

<MTCRC 홈페이지 제공 주요 내용>

◦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활용 홍보

◦ 만족도조사 실시

- 온라인 홍보 수단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목표수준 도출 및 개선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개선요인 및 추가서비스 발굴

- 조사 대상 : 대표 온라인 홍보 수단인 MTCRC 홈페이지 이용자

- 조사 방법 : 방문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 표본수: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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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지>

- 조사 방법: MTCRC 웹사이트 설문지의 내용은 홈페이지 인지 경로, 홈페이지 이용 빈도,

홈페이지 방문 이유, 전박적 만족도, 홈페이지 주요 메뉴 이용 여부, 홈페이지 메뉴 불만족

이유, 이용 불편 및 개선 사항,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대 등)을 질문

· 수준별 질문은 만족도에 관한 것이고, 정보 내용의 이해도, 그리고 웹사이트의 탐색

용이성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

- 만족도 조사 결과

· 홈페이지 인지 경로는 홈페이지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인의 추천(28%), 검색을 통해(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홈페이지 이용 빈도는 년 1~2회 방문하는 사람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1~2회 방문하는 사람은 30%로 나타남.

· 홈페이지 방문 이유로 34%의 응답자가 MTCRC 활동과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

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MTCRC 조직 및 사업 안

내 조회(28%), MTCRC 활동 및 프로그램 정보 습득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위해 홈페이

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92%의 응답자가 웹사이트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답함

· 전체적으로 74%의 응답자가 MTCRC 웹사이트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6%의 응답자가 웹사이트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 중 10명이 웹사이트의 디자인 개선, 모바일 서비스로의

호환성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적합한 반응형 웹(PC부터 모바일기기까지 다양

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해 표현하는 웹

구현 방식) 제공 요청, SNS 연계 강화, 사이트 이동의 편리성(네비게이션) 개선, 센터

의 주요 활동,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요청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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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홈페이지 전반적 만족도

(2)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ㅇ 주요 개선 사항

- SNS서비스 연계 강화: MTCRC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글 캘린더, 구

글 드라이브를 통한 센터 소개자료 배치

 

- 디자인 개선: 연관성 있고 통일된 그래픽 요소(색상, 형태 등)로 홈페이지 품질 향상 및 주

요 콘텐트를 부각시키는 정리된 디자인으로 주목성 높임

 

- 장학금 콘텐트 화면 재구성: 방문자가 많이 찾는 장학금 관련 정보를 메인화면의 중앙에

배치하여 콘텐트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장학금과 관련한 유튜브 동영상 콘텐트 화

면 상단 노출 및 장학 수기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인도네시아어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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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니 공동연구센터 해양과학기술 및 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

◦ 목적 :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에 한-인니간 정책 동향 정보 배포

◦ 주요내용 : 뉴스레터 및 한-인니간 정책 동향 책자 발간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뉴스레터’ 발간(3회)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뉴스레터>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및 한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종합성과ㆍ기

획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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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및 종합성과ㆍ기획보고서>

 

(4) 정보교류회의 개최

1)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립 및 기

타 운영 자문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연구진들의 인니측과의 공동

연구 참여 독려 위함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위원회 위원 목록>

연번 소속/부서 성명 구  분 비고

1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박한산 위원장

2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권재일 위  원

3 해양환경연구센터 나공태 위  원

4 대양자연연구센터장 박상준 위  원

5  연안개발·에너지연구센터 이광수 위  원

6 해양생태연구센터 이윤호 위  원

7  KIOST 스쿨 이희승 위  원

8  해양위성센터 유주형 위  원

9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장찬주 위  원

10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허기영 위  원

11 위해성분석연구센터 홍상희 위  원

12 국제협력부 김희진 위  원

13 국제협력부 김이영 간  사

◦ `20년도 제1회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소위원회 개최(화상)

- 일 시 : `20. 9. 24(목) 15:00 ~ 16:30(한국기준)

- 장 소 : 본원 행정동 국제협력부(화상)

-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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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산, 권재일, 김희진, 박상준, 최종국, 이광수, 이희승, 허성표, 홍상희, 김이영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위원회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 모두 화상으

로 참석

- 주요안건 (※ 발표: 박한산, 김희진, 과제별 연구책임자 등 )

· (제1호) ‘20년(3차년도) 한 인니해양과학기술협력사업 주요 추진내용 안내

· (제2호) 과제 일몰대응 및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

· (제3호)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연구 진행 현황

  

2) 반둥공과대등 기타 외부기관과의 정보교류 활동

◦ KOICA 인니사무소 업무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3.3(화) / 인니 KOICA 인니사무소

- 참석자: 정회진 코이카소장, 김송주 부소장 등 5명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활동 및 ODA 사업 추진 내용 소개

· 기간관 협력 방안 및 향후 사업 개발 협의

   

◦ ASEAN 한국대표부 업무협의회 참석

- 일자 및 장소 : ‘20.3.5.(목) / 인니 주ASEAN대표부 회의실

- 참석자: 김창년 공사, 손석준 과학기술정보통신관, 박복희 참사관 등 7명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활동 및 협력과제 개발 계획 소개

· 해양쓰레기 및 해양위성 관련 아세안 협력 사업 개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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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둥공대 신임학장 업무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6.16.(화) / 인니 한인니센터, 반둥공대

- 참석자 : 이르완 반둥공대 지구과학대 학장, 무티아라 부학장, 아구스 부학장 등 8명

- 주요내용

· 신임 학장에게 센터 활동 및 계획 소개

· 반둥공대 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IA(이행합의서) 갱신 등 주요 협력 방안 논의

◦ 해양투자조정부 차관 업무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6.18(목)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 참석자: 사프리 차관, 아말리오스 국장 등 10명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의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보고

· 해양투자조정부 협력 수요 확인 및 협의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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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위성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7.3.(금)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 참석자: (국장급 중심, 총 60여명 참석)

· 인니부처 : 해양투자조정부, 해양수산부, 환경산림부, 교통부

· 관계기관 : 기술평가응용국, 기상지질국, 항공우주국, 인니과학원, 지리정보원, 해양교

통연구개발원

· 대 학 : 반둥공과대학, 보고르대학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추진 해양위성 활성화 계획 발표

· 인니 관계부처 수요 확인 및 위성사업 소개 웨비나 개최 합의

◦ KIOST-ITB 기관장 간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 7. 20. (월), 12:00 ~ 12:40 (40분) / 국제협력부

- 참석자

· KIOST 참석자 : 김웅서, 이희승, 김희진, 박한산, 이광수, 권재일

· I T B 참석자 : 레이니 위라하디쿠수마 총장, 위자야 마르또쿠스코 비서실장, 다우픽

히다얏 국제관계국장, 토톡 수프리조 한·인니센터 공동소장 등

- 주요내용

· 반둥공대 신임 총장 취임에 따른 양 기관 협력 증진 논의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 반둥공대에서는 국제협력의 중요 모델로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와

의 협력 강화 및 확대를 기대

◦ 한인니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니 치르본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7.29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등

- 참석자: 인니해양투자조정부 아말리요스 국장, 항만청, 지역연구개발발전청, 해양수산청,

대학교 등 10개 치르본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약 3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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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주요 활동 및 치르본 ODA 사업 소개

· 치르본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 및 협력 수요 확인

   

◦ 한인니해양공동위 장관급 격상 개최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7.16/7.20/8.4 /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 참석자: 한국 박한산 소장, 인니 Nixon 국장 등 10명

- 주요내용

· 한인니해양공동위(BMD) 장관급 격상을 위한 3차 BMD 의사록 수정 및 한인니해양협

력 MOU 개정 협의

· 년내 장관급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협의

◦ 한인니센터, 치르본 연구개발발전청 협력 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8.10(월) / 인니 한인니센터, 치르본센터

- 참석자: 한국 박한산소장, 인니 Yuyun 치르본 연구개발계획청 연구개발부장 등 총 20

여명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주요 활동 소개

· 치르본 지역 연안침식, 환경변화, 해수유동등 연구내용 소개

· 양기관 협력 수요 및 증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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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해양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IA) 체결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8.19.(수) 08:30 ~ 16:00 / 인도네시아 반둥

- 주요 참석자(총 50 여명)

· 해양투자조정부 : 아궁 사무차관, 푸프바야 제1차관, 사프리 제2차관, 리드완 제3차관,

나니 제4차관 등 국장 및 사무관 등 20여명

· 반둥대 : 레이니 총장, 부총장, 학장, 학과장 등 10여명

· 치르본관계기관 : 관계자 10여명

· 한인니센터(MTCRC) : 박한산 소장 등 10여명

- 주요 내용

· VIP 축사 및 인니 해양 ODA 업무협약 체결

· 한인니 해양분야 협력 성과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토론

3) 기타 언론 보도 및 홍보

◦ 인니 해양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IA) 체결식 개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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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산호정원사업 MTCRC 참여 관련 기사

2) 한-인니 공동연구 수행

①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ㅇ 코로나로 인해 각 공동연구주제별로 워크샵을 개최

(1) 해양에너지 개발 공동연구 기술회의

ㅇ 일시 : 2020년 3월 24(월), 2020년 9월 3일(목)　

ㅇ 장소 : 온라인 미팅(Zoom)

ㅇ 참석자

- (한국측) 이광수 박사, 김희진 실장, 조가람 　

- (MTCRC) 박한산 소장, Dr. Totok Suprijo, Avrionesti, Nidya Nasrun, Marsella,

Fauziah

- (인니측) Lamona I. Bernawis(Oseanografi ITB, Operational Oceanography), Nin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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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sih(Oseanografi ITB, Ocean Energy), Rima Rachmayani(Oseanografi ITB, Ocean

Energy), Farrah, Hanifah(Oseanografi ITB, Operational Oceanography), Ivonne M.

Radjawane (Oseanografi ITB)

ㅇ 주요 논의 내용

- 센터 중장기 계획 및 2020년 공동연구 계획 공유

- 연구팀별 연구내용 논의

- 연구팀별 세부 계획서 작성

1)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 기 선정된 주요 후보지에 대한 보완 조사 및 분석

· 인도네시아 해양에너지 개발에 국내 기술 적용 가능성 검토

· 하이브리드 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검토

2) 나투나섬 해양에너지 활용 및 연계 방안 연구

· 나투나 개발을 위한 나투나 지역의 개발 자원 조사 및 검토: 인니팀 자료 조사 및 정

리

· 나투나 지역 관련, 국가 및 지방 정부 개발 계획

· 나투나 지역 산업 현황

· 수산, 관광 등 개발 연계 자원 분포 현황(나투나 해양에너지 연계 개발 가능성 검토)

· 태양광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연계 개발 가능성 검토

· 스마트양식 연계 개발을 위한 적지조사, 양식 품종별 시장성 등 기초조사

· 해양생태계, 인프라, 에너지 그리드, 법제도 등 개발 관련 제반 환경 조사 및 분석

- 인도네시아 해양 에너지 팀 구성 및 과업 확인

· Dr. Nining Sari Ningsih (Leader), Dr. rer. Nat. Rima Rachmayani

(Co-Researcher-1), Dr. Eng. Aditya R. Kardatikaria (Co-Researcher-2), Ardian

Mahiru Rizal, S. Si. (Researcher Assistant-1), Laela Fitri Yani, S. Si.

(Researcher Assistant-2), Iqbal Ardiansyah, S. Si. (Researcher Assistant-3),

Maman Sanukman (Administrative Assistant)

· 과업: 인도네시아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계획 보고서 작성, 나투나

섬 해양 에너지 활용 및 연계 방안 연구, 인도네시아 해양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계획서 제안

ㅇ 주요 사진

(2)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공동연구 기술회의

ㅇ 일시 : 2020년 3월 20일(금), 2020년 6월 22일(월)　

ㅇ 장소 : 온라인 미팅(Zoom)

ㅇ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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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 권재일 박사, 허기영 박사, 최진용 박사　

- (MTCRC) 박한산 소장, Dr. Totok Suprijo, Martin, Riam, 임채연

- (인니측) Pak Hanif Diastomo (Co-Researcher of Operational Oceangraphy), Bu

Lamona, Dr.rer.nat(Co-Researcher of Operational Oceangraphy), Mutiara Rachmat

Putri(Leader of Marine debris team), Pak Hamzah Latief(Leader of Operational

Oceangraphy), Faizal Ade R.A, M.Si (Co-Researcher of Operational Oceangraphy),

Dr. Eng. Aditya R. Kardatikaria (Co-Researcher of Ocean Energy), Rahaden Bagas

Hatmaja, M.Si (Researcher Assistant of Operational Oceangraphy)

ㅇ 주요 논의 내용

- 센터 중장기 계획 및 2020년 공동연구 계획 공유

- 연구팀별 연구내용 논의

- 연구팀별 세부 계획서 작성

1) 인도네시아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 2019년 수집한 인도네시아의 개별 관측현황과 해양예측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

을 위한 국가사업기획보고서 작성

· 유관기관별 관측현황을 체계적으로 묶어내는 통합해양관측망 구축 내용 및 이를 컨트

롤 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국가해양자료센터 구축 제안

· 기관별 운영 중인 해양관련 수치모델의 현황을 바탕으로 기관의 기능을 고려한 효율적

인 해양예보시스템운영 및 R&D 연구방안 작성

· 목적 지향적인 해양예보시스템 R&D 장기 로드맵 구축

·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확보와 이를 위한 제반 여건 조사

· 인도네시아 연구팀 운용해양예보시스템(Operational Oceanographic Forecasting

System; OpOFS) 개발을 위한 제안서 발표 및 일정 공유

· Hamzah 박사: 인도네시아의 넓은 영역은 깊이에 따라 얕은 수역, 심해 영역으로 나뉘

며, 크게 3개의 Macro Domain으로 나누어짐. 장기적으로 해류 및 수위 모델링, 파동

예측 등과 관련된 연구는 인도네시아 내 여러 기관(BIG, BMKG, LIPI, KKP 등)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기관과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모델 고안

· Mona 교수: 올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Macro Domain에 모델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Cirebon server를 활용할 방안 모색. 모델 결과

를 보정하기 위한 여러 조사 수행 예정.

· 권재일 박사: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 사항에 따른 OpOFS 시스템 및 사용자, 활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

· Hamzah 박사: ITB와 MTCRC는 데이터를 대중에게 직접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ITB는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OpOFS 관련 프로토 타입 시스템을 개발하길 원

함.

· 박한산 소장: MTCRC 1단계 사업 기간이 끝나 가기 때문에 국가 프로젝트 제안은 매

우 중요한 사항. 인도네시아의 수요와 예산 항목 등을 고려하여 공통 목표를 설정한

뒤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

2) 기 구축 해양예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

· 기 구축된 광해역 해양기상 및 해수유동 모델의 안정적 운영 및 검·보정을 통한 모델

성능 향상: 2019년 9월 실시된 인니 광해역 해양기상 및 해수유동 모델을 바탕으로

ITB 연구팀이 수립한 모델영역에서의 검·보정 결과 향상 필요

· 2019년 조사된 인도네시아 관측현황을 바탕으로 해양예보시스템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연구 수행: (준)실시간 예측결과 평가확인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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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예측정확성 향상

· Mona 교수: 개선사항으로는 LIPI, BPPT 등 다른 기관의 관찰자 및 데이터와 연계하

는 것. 해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설문 조사 데이터 등을

얻는 협조가 필요함

· 권재일 박사: 모델 성능을 안정화한 뒤 정확도를 높여야 함. 현재 설치된 OPOS 시스

템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시스템의 제한된 자원 및 인력으로 인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 OpOFS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규 연구

원 확보도 필요함

· 박한산 소장: 현재 MTCRC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OpOFS 유지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음. 첫째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것, 둘째는 MTCRC 직원을 고용한 뒤, 그 직원에게

OpOFS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역할을 맡기는 것, 셋째는 인도네시아 연구원을 고용한 뒤

한국에 파견하는 것

3)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개선

· 해양예측시스템 결과 표출의 고도화 (인도네시아 수요처 요구 반영)

· 해양예보시스템 평가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ㅇ 주요 사진

<MTCRC-KIOST간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 논의>

(3)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공동연구 기술회의

ㅇ 일시 : 2020년 3월 12일(목), 2020년 9월3일(목)　

ㅇ 장소 : 온라인 미팅(Zoom)

ㅇ 참석자

- (한국측) 유주형 박사, 최종국 박사, 안재현 박사, 문정언 박사, 김희진 실장

- (MTCRC) 박한산 소장, Dr. Totok Suprijo, Hanif Diastomo, Irni, Umar Abdurrahaman,

임채연

- (인니측) Dr. Ivonne Milichristy R.(ITB, Team leader of Ocean Remote Sensing Joint

Research), Dr. Ayi Tarya(ITB, PIC of Specific Calibration of Ocean Satellite, Hanif

Santyabudhi(ITB)

ㅇ 주요 논의 내용

- 센터 중장기 계획 및 2020년 공동연구 계획 공유

- 연구팀별 연구내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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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세부 계획서 작성

①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자료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수요 분석에 따른 GOCI-II 및 타 위성과의 복합적 자료 활용 방안 기획

·해색위성 자료 이외 위성자료에 대한 인니측 수요 및 도입가능성 조사

·추가확보 가능한 위성자료 목록 검토 및 구체적인 확보 방안 기획

·추가 확보된 위성자료 융복합 활용 방안 검토·방안 기획

·IOT(In Orbit Test) 기간 동안 구성 가능한 다양한 관측 모드 수립

·인니의 위성 데이터 수요에 맞는 관측모드로 전환 가능성 및 관측 계획 수립 확인

·인니 실정에 적합한 GOCI-II 검보정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방안 기획

·제시된 7개 검보정 후보 해역의 통신 및 기반 시설 조사 실시

·인니의 법률적/제도적 제한에 따른 해양 조사 데이터 확보 방안 확인

·국제적인 검보정 장비(Aeronet-OC) 도입 가능성 타진

②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실해역 검보정 실시

·타 위성을 통한 검보정 후보해역의 해양 및 대기 광특성 분석

·인니 해역 대상 MODIS, VIIRS 해색위성 관측자료 확보

·동 몬순 기후 계절을 포함하여 검보정 후보해역에서 현장조사

·인니의 동 몬순 계절인 5~9월 사이 검보정 후보해역 현장 조사 실시(부분)

·검보정 후보 해역이 검보정 해역의 필요 조건 부합 여부 분석 검토

·광학 현장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위한 조사 계획 수립 및 타진

·GOCI-II 자료와의 매칭을 통한 초기단계 검보정 결과 도출

·GOCI-II의 인니 촬영 위성 데이터 확보(해양 관측 위성 데이터)

·인니 해역의 GOCI-II 및 타 해양위성 데이터 비교/분석

·GOCI-II 와 현장조사 매칭 데이터 확보 시 검보정 결과 도출

·검보정사이트 지속 운영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니측 관계기관(LAPAN 등)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방

안 마련

③ 인도네시아 해양 위성 팀 구성 및 과업 확인

·Ivonne M. Radjawane, Ph.D(Team Leader), Dr. Ayi Tarta, S. Si., M. Si., Hanif

Santyabudhi Sutiyoso, S. Si., M. Si., Destika Agustina W, S. Si., Novita Tilangsari,

S. Si.

·과업: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 II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계획 보고서 작성, 현장 GOCI-II 검보정 수행, 인도네시아 해양 위성 지역 수요 조사

및 후보 조사지 인프라 확인

④ 정지궤도위성 공동활용 프로젝트 소개

·MTCRC 소속 인니 리서처(공동연구사업 해양위성 담당) Umar 소개

·인도네시아는 긴해안선, 수천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어 직접 조사가 어려움.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음. 특히 천리안위성 2호기 위성의

직하점이 적도상 위치하고 있음

·사업 추진 내용(인니 중심): MTCRC는 해양위성공동활용연구를 진행중. MTCRC 자카

르타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해양투자조정부(CMMAI)의 장관 및 1(국제협력), 2(해양자

원), 4차관(환경산림) 프로젝트 소개를 하였음. 우주항공연구소(LAPAN), 기상지질청

(BMKG), ASEAN 한국대표부, 주인니대사관, KOICA 인도네시아사무소 등 관계 기관

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공유가 이미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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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내용: 사업 기간 기획 : 2022~2025 (4년 프로젝트), 대상 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3개국), 사업 내용: 위성 수신국 및 검보정국 설치 운영, 인니는 여러

곳에 위성 수신국 배치, 인도네시아에 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센서 응용.융합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R&D성으로 기술 개발은 KIOST 연구진 참여 필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MTCRC에 석박사급 전문가 과정 활용)

·유주형 박사: CCOP(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사무총장 역시 관심 높아. 아시안 한국 대표부에도 이야기 함.

GOCI-2와 GEMS를 함께 묶는 방안 등을 제안. 해당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척시켜야

할지에 대한 한국 측 역할 규명

ㅇ 주요 사진

(4) ’20년도 제2회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ㅇ 일시 : 2020년 7월 12(수) 오후 1시-5시(WIB)

ㅇ 장소 : 온라인 미팅(Zoom)

ㅇ 주요 참석자 : 인도네시아 원격탐사 관련 전문가 등 360여명

ㅇ 발표자

- 최종국 박사(KIOST), 박한산 소장(MTCRC), Prof. Janny D. Kusen (Senior Lecturer,

Sam Ratulangi University), Ir. Agung Usadi, M.sc. (Surveying and Mapping Expert,

ITB Geodesy Alumni Ass, iation), Agustan (MAPIN, President), Oni Bibin Bintoro

(MAPIN, Member, BPPT)

ㅇ 주요내용 :

-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II 위성 소개

- 해양 생물 자원 관리 위한 원격 탐사 활용

- 정지궤도 위성 GEO-KOMPSAT 2B 활용 플랫폼 프로젝트 제안

- 원격 탐사 사업 설립 관련 협력 사항 논의

ㅇ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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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일  정

13:30-13:45
ㆍ 개회사 : Agustan (MAPIN 회장)
ㆍ 축사 : Oni Bibin Bintoro (BPPT)

13:50-14:20
제1세션 : 인니 해양생물분야의 원격탐사 활용
ㆍ Remote sensing for Marine Bioresources 

(발표자: Prof. Janny D. Kusen, Senior Lecturer, Sam Ratulangi University))

14:20-14.35

제2세션 : GEO-KOMPSAT 2B 정지궤도 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Project Suggestion for the Utilization Platform of Geostationery Satellite GEO-KOMPSAT 

2B 
(발표자: 박한산 소장,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14:35-14:55
제3세션 : GOCI II 위성 소개

Introduction of GOCI II and application
(발표자: 최종국 박사, KIOST) 

14:55-15:15
제4세션 : 원격 탐사 비즈니스의 개발

Creativity to Set Up Remote Sensing Business
(발표자: Agung 박사, ITB Geodesy Alumni Association) 

15:15-15:30 질의 응답(종합 토론)

ㅇ 주요내용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지궤도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①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응용어플리케이션을 선 구축, 성과 창출, ②인도네시아에 수신국, 데이터센터

플랫폼 구축, ③아세안국가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년 프로그램 소개

인니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색위성(GOCI-II)에 대한 소개

매일 인니 전체를 촬영하는 해양위성과 이를 포함한 정지궤도 위성 활용 사업내용에 대

해 매우 긍정적 의견

인니에 적용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분야 및 기술,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제안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 희망

ㅇ 주요사진

②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Indonesia 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IOFS)

(1) 화상회의를 통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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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공동연구 1차 화상회의 수행

- 일시 및 장소 : 2020. 3. 20.(금) / 치르본 센터, ITB, KIOST

- 참석자 : 박한산, Totok (한인니센터), 함자, 무티아라, 이본 교수(ITB), 권재일, 허기영

- 주요내용

· 3차년도(2020)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공동연구 진행 세부계획 논의

· 인도네시아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논의

· 기 구축 해양예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

· 공동연구 성과 표출 시스템(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개선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공동연구 2차 화상회의 수행

- 일시 및 장소 : 2020. 6. 22.(월) / 치르본 센터, ITB, KIOST

- 참석자 : 박한산, Totok, Riam, Martin (한인니센터), 권재일, 최진용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운용해양모델 연구원의 소개 및 발표

· Riam Badriana(MTCRC) : wave modelling

· Martine Leoardus(MTCRC) : FVCOM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공동연구 3차 화상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0. 7. 8.(수) / 한인니센터, KIOST

- 참석자 : 박한산, Totok, Riam, Martin (한인니센터), 허기영, 최진용

- 주요내용 : 운용해양모델팀과의 과업 추진 방향 논의

· Riam과 Martine 연구원의 활용방안 논의

· 서버운영에 대한 노하우 문제 (H/W & S/W) 논의

· 예측모델의 운용 노하우 및 문제 해결 (필요시 매월 화상회의 진행) 방안 협의

◦ 한인니 해양전문가 육성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20. 9. 8(화) 16:00~18:00 / 국제협력부

- 참석자 : 박한산, Totok, 권재일, 최진용 외 다수

- 주요내용

· 한인니 해양전문가육성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학생 연구주제 발표회

(2) 기 구축 해양예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안정적 운영

◦ 기상, 유동, 파랑 예측 시스템 영역 수정

- 기상, 유동, 파랑 모델의 정보

예측시스템 모델 도메인 해상도 입력자료 예측항목 예측기간

해양기상 WRF
L1

95°E~126°E
20°N~13°S

20 km
GFS 

기온, 기압, 
습도, 바람, 
일사량 등  

3일 

L2
105°E~111°E
2°S~8°S

4 km

파랑 SWAN
L1

99.0°E~120.5°E
10.0°S~18.5°N

9 km
WRF

파고, 주기, 
파향 등 

3일 
L2

105.7°E~112.6°E
7.0°S~25.0°S

2 km

연안순환 MOHID

L0
90.0°E~125.0°E
15.0°S~25.0°N

18 km

HYCOM
WRF

수온, 염분, 
유속, 조위 

등 
3일 L1

99.0°E~120.5°E
10.0°S~18.5°N

9 km

L2
105.7°E~112.6°E
7.0°S~2.0°S

2 km

- 해양기상 수치모델 (W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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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의 계산격자는 태풍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베트남 해역까지 포함된

광역격자(L1)와 자카르타와 치르본 및 인도네시아 근해를 포함하는 상세격자(L2)를

nesting한 격자 시스템으로 설정

<해양기상 수치모델의 예측영역>

b.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기상 수치모델의 예측영역 내에 관측되는 기상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수집되는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ADPUPA: Upper-Air (RAOB, PIBAL, RECCO, DROPS) Reports.

AIRCAR: ACARS Aircraft Reports.

AIRCFT: Conventional (AIREP, PIREP) and ASDAR Aircraft Reports.

SATWND: Satellite-derived Wind Reports.

PROFLR: Wind Profiler Reports.

VADWND: VAD (NEXRAD) Wind Reports.

SATBOG: Satellite Moisture Bogus Reports

SATEMP: TOVS Satellite Data (Soundings, Retrievals, Radiances).

ADPSFC: Surface Land (Synoptic, Metar) Reports.

SFCSHP: Surface Marine (Ship, Buoy, C-man, Platform) Reports.

SFCBOG: Mean Sea-Level Pressure Bogus Reports.

SPSSMI: SSM/I Retrieval Products (Reprocessed Wind Speed, TPW).

SYNDAT: Synthetic Tropical Cyclone Bogus Reports.

ERS1DA: ERS Scatterometer Data (Reprocessed Wind Speed).

GOESND: Quikscat Scatterometer Data (Reprocessed Wind Speed)

Atmospheric
Pressure 

Measurements

Dew Point
Temperature

Geopotential
Height

Sea Level
Pressure

Sea Surface Temperature
Station
Height

Surface Winds Surface Winds

Upper Air Temperature Upper Level Winds

- 파랑 수치모델 (SWAN)

a. 북부 외해의 바람에 기인한 파랑 입사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북쪽으로 길게 모델영역

을 구성



- 155 -

b. L1 에서부터 L1, L2 차례로 네스팅하여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성

c. 영역별 격자의 크기는 차례로 9 km, 2 km, 300 m 이며, 격자수는 각각 258 × 342,

249 × 180

L1 L2

<파랑 예측 모델 격자 영역 및 수심도>

- 해양순환 수치모델 (MOHID)

a.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정밀 격자로 3차원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수온, 염

분, 해류, SSH를 OGCM(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에서 다운 스케일링하여

시스템을 구축함

b. 조석의 안정을 위해서 L0 에서는 조석만을 계산하고, L1, L2 3차원 계산

c. 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의 영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함

L0 L1 L2

<파랑 예측 모델 격자 영역 및 수심도>

d. 조석 보정

· 인도네시아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의 조석 경계 조건으로 FES2014를 사용함

· 모델 보정을 위한 조위 자료로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Jakarta 인근

의 세정점 인 'Kolinlamil', 'Pondok_Dayung', 'Sunda_Kelapa' 의 자료 사용

· 하지만, 세 정점은 (모델 격자 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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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보정에 사용된 조위관측 정점 위치도>

· 경계조건을 조정하여 조위를 보정함

<모델 보정 전(위), 후(아래)의 'Sunda_Kelapa' 에서의 조위 비교>

③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추진 계획 마련

(1)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공동 검토 관련 주요 실적 및 성과(화상회의 개최 등)

◦ 연구내용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0년 6월 22일 11:00-12:00(한국시간)/ 화상회의

- 참석자 : (KIOST) 유주형, 최종국, 김희진 (한인니센터) 박한산, 임채연, 우마르

- 주요내용 : 한인니센터 담당 연구원 소개, 공동연구 내용 추진내용 점검, 천리안정지위

성 활용 기획연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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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과 연계 GOCI-II 활용 사업 협의

- 일시 및 장소 : 2020. 6. 25(목) 11:00-12:00(한국시간)/ 화상회의

- 참석자 : (KIOST) 유주형, 최종국 (한인니센터) 박한산 (신남방정책위) 이동기심의관, 서

민정팀장

-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과 연계 해양위성 활용한 사업 추진 내용 협의

◦ GOCI-II 활용을 위한 기획 연구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0. 7.8(수) 11:00-12:00(한국시간)/ 화상회의

- 참석자 : (KIOST) 최종국, 안재현 (한인니센터) 박한산

- 주요내용 : 신남방정책과 연계 해양위성 활용한 기획 연구 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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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 이니셔티브 세미나-해양위성 공동활용 기획연구 소개

- 일시 및 장소 : 2020년 9월 11일 14:00-17:00(한국시간)/ 화상회의

- 참석자 : 최종국, 박한산 등 10여명

- 주요내용 : 정지궤도 해양위성 특성 소개 및 아세안 공동활용 기획연구 추진 과정 소

개

(2) 정지궤도위성(천리안2호) 아세안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기획연구 주요내용

- 사 업 명 : (가칭)정지궤도위성 신남방국가 공동활용 기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22-2031(10년)

- 대상국가 : 1, 2단계 인도네시아, 3단계 ASEAN 10개국

- 소요예산 : 약240억(1단계:40억, 2단계:120억, 3단계:80억)

- 주요내용

· 1단계(한-인니 정지궤도위성 자료 공동활용 기반 구축) : 인도네시아, 검보정국 설치운

영, 해양 및 산림 분야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 2단계(정지궤도위성 공동활용 지상국 구축) : 인도네시아, 수신국 데이터센터 설치 운

영, 응용어플리케이션 확대 개발, 운영 기술 교육

· 3단계(정지궤도위성 공동활용 아세안 확대 구축) : 아세안 10개국 대상, 아세안 국가별

응용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시스템 구축, 교육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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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계별,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

(3) 인도네시아 해역에서의 GOCI-II 자료 분석 (GOCI-II FD 영상 대상)

◦ 하루에 1회 촬영되는 인도네시아 해역 대상의 GOCI-II FD 영상 처리 및 L1B 자료 생성

<그림> 2020년 11월 8일 전구(Full Disk) GOCI 2 영상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해~플로레스 해 등의 

지역이 포함된 L1B 영상 (2020년의 경우, 인도네시아 로컬 시간 기준 8월은 14시, 9월 말부터는 

8시, 10월 말 이후 12월까지는 6시경 촬영)

(4) 기타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의 검보정 자료 수집 관련

      - 코로나 사태로 인한 GOCI-II FD 관련 실질적인 검보정 활동을 수행하지 못함. 

      - 대양에서 활용 중인 KIOST의 대형 조사선 및 타 국가 기관의 현장조사 수행 결과를 가능한 활

용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되나, 이를 통해 검보정 자료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실하

지 않음



- 160 -

④ 해양에너지 개발

(1) 해양에너지별 개발 후보지 재검토

◦ 조력 에너지

(2) 나투나의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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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투나 지역의 주요 어종

<그림> 구루퍼와 나폴레옹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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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나지역의 주요 어항 시설>

ㅇ 나투나지역의 주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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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나 지역의 관광요소와 방문자 수>

(3) 인도네시아의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

  

⑤ 해양쓰레기 관리

(1) 치르본의 해양쓰레기 현황 조사

○ 일시 : 2020년 10우러 17일-18일

○ 조사 내용 및 지역 : 케자와난해수욕장, 칼리자가 해수욕장, 문두강, 탕길강 주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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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물리, 미세 플라스틱 샘플링(녹색), 매크로플라스틱(적색), 하천조사(황색)

○ 해양특성 및 미세플라스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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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조사

 ○ 매크로플라스틱 쓰레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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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쓰레기 확산 및 이동 분석을 위한 수치모델 설계

○ 치르본 해역의 해수 유동과 쓰레기 이동

○ 자카르타 해역의 부유 쓰레기 이동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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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Wain) 하구의 부유 쓰레기 이동 궤적

(3) 위성영상을 이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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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①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 설계

(1) 비전 및 목표 분석

○ 주요 인도네시아의 해양 정책 및 발전 전략 검토

□ 해양 정책 발전 과정

ㅇ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군도와 해양 국가라는 인식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며 해양 정책 수

립. 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Djuanda) 선언(유엔의 해양법 협약이 된)을 이후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을 활용 인도네시아 국가가 국제 해사 법에 수용된 권리를 가

진 군도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기위해 끊임없이 시도중.

ㅇ 해양을 중심으로 국가 개발 방향과 정책의 발전으로 1990 년대부터 해양 지리 전략의 개념

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국정운영 방향(GBHN, Broad Guidelines of Government Policy)으

로 해양 부문을 13번째로 설정, 해양 개발은 해양자원 평가 및 계획(MREP), 해양 연안자원

관리 계획(MCRMP), 산호초 복원 및 관리 프로그램(COREMAP) 등으로 시작

[해양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

주권 수호-자원 활용 강화-해양경제 부흥]

<자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CMMAI)>

□ 2015-2019년 인도네시아 해양 개발 성과

ㅇ 해양경제의 가치와 기여, 인도네시아 해양경제의 성장, 인도네시아 실행 계획 성능 순위, 동

남아시아 국가들의 물류 성과

ㅇ 2015~2019년 해양개발전략은 아래의 4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개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인도네시아 축 세계 해양자본의 달성’을 목표로 이뤄졌음

(1)해양 주권, (2)천연자원 및 서비스, (3)기반 시설 (4)인적 자원, 과학기술 및 해양문화

ㅇ 인도네시아가 '평등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계 해상 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건 기본 조건은 두 가지로 해양 경제 성장 및 물류 성과.

ㅇ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가 2019년 해양정책조정부와 함께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

네시아의 해양경제 성장률은 4.8%. 해양 GDP의 기여도 산정은 2010년부터 기준연도로 계

산하여 얻었으며, 2010년 해양 GDP의 가치는 전국 GDP의 11.40%인 782조 Rp.에 해당하였

음. 2018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기여도는 약 10.41%(1조 8400억Rp.)로 감소세를 보임.

- 해양경제를 수역(영해, 군도,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해안지역, 작은 섬 등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 천연자원을 활용한 수역 밖 활동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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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도 포함.

- 해양 GDP(PDB)는 해양 경제에서 다루는 생산 단위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11가

지 분야로 나눠져 계산됨. 어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해안 자원 및 작은 섬, 비전통적

자원, 생명공학 산업, 해양 서비스, 관광, 통신, 해양 건설, 해상 및 해상 안전, 국방, 보

안, 법 집행 및 해상 안전 등.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ISIC)라는 책에는 해양경제로

분류되는 경제활동은 총 312개

ㅇ 인도네시아 해양 경제 성장률은 5%를 넘는 평균 국가 경제 성장률을 하회. 해양 자원 약탈,

해양 산업, 서비스 약화, 최적화 되지 못한 관광 산업, 인프라 공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ㅇ 인도네시아 해양 경제 성장률은 5%를 넘는 평균 국가 경제 성장률을 하회. 해양 자원 약탈,

해양 산업, 서비스 약화, 최적화 되지 못한 관광 산업, 인프라 공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인도네시아 해양 경제 성장률(PDB) 그래프, 자료: 인도네시아 CMMAI, LIPI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 물류 성과 지표>

국가
2018년 성과

랭킹 점수
싱가포르 7 4.00

태국 32 3.41

베트남 39 3.27

말레이시아 41 3.22

인도네시아 46 3.15

필리핀 60 2.90

캄보디아 98 2.58

방글라데시 100 2.58

미얀마 13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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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CMMAI)

ㅇ 2019년 10월 23일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내각 선진화 발표에 따라 CMMAI 장관에게

내려진 지시는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 축(World Maritime Axis)"으로 실현하는 맥락에서

돌파구 마련, 투자 장벽 처리, 주요 투자 약속 실현

ㅇ CMMAI 장관의 과제는 크게 투자, 에너지, 기반 시설 및 연결성 강화, 관광업 부흥 등이

있음. 이 중 6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진 항목은 아래와 같음.

(1)해양 주권 및 에너지 (2)해양 자원 (3)기반시설 및 교통 (4)환경 및 임업 경영 (5)관광

및 창조경제 (6)과학기술 및 해양문화

ㅇ 해양 및 투자와 관련해 CMMAI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함. 각 해양과 투자 분야의 모든

정책 수립에서 부처 간에 조율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개입. 부처 뿐만 아니라 기

관, 사회 등에도 전략적이고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률 집행 및 정책 이행을 위

해 기관 별 연계 등의 사항을 폭넓게 관장함.

- CMMAI는 해양 및 투자 부문의 모든 정책 수립에서 부처 간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계

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며, 그 활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1) 임무 수행 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부처/기관의 정책

2)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부문간(cross-sectoral) 정책

3) 사회에 방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정책

구분 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사업부  CMMAI 내 담당국

1 물류 실적 지수 교통부, 공공주택사업부 기반시설·교통실

2 해양 건강 지수 환경산림부, 외교부 해양자원실

3
 

맹그로브
 

환경산림부, 공공주택사업부
해양자원실

환경관리·산림실

 
4

관광지 관광창조경제부, 교통부, 
공공주택사업부

관광·창조경제실

5 국내 부품 수준 산업부 기반시설·교통실

6 인도네시아 해양 정책 교차 부처 및 기관 해양주권·에너지실, 
사무차관

7 수산업 발전 해양수산부, 산업부 해양자원실

8 해양 GDP 국가개발계획부 사무차관

9 대통령의 
약속(Presidential Promise) : 

국가 우선 프로그램

대통령 행정실 사무차관

10 국제 협력(IMO, FAO 등) 외교부 사무차관

 
11

대통령 규정 및 파생 입법 
규정 작성

대통령 행정실 사무차관

12 해양고속도로 교통부, 공공주택사업부 기반시설·교통실

<해양투자조정부(CMMAI)가 조정한 전략적 국가 사업 프로젝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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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의 국가 정책 및 전략 방향

ㅇ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에서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 추진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2005-2025년 국가장기발전계획(RPJPN

2005-2025) 2007년 법률 제17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017년 인도네시아 해양정책

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16호,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발전계획(RPJPN 2005-2025)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5개년

중기국가개발계획’과 연간 정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특히 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정

책을 수립해나갈 예정. 2019-2024년 나와찌따(Nawacita) 2기 계획은 7% 경제성장률을 목표

로 한 경제 개발 과정으로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광산업, 농업·플랜테이션, 그리고 해양산업

개발에 주력

- 나와찌따(Nawacita)는 조코위 정부 1기에 만들어진 자국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

해 발표한 9대 핵심 정책공약

ㅇ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계획 발표(RKP) 등에 따라 해양

투자조정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개발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1: 중장기개발계획 중 CMMAI가 수행해야 할 7가지 국가적 개발 아젠다(2015~2019년 지난 

기간의 프로그램·활동 이행의 역학관계를 감안하여, 해양투자조정부가 2020~2024년 중장기개

발계획 이행기간에 추진해야하는 국가 정책)

-2: 중장기개발계획 중 CMMAI가 집중하는 5가지 해양 개발 및 투자 의제(해양투자부문과 관련

13 스턴팅 관리 보건부 해양자원실

14 폐기물 관리 및 환경 환경산림부 환경관리·산림실

15 One Map 정책 경제조정부, 지리정보청(BIG) 사무차관

16 해상/해역 취급 및 감독 해양수산부, 해양보안청 해양자원실

17 소금 개발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실

 18  탄소 크레딧 환경산림부 환경관리·산림실

19 나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수산부 해양자원실

 20 마리나, 크루즈 및 요트 개발 관광창조경제부, 공공주택사업부, 
교통부

관광·창조경제실

 
21

바이오 연료: B20, B30, B50, 
B100

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산림부 해양주권·에너지실

22  
재해 완화

공공주택사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환경산림부, 

국가재난방지청

환경관리·산림실

23 투자 자본투자조정청, 교차 부처 및 
기관

투자·광업실

24 채광 에너지광물자원부 교차 부처 및 
기관

투자·광업실

25 에너지 에너지광물자원부 해양주권·에너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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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CMMAI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 중장기개발계획-CMMAI가 수행할 7가지 국가적 개발 아젠다

ㅇ 해양 주권 발전(Maritime sovereignty development): 국제적인 포럼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을 하고(soft efforts) 해양 안보, 항법 활용 가속화(hard efforts)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해양

주권 국가로 입지를 굳히는 목표를 달성

- 국제 포럼에서 해양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

아는 영토의 해양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해양법 제정 및 협정 추진, 적

용되는 국제법과 국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양수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법치 확립에

힘쓸 예정

ㅇ 군도 국가형 발전(Archipelagic country-based development): 사회기반시설 균등성 및 질

향상,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산, 지속가능 관광개발 이행, 국가 물류비용 낮추고 사

회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연결성 높임

- 공평한 발전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주도형 개발을 위하여 연결 영역

을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 성장 및 국가 경제 이익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촉진

ㅇ 지속가능한 방식의 환경 관리 및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in a sustainable manner):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생산량을 증대하며 수산

업 및 양식업의 가치를 증대, 해양공간계획 및 해안지역구획, 인도네시아 해양 환경 개선

을 통한 해양수산 상품 경쟁력 강화

ㅇ 해양 산업 및 서비스 강화(Strengthening the maritime industry and services): 에너지 안

보 사회기반시설, 해양 및 운송 지원 산업의 독립성 증대, 관광 자원과 창조 경제의 이익과

기여도를 증가, 국민 경제를 이끄는 투자의 접근성 개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 자원

(sumberdaya hutan)과 환경의 이익, 경제적 기여 확대, 광업 부문의 이익과 경제적 기여도

상승

ㅇ 인적자원 개발 및 혁신 강화(Strengthening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해양문화, 개성, 혁신을 갖춘 군도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확립. 해양수산 관련 후방

산업(downstream) 성장, 관광 및 창조경제를 위한 인적자원 강화

□ 해양 업무 관련 CMMAI 관리 정책

ㅇ 해운·투자 분야의 정부 업무 관리는 여러 법과 규정을 말함. 현재 관련 정책 이행및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최소 30개~수백 개에 이름. 해양조정투자부는 인도네시아 내각 지원에서 다

양한 조직적 변화를 겪고 있음. 해양규제 분야의 정책방향 및 투자를 위한 부처 조정을 위

해 CMMAI는 해양 분야 및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고, 법률 사이의

중복성을 평가하고, 해양 개발 이행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초안을 제안함

ㅇ 해양 환경 및 해양을 관할하는 법률:

- 1985년 UNCLOS 비준에 관한 법률 제17호(유엔 해양법협약)

- 1996년 인도네시아 해양법 제 6항

- 연안 및 소도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호 2007년

- 기상학, 기후학 및 지구물리학에 관한 법률 제31호 2009년

- 보호 및 환경 관리에 관한 2009년 법률 제32호

- 2011년 제4호 지리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

- 2014년 해양법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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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연자원 관리를 관리하는 법률:

- 1990년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호

- 1994년 법률 제5호(유엔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 1994년 제6호 유엔기후변화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유엔기후변화협약)

- 석유 및 가스에 관한 2001년 법률 제22호

- 수자원에 관한 2019년 법 제17호

- 2009년 법 제45호에 의해 갱신된 어업에 관한 2004년 법 제31호

- 에너지 관련 2007년 법률 제30호

- 2009년 광물 및 석탄에 관한 법률 제4호

- 2016년 파리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제16호, 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파

리협약)

- 어업인·어업인·농어업인 염류 보호 및 권한 부여에 관한 2016년 7호

ㅇ 해양 서비스 관리 법률:

- 교통 및 도로 교통에 관한 법률 번호 14(1992년)

- 철도 관련 법률(2007년)

- 항해법 17번, 4번. 관광에 관한 법률(2008년)

ㅇ 지역 및 공간 관련 법률:

- 1961년 제19호 대륙붕 협약 비준에 관한 법률 제19호, 1958년 공해 어업 및 생활자원 보전

에 관한 협약, 1958년 공해상협약

- 1971년 제2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해상 경계선 결정 제2차 지역 국가 협약에 관한

법률 제2호

- 인도네시아 대륙붕법 제1호 1973호

- 1983년 법률 제5호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 구역

- 1992년 제24호 공간계획에 관한 법률

- 국제 협약에 관한 2000년 법 제24호

- 2007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 대륙붕 제한 설정에 관한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제18호(인도네시아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 협정) (2003

년)g 대륙붕 경계, 2003)의 구분

- 국가 영토에 관한 2008년 법률 제43호

- 2010년 제4호 싱가포르 서해협에 있는 두 나라(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싱가포르 공화국 간 T

의 영해 구분 관련 처리)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공화국 사이의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제4호.싱가포르 해협 서부의 국가, 2009년)

- 배타적 경제수역 결정에 관한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 제4호(인도네시아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협정 관련) 경제특구경계, 2014년)

□ 중장기개발계획-CMMAI 집중 5가지 해양 개발 및 투자 의제

ㅇ 해양 주권 발전:　해상 주권 집행은 외교와 해상 협상 강화를 통한 부드러운 노력과 해양

영토와 자원 보호에　있어 해상 방위, 안보, 안전 강화라는 강경 대응이라는 2가지 접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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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해 추진됨. 해양 외교 수행의 성공적 예로 인도네시아가 2017년 유엔(UN) 해양 회

의의 부회장으로 선출. 이는 세계의 해양 보존 및 해양 보호를 지원하는 데 있어 세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위치. 불법 어업 관행 근절 및 퇴치를 목표로 함.

- 해양 주권 발전을 위해 실행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국제 포럼에서 해양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리더십을 보임

2) 인도네시아 영토의 해양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해양법 제정 및 협정 추

진

3) 국제법과 국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양 수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법치 확립과 이익

보존을 촉진

<인도네시아 해양 지역의 주권 관련 법률 위반 건수(2018~2019)>

ㅇ 군도 국가 특성에 따른 개발: 군도로서 국가 발전은 두 가지 주요 문제 즉, 해양 연결과 공

평한 발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 지역불균형완화와 지역발전 등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질을 향상, 국가 물류비용을 낮추고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 투자

로 인한 개발 격차 역시 여러 지역에서 경제 발전의 불균형 성장에 영향을 미쳤음.

- 기반 시설 및 교통: 대륙 국가와 특성이 다른 섬나라에 대한 인프라 개발과 투자는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함. 해양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군도의 지리적 조건은 연결

성 증대 및 공평한 개발로 이어짐.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말까지 여전히 막대한 물류

비용이 걸림돌. 2019년 4분기 기준 물류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3.29%. 베트남의 물

류비용은 20%, 태국 15%, 말레이시아가 13%, 일본과 싱가포르가 8%를 차지

- 2018년에 해양조정부는 동부와 서부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교했음. 인도네시

아 동부 지역은 자바, 수마트라, 리아우 섬을 제외한 다른 지역. 아래의 표는 서부 및 동

부 지역의 국가 예산 인프라 투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줌.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 동부에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97.67%의 주 예산을 배정

처리 과정 건수 위반 유형 건수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완료된 조사 16 7 조업 관련 20 2

수사 및 기소 중지 2 6 유람선 4 4

행정제재 결정서 2 - 출입국 - -

추가 과정 없음 7 10 세관 2 2

처리중 - 6 석유 및 가스 1 18

미제 - - 기타 - 3

건수 27 29 건수 27 29

투자 분야 투자 총액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서-동 격차
예산 규모 % 예산 규모 %

1.항만 개발
 (Rp. Billion)

Rp 227.206 Rp 5.298 2.33% Rp 221.908 97,67% -95,34%

<인도네시아 지역별 기반시설 투자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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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투자와 달리 2019년 국내외 투자는 여전히 동부와 서부 지역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냄. 다음 수치는 국내외 지역별 투자 규모. 서부 지역 투자는 5,889억 루피아, 즉 자

바에서 4,346억 루피아(53.7%), 수마트라(리아우 제도 포함)는 154조3000억(19.0%)으로

나타남.

<국내외 지역별 투자 규모>

자료: 인도네시아 자본투자조정청

- 지역 간 연결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제공. 해양 고속도로 프로그램 거버넌스의 진행은 주

로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원활하게 분배하고 도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운송. 항만, 해운 및 산업의 통합을 통해 7개의 주요 항만(Kaula Tanjung, Tangjung

Priok, Kijing, Tanjung Perak, Makassar, Bitung, Sorong)을 묶는 통합 항만 네트워크

(Integrated Port Network), 해양 고속도로(고속해로)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중

ㅇ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천연자원 및 환경 관리: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생산량 증대, 해양공간계획 및 해안지역구획, 인도네시아 바다의 건

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산물의 경쟁력 증가. 수산 관리를 위해 수산 자원의 특성과 어업을

뒷받침하는 해양 역학의 생물 물리학 적 특성에 따라 수산관리구역(Wilayah Pengelolaan

Perikanan, WPP) 11개로 구분해 관리중.

- 해양건강지수(OHI) 또는 해양보건지수는 해양환경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값. OHI 값은 바다가 얼마나 건강하고 미래에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관리 하는

지를 나타냄. 인도네시아 OHI 평가는 2018년 전세계 221개 지역 중 67점, 113위보다

2019년의 65점을 얻어 137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는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해양건강성지수 체계(OHI+) 개발중

2. 35GW발전소
 (GW 용량)

23,423MW 18,887MW 80,63% 4,536MW 19,37% 61,27%

3.  7GW 발전소 
(GW 용량)

7,900MW 5,100MW 64,56% 2,800MW 35,44% 29,11%

4. 발전소(MVA) 111,762MVA 63,094MVA 56,45% 19,098MVA 17,09% 39,37%

5. 송전망(KMS) 33,557KMS 19,284KMS 57,43% 14,293KMS 42,57% 14,86%

6. 정유공장 
건설(Rp Billion)

Rp 1.188.528 Rp 472.284 39,73% Rp 716.280 60,27% -20,53%

평균 격차 4,79%



- 176 -

- 해양 자원(수산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주요 수산국 중 하나. 2014년 어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648만t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세계 어업의 7.38%(FAO, 2016년)를 차지함. 주요 상품인 참치, 참치, 새우 등.

그럼에도 2010년 이후 연평균 3%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산 생산이 정체기. FAO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80만t의 해조류를 생산하는 세계 2위 생산국이며, 428만t

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3위 생산국임.

<인도네시아 어업 생산량(2010~2017)>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 해양 자원(광물 및 석탄): 2015~2018년 0.1% 성장에 그쳤던 성장률이 수출 증가로 1.9%로

오를 것으로 낙관. 광산업은 사회문제, 정치, 인허가(불법)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

험성도 크지만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적 이점을 고려해봤을 때 광물의 필요도와 그 잠재력

이 매우 높음. 인도네시아의 주요 석탄 생산 지역은 111억 톤의 매장량을 가진 남수마트

라 주, 52억 7천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남칼리만탄 주, 71억 9천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동칼리만탄 주.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생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해 광물제품은 반드시 국내에서 가공해야 함. 제련소 건설을 통한 하류산업 발전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전역에 제련소 건설을 계획.

<인도네시아의 제련소 건설 예정지 3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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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물 자원

생산량 (기준: 톤)

2017년 2018년 2019년

1 석탄 413.000.000,00 548.580.000,00 616.160.000,00

2 주석 245.368,00 230.924,00 180.203,82

3 금 82,00 134,00 109,02

4 은 259,00 302,00 487,00

5 납 68.702,00 83.015,00 76.101,00

6 니켈 가공품 598.125,00 857.166,00 1.917.471,90

7 니켈 매트 78.006,00 76.708,00 72.014,00

<인도네시아 광물 자원 생산량>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국(Laporan Kinerja Ditjen Minerba, KESDM)

ㅇ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과 서비스는 해양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해양산업과 부가가치상품·해운서비스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나. 해양산업과 서비스의 강화는 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과 부가가치 상품과 해양 서

비스의 향상에 초점. 뿐만 아니라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 해양 및 운송

지원 산업의 독립성, 관광자원과 창조경제의 혜택과 기여도 증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 용이성을 실현

-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군도 지역 간의 연결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군도의 좋은 연결

성은 좋은 물류 성능으로 표시할 수 있음.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

년에 2.98점보다 0.07점 증가해 3,15점 46위로 17단계만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0

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물류 실적의 발전은 다음 그래프에 확인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순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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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분기까지 인도네시아 물류 비용은 여전히 국내 총생산(GDP)의 약 23.29%에 불과

해서 그 이유는 해양연결 불량의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알려졌음. 높은 물류비용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인프라, 특히 비즈니스 친화에 아직 부적합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

관리 시스템에 있음. 이에 다른 요인은 군도 국가 차원에 대한 불평등 투자로 알려졌음.

- 섬 간의 물품운송의 물류문제(bottleneck logistics)를 알아내고 섬간 무역 결제력의 지표,

특히 특정 경로 사이에 비용 및 운송 기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해짐. 인도네시아 물류성능지수(LPI)는 물류 성과에 대한 간단한 척도로 한 나라가 글

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물류 상품의 원활하고 빠른 유통을 지원함)를 글로벌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음.

<국내 총생산(GDP) 대비 물류 비용의 목표치 및 실제 측정치 비교표>

ㅇ 인적 자원, 과학기술 개발: 인적자원 관련 정책의 방향은 인도네시아가 혁신적, 인성, 문화

를 가진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하류 어업, 해양 및 지원, 인력관광 및 창조

경제부(PAREKRAF, Masyarakat Indonesia, khususnya pemangku kepentingan di sektor

pariwisata dan ekonomi kreatif)를 통해 실현

② 인니 해양관련 ODA 사업 현황 조사

(1) 인도네시아 ODA 사업 현황

연도 제목 /프로젝트 성명 수여국 협력 분야
비용

(US $)

2007 
- 

2016

인도네시아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 과학 (SPICE III)

독일
2003년부터 승인된 인도네시아 연안생태계 

과학보호의 연구프로그램 쌍방협력
$ 5.7 M

2012 
- 

2015

코랄 삼각형 이니셔티브 
인도네시아 해양보호구역 

관리
미국

2,000만 헥타르의 해양과 연안 자원 보호 및 
지속적 관리, 주요 연구: 산호 삼각형 

이니셔티브(CTI)
$ 8.3 M

2008 
- 

현재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의 
해상항법시스템 안전개선사업

일본
인도네시아에 말라카 및 싱가포르의 선박교통체계 

개선방안
$12.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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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비전 및 목표 설정

    -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마스터플랜,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협력방식, 그리고 한국형 과학기술 

ODA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한·인니 국제협력 비전과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3) 한·인니 중점 협력 분야

○ (해양정책· 제도) 해양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험을 교류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해

양자원 개발·이용,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대한 상호 발전 도모

○ (해양·기후변화 및 재해 예방) 해양·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간 자

료 교환·공동연구를 통해 해양재해에 대한 능력을 향상

○ (해양생태환경 보전·관리)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 기술

을 발전시키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련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양국의 생물다양성을 증

진

○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수자원, 해양에너지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해양생물자원량 평가 및 친환경적인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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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4)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 협력 분야 및 공동연구 세부과제 도출

Capacity 
Building
역량 강화

Dispatch of lecturers to get S2   and S3 degrees at Korea University
한국에서의 석사, 박사 취득을 위해 강사 파견

Postdoc   at Korea University and KIOST.
KIOST와 한국 대학에서 postdoc 프로그램

Short term Fellowship at Korea University and KIOST.
한국대학교와 KIOST 단기 펠로우십

Visiting   Professor from Korea to Indonesia.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방문교수

Professional Training for young scientists.
젊은 과학자를 위한 전문 연수

Embody   consortium amo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KIOST.
대학, 연구기관, KIOST 간 컨소시움 구성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patents: create MTCRC international 
journals.
출판물 및 특허의 수 증가: MTCRC 국제 학술지 작성

Providing joint research funds   with Korea.
한국과 공동연구비 지원

Improve the   ability to use machine learning.
머신 러닝 사용 능력 향상

Marine database and   instrumentation training.
해상 데이터베이스 및 계측 훈련

Transfer of knowledge regarding   marine instrumentation technology along with the 
instrument procurements
계측기 조달과 함께 해양 계측 기술에 관한 지식의 전달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in the production of marine 
instruments.
해양기기 제작에 있어서의 대학간의 다학제 협력.

Conducting training in database   and operational oceanography followed by the 
ready-to-use infrastructure   procurements
사용 가능한 인프라 조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해양학 교육 실시

Improving knowledge on marine   phenomenon by adding met-ocean observation station
해양관측소를 추가하여 해양현상에 대한 지식 향상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the maritime industry.
대학과 해양산업의 협력 강화

Development of ocean search and   rescue system.
해양탐색구조시스템 개발

Environmen
tal Issue
환경 문제

The process of recycling plastic   waste in coastal areas.
연안지역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Research on pollutant proxies.
해양오염물질 리서치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handling ocean pollutants.
해양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

Develop a monitoring system of   ocean pollutants.
해양 오염물질의 감시 시스템을 개발

Develop a coupled atmosphere ocean   model for climate change studies.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한 결합된 대기 해양 모델을 개발

Utilization of Remote Sensing for   marine and atmospheric parameters and model 
validation for environmental   problems.
해양 및 대기 매개변수에 대한 원격 감지 활용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모델 검증

Rehabilitation of Marine Fisheries   Resources.
해양 수산 자원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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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research on Blue Carbon.
블루 카본 연구 개발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
지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from the ocean such as Ocean Tides, Tides, 
Ocean Waves, ocean thermal   differences, and offshore wind turbines to meet 
electricity needs.
해류, 조수, 해양파, 해양온도차에너지, 해양 풍력 발전 등의 전기수요에 따른 에너지

Biotechnology/Bio-energy seaweed.
해양생명공학 / 해조류 바이오에너지

Marine 
Product
해양 상품

High quality salt production using   Geo-membrane Technology.
진공막 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소금 생산

Ocean food products (Fish, Seaweed, and   Lobster) are processed into canned or 
packaged food.
해산물(생선, 해조류, 랍스터) 등 통조림 및 포장 식품 가공

Clean technology for sustainable maricultural   using Floating Net Cage.
가두리 양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원예업을 위한 청정기술

Marine Bioprospecting and Marine   Natural Product (MNP): Ingredients from marine 
medicines, cosmetics and   seafood technology.
해양생물관측 및 해양자연제품: 해양 의약품, 화장품, 해산물 기술 재료

Increase patents on marine   products.
해양 관련 상품에 대한 특허 늘리기

Provision of clean water from the   ocean (desalination).
해안으로부터 깨끗한 물의 공급(담수)

Manufacture of marine   instrumentation (measurement of marine parameters.
해양 계측기 제조(해상 매개변수 측정)



- 186 -

2-4. 4차년도(2021년도)

4차년도(2021년도)

해당연도 연구개발 목표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 활성화 및 안정화

세부 연구개발 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비(천원

)
수행기관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

한·인니 MTCRC 운영

한·인니 학연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

영

정보교류 및 홍보

199.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국가 간 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공

동연구수행(계속)

-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

영 

 ‧ 해양에너지 개발

 ‧ 해양쓰레기 관리

311,0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도출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66,500

해양과기원
(KIOST)

& 
반둥공과대

(ITB)

1)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가) 정부간 회의 개최

① 제4회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서면)

1) 일시 및 장소 : ’20. 12월 중 / 서면개최

2) 참석자 : 한 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위원

구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위원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조디 해양투자조정부 차관

위원 권석재 KIOST 국제협력부장 아말리요스 해양투자조정부 국장

위원 김원국 부산대학교 교수 라흐맛 해양투자조정부 국장

위원 권재일 KIOST 연구원(해양재난·재해) 피르만 해양투자조정부 사무관

위원 김희진 KIOST 국제협력실장 이르완 반둥대 지구과학기술대 학장

소장 박한산 MTCRC 한국 측 소장 이본 MTCRC 인니 측 소장

< 제4차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대표단 명단 >

3) 안건내용

◦ (안건 1) `21년 MTCRC 활동 보고

- (센터현황) ①인력은 현재 20명(‘20. 8월 기준, 공동소장 2명, 기술부장 1명, 비정규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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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②조직은 3개 부서(기획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③시설은 치르본 센터/자카

르타 사무소 운영

- (업무현황) ①관계기관과 협력, ②공동연구사업 수행, ③인니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④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행*, ⑤장관님 방인니 및 후속조치 지원(9~12월) ⑥스리위

자야 항공기 추락사고 지원(1월) ⑦해양위성 ODA사업 추진(1월-6월) ⑧자문단 설립 및

운영(10월~) 등

* 치르본 해양·연안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 ’19년-’21년 / 50억원(’21년 17억원)

- (예산현황) 총 4.07억원(3분기(9월) 기준 집행 2.71억원, 잔액 1.36억원)

(단위 : 원)

구분 비 목 예산(A) 지출(B) 잔액(A-B)

운영비

인건비 119,065,009 105,121,306 13,943,704

출장비 31,128,107 8,528,214 22,599,893

업무추진비 143,967,495 96,429,832 47,537,663

복지후생비 31,128,107 29,585,274 1,542,833

교육훈련비 23,346,080 2,875,302 20,470,779

연구비
연구비개발비 42,801,147 23,416,891 19,384,256

연구장비구입비 15,564,054 5,046,243 10,517,810

 합계 407,000,000 271,003,062 135,996,938

* 4분기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출장비, 연구장비비 등 약 1.3억원 지출예정. 잔액 발생시

`22년도에 이월하여 운영비로 활용 예정

◦ (안건 2) `22년 MTCRC 활동 계획 검토 및 승인

- (협력플랫폼) 제5차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개최(`22.하반기/화상 또는 서면) 지원, 양국

정부/전문가간 회의 지원, 한인니 해양 관련 기관간 MOU 체결, 자문위원단 운영

- (공동연구) 한인니 양국 장관협의를 통해 도출된 양국 협력주제인 블루카본, 스마트양식,

해양쓰레기를 공동연구 주제로 설정(안), 2022년 초 관련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하여 연구

주제 및 세부 연구내용 추가 보완 예정

’21년 추진현황 ’22년 추진계획

주제 내용 주제 내용

운용해양예보
시스템 개발

- 인니 광해역 해수유동 모델 고도화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루카본

- 드론 및 위성을 이용한 
맹그로브/해초류 분포지 특성 분석 

기술 연구
- 맹그로브 지상 생체량 및 
탄소저장량 산출 기술 연구
- 맹그로브/해초류 지하/수중 
탄소저장능력 산출 기술 연구

해양위성 활용 
및 운영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실해역 
검보정 실시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정지궤도 
해양위성 공동활용 기반 구축)

해초류 및 
어류 양식

- 해초류 양식 적지 선정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한 해양환경 조사 분석
- 어류 양식을 위한 스마트 배양장 

구축 및 바다가두리 양식장 
해양환경 특성 조사 및 연구

해양에너지 
개발

- 나투나 해양에너지활용 및 연계를 
위한 방안 연구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해양쓰레
기

- 해양쓰레기 및 해양수질 환경 
모니터링 및 연구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개선

해양쓰레기 
관리

- 해양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 운영 및 
평가

- 후속 중·대형과제 개발

- (과제 발굴) 인니 해양수산과학 통합역량강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양식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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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개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중대형 과제 발굴 추진

* 인니 치르본 해양기초조사 역량강화 사업(’22년 종료)의 후속사업으로 추진. 인니 각

지역별 역량강화 거점 협력대학과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카르타 교육훈련

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관련 ODA사업의 실습훈련 협력수행

** 태양광, 풍력+해수양수발전 시스템, 스마트 양식 시설 설계 및 구축 등

*** 해상유전플랜트를 활용한 해양관측거점기지, 해양 빅데이터 센터 구축

- (역량 강화) 한국초청 석박사급 해양전문가 육성과정, ODA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훈련

운영(박사 2명, 석사 1명)

- (해양과학기술 관련 사업 현지수행)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

강화 ODA 사업수행 (‘19~‘22/총 50억원,‘22년 17억원), 국가해양관리 위한 한국 정지궤도

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ODA 사업수행 (‘22~‘26/총 60억원,‘22년 15억원, 센터 약 4억원)

◦ (안건 3) MTCRC 공식 계좌 변경 승인

- (주요내용) MTCRC 공식 계좌로 사용하던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의 불안정성*으로 인

하여 정상적인 회계 업무에 차질이 있는 바, 기업은행으로 변경 하고자 함.

* 인터넷뱅킹 접속 불가능 하루에 수회 발생, 이중 출금 사고 발생, 송금 수수료 지출로

행정처리업무 증가(변경 예정 은행은 모든 송금수수료 면제)

나) 한·인니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 배경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

역량 강화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

진 정부간 공동연구센터다. 해양 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은 장학금, 교육, 훈련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지식 교류, 교육을 증진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이다.

◦ 해양 OD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MTCRC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ITB 지구과

학기술대(FEST)와 해양 전문가 공동지도교수 과정 수행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 올해는

공동지도교수 과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세 번째 해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표, 활동, 성과, 검토 및 이 프로그

램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 기록됐다. 본 보고서가 프로그램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② 해양 전문가 공동지도 프로그램

1) 목적

◦ 일반적으로, 석사과정 공동 지도교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특히 해양 지식(해양학) 분야에서 젊은 세대의 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수준의 정식 고등 교육을 통해 해양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젊은이

들의 능력을 배양

-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는 훈련(단기훈련)을 통해 해양분야의 기술력 향상

-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인 대학원생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특히 KIOST 연

구원들)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특히 ITB 연구원들)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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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분야에 한국 연구원(특히 KIOST 연구원)와 인도네시아 연구원(특히 ITB 연구원)

간 국제 수준의 공동 출판 권장

- 외국인 유학생(특히 인도네시아 출신)을 지도하는 한국 연구원(특히 KIOST 연구원)의

지도 능력 향상

◦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젊은 학자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해양 분야의 연구

와 조사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또는 연구자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다. 이 프로그

램의 참가자는 인도네시아 국립 인증 위원회(Badan Akreditasi Nasional Indonesia)의 인

증을 받고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일반 물리학, 해양학, 수학 및 지구 과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S1)를 취득하고 합격해야 한다.

2) 장학생

◦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TCRC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젊은 연구원/학생을 선

발한다. 즉, 대학에서 물리 해양학, 물리학, 수학 및 지구과학 분야의 학사 학위(S1)를 취득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사 학위는 인도네시아 국가 인증 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

이여야 한다. 또한, 장래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의 최

소학업잠재력 시험(Tes Potensi Akademik, TPA) 점수와 475점 이상의 외국어 시험

(TOEFL) 점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MTCRC 장학생은 학업 시작 1, 2년차에 국내 세미나

에서 발표자가 되고, 1개의 논문을 발표(세미나/국제 혹은 국내 회의) 혹은 1개의 국제 세

미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올해 KIOST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들은 전년도 KIOST 장학금 수혜자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장학금 수혜자를 위한 더 이상의 선택이 없었다. 3명의 신입생만 추가됐지

만 실상은 이미 이번 학기부터였다. 2021년 KIOST 장학생 명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순번 성명 NIM(학생번호)

1 Kholillah Yudicia Isnaeni 22420002

2 I Made Dharma Raharja 22420003

3 Edwin Apriyanta Winardi 22420004

4 Muhammad Raihan 22420009

5 Shellyn Prastisia Mberato 22420010

6 Jeszy Novianti Andakke 22420011

7 Annisa Aulia Lukman 22420012

8 Rizal Fadlan Abida 22420013

9 Ima Nurmalia Permatasari 22420014

10 Delilla Suhanda 22420016

11 Vera Christanti Agusta 22420020

12 Adinda Maharani 22420021

13 Rosi Ajeng Khusnul Hanifa 22420023

14 Rizqi Valentra 22420026

15 Dynda Romika Junita 22420027

16 Ahmad Dhuha Habibullah 22420028

17 Nabila Afifah Azuga 22420306

18 Lufti Rangga Saputra 22420031

19 Khafid Rizki Pratama 22420307

20 Muhammad Faqih Ahkam 22420025

<2021/2022 KIOST 장학금 수혜자> 

3) 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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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에 채택된 교과 과정은 ITB 지구과학기술대(Sains Kebumian, SB) 연구 프로그램의

정규 프로그램의 2020년 교과 과정과 동일하다. SB 학습 프로그램 교과 과정은 다음과 같

이 구분된다.

- 이 과목은 모든 학습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다. 학습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은

4학기 총 15학점으로 구성된다.

1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5101 지구계 3

SB5103 지구 데이터 분석 3

1 학기 학점: 6

2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5001 지구과학연구방법론 3

2 학기 학점: 3

3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6098 논문 프로그램 2

3 학기 학점: 2

4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6099 논문 4

4 학기 학점 : 4

<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 필수 과목>

- 지구과학기술대 연구 프로그램에는 대기 과학, 해양학, 지진학 등 세 가지 옵션이 있다.

MTCRC나 KIOST 및 ITB 협업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은 해양학을 선택했다. 해양학 옵

션 필수 과목은 12학점으로 구성된다.

- 학생들은 지구과학기술대 프로그램 자체 또는 연구 프로그램 외부에서 선택 과정을 선

택할 수 있다. 지구과학기술대 프로그램에서 석사 과정 이수를 위한 최소 학점을 충족하

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학점은 17학점으로 구성된다. 연구 프로그램 교과 과정에는 해양학

의 선택 과목(표 4)으로 제공되는 33학점이 있다. 선택과목이나 다른 학습 프로그램 역

시 학생들에 의해 선택 과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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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5011 물리 해양학 3

SB5102 고급 수치 분석 3

1 학기 학점: 6

2 학기

과목번호 과목 학점

SB5013 유체 지구물리학 역학 3

SB6014 해류역학 3

2 학기 학점 : 6

<지구과학 해양학 연구 프로그램 필수 선택 과목>

번호 과목번호 과목 학점

1 SB6001 특별 주제 3

2 SB6117 고급 해양 모델링 3

3 SB6126 구름과 비 물리학 3

4 SB6127 해양-대기 상호작용 3

5 SB5223 지역 수력기상학 3

6 SB6232 지진자료 분석 3

7 SB6115 해류 동력과 쓰나미 3

8 SB6118 하구 역학 3

9 SB6116 조수의 역학 3

10 SB6134 지구 재난 관리 3

11 SB6137 지진 단층 촬영 3

<지구과학 해양학 연구 프로그램 선택 과목>

4) 특별 프로그램

◦ 이 협업을 통해 이뤄진 특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a. 2020년 12월 11일 MTCRC 치르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를 사용하여 치르본

시에 소재한 ITB 와투벨라(Watubelah) 캠퍼스의 발전기는 이미 가동되었다. 정전 시 30초

이내에 즉시 교체하여 UPS(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서버의 도움으로 전원 공급 장치가 계

속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Cirebon 직원은 더 이상 매일 켜고 끌 필요

가 없다. 이 서버는 반둥 가네샤 캠퍼스와 부산 KIOST에서 모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

다. MTCRC의 서버 컴퓨터는 Kholillah Yudicia Isnaeni와 I Made Dharma Raharja가 활

용을 했다. Muhammad Raihan도 MTCRC Cirebon에 있는 데스크탑을 활용, Syarifah

Fauzah도 Aceh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 원격 액세스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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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TCRC가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은 12월 셋째주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 이후 열릴

예정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 1. 정의영 박사(KIOST)

- 2. Purwanti Lelly Sabrina, S.Si., M.Si,

- 3. Indrawan Fadhil Pratyaksa, S.Si,

- 4. Avrionesti, S.Si., M.Si

- 5. Umar Abdurrahman, S.Si., M.Si

- 6. Mochamad Riam Badriana, S.Si., M.Eng

- 7. Ashadi Arifin Nur, S.Si., M.Si

5) 권리 및 의무

◦ 제7조 학생의 의무

- 1) 학생들은 갑(First Party, KIOST)과 합의된 연구 분야에 따라 학습에 정진하고, 연구

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2) 학생들은 갑과 합의한 연구 목표의 개발 성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각 학기 학생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1학기와 2학기에 학생들은 국가 세미나에서 1개의 연구 발표와 1개의 국가 출판물을

발표해야 한다.

- b) 3학기과 4학기에는 2회의 연구 발표와 1회의 국가 간행물 또는 1회의 국제 출판물(제

출)이 있어야 한다.

- 3) 학생들은 2021/2022학년도의 홀수 학기와 짝수 학기를 마치기 전 적어도 1회 시간 전

에 갑이 제안하는 현장 조사 또는 기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 4) 학생들은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함에 있어 갑이 제안한 공동지도 교수가 있어야 한

다.

◦ 제9조 교육 평가 및 보고

- 1) 교육 평가의 원칙은 ITB의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 2) 을(Second Party, ITB)은 매 학기(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후 제2조 및

제4조에 열거된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갑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6) 협력계약 체결(계약식)

◦ 이 FITB-KIOST간의 협력계약 체결 (KIOST 번호: 국제협력-563 및 ITB FEST 번호:

2562/IT1.C01/KS/2021)은 2021년 7월 23 일 진행되었다. ITB FITB-KIOST 협력 계약은

MTCRC 공동 소장 박한산 박사와 한국측 대표(KIOST)로 체결했으며, ITB의 협력 계약

은 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Dr. Irwan Meilano, S.T., M.Sc. as Dean of the

Faculty of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ITB)가 체결했다.

◦ 계약은 ITB에서 서명한 계약서를 자카르타 MTCRC 사무실로 보냈고, 이 원본을 한국의

KIOST로 송부한 뒤 체결을 완료한 계약서를 다시 자카르타로 보내며 마무리가 되었다.

③ 2021년 협력 프로그램

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상황

◦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협력 프로그램의 활동은 대유행 전 해와 다르다. 올해는 면

접 과정부터 시작해 학습, 세미나, 교육까지 온라인 상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

KIOST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일부가 전년도 KIOST 장학금 수령자로 등록돼 있어 올해

는 추가 장학금 수령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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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회의

◦ 중간학기 모임은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들이 그동안 해온 성과를 알 수 있는 수단으로 진행된다. 이

번 중간 학기 회의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홀수 중기 회의

는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15:00 WIB에 Zoom Meeting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진행

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21명이 참석해 KIOST 장학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권리와

의무, 학생학습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3) 내부 회의

◦ 그동안 협력관리 태스크포스에서는 세출예산안 작성, 1학기 회의 계획, 온라인 교육 계획,

MTCRC 치르본 센터 방문 계획 등 여러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전년도 보고서와 분리할 수 없어 보고서 작성과정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내부 회

의를 진행하였고, 본 회의는 그림 3과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장학생 관리를 위한 내부 회의>

4) 비공개 논문심사

◦ 석사학위 비공개논문 변론은 심사강사 앞에서 내부 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

학생이 작성한 논문보고서를 논문위원회(팀심사관) 앞에서 심사를 받는다. 2021년 9월 27

일, A.R. Khairun Nisa'와 Aulia Dyan Yohanlis 학생의 비공개 논문 변론이 열렸다. 이

비공개 논문 변론은 최신 WRAM(교육 및 학생 담당 부총장의 지시: 841/IT1)의 규칙을

따랐다. B04/DA/2021년 2학기 - 2021/2022학기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학업활동 가이

드라인은 엄격한 건강규약을 유지하여 오프라인에서 수행되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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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 장면>

5) 공개 논문심사

◦ 비공개 논문 변호와 다를 바 없다. 지구과학연구프로그램 학생들의 졸업을 알리는 논제 변

론이 진행된다.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 보고서는 논문위원회(심사를 위한 강사팀) 앞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현재 WRAM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졸업을 결정하는 모든 시험은 오

프라인에서 치러야 한다. 그래서 A.R. Khairun Nisa', Aulia Dyan Yohanlis, Najwan

Algifari는 FITB 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한편, Najwan Algifari는 사마린다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논문 변론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참석자는 고

문(Dr.re.nat. Mutiara R Putri), 학습 프로그램 장(Dr. Nurjanna Joko Trilaksdono, S.Si.

M.Si), 그리고 학습 코디네이터(Dr. Lamona Bernawis)가 참석했다. 이 공개 심사는 2021

년9월28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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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논문 심사 과정>

6) 공동 지도 교육

◦ MOU에 기재된 기사에 따라 장학생들은 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 강사 및 각 과학 분야의

KIOST 연구원의 논문 연구를 지도한다. KIOST의 지침은 상담 활동, 토론 또는 외부 ITB

의 멘토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학생들은 소속 기관 내 연구원의 활동

으로 인해 KIOST에서 발령받은 감독관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협력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 연구원의 지도를 받게

될 학생으로는 대표적으로 Lufti Rangga Saputra가 있다.

7) 기타 활동

◦ 2021년10월 졸업식:　2021년 10월 졸업식은 ITB 웨스트홀에서 열린 제1회 하이브리드 졸

업식으로 반둥공대 줌·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수료생들이 참석한다.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졸업생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과정 1명씩 각 교직원 3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한편,

2021년 10월에 졸업한 MTCRC 2020 장학생은 아우리아 디안 요한리스(Aulia Dyan

Yohanlis)와 아이눈 라흐마 카이룬 니사(Ainun Rahma Khairun Nisa)이다. 2019년 장학생

으로 나즈완 알 지파리(Najwan Al Gifari)와 함께 졸업했다.

◦ 현장 실습: 현장실습은 Shellyn Mberato Jeszy Andakke 학생이 수행했다. Shellyn는 논문

연구를 위해 마나도 만의 물에서 플랭크톤, 퇴적물, 해수 샘플을 채취했다. 향후 I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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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ma Raharja, Ima Nurmalia 등 학생들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진>

④ 장학생 성과

1) 학업 성취도

◦ 지구 과학 연구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에서는 커리큘럼에 나열된 여러 과정에 설명되어 있

다(2장 참조). 각 학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다른 과제의 형태로 최소 두 번 평가된다.

최종 학점은 과정 강사에 의해 결정되는 성공률의 전환율을 가진 지수로 변환된다. 또한

인덱스 값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학생들이 마스터(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통과하기 전까지 학업 성취도 > 3.0을 제외하고,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시해야 한다. 표 4에 요약된 성능 지수를 제외하고. 2021/2022년 1

학기 신입생의 경우 아직 기말고사 기간(2021년12월6일)을 지나지 않아 학점평균

(GPA/NR)을 낼 수 없었다.

A AB B BC C D E

4 3,5 3 2,5 2 1 0

<점수 구간 표>



- 197 -

순번 학생번호 이름 평점 취득 학점

1 22420002 Kholillah Yudicia Isnaeni 3,83 26

2 22420003 I Made Dharma Raharja 3,61 27

3 22420004 Edwin Apriyanta Winardi 3,83 27

4 22420009 Muhammad Raihan 3,31 24

5 22420010 Shellyn Prastisia Mberato 3,50 27

6 22420011 Jeszy Novianti Andakke 3,56 27

7 22420012 Annisa Aulia Lukman 3,83 27

8 22420013 Rizal Fadlan Abida 3,44 27

9 22420014 Ima Nurmalia Permatasari 3,38 24

10 22420016 Delilla Suhanda 3,44 27

11 22420020 Vera Christanti Agusta 3,78 27

12 22420021 Adinda Maharani 3,75 24

13 22420023 Rosi Ajeng Khusnul Hanifa 3,50 24

14 22420026 Rizqi Valentra 3,81 24

15 22420027 Dynda Romika Junita 3,63 24

16 22420028 Ahmad Dhuha Habibullah 3,50 27

17 22420306 Nabila Afifah Azuga 4,00 12

18 22420031 Lufti Rangga Saputra 3,61 27

19 22420307 Khafid Rizki Pratama 3,50 12

20 22420025 Muhammad Faqih Ahkam 3,29 29

<학생들의 평점과 취득 학점 내역> 

2) 졸업생

◦ 2020 MTCRC 장학생은 아우리아 디안 요한리스(Aulia Dyan Yohanlis)와 아이눈 라흐마

카이룬 니사(Ainun Rahma Khairun Nisa)이다. 2021/2022년 MTCRC 장학생들의 경우, 학

업을 마친 학생이 한 명도 없다. 학생 교육의 진행 상황은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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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학점 현황 그래프>

<이수 학점 현황 그래프>

<성적 현황 그래프>

3) 출판 및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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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국내 세미나에서 2건의 연구를 발표하고 국내 또는 국제 출판물에 1건의 연구를

등록해야한다.

성명 학생증번호 2021년 ISEST (논문 제목)

Rizal Fadlan Abida 22420013 River Mouth Seasonal Closure in Southern Coastal of Java: 

Process and it’s Impact

I Made Dharma 

Raharja

22420003 Tracking the Origin of Floating Plastic Debris Particles 

Using the Backward Trajectory Model in the Waters of 

Nusa Penida, Bali

Ahmad Dhuha 

Habibullah

22420028 Climate-Driven Marine Heatwaves in the Indonesian Seas

Rizqi Valentra 22420026 Submarine landslide identification in the south of Lombok 

Strait and its hypothetical generated tsunami

<ISEST 발표 내역>

성명 학생증번호 2021년 MSAT (논문 제목)

Dynda Romika 22420027 Overview of Planktonic Foraminifera in Relation to Ocean 

Currents in Sulawesi Sea

Rosi Ajeng Husnul 22420023 Study of Bathymetry and Seabed Morphology Changes Around Anak 

Krakatau Waters of 2018 Post-Eruption

I Made Dharma 

Raharja

22420003 Characteristics of water mass

movement in the Nusa Penida

Waters Using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

Ahmad Dhuha 

Habibullah

22420028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in Indonesia and its Relation to

Regional Climate Indices

Adinda Maharani 22420021 Potential Source Analysis of Macro

Debris in Untung Java Island by

Using Trajectory Particle Modelling

Lufti Rangga 

Saputra

22420031 Effect of Turbidity, Temperature and Salinity of Waters on 

Depth Data from Airborne LiDAR Bathymetry

Edwin Aprianta 22420004 Modeling of Plastic Waste Particle

Trajectory during Pre and Post

Reclamation in Jakarta Bay

Syarifah Fauzah 22420305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 of Tidal Current in

Balikpapan Bay Using Delft3D

Destika Agustian 

Widiawan

22419005 Tempor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Oil Spill in

Balikpapan Bay

<MSAT 발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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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출판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 진척도 관리(출판 관련 현황)>

<출판 종류>

⑤ 검토 및 제안

1) 이행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

◦ 지구과학 및 기술학부 (FEST)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행정적인 문

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장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MTCRC 프로그램 간 연계도 문제를 나왔

다. 예를 들어, MTCRC의 훈련 이행이 지연되면, 그 활동도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선언할

수 없다.

◦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

해 계획된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온라인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강의 및 멘토링 활동은 온

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예정되어 있던 교육 활동은 취소해야 한다.

◦ 앞서 MTCRC가 정한 한국 연구원과의 지침에서 장학생들은 감독관과의 의사소통/접촉에

어려움을 겪었다.

2) 대안

◦ 행정적인 사항은 항상 교수진 및 MTCRC와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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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유행 상황이 개선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는교육 및 학생부 교감 (WRAM) 841/IT1.B04/DA/2021년호에 의해 발표된 결정에 따라

또는 하이브리드 학업 활동 지침 2학기 - 2021/2022년이다. 이 지침으로 졸업을 결정하는

모든 시험은 오프라인에서 치러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 강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3) 과제

◦ 지금까지의 과제는 COVID-19 대유행 조건에서 KIOST 연구원들이 소유한 제한된 시간

동안 공동 감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들은 물론 자체 작업 부하가 있기 때문에 공동 감독

을 수행하는 데 추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과제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협력 협정에 언급된 훈련을 수

행하는 것이다. MTCRC 선박과 MTCRC 측량 장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대유행 기간 동안 아라함에서 훈련을 실시

할 경우 보건의정서와 다른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당사자의 조정이 필요

하며, 이 조정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특정 당사자의 느린 대응과 같은 이 전염병

동안 수행될 경우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조정과 관련된 이 과제는 또한 이 전염병 동안

의 모든 형태의 활동에도 적용된다.

◦ 오프라인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강의와 관련된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과제는 교육 및 학생부 교감에게의 규칙 제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로운 규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객실 준비, 건강 프로토콜 유지 및 기술이 필요하다.

4) 향후 계획

◦ 훈련 과정(Training course): 훈련 과정은 여전히 계획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

친 후 12월 셋째 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래 본 교육 코스는 강연자가 배정되었다:

Dr. Euiyoung Jeong dari KIOST (Korea Institute of Ocean and Science Technology),

Purwanti Lelly Sabrina, S.Si., M.Si,, Indrawan Fadhil Pratyaksa, S.Si, Avrionesti, S.Si.,

M.Si, Umar Abdurrahman, S.Si., M.Si, Mochamad Riam Badriana, S.Si., M.Eng, Ashadi

Arifin Nur, S.Si., M.Si

◦ 다음으로는 교육 수료 후 3주째인 12월에 장학생들이 직접 MTCRC 치르본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 다음 계획은 지구과학 학습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과정인 특별 주제 과정을 다시 개설한다.

그 내용은 지구과학 분야의 중요한 이슈에 따라 그때 다르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의 주

제는 기름 유출이었고, 이번 학기에는 해양학 원격 감지 및 인공위성, 해양 생물학, 해양

공간 계획, 해양 지구 물리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 해양학 강좌가 있다.

◦ 특별한 과정은 다음 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MTCRC와 다시 논의하여 국내 여러 기관 소

속 교사를 찾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좋은 대안은 전청균 MTCRC 부장이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누군가가 4개의 지구과학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결론

◦ KIOST와 MTCRC를 통한 ODA 자금으로부터 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해 진행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4명으로 구성된 26명의 수강료와 월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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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수 있는 자금이다. 최초 지원자 26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학생 수를 파악한 결과 선

발 과정을 거쳐 2020년 19명(졸업생 3명)이 장학생이었다. 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인 지구

과학기술부 학생들이 선택한 해양학 관련 컨퍼런스와 훈련에 참석하기 위한 자금도 제공

되었다. 협약에서 학생들은 MTCRC/KIOST와 합의한 분야에 따라 연구할 의무가 있고,

프로그램 종료 1회 이상 현장조사나 기술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한국 측으로부터 2차

감독(Joint Supervision)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적어도 3개의 국가/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1개의 출판물(출판물)과 1개의 출판물(제출물)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오프라인에서 졸업 관련 논문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나의 과정(Numeric Analysis)도

오프라인에서 수행되었다.

◦ 또 다른 것은 공동 멘토링 과정인데, 2020년 9월 8일에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10명

의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학생들 사이에 온라인 회의가 있었다. 회의 중에 학생들의 연

구 주제와 계획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KIOST로부터 감독자 잠재력을 결정하기 위한 토

론이 있었다.

◦ 2020/2021년 1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신입생의 학업 가치는 현재 학기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성적(GPA/NR)을 요약해 줄 수 없다. 또한, 2020년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nnual Meeting (AOGS), 2020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quatic Science

and Technology (i-COAST), 2020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Science and

Aquaculture. (ICOMSA) 여러 장학생들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야 할 의무를 수행

했다. 2020년, 2021년 해양 과학 및 첨단 기, 2021년 지구 과학 및 기술 국제 세미나,

2020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f Ocean and Earth Science (ICOES), 2021년 제3회

International Seminar on Science and Technology (ISST-3), 연례 과학 포럼 인도네시아

조사관이다.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5개의 회의가 가상으로 열렸다. MTCRC의 등록

금 지원으로 2020년에 5명, 2021년에 3명이 학업을 마치고 M.Sc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는 각자의 공부 기간에 따라 계속된다.

◦ 게다가, 더 나아지기 위해, 장학생들과 지구과학 공부 프로그램 사이에 계약도 이루어진다.

이번 MoU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앞으로 특히 지구과학 학습프로그램 교사 및

KIOST 연구원들과의 멘토링 관련 사항에서 구현이 더 잘되길 바라며, MTCRC 장비가 도

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COVID-19 전염병이 지나간 후 상황이다. 앞으로 해

양학 전문 그룹이 개발한 MTCRC, KIOST, 해양투자조정부, 해양과학 등의 연구주제에 맞

는 주제 목록을 만들어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일이다.

다)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① 개요

◦ 교육 일자 : 2021년 11월 23일, 13:00 ~ 17:00

◦ 교육 강사 : Umar Abdurrahman, Indrawan Fadhil Pratyaksa

◦ 내용

- 드론 조사에서 RTK-GNSS 활용법

- Leica GS18T를 이용한 RTK-GNSS 설치 및 설정 방법

- RTK-GNSS 설치 및 설정 현장 실습

◦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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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시간 내용 강사

1 13:00 – 13:10 기술교육 개회사 박한산 소장

2 13:10 – 13:40 드론 조사에서 RTK-GNSS 활용법 Umar Abdurrahman

3 13:40 – 14:10
Leica GS18T를 이용한 RTK-GNSS 설치 및 

설정 방법

Indrawan Fadhil 

Pratyaksa

4 14:10 – 14:30 질의 응답

5 14:30 – 15:00 RTK-GNSS 설치 시연
Indrawan Fadhil 

Pratyaksa

6 15:00 – 16:00 RTK-GNSS 설치 실습
Indrawan Fadhil 

Pratyaksa

7 16:00 – 17:00
RTK-GNSS를 이용한 

기준점 설정 실습
Umar Abdurrahman

<교육 프로그램>

RTK-GNSS 이론 교육 질의 응답

RTK-GNSS 교육용 매뉴얼 제작 RTK-GNSS 실습 자료 유튜브 게시

RTK-GNSS 설치 시연 RTK-GNSS 실습

<기술교육 훈련 자료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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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 기술교육에 참가한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구글 양식(Google form)을 통해 만족도 조사

를 실시했음. 15문항과 논술문항으로 구성된 양식을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6항 : 교육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만족도

- 7-10항 : 발표자 만족도 및 세미나 상호작용

- 11-15항 : 기술교육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③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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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종합 평가

- 만족도 설문지 분석결과, 전체 평균이 4.28점으로 ‘만족함’으로 나타났음.

- 1번부터 6번까지의 설문지는 세미나 내용과 주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 만족도 평균

은 4.15점이며, 그 결과 배포된 기술 영상에 대해 수상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발표자의 자료 영상 재생이 강의 자료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질

문은 4.42점에 달했다.

분류 질문
평균치

(5점만점)

세미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만족도

1. 기술교육은 좋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4.37 

2. 교육 주제는 새로운 가치 있는 통찰력을 준다 4.31

3. 교육 주제와 자료는 내 학문배경과 연관성이 있다 3.68

4. 저는 이 교육에서 기대되는 지식을 개발했다 4.00

5. RTK GNSS Leica GS18T의 매뉴얼은 목표를 이해하는 유용했다 4.16 

6. 교재 영상 재생은 교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4.42 

Subtotal 4.15

발표자 만족도 및 
세미나 상호작용

7. 발표자는 RTK GNSS Leica GS18T에 대한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4.37

8. 발표자들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4.31

9. 발표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공유했다 4.37

10. 발표자들은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잘 준비했다 4.42

Subtotal 4.36 

세미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 세미나 행사가 잘 준비되었다 4.37 

12. 세미나의 기간은 목표를 철저히 다루기에 적절함 4.16 

13. MTCRC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4.33

14. 저는 MTCRC에서 개최하는 다음번 세미나 및 교육에 참여를 
희망합니다

4.58

15. MTCRC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을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4.42

　 Subtotal 4.37

Total 4.28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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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부터 10번까지의 설문지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발표자와 상호작용을 측정함. 그

결과, 만족도는 평균 4.36점으로 발표자가 내용과 자료를 잘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번부터 15번까지의 설문지는 세미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함. 평균 만

족도는 4.37점으로 전체 학생들이 세미나, 길이, 추천률에 만족하고 있으며 MTCRC에서

개최하는 다른 세미나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났다.

<질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분포, 1~6번>

<질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분포, 7~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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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분포, 11~15번>

-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미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만족도는 4.15, 발표자 만족도 및 세미

나 상호작용 만족도는 4.36, 세미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37으로 나타났음.

  

<질문 분야별 만족도 평균 점수>

◦ 설문조사 개선 및 건의사항

- 대부분의 학생들은 MTCRC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요청함.

- 다른 학생들은 MATLAB 교육과 같이 MTCRC에서 개최할 수 있는 세미나의 다른 주

제를 요청함.

- 일정에 맞추기 위해 더 일찍 출판물을 공유해야함.

◦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

- MTCRC는 다음 Covid19 프로토콜에 따라 ITB Bandung 또는 MTCRC Cirebon Center

에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제공.

- MTCRC는 또한 수치 모델 및 MATLAB, pix4d, ROMS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 같

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 세미나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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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MTCRC는 장학금 수혜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세미나를 만들 예정.

④ 부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

만족도 수준 해석: 1
매우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아주 그렇다

번 질문
만족도 수준

1 2 3 4 5

세미나 내용 및 주제에 대한 만족도

1. 기술교육은 좋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2. 교육 주제는 새로운 가치 있는 통찰력을 준다

3. 교육 주제와 자료는 내 학문배경과 연관성이 있다.

4. 저는 이 교육에서 기대되는 지식을 개발했다

5. RTK GNSS Leica GS18T의 매뉴얼은 목표를 이해하는 유용했다

6. 교재 영상 재생은 교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발표자 만족도 및 세미나 상호작용

7. 발표자는 RTK GNSS Leica GS18T에 대한 귀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8. 발표자들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9. 발표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공유했다.

10. 발표자들은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잘 준비했다.

세미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 세미나 행사가 잘 준비되었다.

12. 세미나의 기간은 목표를 철저히 다루기에 적절함

13. MTCRC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4. 저는 MTCRC에서 개최하는 다음번 세미나 및 교육에 참여를 
희망합니다.

15. MTCRC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을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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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 홍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

① 온라인 홍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요

◦ 배경: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외부 소통을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플

랫폼으로 홈페이지, 유튜브, 링크드인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온라인 홍보 수단에 대

한 만족도와 불만요인을 파악해 향후 목표 수준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력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목적 : 온라인 홍보 수단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파악

◦ 대상 : 대표적인 온라인 홍보 수단인 MTCRC 홈페이지 이용자 및 CMMAI, ITB 등 주요

이해관계자

◦ 표본수 : 56명

◦ 조사기간 : 2021년8월20일~9월2일

◦ 만족도 조사 방법 : 홈페이지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지 배포

MTCRC 홈페이지
(www.mtcrc.center)

MTCRC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

any/mtcrc/)

MTCRC 유튜브 
(Korea Indonesia MTCRC – 

https://www.youtube.com/channe
l/UCrzIw3nf-TfFtX67RZEehpQ)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MTCRC에 
관한 정보, 활동, 공동 연구, 
해양 분야 관련 시가, 협력 

내용, 최신 뉴스레터 등 접할 수 
있음 

MTCRC 기본 활동 내역 뿐만 
아니라 채용 등 리쿠르팅에도 

적극 활용

MTCRC의 활동 내역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정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 ITB와의 

특별 학기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르도 활용

<MTCRC 대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

◦ 조사 방법: 만족도 조사 설문지 내용은 총 3가지 플랫폼 섹션(홈페이지, 링크드인, 유튜브)

으로 나눠 각 플랫폼 별 인지 경로, 이용 빈도, 콘텐트 만족/불만족 사항, 이용 불편 및 개

선 사항,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대) 등을 질문

- 수준별 질문은 만족도 관련 정보 내용의 이해도, 탐색 용이성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주관식 질문으로 구성

◦ 질문

- 방문하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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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찾을 수 있었습니까?

- 제공하는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메뉴 및 링크 등을 사용하기 편하였습니까?

-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만족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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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족도 조사 결과

◦ 총 56개의 답변서 수령 후 분석

- Google form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총 응답자(56명) 중 67.1%(24

명)는 남성, 42.9%(32명)이 여성으로 고른 성별 분포도를 보였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연령대는 20~39세의 응답자로 92.9%가 이에 해당. 교육 수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은

학사(57.1%), 석사(32.1%)로 파악되었음. 직업군으로는 학생이 42.5%, 연구원이 23.2%,

공무원이 14.3%, 사기업 재직자가 8.9%로 나타남.

- MTCRC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을 받았고, 대다수의 응답

자는 MTCRC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응답자는 홈페이지, 왓츠

앱 그룹, JobsDB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 결과 종합 평가

<MTCRC 관련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플랫폼 순위 비율>

- MTCRC는 지금까지 MTCRC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SNS를

활용했음. 활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홈페이지, LinkedIn, Youtube. Google form에서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자 57.1% 또는 32명이 MTCRC 홈페이지가 MTCRC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유용한 유형의 소셜 미디어라고 응답. 응답자 자료에 따르면

12.5%(7명)는 정보취득을 위해 MTCRC Youtube channel을, 8.9%(5명)는 정보취득을 위

해 MTCRC LinkedIn 페이지를 선택했으며, 12.5%(7명)는 Google 검색을 통해 MTCRC

정보를 찾았으며 나머지 답변은 구글 검색, 모든 소셜 미디어가 유용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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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C 홈페이지 방문 경로 및 정보 취득 비율>

1) 홈페이지

◦ 홈페이지 인지 경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4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홈페이지 방문 목적으로는 58.9%의 응답자가 MTCRC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고 답했고, 39.3%의 응답자는 해양 과학 기술에 관한 일반

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 MTCRC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30.4%), 장학

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28.6%)한다는 답변도 있었음. 지

난해 같은 기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좀 더 MTCRC 자체의 활동과 조직, 과학기술 동향을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2020년 설문의 홈페이지

방문 목적 1순위는 장학금 관련 정보 습득으로 34%의 응답자가 대부분 MTCRC 장학생으

로 장학금 관력 프로그램 및 정보, 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었음)

<MTCRC 홈페이지 평가 설문 결과>

◦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기능(60.7%), 홈페이지 탐색 기능과 시각적 요소가 좋다는 답변이

각각 19.6%로 동일하게 파악됨. 반면, 홈페이지에서 가장 안 좋은 점에서는 디자인이

58.3%, 탐색 기능이 23.2%라고 응답. 또한, 55.4%의 응답자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의

일부를 찾았다고 응답했고, 39.3%의 응답자가 홈페이지에서 찾고 있는 정보를 정확히 찾

을 수 있다고, 5.4%는 특정한 정보를 찾고 있지는 않았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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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C 홈페이지 만족도>

- 89.3%의 응답자가 MTCRC 홈페이지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MTCRC 홈페이지 방문횟수 설문 결과>

◦ 홈페이지 이용 빈도는 년 1~2회 방문하는 사람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1~2회

방문하는 사람, 월 1~2회 방문하는 사람이 각각 17.9%로 나타남. 75% 응답자는 홈페이지

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응답자 중 87.5% 가량이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했고 이 중 10명은

홈페이지의 디자인 개선을 요청, MTCRC의 홈페이지 도메인이 .com과 같이 더 친숙하거

나 단순한 주소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MTCRC 조직 구조, 최신 프로젝트 및 활

동 정보, 장학금, 연구결과,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의 콘텐트가 개선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음. 또한, 인스타그램 등 더욱 다양한 플랫폼으로 MTCRC의 소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옴.

2) 링크드인

◦ 링크드인 인지 경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3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링크드인 방문 목적으로는 42.9%

의 응답자가 MTCRC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링크드인을 방문한다고

답했고, 41.1%의 응답자는 해양 과학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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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C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37.5%),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17.9%)한다는 답변도 있었음.

<링크드인 방문 경로 및 정보 취득 비율>

◦ 링크드인 인지 경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3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링크드인 방문 목적으로는 42.9%

의 응답자가 MTCRC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링크드인을 방문한다고

답했고, 41.1%의 응답자는 해양 과학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

MTCRC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37.5%),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17.9%)한다는 답변도 있었음.

<링크드인 평가 설문 결과>

◦ 링크드인 페이지에서 응답자가 가장 만족하는 정보 유형은 연구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

한 포스팅(37.5%)이였으며, 이어 25%는 협력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 23.2%는 해양

관련 기사 정보를 선호하였음. 한편, 링크드인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포스팅으로 꼽힌 것

은 기념일(50%)에 대한 내용으로 MTCRC 링크드인에서 응답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MTCRC 자체 프로그램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수요임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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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 만족도 및 콘텐츠 만족도>

◦ 87.5%의 응답자가 MTCRC 링크드인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링크드인 페이지에 올라

간 콘텐트에 대한 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30.4%는 MTCRC 링크드인에 포스팅 된 정

보가 매우 유익하다고 느꼈고, 53.6%는 MTCRC 링크드인 페이지에 제시된 정보가 유익하

다고 응답.

◦ 응답자 중 73.3% 가량이 링크드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했고 이 중 16.1%

가 이미 서비스에 만족하여 개선 사항이 없다고 답변. 주로 학술 및 연구 콘센트에 대한

내용 강화(한국 관련 연구 활동 및 정보, MTCRC 활동 정보), 장학금 정보 등을 요청. 기

타 의견으로는 링크드인의 고유 기능인 hashtag, group, 공유 기능 등을 통해 MTCRC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네트워크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선 사항.

3) 유튜브

◦ 유튜브 인지 경로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SNS를 통해(25%), 구글 검색(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튜브 방문 목적으로는 60.7%의 응답자가 MTCRC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

기 위해 유튜브를 방문한다고 답했고, 53.6%의 응답자는 해양 과학 기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 장학금 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14.3%)한다

는 답변도 있었음.

◦ 응답자의 48.2%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답

했고, 37.5%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 있었다고 응답.

<유튜브 방문 경로 및 정보 취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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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평가 설문 결과>

◦ 유튜브에서 MTCRC의 연구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동영상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변한 응

답자는 57.1%, 약 25%는 협력 활동 프로그램이, 10% 가량은 해양 관련 기사가 만족스러

웠다고 응답. 반면, 기념일에 관한 동영상은 55.4%의 비율로 불만족스러웠고 불만족스러웠

던 동영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1.5%를 차지했음. 이어 연구활동/프로그램 동영상은

8.9%, 해양 관련 기사 동영상은 7.1%, 협력 프로그램 영상에 대한 불만족도는 4.1%로 드

러남.

<유튜브 만족도 및 콘텐츠 만족도>

◦ 89.3%의 응답자가 MTCRC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응답했으

며, 게시된 동영상이 유익했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매우 유익함이 35.7%, 유익함이 53.6%로

대체적으로 게시 동영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응답자 중 73.3% 가량이 유튜브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했고 이 중 14.3%가

이미 서비스에 만족하여 개선 사항이 없다고 답변. 다수의 응답자(37.5%)는 MTCRC의 연

구활동, 연구협력, 해양분야 최신기술 정보 등의 게시, 실시간 세미나 생중계 등의 연구 콘

텐트 강화에 대한 제안. 응답자의 4.14%는 MTCRC의 유튜브 채널이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해양과 관련된 시사, 상식 등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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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반인들이 과학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콘텐트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제안을

했음. 시청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 브이로그 형태의 동영상, 틱톡이나 인

스타그램 과 같은 짧은 동영상의 비디오를 만드는 등의 신선한 콘텐트를 시도하면 좋겠다

는 의견도 있었음.

MTCRC 홈페이지 MTCRC 링크드인 MTCRC 유튜브 

● 웹사이트 디자인
● 콘텐트(MTCRC 자체 활동 내용 
강화)
● 플랫폼(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연계)

● 콘텐트(MTCRC 자체 활동 내용 
강화)
● 홍보(링크드인의 해시태그 기
능 등 다양한 수단으로 파급력)

● 콘텐트(MTCRC 자체 활동 내용 
강화, 라이브 스트리밍 등)
●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등
과 연계)

<개선사항 종합>

④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

◦ 소셜미디어 중 인기가 높은 인스타그램에서 한-인니 MTCRC 공식 계정 생성. 인도네시아

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는 2021년 6월 기준 5700만 명으로 집계됨. 콘텐트는 링크드인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념일 등의 카드 뉴스는 제외한 MTCRC의 협력 프로그램,

세미나 및 컨퍼러스 등 MTCRC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게시

◦ 설문 후 개선안을 참조해 기념일과 같은 포스팅보다 MTCRC 활동, 연구 내용, 협력 프로

그램 등에 대한 콘텐트 강화. 링크드인의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해 태그 시스템 활용.

<플랫폼 다변화(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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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MTCRC 활동 콘텐트 강화(링크드인)>

마) 정책보고서 발간

① 인니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및 감축 전략

1) 서론

◦ 인도네시아 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리 성과 데이터와 수문학적 환경 데이터를 종합한

최초 국가평가 보고서(공식 영문명:　 Plastic Waste Discharges from Rivers and

Coastlines in Indonesia) 발간. 인도네시아 하천 및 해안선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이 플

라스틱 폐기물을 통해 유입되고 관련된 해양 환경 중요성을 인지하여 조사가 이뤄짐.

◦ 연구는 네덜란드 수자원 관리 연구소인 델타레스(Deltares)와 컨설팅기업 로얄 하스코닝

DHV(Royal HaskoningDHV)에서, 연구 작업물 관리는 세계은행(Word Bank) 팀을 통해,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환경산림부, 과학연구소(LIPI) 해양학 연구센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

◦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정부 지원으로 2017년 설립된 기금(Indonesia Oceans

Multi-Donor Trust Fund)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음. 이 기금은 해양 정책을 이행하는 데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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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보고서 표지

2) 요약

◦ 2015년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투입을 추정한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는 플라스틱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두 번째 가장 큰 국가로 평가(Jambeck et al., 2015).

2017년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강 4개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강 20

위 안에 포함됨.

◦ 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의 도전은 해양 생물 다양성,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

레기와 해양 쓰레기 퇴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음.

◦ 광범위한 인도네시아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모든 514개 리젠시(군)과 시티

(시)에 대한 고체 폐기물 관리 관행을 평가. 국가 강우량, 지형 및 하천 흐름 평균과 데이

터를 결합하여 육지에서 생성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이동, 육지에서 수로로의 누출, 궁극적

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환경으로의 운송을 모델링.

◦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최종 처리장에서의 누출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에 더 많은 기

여를 하며,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되지 않고 있었음.

◦ 인도네시아는 매년 약 4200만 톤의 도시 쓰레기와 7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

키고 있음.

◦ 49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못 관리되고 있음. 예를 들어, 수거되지 않거나, 개방된

쓰레기장에 처리되거나, 공식 비위생적인 매립지에서 누출.

◦ 농촌 지역은 낮은 쓰레기 수거율로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mismanaged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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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MPW)이 가장 많이 발생.

◦ 도시와 인구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은 인도네시아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

틱 폐기물(MPW)의 3분의 2 (연간 350만 톤)를 생산.

◦ 시골 지역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85%가 수거되지 않은 채로 방치

◦ 제한된 수거 서비스와 처리 인프라에 대한 접근은 폐기물 처리 행동의 개선을 방해.

◦ 물(해안)에서의 직접 처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강에 도달하는 주요 경로이며, 종종 쓰레

기 수집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로 인해 발생.

◦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축적되고 연소되어 폐기물의 양을 줄이며, 이는 대기 질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연간 약 346.5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양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자바와 수마트라에서 배출.

◦ 강은 연간 투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83%를 육지에서 운반하고 배출하며, 17%만이 해

안 지역에서 직접 버려지거나 떠내려감.

◦ 해양환경으로 배출되는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MPW)의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건기에 비해 장마철의 평균량이 2~3배 더 많을 수 있음.

◦ 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개선 외에도 농촌 지역의 고체 폐기물 관리 관행, 지식 및 인센티브

를 강화

◦ 관리가 잘 된 새로운 최종 폐기물 처리 장소에 투자하고 수로 인근 부지를 포함하여 기존

부지를 업그레이드

◦ 수로와 배수로에서 기존 구조물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

◦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추진

◦ 폐기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3)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오염 연구

◦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도시들과 지방 자치체들은 하루에

약 10만5000톤의 고체 쓰레기를 생산하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그 숫자는 2025년까지 15

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MPW)은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심각하고 매우 가시적

인 영향과 이러한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 해산물, 물, 공

기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입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이해될 필요가 있음

(Kontrick, 2018; Barboza et al, 2018).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보도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강과 해변의 플라스틱 오염은 인도네시아가 더 투자하려는 분야인 국제 해양 및 해안 관

광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고형 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폐기물 관리 및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의제에서 점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대통령 령(Presidential Regulation,

PerPres)을 통해 2025년까지 원천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30% 감축을

목표로 삼았음

◦ 목표를 달성하기 설정된 조치들은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행동 계획

(Indonesia’s Plan of Action on Marine Plastics Debris, PAMPD)에 요약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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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해양 플라스틱과 기타 쓰레기의 70% 감소 기여 예상. PAMPD는 플라스틱 폐

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을 포함. 행동 변화, 육상 기반 배출 감소, 해상 투기

감소, 강화된 법 집행 및 재정 의무, 연구 및 개발 등이 이에 해당.

◦ 최근에는 향후 5년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을 수립하는 국가

중기발전계획(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에서 2025년까지 도심

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수거율 80%와 20%의 쓰레기 감축 목표 설정.

◦ 이러한 공약은 직접 해변 청소 및 재사용 줄이기 활동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방 및 플라스

틱 품목 제한과 같은 규제 도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물결을 촉발시켰음. 동

시에, 국가적인 노력(예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 LIPI)과 국제 연구 이니셔티브(세계은행)

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보다 많은 양의 지

식과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모색.

◦ 육지에서 수로로, 그리고 강에서 바다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제

한적. 현재, 수문학 등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육상 기반 선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입력에

대한 국가 정량화도 없고 폐기물 관행에서 지방이나 지역 수준의 특이성, 가변성을 고려하

는 것 구체적 틀도 없음. 다양한 지역의 지리적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폐기물 성과를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경로는 하천. 일반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80%가 육지 기반 선원에

서 발생(UNEP, 2018). 육지에서 발생하는 잘못 관리된 플라스틱 폐기물(MPW)는 도시와

해안 또는 더 많은 내륙 지역으로부터 강을 통해 해양 환경에 도달. 최근 들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로 강에 관심이 쏠리는 중. 국가 정책을 적절히 알리

고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의하려면 더 큰 국가적 그림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해

양 쓰게리를 만들어내는 지역 폐기물 관행과의 상관관계를 제공.

◦ 연구의 목표 및 부가 가치: 이번 연구는 국가폐기물 발생 및 폐기물 관리실적 자료를 육지

기반 배출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양환경으로 운반하는 수문학적 실태와 통합

한 첫 인도네시아 차원의 평가. 이 통합 접근법은 선원, 누출 경로 및 하천 플라스틱 배출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통합함으로써 플라스틱 누출의 가장 중요한 핫스팟과 플라스틱 문제

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수량화하면서 플라스틱 누출을 발생시키는(예로 수로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정) 특정 폐기물 처리 관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데이터 가용성, 지식 격차, 가정 및 검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더 나은 추정과 유용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

◦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시 고형 폐기물(MSW)로 인한 MPW의 육상 기반 공급원에 초

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어업 및 해운(해상 기반 소스)과 같은 해양 활동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연구의 추정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되는 MSW 데이터에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산업도 제외. 인도네시아에서 MSW는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기물 포

함. 비위험 산업 폐기물은 때때로 비주택용 MSW로 수집되거나 독립적인 수거 시스템에

의해 매립지에 처리됨. 마지막으로, 작은 플라스틱 입자(미세 플라스틱 포함)가 높은 관심

과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본 연구는 플라스틱의 큰 부분만을 출발점으로 간

주.

◦ 원천으로부터 바다로 플라스틱 오염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 일반 접근법 및 정의: 이 연구의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인도네시아 고체 폐기물 관리

(SWM)에 대한 데이터를 수문학에 통합하고, 육지에서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

다른 육지 기반 공급원에서 수로로의 누출, 강을 통해 해양 환경으로 운송 및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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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흐름 모델링(녹색-갈색), 쓰레기 배출(빨간색), 육지 기반 소스에서 강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운반(파란색) 개념 프레임워크)>

- 전체적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플라스틱 폐자재 흐름, 2. 수문학적 요인, 3. 플

라스틱 처리 및 운송, 4. 국가 수준 및 하천 유역에서의 결과 집계(행정단위별 얻은 결

과 집계해 전국, 도서, 하천 등 공간 규모별 수치), 5. 몬테카를로 분석, 6. 강수량의 높은

변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영역에 대해 수문학적 변동성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정 모델링 기간(4년) 조정, 7. 세가지 SWM 시나리오 구성, 8. 육상 기반 배출원에서

해양 환경으로 배출되는 국가적 플라스틱 폐기물의 범위를 얻기 위해 최소/중간/최대

365일 배출량 별 시나리오 설정

- 고형 폐기물 흐름 및 MPW 추정: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양의 고체 폐기물을 발생시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 MPW의 두 가지 주요 원동력은 부적절한 SWM과

인간 행동. SWM 모델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공식 수거, 비공식 수거 및 미수거라는 세

가지 경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줌.

- MPW의 다른 부분은 그림 4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공식 재활용(다이어그램의 왼쪽)과 비

공식 수집(중간 경로)으로 인한 손실을 분류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공식 처리 장소에 도

달하지 않고 지상 환경이나 수로에 도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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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W 지상 기반 선원을 평가하기 위한 SWM 재료 흐름 및 데이터를 묘사 프레임워크>

◦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BPS의 인구 데이터와 고형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데이터(예: 플라

스틱 폐기물 생성, 수집, 처리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관행)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폐기

물의 흐름을 평가하고 각 행정 단위(구역/동네) 내에서 생성된 MPW 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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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하위 지표 데이터원 데이터 소스 추정

(1) 생성된 총 고형 폐기물(인구 x 1인당 고형 폐기물)

인구 구역/동네 BPS 모집단 
데이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고형 폐기물 발생(SWG) / 
1 인당

정부 정책 및 전략
고형 폐기물 기본 
계획(SWMPS) (40개 

리젠시/도시)
SIPSN 

데이터베이스(249개의 
리젠시/도시)

불과 257개(50%)의 
리젠시/도시만이 

다뤄졌음(32개 중복).
SWG 샘플 및 조성에 

기반한 SWMPS 데이터로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
SIPSN은 자체 보고되고 
데이터 검증이 없으며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음.

특이치(10% 가장 작고 
가장 높은 %)는 
제외되었음.

데이터가 없는 257개 
지역/시의 경우 SWG(가구 
및 비가구용 SWMP 및 

SIPSN 데이터베이스 결합 
기준)의 평균량이 
대표적인 값.

SWG의 평균 양은 섭정과 
도시 간에 차이가 있음.

(2) 생성된 총 플라스틱 폐기물(SWG x 플라스틱 함량)

플라스틱 내용물 SWMPs (40 리젠시/도시)
SIPSN 데이터베이스 (220 

리젠시/도시) 

232(45%) 리젠시와 
도시에 불과(28중복).
SIPSN 상기와 동일

특이치(10% 최저 및 
최고)는 제외.

샘플링은 확립된 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품질 

관리됨.
데이터가 없는 282개의 
리젠시/도시의 경우 
SWMP와 SIPSN 필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콘텐츠가.

플라스틱 함량의 평균은 
리젠시/도시 사이에서 

구별.

(3) 수거된 총 플라스틱 폐기물(공식 +비공식 수거)

공식적으로 수거된 총 
플라스틱 폐기물

PUPR SWM 데이터 
SIPSN 데이터베이스 

SWG 및 Hansos 
2017(BPS)과 교차 확인

SWG 및 BPS Hansos 
2017과 비교한 매립지 
데이터이며 공식적으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종 수치로 
선정된 최저 수치.

주택 쓰레기 수거 
업자에서 수거

NPAP (복구율 67%) 로컬 리젠시/도시 값 
이용 불가능 

NPAP 외삽 값만 이용

리젠시.도시(복구율 
67%)로 추정된 네 가지 
아키 타입(메가, 중간, 
시골, 원격)에 대한 NPAP 

값이 대표적인 값
2018 자카르타의 연구에 
기초하고, 전국적으로 

적용.

매립 폐기물 수거기에서 
수집

이용 가능한 데이터 없음 데이터 없으므로 관련이 
없음

매립지 폐기물 수거기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은 

매립지에 
남겨집니다(MPW가 약간 

감소함).

(4) 수거되지 않은 총 플라스틱 폐기물(수거 손실 포함)

미수거 폐기물 처리 관행 BPS Hansos 2017, 가정용 
고형 폐기물 관행에 대한 

최신 데이터

지방 수준의 데이터만 
해당

도시와 시골 나뉨

지방 값이 리젠시/도시 
수준에서 대표적. 

SWM 모델 데이터 소스, 한계 및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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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수집되지만 
양호한 품질의 데이터

(5) 총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TPS3R + 폐기물 뱅크 + 비공식 수거)

TPS3R에서 복구 PUPR TPS3R 설계 용량 체계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

총 플라스틱 재활용량은 
TPS3R 설계용량의 78.3%
메단과 말랑시(2016년, 
2017년, 2019년) 3개 
연구결과 전국 적용.

폐기물 뱅크에서 회수 SIPSN 데이터베이스 체계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음.

재활용된 플라스틱 
총량은 웨이스트 뱅크 
설계 용량과 동일.

비공식 수집으로부터의 
복구

위 참조

(6) 최종 목적지까지 처리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위생 매립지 + 관리 매립지 + 공식 매립지 + 총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위생매립지 폐기 PUPR 및 SIPSN 위생 
매립장 게이트 데이터 

또는 설계 용량

437개 매립지 중 351개 
매립지에 대한 데이터만 

제공 
교량 측정 제한(정확한 

수치 미상)
화물차 대수에 따른 
추정치 x 폐기물 밀도 
매립지 설계 용량

데이터 커버리지 불량 시 
전문가 의견 활용.

1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 
매립지가 130곳으로 이는 
최소 평생설계용량. 이 
연구는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비율이 이러한 매립지가 

이미 수용량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작동 

가능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 
수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립지 운영 

리젠시/도시 총 SWG 및 
한소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매립지 

게이트에서 위생 매립지 
처리 여부 또는 설계 
용량 확인 이 세 개 중 
가장 낮은 숫자가 사용.

통제된 매립지로 폐기 PUPR 및 SIPSN 제어 매립 
게이트 데이터 또는 설계 

용량

위와 동일 위와 동일

개방 덤프 사이트로 처리 PUPR 개방 덤프사이트 
데이터

위와 동일 위와 동일

(7) 총 MPW([총 미수거 플라스틱 폐기물 + 수거 손실] + 개방된 쓰레기장에 처리되는 총 플라스틱 + 통제된 
매립지에서의 누출)

4번과 동일한 데이터와 
8번에서 유출된 데이터를 

사용

4번과 8번 참조 4번과 8번 참조

(8)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총 MPW(위생 매립지 + 관리 매립지 + 공식 매립지 + 미수거 플라스틱 폐기물)

위생 매립지에서(누출물) 계산: 처리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의 %

PUPR 및 SIPSN의 매립지 
좌표.

전문가의 의견 활용. 0% 플라스틱은 효과적인 
관리(누수 최소화)로 

인해 씻겨짐 
매립 좌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포인트 

소스로 간주.

통제된 
매립지에서(누출물)

계산: 처리되는 총 
플라스틱 폐기물의 %
PUPR 및 SIPSN의 매립 

좌표

전문가 의견 활용 세 가지 범위의 누출: 
통제된 매립지로 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낮은 

수준(2%),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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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로 및 이동 모델링: 수문학적 조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

쳐 상당히 다양. 인도네시아에는 4,000개가 넘는 주요 강들과 해양 환경으로 흘러드는 많

은 작은 강들이 있음. 이러한 측면들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천, 강, 호수로

떠내려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환경으로 운반되고 배출되는지

에 큰 영향을 미침.

◦ 플라스틱 폐기물 운반 동인으로서의 수문학: MPW가 육상 환경에서 해양 환경으로 전달되

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음. 직접 해상 투기, 플라이티핑(fly-tipping) 등 불법 투기, 비

위생적 매립지(관리 및 개방)에서 누출

<하천을 통한 육상기인 플라스틱 폐기물 방출 및 이동을 묘사하는 프레임워크>

◦ 계절성의 영향은 강과 수로로 유출된 MPW의 운송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운

송 모델(DELWAQ)은 환경 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사용. 적절히

수준(3%), 높은 수준(5%)
매립 좌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점 소스로 

간주

공식 유기 
장소에서(유출)

계산: 처리된 총 
플라스틱 폐기물의 %

PUPR 및 SIPSN의 매립지 
좌표. 

전문가 의견 활용 누출 범위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덤핑(개방)되는 
낮은 수준(5%), 중간 
수준(10%), 높은 

수준(20%)의 세 가지
매립 좌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포인트 

소스로 간주

미수거 플라스틱 폐기물 
+ 수집 손실.

산정: 토지, 물, 연소 
또는 매몰된 미수거 

폐기물의 %

땅과 물의 미수거 폐기물 
100% 세척 가능

연소되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세척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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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저장,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기후에 노출되거나 땅에 묻히는 힘에 노출

될 수 있음. 본 연구를 위해 선택된 원천 흐름 분석 방법은 모든 플라스틱 질량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

◦ WFLOW 모델은 분산 수문 모델링 프레임워크 WFLOW23을 기반으로 함. WFLOW는 육

로 흐름(활주)과 하천 방류 모두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단순화된 물리적 관계를 기반으

로 한 수문학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체 군도(즉, 수마트라, 자바, 발리, 누사

텡가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말루쿠, 파푸아)를 포괄하는 수문학적 모델(그림 6)이 적용되

었음. 본 연구에 적용된 7개 모델은 인도네시아 군도 전체(연안 구역 일부 및 일부 작은

섬 제외)를 포함하며 500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 운송 시뮬레이

션을 위한 국지 수문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WFLOW는 국가의 약 90%를 차지하며

대규모 유역도 포함

<연구에 활용된 지역 WFLOW 수문학적 모델> 

 

◦ 해안지역 및 작은 섬. 해안 지대 및 작은 섬에서는 사용된 모델의 공간 해상도 때문에 유

역 및/또는 흐름 방향을 항상 결정할 수는 없음. 해안 지대 및 작은 섬에서는 물에 직접

폐기되는 모든 MPW가 해양 환경에 직접 폐기되는 것으로 가정

4) 연구결과

◦ 육상 기인 배출원의 불량 플라스틱 폐기물 평가

-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거의 780만 톤. 대부분 플라스틱 폐기물(58%)은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플라스틱 쓰레기의 3분의 1 이상이 공식적으로 수거되는 반면, 플라

스틱 쓰레기의 소수는 주거용 쓰레기 수거 업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수거됨.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농촌 지역에 비해 더

많음. BPS는 도시지역 가구의 월별 가계 소비가 농촌지역(2015-2019)에 비해 1.5배 높은

일관된 추세를 보고했음.

-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종 목적지: 시지역 매립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량이 농촌

에 비해 5배 이상 많음. 폐기물을 직접 수역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

는 반면 불법 투기/플라이 티핑과 같은 지상 환경에서의 처리량은 2013년 이후 현저하

게 감소.

- MPW 세척에 사용 가능: SWM 모델은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 766,8 킬로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추정치를 제공. 이 중 90%는 물에 직접 처분하고 육지에 대한 부적절

한 처분(예: 플라이 티핑/불법 투기)에 기인. 도시 지역은 통제된 매립지 및 공식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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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

- 선정 지역에 대한 세부 결과: 5가지 시범 지역(리젠시/도시)에 대한 지상 환경에서의

MPW 평가 결과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예에서 관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MPW에 기여하는 중요 영역 상세 분석: 연간 490만 톤의 MPW의 발생지와 MPW가 수

로 및 해양 환경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지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SWM 모델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수행되었음

- 하천 및 해안지역에서의 플라스틱 배출량 추정. 육지에서 수로로의 MPW 떠밀려 옴. 건

조한 지상 환경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MPW는 강우 유출에 의해 동원되어 하천, 강

또는 호수로 떠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부분의 MPW는 물에 직접 버려짐

(MPW의 평균 약 70%). 환경에 유입되는 MPW의 절반이 (불법 덤핑/플라이팁을 통해)

육상 환경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이 수로로 떠내려감. 하천

에서의 MPW 운송의 경우 하천, 강, 호수에 도달하는 MPW는 하류로 운반되며, 자연적

과정이나 인공적인 기반 시설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한 해양 환경으로 끝날 수 있음. 나

머지 MPW는 강 유역(인도네시아 전체의 41%)에서 유지되거나 댐 뒤에서 포획(인도네

시아 전체의 4%). 대부분의 댐은 자와섬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MPW의 약 8%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도네시아 전역의 여러 강을 따라 이동하는 M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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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댐은 MPW가 해양 환경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하천에서 해양환경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해양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방출 시계열은

4,000개 이상의 강 유역의 하천 출구에 대해 생성되었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것은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하천에 의한 플라스틱 방류의 계절적, 일일적 변화: 모델 결과는 오랜 건조 기간 후 짧

은 강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용 가능한 MPW가 유역 내에서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8

월 초, 10월 초, 11월 초)을 반영.

- 연안 및 소규모 도서 지역에서의 MPW 누출 추정: 연간 약 78.4 킬로톤의 MPW가 해안

지대나 작은 섬(연간 45.7 킬로톤 – 연 114.1 킬로톤)에서 처리. 연간 총 58.9 킬로톤(연

간 26.7 킬로톤 – 99.3 킬로톤)이 해안 지대나 작은 섬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해양 환경

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

- 국가 기준선: 육상 기반 공급원에서 플라스틱 배출. 생성된 MPW의 총량 중 10%(연간

766.8 킬로톤)만 세척이 가능하거나 수로로 직접 배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MPW

의 총량 중 9.4~10.6%에 불과해 해안 지대나 작은 섬에 버려짐.

- 인도네시아의 주요 유역 분석. 대부분 유역은 자바에 있으며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모

두 2곳이 있음. 이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바가 MPW를 더 많이 생산한다

는 SWM 모델의 국가적 결과와 일치. 강 유역 지역은 그 특성이 상당히 다양함.

◦ 연구 결과 검증

- 이 연구는 물리적 수문학적 매개 변수 모델링과 함께 로컬 규모에서 가장 적합한 MSW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고형 폐기물 처리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통합하는 육상 기반

소스에서 플라스틱 배출의 국가 기준선을 생성. MPW의 지상 기반 공급원을 추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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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 품질 및 보정하기 위해 폐기물 흐름 모델링(미수거 폐기물 및 수거손실 모

델링 처리).

- 플라스틱 폐기물 세척, 운반 및 배출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 및 지식 격차 모델

링. 물 흐름 및 수문학 모델링, 하천에서의 플라스틱 운송 모델링, "사용 가능한" MPW

로부터의 모델링

- 이전의 보완적 추정치와의 비교: 이 연구는 가능한 경우 개별 도/시 단위 로컬 데이터를

사용. 일반적으로, 이전의 대부분의 글로벌 연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강으로 바이어스

되는 경향이 있으며 강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용 가능한 연구는 큰 분지를 가진 강

의 플라스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한 분지가 반드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될 필요는 없음. 지금까지 기존 국가 연구는 플라스틱 세척 및 운송의

동인으로 수문학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세분화된 국소 SWM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음.

- 결과의 신뢰도 및 검증: 입력 데이터와 결과의 신뢰성(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는

폐기물 흐름 모델에 대한 몬테 카를로 분석을 통해 소스 데이터에 대한 신뢰 구간을 생

성했고 이는 섹션 3의 범위를 낳았음. 결과 : 구역 수준에서 모든 출력 매개변수에 대한

낮은(10%) – 중간(50%) – 높은(90%) 추정치 중 83개)

-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확인: 앞서 지적했듯이 그 결과는 쓰레기 수거와 정화 작업에 의

해 보존되고 제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고려하지 않았음. 그러나, 기존의 쓰레기통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함. 망가라이 게이트의 경우 및 건기 동안 모델링 결과의 추세는

DLH 볼륨의 추세와 일치하지만 망가라이 폐기물 트랙의 폐수량에 대한 높은 강 유량

(습기) 데이터는 게이트가 홍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열려 있음을 나타내는 최소

값을 나타냄.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연구소(LIPI)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베

카시 강 하구(동자카르타)를 모니터링했으며, 매월 조사와 폐기물 성분 분석을 실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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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까시 강 하구 관측을 통해 추정된 플라스틱 방류량 (LIPI 추정치)>

5) 결론 및 제언

◦ 연구 보고서 결론

- 연구에 쓰인 개발법 및 제시된 혁신적인 접근방식은 최고의 가용 데이터를 통합하고 현

실적인 수문학적 프로세스와 최첨단 운송 모델링을 통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육상 기반 소스의 플라스틱 오염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본 방법론이 정책에 제공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음: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기준선 설정,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지역적 기여 및 구체적인 폐기

물 처리 관행에 대한 지역적 통찰을 제공하여 지역 간 차별화된 우선순위 설정 지원, 플

라스틱 배출량 감소에 대한 조치의 잠재적 영향 평가를 통해 다양한 투자 및 정책 개입

시나리오 탐색

◦ 정책 제언 및 권고 사항

-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SWM 개선과 더불어, 2025년까지 해양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국가

실행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특히 폐기물 수거 측면에 집중해야 함.

-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즉각적이고 저렴한 중간 해결책으로 시골 지역의 폐기물 퇴비

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고려.

- 위생 캠페인. 농촌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사회 기반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물 처리 관행

강화, STBM 활성화 환경 강화.

- 이전 권고안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시골 지역으로 아디푸라(Adipura) 모니터링을 확대

하는 것을 고려.

- 육상기인 플라스틱 폐기물 흐름 및 누출 평가 개선: 연구에 적용된 SWM 모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MSW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흐름과 토지

의 누출을 추정. 이 SWM 모델은 MSW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리젠시 와 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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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폐기물(및 플라스틱 폐기물)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8개의 주요 지표와 11개의 하위

지표를 적용.

- 플라스틱 폐기물 지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추정의 출발점

인 MSW 유량에 대한 감시와 평가 책임은 현재 여러 부처와 행정 부처로 나뉘어 있음.

- 하천 및 해안 지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모델링 개선: 하천의 풍화/파편화, 퇴적물과

의 상호작용, 식물과의 상호작용은 잘 설명되지 않고 문서화되지 않았음.

- 모형 결과 검증을 위한 관찰 데이터 개선: 복잡하고 역동적인 이슈에 대한 확실한 그림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가고 축적되는 다양한 환경 영역을 포괄

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분석 및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 특히 제거된 폐기물의 정기적인 표본 추출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야 함: 부피, 건조하고 습한 플라스틱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의 성분 분석. 샘플

링 빈도는 샘플링 목적에 따라 달라짐: 단기간 샘플링 빈도가 높아짐, 연중 연속된 기간

에 대한 빈도는 낮지만 보다 상세한 샘플링

◦ 인니 폐기물 감축 전략 조치

- 고형 폐기물 관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큰 도전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2017년 국가 폐

기물 발생량이 6580만 톤(Mt)에 달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당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됨. 게다가 고체폐기물 관리 인프라의 증가율도 폐기물 발생을 따라가지 못함.

그 결과 처리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바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땅과 강을

오염시키고 있음. 2013년까지 모든 개방형 덤프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는 등 인도네시아

의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 고형 폐기물 관리법(18호/2008년)이 발표되었음. 최근

환경산림부가 167개 개방형 덤프트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동 중이라고 기록하면서

(SIPSN, 2018) 야심찬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쓰레기 수거율도 여전히 낮

음.

- 게다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큰 해양 플라스틱 오염국가로 낙인찍혀 있음. 0.27–0.59M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도네

시아 해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었음(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 2018). 한편, 비공식

부문에 주로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7%에 불

과하여(Danone Infinity Report, n.d.) 5% 미만의 폐기물을 수거함. 이것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그 나라의 서부 섬인 자바 섬과 수마트라에서 주로 이용 가능

하다는 사실에 의해 악화됨. 그러나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국 총 폐기물 발생의 약

10.6%를 차지함(SIPSN, 2018).

- 인도네시아에서 재활용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육지

와 인근 해역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제거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연간 22.54 kg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모두 60 kg/capita)보다 낮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다양한

폴리머(PET, PE, PP)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요 플라스틱 사용자(플라스틱 생산의

60%)로 알려짐.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은 꽤 확립

되어 있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으로 사

용되는 제품 대다수가 여전히 가치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재활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음. 대통령규정 제

97/2017호(JAKSTRANAS)는 폐기물 관리 전반을 규제하는 법률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

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규제하고 있음. 2025년까지 폐기물

30%, 폐기물 처리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아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는 해양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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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 관리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83/2018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자책임 확대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있음. 정부도 장관급법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거래 처리에

나섰음. 지역 수준에서 정부는 단일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 사항을 발표하기 시

작했음.

- 플라스틱은 가볍고 유연하며 오염으로부터 재료를 보호할 수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

기 때문에 포장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 플라스틱 대체물에 대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플

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해답이 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또한 다루어져야

함.

국법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2008년
법률 제32/2009년

정부 규정

정부 규정 
제81/2012년, 

생활폐기물 관리 
정부 규정

정부 규정 
제101호/2014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플라스틱 소비 규제 초안
특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부규정   초안

대통령 규정

제97호/2017년, 
생활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국가정책과 관리 
전략 대통령 규정

대통령 규정 
제83/2018년,    

해양쓰레기 관리 
규정

제18/2015년, 
특정 사업 

분야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한 
소득세 시설에 
대한 대통령 

규정

제15호/2018 
치타룸 유역 
훼손 및 
오염관리 

대통령 규정

제35호/2018 
대통령 

환경음향기술을 
이용한 폐에너지 
설비개발 촉진에 
관한 대통령 규정

대통령령
위험 폐기물의 경계 이동 통제 및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 비준에 관한 제61/1993호 및 

제47/2005 대통령령

장관 규정

비위험 폐기물 
수입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31/2016년

고형폐기물 
기반시설 시행규칙 
공공사업부  규정 

제3/2013년

제48/2015년   
일반 수입 
부문에 대한  
무역규제부  

규정

수입업자 식별 
번호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70/2015년

제48/2015년   
소득세시설 시행 
요건에 관한 
산업부 규정

제75호/2019년 생산자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대한 환경산림부 규정

쇼핑 비닐 봉투 감축에 관한 환경산림부   장관 
규정 초안

지방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에 대한 지역/지방 규정;
2019년 12월 현재 3개 지방(주), 28개 자치단체

(3개 지방/주) 발리 주지사 제97호/2018, 자카르타   주지사 제142호/2019, 족자카르타 회람 
제490호/1758.

(28개 자치단체) 푸르와카르타 리젠시   군수 제37호/2016년, 바둥   군수 규정 47호/2018, 
훌루 숭아이 우타라 군수 규정 제8호/2019, 비악 눔포르 군수 규정 제28호/2019, 보고르 군수 
규정 제13/2019, 누누칸 군수 규정 제23/2019, 누누칸 군수 규정 제45호/2019,   툴룽아궁 
군수 훈령 제 2호/2019, 파티 군수 규정   제33/2019, 므라우케 군수 규정 제23/2019, 반둥 
지역   규정 제17/2012, 반둥 시장 규정 제37호/2019, 반자르마신 시장 규정 제18호/2016,   
발맄파판 지역 규정 제1호2019, 발맄파판 시장 규정   제28호/2019, 보고르 시장 규정 

제61호/2018, 잠비 시장 규정 제61/2018,   덴파사르 시장 규정 제36호/2018, 반자르바루 시장  
 규정 제66/2016, 부킷탕기 시장 규정 제28호/2018, 삼 시장 규정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관련 규정>

규정 및 기관 재정 사회 기반 시설

고형 폐기물 관리를 고형 폐기물 관리를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고형폐기물 관리 인프라 

<폐기물 관리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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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국가적 개요

- 다음 그림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폐기물 관리 규정을 요약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8

호/2008년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 및 관행을 위한 우산형태로 표

현.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양한 정부 규제, 대통령급 규제를 포함한 대통령급 규제를 통

해 규제된다. 최근 플라스틱 포장으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많은 지역들이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12월에 EPR

에 대한 규제를 제정. (생산자에 의한 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관한 환경부 규정 제 75호

/2019년)

<인도네시아 국가 폐기물 관리 규정 요약>  

- 고형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그중 한 곳은 비닐봉투에 추가 요금을 적용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환경부는 2019년 9월 더 많은 원천분리 장려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선별운동(Gerakan Pilah Sampah)'을 시작. 또한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재활용

품 수집 모델 (예: PET병, 상자) 구현. 게다가, 환경부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과 해안과

해양의 피해 통제에 관한 몇 가지 협력을 수행. 여기에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관측을

위한 7개 부처와 MoU가 포함. 2019년에는 총 20개소가 관측되었으며, 2020년에는 34개

위한 기업 간 계획 또는 
지역제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데이터 및 정보 관리 

협력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지원

고형폐기물 관리 
공공과 민간협력

행동 커뮤니케이션,   정보, 
교육 변화 

개선, 재활용 산업 강화,

EPR 실행
생산자들이   포장에 

재활용된 내용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장을 

재설계합함
적절한   반환 징수 시스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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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실시될 예정. 이 관측은 국내 폐기물뿐만 아니라 농장, 산업, 그리고 다른 육상

활동에서 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짐.

<국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환경부)>

-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해양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작업 그룹의 구성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어, 보고르시는 2019년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사용량 감소에 관한 지역 규정 제13호/2019년과 ARTIS Application을 발행하

여 2019년 시멘트 공장과의 폐기물 감소 데이터 및 플라스틱 관리 시범 프로젝트.

ADIPURA는 또한 환경 관리와 도시 청결에 뛰어난 모든 자치체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

행. ADIPURA의 참여 자치단체는 광역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4개 부문. 인도네

시아 정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PR과 일회

용 비닐봉투 제한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만들기 시작.

- 다음의 그림과 표는 EPR 규제 개발 논의 중 환경부에 의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추정

치. 폐기물 생성 투영에 대한 데이터는 JAKSTRANAS를 기반으로 함. 플라스틱 쓰레기

의 구성, 기준 재활용률, 연간 재활용률 증가율은 각각 14%, 7%, 2%로 추산. EPR의 주

요 목표는 생산자가 포장 폐기물을 회수할 책임이 있는 "takeback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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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5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예상치>

<ERP를 통한 2017년~2025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계획>

- 다음은 MOI가 추정한 플라스틱 산업 발전 로드맵. 이 그래프는 향후 15년 동안 플라스

틱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플라스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플라

스틱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의미. 플라스틱 생산 증가에 대한 추정은

있지만, 산업부는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았음. 더군다나 플라스틱

제품 제작에 일정 비율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플라스틱

생산에서 'recycled content'의 대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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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 발전> 

- 또한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일부 규제와 프로그램은 MoI에 의해 시행.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세금 허용 기준 2015년 대통령령 제 18호/2015년 및 MoI 규정 제 48호/2015년.

- 플라스틱 산업에 적용되는 정부 기반 수입 관세 시설:정부는 플라스틱 산업이 공공의 필

요와 이익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충족시키고 경쟁력, 고용, 그리고 국가의 소

득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시트, BOPET 필름, CPP 필

름, 플라스틱 자루, 플라스틱 펠릿, 플라스틱 병 및 제리 캔, 플라스틱 방수포, 지질학,

상품 및/또는 플라스틱 가구 등이 대상.

- 덤핑수입금지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덤핑수입금지세)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

Biaxial 지향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BOPET) 5년(2015년-2020년) 유효: 인도, 중국,

태국 제품, Baxial Oriented Olypropylene(BOPP) 유효 기간 2년(2016년-2018년): 태국,

베트남 제품

- 인도네시아의 지방 고형 폐기물 관리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폐기물 서비

스 제공의 특정 단계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을 임시처리장(TPS) 또는

중간이송시설(TPST)로 수집 및 운반하는 것은 인근 및 지역사회 조직(RT/RW)의 책임,

TPS/TPST에서 매립지(TPA)로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임,폐기물의 수

집과 운송은 발생기에서 TPS/TPST 또는 TPA로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발전기 (주거

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공공시설과 사회시설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은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가정과 수로의 고형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감독이 다르다. MSW 관

리는 일반적으로 각 구역의 청소부(Seksi Kebersihan)에서 수행하며, 가구 수준 수집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에 위임. 반면에, 수로에서의 MSW 관리는 도시에 따라 다른 부

서에서 담당.

- 지방 자치 단체들은 고형 폐기물 관리 데이터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환경부 평가관에게 제공. 이 데이터는 환경부가 개발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국가고

형폐기물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Pengelolaan Sampah Nasional)을 통해 공개. 고형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수집된 데이터에는 고형 폐기물 수집, 원천 고형 폐기물 처리,

TPS3R, 웨이스트 뱅크 및 비공식 폐기물 수집기가 포함.

- 인도네시아 시립 폐기물 발생원 및 구성. 2018년, 환경부의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SIPSN/ Sistem Informasi Pengelolaan Sampah Nasional)은 인도네시아의 도시



- 238 -

폐기물 공급원과 구성을 공개. 폐기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구” (42.51%)가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23.17%)이 뒤를 이었음. 인도네시아의 도시 쓰레기의 "플라스틱" 성

분은 10.58%.

<인도네시아의 도시 폐기물 구성(출처: SIPSN, 2018)>

6) 국가적 폐기물 관리 이해 관계자

◦ 폐기물 관리에는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음. 다음 그림은 폐기물 흐름에 따른 폐기물 관리

이해당사자를 보여줌. 소비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는 주로 지역 당국에 의해 수집되어

3R 센터, 쓰레기 응행, 비공식 부문 및 재활용 업체를 통해 매립지(폐기장)로 운반. 비공식

수집과 FMCG 부문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수집 체계와 같은 다른 수집 경로도 존재. 그림

에서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수치는 흐름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비율. 이러한 흐름은 자와

섬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재활용 생태계는 특히 일부 유형의 재활용

품(PET, PP 및 기타 고부가 재활용품)에 대해 잘 구축. 또한 380개 이상의 매립지(최소

8,200 ha)가 운영. 많은 도시들이 쓰레기 매립 공간 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을

위한 새로운 땅은 지역사회의 필요한 승인으로 찾기 어려워. 일부 포장재의 재활용 생태계

는 이미 조성. 그러나 대부분의 낮은 가치의 재활용품들은 여전히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완

전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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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이해관계자 매핑>

◦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업체 목록. 민간기업들이 특정 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표에 나열된 회사들은 기업 대 기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업체 및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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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은행

◦ 쓰레기 은행은 정부, NGO, 또는 민간 부문에 의해 설립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그 운영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의해 추진. 사업

으로서의 쓰레기 은행은 폐기물을 가치 있는 경제적 상품과 저축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에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음. 쓰레기 은행

은 일반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폐기물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

고, 그들의 생활폐기물(일반적으로 비유기농)을 은행에 가져오고, 그 폐기물의 화폐 가치는

2차 폐기물 수집가의 비율에 따라 결정.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에 그 가치를 저장하고 필요

할 때 인출할 수 있어. 많은 쓰레기 은행은 여성에 의해 운영됨.

◦ 인도네시아 최초의 쓰레기 은행은 2008년 족자카르타 반툴에 설립. 2017년에는 쓰레기 은

행의 수가 5,244개에서 7,488개로 크게 증가. 쓰레기 은행의 고객들 또한 지난 5년 동안 상

당히 두드러지게 증가. 2018년에는 20만 명 이상의 쓰레기 은행 고객에 도달. 2017년 3월

쓰레기 은행 협회(ASOBSI) 설립(http://www.asobsi.org). 쓰레기 은행 관리자들은 또한 매

년 정기적인 조정 회의를 갖음. 인도네시아의 모든 폐기물 발생에 대한 쓰레기 은행 (쓰레

기 은행에서 수거된 폐기물 양)의 폐기물 감축 영향 기여도는 2017년 1.7%, 2018년 2.37%.

◦ Unilever Indonesia Foundation (PT Unilever Indonesia 산하 재단)이 시작한 가장 성공적

인 10개 폐기물 은행의 매핑은 다음 그림과 같음. 기본적으로 10개 폐은행은 지역사회 행

동변화를 촉발하고 폐은행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을 추진.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은행 숫자 및 쓰레기 은행 고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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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폐기물 감량에 대한 쓰레기 은행은 기여도 및 쓰레기 은행 경제적 이익>

  

◦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은행 과제. 과거 재무부와 기부자들이 ADIPURA를 통해 진행한 조

사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쓰레기 은행에 대해 알게 된 교훈들이 많이 축적

되었음.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쓰레기 은행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쓰레기

은행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

- 매립지로 운반되는 폐기물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쓰레기 은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운반량은 여전히 증가.

- 쓰레기 은행는 재활용품을 재활용 산업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우선 라팍이나 반다르(비

공식 부문, 중간자)를 통해 판매. 이는 그들의 판매가격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원인.

- 폐허의 재활용품들은 영구적 비수급자가 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쌓이기 쉽다. 재활용 산

업과 폐은행이 파트너십을 구축.

- 쓰레기 은행은 종종 매우 열정적으로 빠르게 건설. 쓰레기 은행의 트렌드가 커지면서 많

은 커뮤니티나 이해관계자들이 제대로 준비된 시스템 없이 쓰레기 은행를 건설.

- 쓰레기 은행는 중하위권 공동체에서 대체로 성공하는 편인데, 이는 얻어진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 한편, 중상류층은 쓰레기 은행에 관심이 없고 폐

기물 처리와 분리수거 비용을 더 기꺼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 지역사회가 폐기물 분리를 실시하고 폐기물 은행의 고객이 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용

되는 접근 방식은 사회화뿐만 아니라 포커스 그룹 토론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패러

다임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님.

-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쓰레기 은행만이 아

님.

- 쓰레기 은행의 경영에 대한 추가적인 발전이 있어야 함. 정부는 폐은행의 관리자와 고객

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는 쓰레기 은행과 협동조합

(koperasi) 또는 일반 은행 간의 통합 프로그램인 표준 운영 절차로 구성될 수 있어. 결

과적으로, 수익 모델은 경영자와 고객 모두의 복지를 위해 최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지

역 주민과 정부에 의한 홍보 또는 확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반 환

경 거버넌스는 미래에 신중하게 개발.

<Unielever Indonesia Foundation이 시작한 가장 성공적인 쓰레기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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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 플라스틱 산업

◦ 다음의 표는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소비 및 생산 정보의 개요를 보여줌. 플라스틱 타입은

PP, PE, PS, PET, PVC이다. 인도네시아 국민 1인당 연평균 플라스틱 소비량은 22.5

kg/capita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연간 60 kg/capita)에 비해 훨씬 낮음.

◦ 플라스틱 산업 및 플라스틱 용도의 유형. 그림 27와 그림 28는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산업

분류 표준 분야와 플라스틱 사용자 기준 플라스틱 제조 산업의 유형 비율을 보여줌. 플라

스틱 포장산업이 502개 업체(36%)로 가장 많고 기술 플라스틱 산업이 21%, 기타 플라스틱

산업이 18%로 그 뒤를 잇고 있음(그림 27). 생산/수입되는 플라스틱의 60%가 이 분야 내

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음료 산업이 주요 플라스틱 사용자(그림 28).

또한 인도네시아 전체 플라스틱 제품 중 PE, PP, PET가 각각 34%, 31%, 12%(총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는 식음료 포장 산업(그림 29).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소비 및 생산>

<플라스틱 제조 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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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산업 및 플라스틱 용도의 유형>

<플라스틱 제품을 기반으로 한 산업 분류>

◦ 플라스틱 포장 유형. 인도네시아 의약품 및 식품관리청(BPOM)에 등록된 플라스틱 포장재

제품은 총 61,608개로, 그림 30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및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의 50% 이상이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은 보통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폐기되며, 가치가 낮은 물질로서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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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 유형>

(출처: BPOM, 2019. Retrieved from: cekbpom.pom.go.id)

◦ 플라스틱 산업의 확산. 다음의 표와 그림은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산업 회사의 수와 그들

의 위치 지도를 보여줌.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바-수마트라 섬(인도네시아 서부)에 위치. 전

체 기업 수는 1,580개로 자바 섬이 1,367개(87%), 그 외 213개(13%)가 위치해 있음.

<플라스틱 산업의 위치(출처: SWI analysis from MoI data, 2019)>

◦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수출입 무역수지. 다음의 그래프는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재료와

제품의 무역수지를 보여줌. 자와-수마테라섬(인도네시아 서부)에 위치한 이 나라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전체 업체 수는 1,580개로 자바

섬 1367개(87%)와 기타 213개(13%)가 위치해 있으며 매년 플라스틱 제품 수입이 상대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2017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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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증가).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무역 수지(백만 달러)>  

 

◦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플라스틱 재료 흐름에 맞추

기 위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을 여전히 수입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재

료와 폐기물 흐름에 대한 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며 데이

터 관리 및 데이터 정확성은 국가적 수요 중 하나이며, 비석유 및 가스 상품의 전체 국가

수입의 6.2%에 해당.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수출입>

◦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재료 및 폐기물 흐름에 대한 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는 매우 제한적이며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정확도는 국가적 수요 중 하나이며, 전체 비

석유 및 가스 상품 수입의 6.2%에 기여함. 그림 35는 그림의 범례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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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재료 흐름의 다양한 수치>

◦ 위의 정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2월 12일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조

정실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퇴치 국가조정팀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된 해양쓰레

기의 공식 국가 기준 데이터가 0.27–0.59 톤이라고 발표했음. 이 데이터는 2018년 인도네

시아 과학 연구소(LIPI/Lembaga Ilmu Pengetahuan Indonesia)의 연구에 기초함. 세계경제

포럼(WEF)이 시작하고 SYSTEMIQ가 시행한 ‘Global Plastic Action Partnership’은 이 정

보를 다음과 같이 밝혔음.

- 2017년 인도네시아는 68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켰음. 이는 2040년에 1,36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인도네시아 환경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예상 발생량은 920만 톤(표2 와 그림 3). 그러나 SYSTEMIQ의 데이터는 2017년

폐기물 발생량 680만 톤을 보여줌.

- 플라스틱은 모든 유형의 도시 고형 폐기물 중 14~15%를 차지함.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

류로는 유연 단량제가 45%로 가장 많고 복합 재료 플라스틱 (29%), 강성 플라스틱

(26%)이 그 뒤를 이음.

- 인도네시아인들은 하루에 0.50kg의 고체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2040년까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인들은 1일 0.07㎏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발생하는데, 이는 2040년까지

전체 폐기물 발생 증가율(66%)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40년까지 플라

스틱이 전체 폐기물 조성의 17.4%를 차지하게 됨.

-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거율은 39% (공식 부문 31%, 비공식 부문 8%).

- 공식 부문에서 수거되는 폐기물 중 99%는 매립지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직접 감. TPS3R

과 쓰레기 은행가 나머지 1%를 차지함.

- 매립지의 폐기물 수거기는 매립지에 도착하는 플라스틱의 26%가 회수되도록 보장.

- 매립지와 비 매립지 폐기물 수거기는 함께 재활용자에게 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공급. 관리 부실과 분류 미흡 등 손실로 인해 그 3분의 2만 재활용됨. 이것은 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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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로 함.

- 정식 통로를 통해 수거되는 폐기물의 53%는 반 설계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20%는 결국

쓰레기 처리장으로 처리됨. 침출수나 가스관리가 매우 드물고, 아직 대규모 소각이 이뤄

지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미수거 폐기물(59%)은 가정에서 공개적으로 태움. 또 다른 33%는 육지의 환경

에 버려지는 반면, 8%는 직접 물에 버려짐. 유기장소로 인한 폐기물, 육지에 버리는 것,

그리고 물에 직접 버리는 것이 호수, 강, 바다로 플라스틱이 유출되는 원인.

- 2017년 호수, 강, 바다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65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50%

가 인도네시아 농촌에서 유출되었으며, 이 중 약 50%가 유연한 단층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가 추가 용량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2040년에 수역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16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140만 톤으로 증가

하게 됨.

<플라스픽 폐기물 흐름에 대한 SYSTEMIQ 분석>

- 플라스틱 재료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재료와 폐기물 흐름을 모두 기준으로 다음의 표

와 그림은 잠재적인 플라스틱 재료 수집 및 재활용 처리 흐름을 보여줌.

<일반 및 인도네시아 맥락에서 재활용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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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재활용 방법은 환경영향 (플라스틱 오염, 석유 등 새로운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배출

등), 최소 사회적 비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 플라스틱 재료의 수요 및 시장 등 현지 맥락

에 따라 선택해야 함. 인도네시아에서는 2004년부터 공공사업주택부(PUPR)가 아스팔트 플

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첨가제로 백그라운드 쇼핑백(HDPE)을 사

용하기 시작했음. 인도네시아 올레핀 방향족 플라스틱 산업 협회(INAPLAS)와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파트너십(IP2WM)은 자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스팔트 플라스틱 도

로를 포함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전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원천 폐기물 감소율은 2018년 2.26%였으며(그림 40), JAKSTRANAS는 30%

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쓰리게 은행에서 수거되는 폐기물, EPR 이니셔티브, 폐기물 처

리 시설의 예상 용량으로 측정된다. 그림의 노란색과 밝은 색상은 각각 폐기물 생성(톤/

년)과 예상 감소(톤/년)를 나타남. 데이터는 산자부의 JAKSTRANAS (대통령령 제97호

/2017년)에서 가져온 것(인도네시아는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폐기물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도 수집함).

◦ 격차 분석 및 우선순위 문제. 다음의 표는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에 따른 대상, 현재 상황

및 격차, 그리고 본 문서의 1-2장의 결과적 논의를 요약. 표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인도

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전략적 조치"를 보여줌.

<플라스틱 수거 및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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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분석 표>

9)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전략 실행 계획

◦ 인도네시아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전략적

실행 계획을 보여줌. 그림 26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전략적 조치 및 정책 개입의 틀을 보여줌.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 전략 실행 계획은 해양 생태계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단기 및 중기 목표로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및 플라스틱 소비를 다루고 있음. 이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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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한 이유이며, 2020년에서 2025년에 초점을 맞춘 5개년 전략 실행

계획과 함께 이뤄짐.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행동>   

◦ 기본 원칙

- 인도네시아의 맥락에 맞게 조정. 산업, 비즈니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지역 사회 활동

-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수입, 생산 및 소비 촉진, 재료 및 플라스틱 품목의 수명 주기

접근 방식, 경제적 영향, 소비자 행동

- 최고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신청, 국내 플라스틱 선별, 수거, 재활용, 및 치료 시스템

- 민간 부문 및 사회의 참여, 책임 및 이니셔티브 강화

- EPR, CSR, 부과금, 투기 금지, 3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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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해안지역에서의 플라스틱 배출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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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프레임워크 (비정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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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 1(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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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 2(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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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 3(2020–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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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 3(2020–20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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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

◦ 프로젝트 주기, 데이터 및 재무 관리 - 구현 및 서비스 품질 보장, 적절한 재원 확보, 적절

한 기술의 개발/적응/보급,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역량 구축. 데이터 모니

터링 및 책임 프레임워크를 위한 건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전략 및 실행 계획의 구

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 중요.

◦ PDCA 주기에 따른 진행 관리.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행 계획과

일반적인 프로젝트 활동은 아래에 요약된 PDCA(Plan-Do-CheckAction) 주기를 통해 구

현, 모니터링, 평가, 검토 및 업데이트됨.

- 1단계: PLAN (전략 준비 및 초안 작성)

- 베이스라인 연구를 수행하고 업데이트된 관리 및 과학적 지식을 전략 개발에 대한 논의

의 기초로 활용

- 상황과 과제를 이해하고 차이 분석을 수행

- 전략의 범위, 비전, 미션 및 목표를 설정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려

- 쓰레기 방지 및 재활용에 대한 정책 옵션을 선택하고 실행 계획 초안을 작성

- 부처 간 조정 및 전략에 대한 정치적 합의 확인개발

- 2단계: Do (전략 실행 및 모니터링)

- 적절한 관리 절차를 통해 전략을 공식화

-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전략을 전파

- 자원(재정, 인적, 정치)을 동원하고 실행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와 협력을 심

화

- 진행 상황 확인하고 향후 평가를 위한 진행 상황 및/또는 핵심 성과 지표의 기록을 유지

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 3단계: Check (전략 평가 및 검토)

- 목표 및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프로젝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

- 관련 이해 관계자와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결과를 독립적인 평가 위원회에 제출

- 성공과 실패의 영역을 식별 및 분석하고 기여 요인을 결정

- 4단계: Action (평가를 기반으로 전략 업데이트)

- 성공적인 사례를 확장

- 진화하는 운영 환경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재설정

<PDCA 주기에 따른 진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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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CA 주기에 따른 진행 관리.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촉진하

고 서비스 제공 품질을 제어하려면 다음 활동이 필요: 플라스틱 가치 사슬 핫스팟 식별,

수집된 데이터를 전략의 계획,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 외부 역량

개발 기회를 활용하여 담당 직원의 데이터 관리 기술 개발

◦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 확보, 시민의 공공 서비스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다음 활동이 필요: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자원을 식별하고 생성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 가능한 경우 경제적 효율성으로 효과적인 서

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 개발금융 및 프로젝트 유치를 위

해 외부기관(국가기관, 개발협력사, 민간기업)과의 협업 강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보장

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을 모집, 능력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 기회를 활용

하여 폐기물 관리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 및 운영 능력을 강화. 능력 개발 영역

에는 다음이 포함: 데이터 관리, 정보 및 홍보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기술, 경제 분

석, 폐기물 및 자원 관리 정책 개발, 공공 관리.

② 나폴레옹 피시 어종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보호. 관리 및 활용

1) 서론

◦ 위협받는 인도네시아의 나폴리옹 피시

- 1990년대 이후, 산호초가 주요 서식처인 나폴레옹 피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업으로 수출

되는 주요 상품.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어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음.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 종으로 등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포함돼 개인이 마음대

로 수출 및 수입이 불가

- 나폴레옹 피시는 열대지방 서식 열대 암초 어류.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포. 몸길이는 최

대 2,29m, 몸무게는 191kg에 이르며 최대 수명은 32년. 지리적으로 홍해 남부 지역부터

인도양의 모잠비크, 북서태평양의 일본 남부 지역부터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태평양

의 중앙 해역을 포함하여 30°NL에서 25°SL 사이에서 발견(Graham et al., 2014).

- 나폴레옹 어류의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산호초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광범위한 산호 피해를 막기 위해 나폴레옹의 어획 규제해 왔음. 인도네시

아는 수산부 장관령(No. 37/KEPMEN-KP/2013)을 통해 나폴레옹 어획과 관련해 포획

가능 개체 크기, 장소, 절차 등을 규제. 그러나 여전히 불법 조업, 불법 무역 등이 빈번,

규제 실효성 낮아(Syofyanto 2006).

- 나폴레옹 어류의 개체수 감소와 수출 부진에는 두 가지 원인이 꼽힘. 첫째로는 자연적인

나폴레옹 피시 개체 감소(Donaldson and Sadovy, 2001, Sadovy, 2006), 두 번째로는 불

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 어업)이 있음.

해양수산부 장관 규정 PER.03/MEN/2010은 어종의 보호 상태를 결정하는 절차만을 규

정,

- 장관령에서는 포획 크기를 규제하는 제한적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1~99g

에서 1-2kg 사이의 크기 어류는 할당량과 어업 허가가 여전히 열려있음. 이러한 결정은

실제로 어장의 크기, 위치, 그리고 포획 절차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감독이 효과적이지

않아 여전히 IUU 어업으로부터 나폴레옹 피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

냄(Edrus 2011)

◦ 나폴레옹 피시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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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나폴레옹 피시 양식 연구 및 보호 관심이 늘어. 2021년 11월 삭티

와유 트렝고노(Sakti Wahyu Trenggono) 해양수산부(KKP) 장관은 리아우 제도의 라자

알리 하지 해양대학(Raja Ali Haji Maritim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UMRAH)에

이 지역의 양식업에 기반을 둔 어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나폴

레옹 피시의 양식을 장려. 나투나 통합 해양수산센터(Natuna Integrated Marine and

Fisheries Center, SKPT) 개발을 강조하며 값비싸게 거래되는 나폴레옹 피시의 어류 양

식 가능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 2021년 공표된 해양수산부 장관령(Government Regulation Number 85 of 2021) '세외수

입(Non-Tax State Revenue) 활용을 위한 제한 및 보호 어종 기준 가격'에 따르면 나폴

레옹 피시의 가격은 마리(소비 가능 크기, 1-3kg)당 150.000루피아, 크기가 <100g일 경

우 10.000루피아.

- 해양수산부(KKP)는 술라웨시 중부 마누이 제도 해역에서 IUU 어업으로 잡힌 나폴레옹

피시를 구조해 방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관리국장은 마카사르 해안해양자원관리센터

(BPSPL)와 비퉁 해양수산자원감시기지(PSDKP)의 협업을 통해 술라웨시 남동부 모라모

만(Moramo Bay)의 보존 지역에 나폴레옹 피시를 방류했다고 2021년 2월 보도자료 통해

발표. 이날 방류한 나폴레옹 피시는 총 크기 50cm, 무게 2.7kg으로 보호해야할 기준에

들지 않지만, 지속가능성과 합법성 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방류를 결정했다고 설명

- 인도네시아는 한국 정부와의 해양 분야 협력 주제 중 하나로 나폴레옹 피시를 언급.

2021년11월26일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앙투자조정부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분야에는 블루카본, 해양 쓰레기, 역량강화 및 해조류 및 나

폴레옹 피시 양식 부문 개선이 논의되었음.

2) 인도네시아 나폴레옹 피시 현황

◦ 나폴레옹 피시 서식지

- 나폴레옹 피시는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서식지가 다름. 어린 개체나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해안가나 얕은 바다의 초호에 살지만, 성숙한 개체들은 해안가의 얕은 산호초 지대나 암

초 경사면에 서식. 부화에서 치어, 성숙한 이후 나폴레옹 피시는 항상 산호초 또는 해초,

맹그로브 등 산호와 인접한 곳에서 일생을 보냄.

- 2020년 서수마트라 지역 해역에서 26년 만에 발견된 나폴레옹 피시도 국립수역보존구역

(LKKPN)의 산호초를 모니터링 하다가 발견.

- 나폴레옹 피시의 이동성은 제한적. 한 장소에서 발견된 나폴레옹 피시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다시 발견되는 편. 큰 나폴레옹 피시는 최대 1km까지 움직임을 보이지만,

집단의 일원으로 무리생활을 하는 작은 나폴레옹 피시는 생활 반경이 주가 되는 특정

영역을 잘 벗어나지 않음(Sadovy et al., 2003).

- 인도네시아의 산호초 생태계가 있는 거의 모든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음.

PHKA(Perlindungan Hutan dan Konservasi Alam, 산림보호자연보전)의

SK.06/IV.KKH/2008에 따르면 어업 쿼터가 있는 주는 9곳으로 이들 9곳은 나폴레옹 피

시의 서식지가 된 지역으로 알려짐. 9개 주는 리아우 제도, 동칼리만탄, 남술라웨시, 북

술라웨시, 말루쿠, 자야푸라, 서파푸아, 서 누사 틍가라, 북수마트라.

- 해양연구센터-LIPI(Dirhamsyah et al., 2011) 연구 결과, 인도네시아 서부와 중부, 동부

지역에서도 나폴레옹 피시 발견할 수 있음. 서부 지역에서는 나투나 제도, 방카와 나식

해협의 퐁곡 섬, 블리퉁 리젠시, 니아스 제도, 믄타와이 제도, 천개 제도(천개섬), 캉에안

제도에서 발견. 중,동부 인도네시아에서는 슬라야르 제도, 신자이 제도, 방가이 제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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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비 제도, 말루쿠의 루시파라 제도에서도 발견. 나폴레옹 피시를 잡아 기르는 곳으로

알려진 리아우 군도의 해역 중 하나가 아남바스 군도에 있음. 다양한 지역의 나폴레옹

피시의 밀도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3) 인도네시아 나폴레옹 피시 보호 및 규제 정책

◦ 나폴레옹 피시 거래 제한

- PHKA-Kemenhut(환경산림부의 산림 및 자연 보호국) 사무총장령에 따르면 나폴레옹

피시는 실생활에서 항공으로만 수출할 수 있으며 해상 무역을 통한 허가를 받지 않음.

나폴레옹 피시 거래는 2005년 이후 산림부가 정한 쿼터로 제한됨. 산림부가 정한 쿼터는

어획과 수출을 위한 쿼터(2008). 9개 도에 부여된 총 어획정수는 8000마리이고 수출정수

는 9개 도를 합친 쿼터로 어획정수인 7200마리(표2)보다 적어야 함. 2012년 현재까지 수

출 쿼터는 연간 2000개로 예년에 비해 줄었음. 할당량 결정은 산림부의 PHKA 국장이

LIPI의 고려 사항과 권고에 기초하여 결정.

위치 면적 (m2) 발견된 개체 수 밀도

(마리/헥

타르)

2005 IUCN과 Lipi 조사
북술라웨시

발리, 캉안 섬
소롱, 라자암팟

1.190.260
703.900
602.480

45
3
52

0,378
0,042
0,863

2006 IUCN과 Lipi 조사
동누사틍가라 598.000 11 0,184

BRPL 조사
북술라웨시

방가이 리젠시
서누사틍가라
남서말루쿠

15.000
24.000
19.500
31.500

2
6
5
5

1,3
2,5
2,56
1,61

2009 KTNL DKP 조사
천개섬

믄타와이 제도
16.500
17.000

7
9

4,242
5,294

2012 BP2KSI 조사
신자이, 서 술라웨시
시까, 동누사틍가라

98.540
63.550

10
9

0 - 3,89
0,8 - 1,81

2013 BP2KSI 조사
슬라야르, 서술라웨시
신자이, 서술라웨시

76.790
49.830

9
17

0,69 - 3,73
0,95 - 6,29

KP3K 조사, Anambas
2012
2013

-
-

2
4

0,4
0,6 - 1,2

<인도네시아 지역별 나폴레옹 피시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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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획량 할당(쿼터) 수출 할당

리아우 제도
동 칼리만탄
남 술라웨시
북 술라웨시

말루쿠
자야푸라
서 파푸아

서 누사틍가라
북 수마트라

1000
1000
500
1000
1200
1000
1000
1000
300

7200

<정부로부터 규제되는 나폴레옹 피시 쿼터>

<나폴레옹 피시 무역의 쿼터와 실제 거래량>

- 홍콩 선박이 장악하고 있는 무역 업체들이 해상 수출을 선호할 정도로 입지가 제한적이

고 외진 데다 자카르타와 발리 두 주요 공항을 통한 수출 수단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

남바스의 나폴레옹 무역은 항공 무역보다 해상 무역(환적 무역)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 해상 그물망(KJA)에서 나폴레옹 피시를 직접 가져가는 해상 수출 거래는 일반적

으로 기록되거나 보고되지 않음.

- Dirhamsyah et al.,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관할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 기록되지 않음(미신고) (2011). 이것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수출된 나

폴레옹 피시의 수를 알 수 없게 함. 게다가 나폴레옹 피시를 집단으로 포획한 것에 대한

보고도 위조되었음(Soemodinoto et al., 2013). 이러한 관행은 어업 분야에서 받는 소비

세가 줄어들고 부정확한 자료 수집을 유발하여 나폴레옹의 경영에 부적절한 정책 수립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손실을 초래함.

- 수십 년 전부터 아남바스 해역의 나폴레옹 피시 거래는 자연에서 얻은 어류 종자에서

비롯되었으며 KJA에서 최대 4-5년 동안 양식되어 슈퍼 사이즈(0,6-1 kg)(Dirhamsyah

et al., 2011)에 도달했음. 포획 데이터, 각 KJA에 대한 자연 종자 어획량 분포 데이터,

확대 과정에서 튀어부터 성체까지의 사망률 데이터, 나폴레옹 피시의 수확 횟수와 판매

에 대한 데이터는 규제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으며 보고되지 않음. 나폴레옹 피시 거래의

규제는 환경산림부의 산림 및 자연 보호국(SK. 06 /IV-KKH/2008) 사무총장이, 교역 가

능한 나폴레옹 어류의 크기 제한은 해양수산부(장관령 KP No 37 of 2013)가 규제하고



- 262 -

있음. 나폴레옹 피시 활용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남바스 제도 해역에서의 나폴레

옹 어류의 재고, 생물학적 측면,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최신 자료와 정보가 필요.

◦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보호 노력

- 2013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37호는 나폴레옹 어류(Cheilinus undulatus)의 보호 상태 결

정에 대해 어획되지 않을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제한적 보호로 다루고 있음. 나폴레

옹 어획 규모와 위치, 절차 등에 관한 수산총장 330/S3.6631/96호 선언문을 대체한 규정

과 실체가 그리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선언문은 불법어업을 다룰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Edrus, 2011).

- 파푸아의 팍팍(Fak Fak) 카라스 구역(Karas Distriact)의 나폴레옹 어업은 경영의 측면

에서 다른 지역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카라스에서 나폴레옹의 낚시 사업은 1990년대

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멸종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나폴레옹 어류에 대한 CITES 협약이

발표된 이후(CITES, 2004), 1년 뒤인 2005년 카라 기업인과 어부들이 나폴레옹 어장을

폐쇄하는 이니셔티브와 공동협약을 맺었음. 같은해, IUCN의 그루퍼 & 워스 전문가 그

룹은 카라에서 20마리의 나폴레옹이 조사선에서 30km 이내에서 발견 되었음을 확인

(Sadovy, 2010).

- 포획 장소를 폐쇄한 뒤 5년 후, 예상대로 자연에서 나폴레옹 개체 수의 증가가 있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개체 수 발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

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폐쇄 결과로 발생한 것이 확실. 2010년 11월 서파푸아 팍팍 카라

스 리젠시 해역에서 나폴레옹 어류 개체수 모니터링 활동이 실시되었고 연구 장소는 타

락, 파우르, 안달리사, 안다미사 섬 인근 해역.

- 트랙을 따라 서식지를 관찰한 결과, 모래로 뒤덮인 덮개를 제외한 산호 덮개로 표시된

모든 산호초에서 나폴레옹 피시가 발견.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산호, 죽은 산호, 약간의

모래, 특히 가장자리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덮개가 있는 암초 지역에서 발견.

- 조사 지역에서 발견된 몸길이는 12cm에서 90cm 사이로 상당히 다양. 몸길이가 26~50cm

인 나폴레옹이 가장 많았고, 몸길이가 26~50cm인 나폴레옹은 암초능선까지 먹이를 구하

는 경우가 더 많으며, 25cm 미만의 미성숙 개체가 암초 평지에서 발견되기도 했음. 암초

벽 지역에서 60cm에서 1m가 넘는 크기의 나폴레옹 성체가 더 자주 발견되었음.

<서파푸아 해역의 나폴레옹 개체수 위치 및 추적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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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장소를 폐쇄한 뒤 5년 후, 개체수가 헥타르당 0.47마리에서 헥타르당 1.4마리로 증

가. 이는 2005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했을 때 298%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Sadovy,

2010). 개체수 크기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개체수 풍부 상태는 여전히 중요 범주(Edrus,

2013)에 속하며 개체수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 못해

- 개체수의 증가는 포획처 폐쇄 외에도 암초의 가장자리와 경사면에서 다양한 해저 암초

덮개 형태가 발견되는 환경 운반 능력 또는 서식지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

(Odone, 2010). 이런 조건은 타락 섬, 안달리사 섬, 안다미사의 산호수에서 더 흔함. 그래

서 나폴레옹의 발견이 더 많아졌음. 안달리사와 안다미사 해역의 위치는 나폴레옹 개체

수의 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서식지. 반면, 파우르 섬의 바다에서는 암초의 평균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암초는 대규모로 흰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 모래 덮개가 우세

한 암초는 나폴레옹피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

- 적합한 서식지를 선택하는 경향과 제한된 서식 범위는 나폴레옹의 자연이 항상 낮은 이

유를 설명할 수 있음(Sabater, 2010). 어린 나폴레옹은 주로 얕은 암초 평지에 서식하며,

나이와 신체 크기에 따라 수심이 바뀌는 것을 선호. 성체 나폴레옹 피시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마주보는 암초 경사면을 좋아하며(Sluka, 2000), 특히 해안 지역에서 형성된 참호

나 분지에서 자주 발견됨(Sluka, 2005). 어린 나폴레옹 피시는 해초 지대와 경작지 근처

에서 흔히 발견되며, 나폴레옹은 암초 평지로 이동. 나폴레옹피시가 선호하는 미세 서식

지는 대식조로 덮인 산호의 가지. 일반적으로 특정 서식지와 서식지의 분포에 매우 강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나폴레옹의 인구 풍부함의 제한 요인. 좁은 서식지 범위와

나폴레옹이 선호하는 미세 서식지의 사양은 나폴레옹 피시의 풍부한 종과 개체군 크기

를 탐지하는 능력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Sabater, 2010)

- 어류 크기는 수명과 이용률, 성장률, 사망률 등 어류의 수명사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변수(Frose and Pauly, 2000). 큰 어종은

특히 포획에 취약함(Dulvy et al. 2003). 어류의 길이에 따라, 나폴레옹의 개체수는 미성

숙기, 성체, 그리고 노년에 가까운 세 가지 연령대를 가지고 있음. 경작자 집단은 길이

12~26cm의 간격으로 나타나며, 12~18cm 크기의 집단이 4%까지 우세한 것으로 보였음.

한편, 26~50cm 크기의 성인 나폴레옹 집단은 2013년 장관령 37에 따라 포획이 허용되는

35~40cm 크기의 개체군이 정규 분포를 보임. 반면 55~40cm 65cm(3%)의 나이든 나폴레

옹과 85~90cm(1%)의 개체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았음.

- 카라스 해역의 나폴레옹 피시 개체수는 5년 동안 증가했음. 이는 어획물 폐쇄와 적절한

서식지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나폴레옹 개체군에 따른 자연 조절 간격은 본질적

으로 항상 모자르는 문턱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만큼 개체수 상승률이라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 해양보호구역과 나폴레옹 피시 분포도

- 부나켄(Bunaken)지역은 1991년 10월 15일 산림부 장관령 제730호/Kpts-II/1991호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해양 공원 지역은 부나켄 섬, 마나도 투아, 만테하게, 실라덴,

나이임, 몰라스, 워리, 우원툴라프 아라칸 해안의 일부를 포함. 보호 구역은 89,065 헥타

르. 이 지역은 세계에서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해역 중 하나로 분류됨(WWF,

2013).

- 부나켄의 어획 패턴은 국립공원이 장기적으로 나폴레옹 개체 수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

을지를 가늠하고 나폴레옹 어류의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

반면 WWF는 2006년 1월 북술라웨시 수상경찰이 길이 5~30㎝에 이르는 나폴레옹 피시

207마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나폴레옹 피시는 살아있는 그루퍼와 함께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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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떠다니는 케이지가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에 있어 나폴레옹 피시는 의도적으로 숨겨

져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이유로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의 나폴레옹 어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했음.

장소

조사 구역 

수심 (ha)

개체 수(ind) 공간 밀도 

(ind/ha)

산호초 상태

부나켄 섬
(Bunaken Island)

8,2 21 2,56 Average–good

멘테히지 섬
(Mentehage Island)

7,8 9 1,15 Average

마나도 뚜아 섬 
(Manado Tua Island)

1,7 3 1,76 Worse–average

실라덴 섬
(Siladen Island)

1,56 0 0,00 Worse

총계 19,26 33

평균 밀도 1,71

<2012년 10월 부나켄 국립공원 지역 나폴레옹 피시 개체군에 대한 수중 시각조사 결과>

- 2012년 연구 결과, 밀도 수준은 2005년 그루퍼와 나폴레옹 전문가들이 같은 장소에서 조

사한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2005년 부나켄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총 개체수

면적이 1,190,260m2에 달하며, 1ha당 평균 밀도가 0.4마리인 나폴레옹 어류 55마리가 발

견. 부나켄, 라자암팟, 캉게안의 개체 수 밀도는 125km²로 평균 1헥타르당 0.4마리에서

0.86마리. 어조의 풍부함과 크기가 가장 낮은 곳은 캉게안의 나폴레옹 어장으로 어업 강

도가 높은 지역. 라자암팟과 부나켄 지역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나켄 국립

공원의 존재 때문이지만, 부나켄 해역 주변의 나폴레옹 어류 수탈은 불법 조업 사례들로

인해 나름대로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IUCN, 2006). 반면 2013년 라자암팟 지역의 나폴레

옹 어획량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증가.

- 7년 동안 부나켄 해역의 나폴레옹 밀도는 427.5% 증가한 반면, 라자암팟의 나폴레옹 밀

도는 325~390%에 달함. 팍팍 리젠시 카라스지역이 5년간 나폴레옹의 어획로를 폐쇄되면

서 재고량이 298% 증가. 이 세 지역에서 나폴레옹의 증가는 어업 및/또는 생태학적 관

점에서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성공을 보여줌. 부나켄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나폴레옹

어류의 개체수는 길이 15cm에서 55cm의 간격에 따라 정상 분포에 가까움. 최대 크기

모드는 35cm ~ 40cm. 55cm가 넘는 성체 나폴레옹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개체수도

두 개의 연령대로 나뉘었을 것으로 추측. 이것은 아직도 이용할 수 있는 오래된 성체 나

폴레옹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반면 라자암팟처럼 어획량이 상당히 많고 수량

이 저하되는 지역에서는 보통 15~25cm의 크기.

- 부나켄 섬 주변에서 발견되는 많은 나폴레옹은 팔라우 지역에서 발견되는 나폴레옹 개

체와 유사. 팔라우는 낚시 강도가 약하고 다이빙 관광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곳의

보호 기능이 잘 작동. 환경보호론자들은 보호구역이 나폴레옹 어류의 개체수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 (Sadovy et al., 2007)

- UVC(Underwater Visual Census) 방법을 사용한 나폴레옹 개체군에 대한 이전 연구는

2006년 마라투아 섬, 즉 섬의 동쪽과 남동쪽 해역에서 수행되었음.(Sadovy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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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감지 연구 결과와 UVC 방법을 결합한 결과 마라투아 해역의 나폴레옹 피시의 잠

재적 서식지는 173km²(Oddone et al., 2010). 서식 범위가 제한적이고 좁아 자연에서 나

폴레옹의 개체수는 낮을 수밖에 없음.

- 마라투아 섬에서는 그루퍼, 랍스터, 나폴레옹 피시 등 거래 가격이 높은 종에 대한 포획

이 1990년대부터 성황. 1999년 이후 그루퍼와 랍스터의 단위시간당 채집량(Catch Per

Unit Effort, CPUE)은 40% 이상 감소. 남획 요인 외에도 어류 자원의 감소는 산호초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결과와도 맞물려(Wiryawan et al., 2005)

- 산호초가 훼손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나폴레옹 어류를 발견할 수 있음. 밝기와 물살이 높

은 가장자리가 있는 지역. 오도네 외 연구진(2010)의 연구 결과는 나폴레옹 피시의 95%

가 약 100m 너비의 암초 가장자리와 완충 지대에 산다고 밝혀. 이 지역은 나폴레옹 피

시가 가장 선호하는 서식지는 암초 벽 또는 암초 경사면. Sluka(2005)의 연구에 따르면,

나폴레옹 피시는 해저 암초 덮개가 섞여 있고 약간 모래가 많고 맑은 물을 가진 가장자

리 분지 지역에서 종종 발견. Allen(2004)은 나폴레옹 피시 개체 수 크기는 데라완 지역

의 어류 풍부함과 어류의 종을 판멸할 좋은 지표라고 언급

- 2004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CITES CoP 13에서 CITES 회원국

들은 CITES의 부록 II에 나폴레옹 피시를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고 이는 제한적으로 거

래가 허용되지만 그 사용은 CITES를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인 CITES 규정을 준수해야

함. 세계적으로 나폴레옹 피시를 잡는 높은 수치로 인해 아남바스(Anambas)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 종의 성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

4) 아남바스 제도 해역 나폴레옹 피시 연구

◦ 나폴레옹 피시 관리를 위한 아남바스 지역 법적 근거

- 아남바스 지역(Anambas Archipelago)의 나폴레옹 피시 관리의 주요 근거는 UUD RI

1945(인도네시아 공화법) 제33조3항:“땅과 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천연자원은 사람들

의 가장 큰 번영을 위해 사용된다.”이는 대체로 영토의 모든 잠재적 천연자원의 부가 국

민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며 헌법상 위임사항의 이행이 천연자원의 관리와 관련

된 몇 가지 법적 조항(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자원, 어류 및 수자원 포함)에 더욱 구체화

됨.

- 어류 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통치 조항은 2004년 인도네시아법 31번에 포함되어 있

으며 이후 2009년 인도네시아법 45번으로 개정.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조항은 어류 자

원 보존에 관한 2007년 정부 규정 제60호, 2013년 제35호 어종보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

관 규정, 2011년 해양수산부령 제35호, 아남바스 군도 국가물보전지역 비축에 관한 사항,

2013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37호, 나폴레옹 피시의 보호 상태에 관한 사항, 2008년 산

림부 PHKA 국장령, 아남바스 제도 리젠시 해역 나폴레옹 피시 종자를 채취하는 절차에

관한 공동 협정이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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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보호구역 지도>

◦ 2008년 산림부 PHKA(산림보호 및 자연보전) 국장령 자연식물 수확 및 야생동물 포획 할

당에 관한 법령

- 2008년에 발표된 이 법령은 나폴레옹 피시의 포획과 수출을 위해 할당량이 주어진 지역

개요를 제공. 관리청(1999년 정부규정 제8호)으로 임명된 PHKA 사무총장은 국내외적으

로 보호 야생동식물의 순환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 포획에 대한 제한과 허가 제

공,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허가하는 기능을 수행. 2012

년 이후 전국적으로 나폴레옹 피시 무역 할당은 2000마리로 정해졌음(KKJI, 2012).

◦ 나폴레옹 피시 보호에 관한 2013년 해양수산부령 제37호

- 현재의 나폴레옹 피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3년 해양수산부

장관령 제37호를 통해 특정 크기에 제한적인 보호 지위를 부여: 100~1000g 사이의 나폴

레옹 피시, 3000g 이상 나폴레옹 피시

◦ 아남바스 제도 해역 나폴레옹 피시를 포획 절차 관련 협정서

- 2013년부터 185/KDH.KA.523/06.12호에 명시된 대로 아남바스 리젠시에서 나폴레옹 피

시를 잡는 크기와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리젠시의 마을 이장 간 양해각

서가 발행되었음. 아남바스 제도의 해양수산청장과 아남바스 제도 리젠시 부청장은 아남

바스 제도에서 나폴레옹 종자를 잡는 절차에 대해 설명. 회람에 따라 야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나폴레옹 피시 종자의 포획 시간과 크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했음. 이때 잡을 수

있는 나폴레옹 피시의 크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허용된 0.5인치보다 작으면 안

됨.

◦ 아남바스 지역 나폴레옹 피시 분포도

- 루아야 지역(ruaya)에서, 나폴레옹 피시의 서식 범위는 800~50,000㎡ 정도로 그리 넓지

않음(Graham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큰 나폴레옹 피시의 서식 범위가 1㎢

에 이르는 반면 작은 나폴레옹 피시는 큰 나폴레옹 피시의 영역 일부를 이용

(Dirhamsyah et al. 2011 and Sadovy et al. 2003). 나폴레옹 피시가 분포하는 지역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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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섬(Jemaja Island) 주변과 시안탄 섬(Siantan Island), 바투 블라흐 섬(Batu Belah

Island), 마탁 섬(Matak Island) 등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6은 아남바스 제도 해역에 흩

어져 있는 나폴레옹 사육장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토대로 종자 포획 위치를

보여줌.

<아남바스 제도 해역 나폴레옹 피시 종자 및 해상 그물망 위치>

<사안탄에 있는 나폴레옹 피시 종자와 생육 장소>

  
- 나폴레옹 피시를 잡은 수집가와 어부로부터 입수한 2014년 BP2KSI 자료를 토대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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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 크기는 쌀알(0,125인치)로 시안탄 해역을 중심. 전체 어획량의 80,56%(24,886마

리)의 볍씨 크기가 0,125인치부터 1,5인치보다 큰 크기로 30,890마리의 나폴레옹 피시 종

자가 발견됐음.

<위치별 나폴레옹 피시 종자 어획량 분포>

- 나폴레옹 피시 종자는 8월에서 12월 사이에 잡히며 10월에서 11월에 가장 많이 잡힘. 그

림 13은 BMKG 타렘파에서 얻은 1년 동안의 나폴레옹 종자 어획량 분포와 12년

(2001-2012년)의 평균 강우량을 보여줌. 그래프는 평균 강우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가장

많은 종자 어획량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줌.

<2014년 한달간 아남바스 제도 주변 해역에서 잡힌 나폴레옹 피시 종자의 평균

어획량과 12개월 평균 강우량>

◦ 나폴레옹 피시 포획 활동

- 아남바스 제도 어부들은 1980년대 나폴레옹 피시가 야생에서 여전히 풍부하게 발견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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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인 낚싯대로 성체 나폴레옹 피시를 잡았지만 성체 나폴레옹 피시는 이제 자연에서

점점 줄어들게 발결됨. 현재 대형조류(Sargassum muticum)에서 나폴레옹 종자를 얻기

위한 나폴레옹 어획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KJA에서 더 양식될 예정. 나

폴레옹 피시를 잡고 채집해 기르는 어민들(어민 25명 중 48%) 대부분이 5년, 10년째 이

활동을 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어부들은 쌀알 크기(0.125 inc), 어린 피쉬(65.38%)를 잡으

며 나머지는 쌀알 크기(15.38%)나 어린 물고기만 잡음(19.23%).

- 아남바스 제도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나폴레옹 종자용 어구(그림 10), 어류를 담는 컨테

이너, 수영 장비, 수송선 등의 다른 도구. 종자철에는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종자 수가 가

장 많은 것이 3㎜(쌀알 크기), 크기가 1인치 이상인 종자 100여 종자 정도. 어린 시기까

지 종자의 사망률은 70%로 보고되고 있음.

<아남바스 지역 어부들이 사용하는 어구>

◦ 나폴레옹 피시 사육 활동

- 그동안 나폴레옹 산란을 통한 양식 활동은 BBPBL(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arine Cultivation) 곤돌로 진행됐지만 그러나 유지와 발달에 있어서

는 어린 물고기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 약 2~3%에 불과. 또한 매우 높은 운영비를 요구

하기 때문에 나폴레옹 양식 활동은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나폴레옹 종자의 풍부함은 아남바스 제도의 많은 공동체의 수입원으로 알려졌음. 이 어

류 종자들은 특종을 사용하여 대형조류 주변에서 잡히고 그것들이 시장 친화적일 때까

지 우리에서 길러짐. 우다야나 대학교(2013)의 연구팀이 아남바스로부터 나폴레옹 피시

의 기원에 관한 유전적 증거를 수행했는데 우다야나 대학교(2013)는 우리에 갇힌 어린

피쉬와 성체 피쉬들이 아남바스 출신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밝혔음.

- 큰 나폴레옹 피시(± 800g)가 자연에서 발견되는 높은 종자에 기여한다는 현지 농가의

의견도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유전학 연구 결과 밝혀졌음. 이는 우리에서 약

4년 동안 사육된 성체 나폴레옹 피시의 샘플과 자연에서 얻은 어린 피쉬 샘플은 분석된

나폴레옹 피시의 샘플과는 연관성이 없어 어린 피쉬 샘플의 부모는 자연이나 다른 우리

에서 온 것으로 의심됨.

- 아남바스에서 나폴레옹 피시를 기르는 방법은 포획 양식업으로 분류됨. 나폴레옹 묘목의

판매는 보통 0.6kg – 1kg의 크기를 얻을 때까지 4년 동안 판매됨. 이 크기 어류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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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120만 루피아에서 130만 루피아로 형성되어 있음(UPTD of the Central Siantan

Marine and Fisheries Service, 2012).

- 현재 사육되고 있는 나폴레옹의 수는 2014년 데이터 로깅 담당관(분산자) BP2KSI의 정

보를 토대로 추정되는데 아남바스 제도에서 나폴레옹 피시의 사육(양식)을 수행하는 대

기업이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판매될 수 있는 600~800그램 크기의 어류가

2만 마리가 있음. 평균적으로 이 대기업들은 팔릴 준비가 된 1300-5000마리의 나폴레옹

피시를 가지고 있음.

<1990년-2012년 양식업자 수 증가폭> 

◦ 아남바스 제도 나폴레옹 피시 무역

- 양식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1980년대부터 양식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1991년 나폴레옹 양식업자의 수는 10명 미만이었음. 이후 2012년까지 70여 마리의 나폴

레옹 피시 양식어가 축적될 때까지 매년 증가하였음(그림 11). 2014년 나폴레옹 무역에

관여한 아남바스 KJA의 나폴레옹 피시 사육 활동을 관찰한 결과 KJA 어부들이 보관하

고 있는 나폴레옹의 개체 수는 2만800여 마리로 추산. 2012년 아남바스 제도 리젠시 해

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아남바스 제도 리젠시 6개 하위구에 걸쳐 1,495명의 양

식업자 수가 분포하고 있음.

년도 도매가격범위 (USD/kg) 출처

1990-1996
1997
1999

60-80
50-100
45-70

IUCN, 2012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45-70
50-65
50-70
25-95
27-111
27-111

Edrus, 2011

2012 180에 도달 Jakarta Post, 2012

<나폴레옹 피시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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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나폴레옹 어업은 아남바스 제도, 나투나 제도 어부들이 자연에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1990년 나폴레옹피쉬 수집가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홍콩 선박에 판

매하기 시작했음. 2000년대에 나투나와 아남바스 어부들은 야생에서 잡히는 3mm 크기

의 종자(쌀 씨앗이라고 함)에서 팔릴 수 있는 크기에 이르는 어류 사육을 개발하기 시작

했음. 몇몇은 심지어 18년째 이 어종을 기르고 있음(KJA 회장 무딘과의 직접 대화).

- 아남바스 제도의 나폴레옹 피시 무역 체인은 야생에서 잡은(쌀 한 톨 크기) 피쉬로 시작

함. 그리고 그것들은 나폴레옹 어린 피쉬를 기르는 2단계 어부들에게 팔림. 그리고 어린

피쉬 양식업자들은 2단계 어부들로부터 어류 종자를 받음. 게다가 나폴레옹의 어류 거래

는 완전한 양식기(중간 저수지)에 도달한 다음 대규모 저수지(수출업체)에 도달함. 무역

체인은 그림 12와 같음.

<아남바스 지역 나폴레옹 피시 무역 체인(Soemodinoto et al., 2013)>

◦ 아남바스 제도 나폴레옹 피시 보존을 위한 전략

- 아남바스 제도의 어촌 사회는 나폴레옹 피시를 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나폴레옹 피

시를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고(크기 3mm), 그들이 어린 피쉬가 될 때까지 3~4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음. 나폴레옹 어종 자원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고 매년, 특히 연말에 나타남.

반면에 아남바스 리젠시에서는 성체 나폴레옹 피시의 풍부함이 매우 낮음. 매년 어류 종

자가 출현하기 때문에 아남바스 리젠시 해역 주변에서 나폴레옹의 피쉬 산란 활동이 일

어나는 것으로 추정됨. 이를 바탕으로 나폴레옹 피시 개체수 보호에 전략적 조치를 취해

야 하지만 나폴레옹의 지속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활용과 관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아남바스 리젠시의 나폴레옹 피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

적 조치가 필요.

◦ 아남바스 제도 나폴레옹 피시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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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은 800~50,000㎡의 제한된 서식지를 가지고 있지만 널리 분포되어 있고 산호 서

식지와 관련이 있음. 성체 나폴레옹의 밀도는 0.042-6.29 ind/ha, 평균 0.5 마리/헥타르로

낮음. 나폴레옹의 분포와 풍부함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산호 관련

지역에서 가장 풍부. 카리문 자와 제도, 멘타와이 섬, 벨리퉁 섬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나폴레옹 피시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특히 아남바스 제도 해역에서는 산호와 대형조류

(Sargassum muticum) 서식지가 있는 곳에서 나폴레옹 피시의 치어가 발견됐음.

-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어족 자원 상태는 같지 않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자원 상

태와 서식지를 고려하여 관리를 해야 함. 예를 들어 카리문자와 제도, 멘타와이 섬, 벨리

퉁 섬의 나폴레옹 밀도는 매우 드물고 그들의 산호 서식지에서 나폴레옹 유충과 어린

피쉬는 발견되지 않음. 아남바스 제도에서 성체 나폴레옹의 밀도는 매우 낮았지만(시안

탄 섬, 마타크 섬, 바투벨라 섬, 제마자 섬), 산호 및 대형조류 서식지에 유충과 어린 피

쉬가 풍부하게 발견. 이 유충과 어린 피쉬의 존재는 아남바스 어부들에 의해 KJA(해상

그물망, CBA)에서 사육되어 활용되고 있음. 이 활동은 2000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꽤

성공적이고 특히 아남바스는 나폴레옹 특유의 자원적 특성이 있어 여전히 제한된 방식

으로 사용이 가능. 나폴레옹의 아남바스 CBA 개념의 확대 활동은 자연 속 종자원 보

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계속 진행될 수 있음.

바) 정보교류회의

① 개요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

역량 강화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

진 정부간 공동연구센터다.

◦ 한인니센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관

과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다져진 협력관계를 사업화의 단계로 발

전시키고 있다. 2021년도에는 “한국형 해양위성을 활용한 인니 ODA사업”을 추진하고 확

정되어 2022년도부터 5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성과를 올렸다.

순서 일자 회의명 주요참석기관

1 ‘21.07.01 인니 보고르대학교와 해양과학 협력 협의회 보고르대학교

2 ‘21.07.14 한인니센터-해양투자조정부간 정례협의회 해양투자조정부

3 ‘21.08.12 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장 및 어항 개발 계획 회의 인니 해양수산부

4 ‘21.09.01
인니 블리퉁 지역의 재생 에너지 기반 해양 경제 

개발 계획 회의
블리퉁 지방정부

5 ‘21.09.16
치르본 지역 천일염 혁신센터 연구지원 협력 

회의
UNU대학교

6 ‘21.11.25 한인니센터-인니 지질기상청과(BMKG) 협력 회의 지질기상청

<정보교류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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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1) 인니 보고르대학교와 해양과학 협력 협의회

◦ 일 시 : ‘21.07.01, 화상회의

◦ 참석자 :

- 해양투자조정부 : 아궁 사무차관, 아말리오스 국장

- 보고르대 : 드라잣 부총장(총장 대행), 프래드 해양수산학 학장, 욘비트너, 루디, 쿠스땀,

신따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이본 공동소장

◦ 내 용 :

- 보고르대 총장 및 해양투자조정부 차관 주재, 한인니센터와 보고르대와의 협력 추진을

위한 협의회 개최

- 해양투자조정부는 실질적 협력 추진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고르대와 한인니센

터간 MOU 또는 IA와 같은 협정 체결을 희망

- 보고르 부총장(총장 대행)은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동의하고, 해양수산대학장과, 연안해

양자원연구센터장에게 구체적 협력 협의를 지시

- 한인니센터는 역량강화프로그램, 공동조사 및 연구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 계획

<인니 보고르대학교와 해양과학 협력 협의회 회의 사진>

2) 한인니센터-해양투자조정부간 정례협의회

◦ 일 시 : ‘21.07.14, 화상회의

◦ 참석자 :

- 해양투자조정부 : 아궁 사무차관, 아말리오스 국장, 피르만 과장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이본 공동소장

◦ 내 용 :

- 장관님 방인니 준비를 위한 협조사항 협의

- 보고르대(IPB) 협력 내용 협의

- 인도네시아산호정원(ICRG) 사업 추진내용 공유 및 협의

-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업무 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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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센터-해양투자조정부간 정례협의회 사진>

3) 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장 및 어항 개발 계획 회의

◦ 일 시 : ‘21.08.12, 화상회의

◦ 참석자 :

- 해양투자조정부 : 엘비 차관보, 라흐마트 국장, 안드레아스 과장, 피르만 과장

- 인니해양수산부 : 하에루 국장, 야얀 국장, 리도 국장

- 한인니센터 : 사프리 자문단장, 박한산, 이본 공동소장

◦ 내 용 :

- 인니 해양수산부는 새우 양식장 적지 선정과 어항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에 한인

니센터 참여를 제안

- 한인니센터의 현장조사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연구지원을

요청

- 한인니센터의 해양조사분석 인프라와 전문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연구지원 계획안 수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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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장 및 어항 개발 계획 회의 사진>

4) 인니 블리퉁 지역의 재생 에너지 기반 해양 경제 개발 계획 회의

◦ 일 시 : ‘21.09.01, 화상회의

◦ 참석자 :

- 해양투자조정부 : 리다 국장, 라디안 국장

- 블리퉁 지방정부 : 사하니 군수

- 한인니센터 : 박한산, 이본 공동소장

◦ 내 용 :

- 해양투자조정부에서 추진 중인 ‘블리퉁’ 지역 재생 에너지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소개

- 블리퉁 지방정부와 해양투자조정부는 한인니센터에 사업 참여를 요청

- 한인니센터는 협력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서 블리퉁 지역의 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서를

요청했으며, 추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확인 예정



- 276 -

<블리퉁 지역의 재생 에너지 기반 해양 경제 개발 계획 회의 사진>

5) 치르본 지역 천일염 혁신센터 연구지원 협력 회의

◦ 일 시 : ‘21.09.16, 화상회의

◦ 참석자 :

- 해양투자조정부 : 요스 국장, 라메여 특별자문관, 피르만 과장

- UNU대학교 : 헤르완토노 학장

- 한인니센터 : 사프리 자문단장, 박한산, 이본 공동소장

◦ 내 용 :

- 해양투자조정부는 국가개발계획상 천일염 생산량 확보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치르본

에 천일염혁신센터 설립 계획

- 천일염혁신센터는 1,000Ha 규모로, 천일염의 생산량 증대와 함께 질적 향상을 도모

- 천일염혁신센터 설립 및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서 한인니센터에 연구지원 분야

협력 요청

- 한인니센터는 해양물리 수치모델링, 화학분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력을 추진

<치르본 지역 천일염 혁신센터 연구지원 협력 회의 사진>

6) 한인니센터-인니 지질기상청과(BMKG) 협력 회의

◦ 일 시 : ‘21.11.25, 화상회의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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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니 지질기상청 : 넬리 국장, 안드리, 에르윈, 도날디 연구원

- 한인니센터 : 박한산 공동소장

◦ 내 용 :

- 인니 해역에서 운용중인 운용해양예보모델의 개선과 검증을 위해서 인니 국가 관측망

자료 공유 필요성 증대

- 한인니센터는 인니 국가 관측망 자료를 제공 받고, 운용해양예보모델을 인니측에 제공하

는 연구 협력 방안 협의

- 양국의 해양예보 및 관측 분야 협력을 추진

<한인니센터-인니 지질기상청과(BMKG) 협력 회의 사진>

③ 결론 및 제언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육성,

역량 강화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

학 연과의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한인니센터는 협력 성과로 올해 “한국형 해양위성을 활용한 인니 ODA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부터 5년간 시작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현재까지는 주로 해양투자조정부와 반둥대와의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와 연구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나, 한인니 센터 자문단 운영과 더불어 인니 전역으로 협력 정보교류를 확대하

고,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한인니센터는 향후 인니 전역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지역의 거점

연구협력기관으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의 선진화된 해양과학기술이 아세안 지역

으로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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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연구 수행

가)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① 개요

◦ 컨퍼런스 명 : 2021년도 해양과학 및 첨단기술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Science and Advanced Technology, MSAT)

◦ 개최 목적 : 다국 정부와 학계,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양과학 기술의 흐름을 조망

하고 국가의 해양 관련 기술 동향이나 추진 전략들을 소개하고 연구를 공유하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 방향성을 모색

◦ 개최 일시 일시 : 2021년8월5일~8월6일

◦ 장소 : 온라인 미팅룸(Zoom)

◦ 전 일정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

◦ 주관 : 반둥공과대학(ITB) 해양학부, 인도네시아 지리정보국(BIG), Piamary 아쿠아리움, 팡

안다란 해양 수산 폴리텍과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 공동 주관

◦ 주요 참석자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ITB 총장,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해양학 관련 교수 및 연구원, 학생 등

◦ 내용

- 해양 국가로서 선진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 및 발표

- 첨단 과학기술 관련 논문을 발표, 6개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

- 해양대기 역학, 해양 자원 보존, 해양 위험, 해안 보존. 해양 측지학, 해양 위성, 운용 해

양

<컨퍼런스 리플렛>

◦ 세부일정

- Covid 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올해는 사실상 2021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회의가 열렸

음. 라이브 발표는 Zoom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반둥공과대학 지구과학 및 기술학부 공식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음. 전반적인 MSAT 일정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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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컨퍼런스 1일차

◦ 반둥공과대학 지구과학 및 기술학부 학장의 발언

<반둥공과대학 지구과학 및 기술학부 학장>

(Dr. Irwan Meilano, S.T., M.Sc.)

◦ 반둥공과대학 총장의 발언

<반둥공과대학 총장(Prof. Reini Wirahadikusumah)>

- Prof. Rieni 는 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해 준 모든 연사, 연구원, 과학자, 참가자, 그리고

위원회에 감사를 표함. Prof. Rieni 는 또한 ITB가 교육, 연구,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해양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를 ITB의 역량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인도네시라

대통령 조코위 총재가 인도네시아가 국가 정체성으로 크고 강한 해양국가를 가지고 있

다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해양의 관심과 안보, 그리고

잠재력에 봉사해야 함. ITB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한국해양연구원

(KIOST),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CMMAI)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ITB 치르본

캠퍼스에서 교육연구, 역량강화,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의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오늘날 일이 COVID-19 상황에 의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

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구

축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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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

(Ir. Sakti Wahyu Trenggono, M.M.)

- Ir. Sakti Wahyu Trengogono는 인도네시아의 해양 및 수산 자원이 미래 경제의 버팀목

이라고 말해. 인도네시아가 불의 고리 안에 존재하고 아시아와 호주 대륙과 인도양과 태

평양에 둘러싸인 적도 지역 전체가 재난과 기후 변화의 도전을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관리되지만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지역사회

의 복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존재. 이를 지원하기 위해

KKP는 3가지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준비.

◦ 초청 스피커

- 박상준 박사

<KIOST 글로벌 해양 연구 센터 부소장 (박상준 박사의 발표)>

◦ 발표

- Avrionesti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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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원 (Avrionesti의 발표)>

- Avrionesti는 MTCRC 연구원 중 한 명. 이번 MSAT 회의에서 Dayu, Faruq와 함께

Ocean Response to Tropical Cyclone Seroja at East Nusa Tenggara Waters를 발표.

회의방에서 Avrionesti는 사회자 역할도 맡음.

- Dayu Wiyati Purnaningtyas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Dayu Wiyati Purnaningtyas의 발표)

- Dayu는 MTCRC 한국초청박사과정 수상자로 한국 UST에서 박사과정 이수중. 이

MSAT 회의에서 Dayu씨는 Nutrient Enrichment Induced by Tropical Cyclone Seroja

in The Southeastern Tropical Indian Ocean를 발표. 연구는 Avriionesti (MTCRC 연구

원), Mr. Faruq (ITB)과 함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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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onne M. Radjawanne, Ph. D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및 MSAT 위원회>

(Ivonne M. Radjawane, Ph. D의 발표)

-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및 MSAT 위원회 Ivonne은 Seasonal

Simulation of Floating Plastic Debris Transported in Wakatobi Archipelago Waters를

발표.

- Aulya Dian Yohanlis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Aulia Dian Yoharlis의 발표)

- Aulia Dian Yoharlis는 2021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전문가 과정 수상자이며 I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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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수강. Aulia Dian Yoharlis는 이번 MSAT 회의에서 Marine

Debris and its distribution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n the Cirebon

Coastal area, Indonesia를 발표.

- Adinda Maharani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Adinda Maharani의 발표>

- Adinda Maharani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과정 수상자이며 ITB 마스터 프

로그램 수강. Potential source analysis of Macro Debris in Untung Java Island using

trajectory particle modelling를 발표.

- A.R Khairunnisa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학생 A. R. Khairunnisa의 발표)>

- A. R. Khairunnisa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전문가 과정 수상자인 IT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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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프로그램을 수강. 이 MSAT 회의에서 the Oceanographic Conditions of

Negative IOD Events 2010 around Indonesian Waters를 발표.

- Ahmad Dhuha Habibullah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Ahmad Dhuha Habibullah의 발표)

- Ahmad Dhuha Habibullah씨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전문가 과정 수상자로

ITB에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수강. Ahmad Dhuha Habibullah씨는 이번 MSAT 회의에서

the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in Indonesia and its Relation to Regional

Climate Indices를 발표.

- Syarifah Fauziah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Syarifah Fauziah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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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arifah Fauziah는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 of Tidal Current in

Balikpapan Bay Using DELFT3D를 발표.

- Edwin Apriyanta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Edwin Apriyanta의 발표)>

- Edwin Apriyanta씨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과정 수상자이며 ITB 마스터

프로그램 수강. MSAT 회의에서 Modeling of Plastic Debris Particle Trajectory During

Pre and Post Reclamation in Jakarta Bay를 발표.

- Mochamad Riam Badriana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원)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원>

(Mochamad Riam Badriana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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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m은 Potential coral implementation area for Indonesia Coral Reef Garden in Nusa

Dua, Bali에 대해 설명. Riam가 연구하게 된 배경에는 Indonesia Coral Reef Garden

(ICRG) 프로그램이 해양관광분야를 복원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메커니즘을 통한 산호초

복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Nusa Dua를 포함한 발리주의 5개 수상 장소에서 2020년

부터 시행. 이어 산호초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 수집된

데이터는 잠재적인 산호 구현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 연구는 탄중브노아에서 3-5km

떨어진 조사지역 동쪽에 한 곳은 해안에서 1-3km 떨어진 누사두아 남쪽에 있는 간단한

추가 방법으로 진행.

- Purwanti Lelly Sabrina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 인턴)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연구 인턴 (Purwanty Lelly Sabrina)>

- Lelly는 Growth Rate of Seabass in Floating Net Cages, Inner Ambon Bay using

1D Ecosystem Model에 대해 발표. 이 연구는 수치 모델링을 이용하여 해저 성장률을

계산. 이 방정식은 페넬과 노이만에 의해 개발. 이 모델은 nutrients, phytoplankton,

zooplankton, 및 detritus (NPZD) 농도를 계산할 것. 이 모델은 해저의 공급에 영향을 미

치는 매개 변수로서 NPZD를 계산. 모델 결과와 관측 데이터 사이의 해저 성장 지속 시

간 비교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 통계검증 결과 근평균제곱오차와 상관계수가 좋은

결과를 얻었음. 그 외에도 암본만의 특징은 염분, 온도, 해수재배에 적합했던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한 엽록소 농도 등.

③ 컨퍼런스 2일차

◦ 발표

- Lufti Rangga Saputra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 287 -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Lufti Rangga Saputra의 발표)

- Lufti Langga Saputra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과정 수상자이며 ITB 마스

터 프로그램 수강. 이 MSAT 회의에서 The Identification of Seabed Cover Using

Airborne Lidar Bathymetry를 발표.

- Destika Agustina Widiawan(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Destika Agustina Widiawan의 발표)

- Destika Agustina Widiawan은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전문가 과정 수상자로

ITB에서 마스터 프로그램을 수강. 이번 MSAT 회의에서 Destika Agustina Widiawan은

The Tempor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Oil Spill in Balikpapan Bay

를 발표.

- Dynda Romika Junita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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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Dynda Romika Junita의 발표)

- 이번 MSAT 회의에서 Overview of Planktonic Foraminifera in Relation to Ocean

Currents in Sulawesi Sea를 발표.

- I Made Dharma Raharja(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I Made Dharma Raharja의 발표)

- Made Dharma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과정 수상자로 ITB에서 마스터 프

로그램을 수강. MSAT에서 Made Dharma는 Characteristics of Water Mass Movement

in The Nusa Penida Waters Using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를 발표.

- Rosi Ajeng Khusnul Hanifa(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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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장학생>

(Rosi Ajeng Khusnul Hanifa의 발표)

- Rosi는 2020년 MTCRC 한국 초청 마스터 전문가 과정 수상자이며 ITB에서 마스터 프

로그램을 수강. 이 MSAT 회의에서 Rosi는 Study of Bathymetry and Seabed

Morphology Changes around Anak Krakatau Waters of 2018 Post-Eruption를 발표.

◦ 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 (LIPI) 지구과학부 부회장 발표

- Prof. Dr. Ocky Karna Radjasa

◦ 인도네시아 지리정보국장 (BIG) 발표

- Prof. Dr.rer.nat. Muh. Aris Marfai, M.Sc.

◦ 초청 스피커

- 이희승(Lee, Hyi-Seung) 박사

<KIOST스쿨 이희승 스쿨장의 발표>

- 김원국 박사



- 290 -

<부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김원국 박사의 발표> 

- 부산대학교의 교수 김원국 박사는 Harmful Algal Bloom Detection using Satellites를

발표.

- 박한산 박사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공동소장>

(박한산 박사의 발표)

- 이번 파트너십 세션에서는 박한산 공동소장은 The Achievements of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n the Field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Future Plan에 대해 설명. 박한산 소장은 해양과학에 관한 한국-인도네시아 협력,

MTCRC의 전반적인 현황, MTCRC 주요 활동/프로그램, MTCRC 향후 계획에 대해 설

명.

◦ 반둥공과대학 부총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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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us Mochamad Ramdhan, S.T., M.T., Ph.D.

나) 국가사업기획보고서(발표및학술지)

① 서론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육

성, 역량 강화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정부간 공동연구센터. 해양 전문가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은 장학금, 교육, 훈련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지식 교류, 교육을 증진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 이를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MTCRC는 MTCRC 연구원, 반둥공과대학교(ITB), MTCRC

수상자 등을 통해 다음 4개 주제에 중점을 둔 공동 연구를 해왔고, 올해 학술발표는 26회

및 학술지는 22회 발행되었음.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 운영

- 해양에너지 개발

- 해양쓰레기 관리

◦ 특히 2021년 제3회 국제 해양과학 및 첨단기술 컨퍼런스(MSAT), 해양공학기술 및 혁신회

의와 같은 여러 행사에서 연구가 발표되고 발표되었음. 해양관측, 기술 및 해양과학지원의

혁신, 해양대륙 풀크럼 국제회의, FIT ISI-Diponegoro 대학교, 국제과학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도 최우수 발표자, 최우수 참여자 등의 상을 받았음.

② 국가사업 기획보고 결과

1) 제3차 국제 해양과학 및 첨단기술 컨퍼런스(Maritime Sciences and Advanced

Technology, MSAT)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는 ITB 해양학과, 인도네시아 지리정보국(BIG), 피

아마리 아쿠아리움, 해양수산 팡간다란 폴리테크닉과 공동으로 제3회 국제해양과학회의를

2021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 회의는 해양국가의 선진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 컨퍼런스는 구두 및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는

SCOPUS에 의해 색인화되고 등록된 의사/저널로 연구 논문을 발표. 이번 컨퍼런스에는

MTCRC 연구원과 MTCRC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수 참여.

저자 소속 논문/발표 제목 출판 비고

(1) (2) (4) (5)

1 Mochamad Riam 
Badriana

v Potential Coral Implementation 
Area for Indonesia Coral Reef 

Garden in Nusa Dua, Bali

v Under review

2 Avrionesti v Ocean Response to Tropical 
Cyclone Seroja at East Nusa 

Tenggara Waters

v Under review

<MSAT 참가자 및 발표/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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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TCRC 직원;  (2) MTCRC 장학생;  (3)IOP Conference Series Earth; (4)Journal Sagara

3 Purwanti 
Lelly Sabrin

v The Growth Rate of Seabass in 
Floating Net Cages, Inner Ambon 
Bay using 1D Ecosystem Model

v Under review

4 Rosi Ajeng 
Khusnul 
Hanifa

v Study of Bathymetry and Seabed 
Morphology Changes Around Anak 

Krakatau Waters of 2018 
Post-Eruption

v Under review

5 Lufti Rangga 
Saputra

v Effect of Turbidity, Temperature, 
and Salinity of Waters on Depth 

Data from Airborne LiDAR 
Bathymetry

v The Top 5 
Best 

Participant
Under review

6 Dynda Romika 
Junita

v Analysis of Abundance and Origin 
Possibility of Planktonic 

Foraminifera in Sulawesi Sea

v Under review

7 Ahmad Dhuha 
Habibullah

v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in Indonesia and Its 
Relation to Regional Climate 

Indices

v The Top 5 
Best Oral 

Presentation
Under review

8 Syarifah 
Fauzah

v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 of Tidal Current in 
Balikpapan Bay Using Delft3D

v Under review

10 Adinda 
Maharani

v Potential Source Analysis of 
Macro Debris in Untung Jaya 
Island by Using Trajectory 

PArticle Modelling

v Under review

11 Aulia Dyan 
Yohanlis

v Identification of Marine Debris 
and Its Distribution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on 
the Cirebon Coastal Area, 

Indonesia

v Under review

12 I Made Dharma 
Raharja

v Characteristic of Tidal Currents 
in the Lombok Strait Using 3D 

FVCOM Numerical Model

v Under review

13 Edwin 
Apriyanta 
Winardi

v Modeling of Plastic Debris 
Particle Trajectory During Pre 
and Post Reclamation in Jakarta 

Bay

v Under review

14 A. R. Khairun 
Nisa’

v Oceanographic Conditions of 2010 
Negative IOD Event around 

Indonesian Waters

- - Participated 
on seminar

15 Destika 
Agustina 
Widiawan

v Tempor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Oil 

Spill in Balikpapan Bay

v Und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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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T에서 발표를 하는 MTCRC 연구원(Nesti)와 장학생>

2) 국제 해양 반도 축 컨퍼런스(Maritime Continent Fulcrum International Conference,

MACIFIC)

◦ 2021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국제 해양 대륙 풀크럼 회의. 이번 컨퍼런스는

Maritim Raja Ali Haji University가 주최하고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들도 해

양투자조정부의 지원을 받았음. 콘퍼런스는 하이브리드(빈탄섬 탄중피낭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 이 컨퍼런스는 해양 과학자, 해양 문화학자, 해양 및 해양 기관들에게 17개

의 지속가능개발목표(SGD) 달성을 포함하여 각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

서 다분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회를 제공. 이번 학술대회에는 해양과학기

술분야 정부간 공동연구센터로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도 참여.

MTCRC 연구원 중 한 명이 발표에 참여, 연구 논문을 발표.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Umar 
Abdurrahman

MTCRC 
Researcher

Beach Slope Distribution 
Mapping Using UAV in the 
Cirebon Coastal Area

Published by E3S 
Web  of 

Conference

Best Oral 
Presentation

<MACIFIC 참가자 및 발표/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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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FIC 리플렛>

3) 지구 과학 기술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Earth Sciences and Technology,

ISEST)

◦ 반둥 공과대학교 지구과학과가 2021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회 지구과학기술 국제세

미나(ISEST)를 개최. 연구 주제는 천연자원, 지구 데이터 과학, 지질 재해 환경, 기후 시스

템. 선택된 논문은 IOP 컨퍼런스 시리즈(지구 및 환경 과학 또는 지질 회보)로 제출. 세미

나에는 MTCRC 장학 수혜자들이 참석.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1 I Made Dharma 
R

MTCRC 
Awardee

Tracking the Origin of Floating Marine 
Debris Particles Using the Backward 

Trajectory Model in the Waters of Nusa 
Penida, Bali

Conference Presentation

2 Ahmad Dhuha 
Habibullah

MTCRC 
Awardee

Climate-driven Marine Heatwaves in the 
Indonesian Seas

Conference Presentation

3 Rizal Fadlan 
Abida

MTCRC
Awardee

River Mouth Seasonal Closure in 
Southern Coastal of Java: Process and 

its Impact

Conference Presentation

<ISEST 참가자 및 발표/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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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ST 리플렛>

4) 인도네시아 조사가협회(Indonesian Surveyors Association, ISI) 연례 과학 포럼(The

Annual Scientific Forum, FIT)

◦ FIT-ISI에서 발표된 기사를 출판하기 위한 포럼. 이 포럼은 매년 개최되며 매년 12월 정기

(연간)로 발행. 올해 포럼은 2021년 10월 27일에 온라인으로 개최. 이 포럼은 조사가, 과학

자, 연구원, 학생, 학자 및 Geodesy 및 Geomatics 분야의 실무자들이 Geodesy 및

Geomatics의 주제와 과학적 발전과 조사 전문가 직업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토론. 이 절차

의 목적은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평가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FIT-ISI

의 출판 포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Lufti 
Rangga 
Saputra

MTCRC Awardee Implementation of rapid disaster 
mapping in Indonesia

Under review

<FIT-ISI 참가자 및 발표/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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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SI 리플렛>

5) SEGARA Journal

◦ SEGARA 저널(SEGARA Journal, p-ISSN: 1907-0659, e-ISSN: 2461-1166)은 해양수산부

(KKP) 해양수산연구인적자원부 해양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해양학, 음향 및 계측,

감각, 무생물 자원 영역, 에너지, 수중 고고학 및 환경과 같은 인도네시아 해양 부문의 과

학적 발전에 대한 정보 보급을 목표로 함. 연 3회(4월, 8월, 12월) 발행 빈도로 2005년 초

판. 2021년부터 학술지는 연 3회, 영문으로 발간.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A. R. 
Khairun 
Nisa’

MTCRC Awardee Evolution of Subsurface 
Temperatures in West Sumatra - 
Southern Java Waters During 

2010 - 2014 Indian Ocean Dipole 
Events

Published by 
SEGARA Journal

<SEGARA Journal 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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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ARA 웹사이트에 게재된 MTCRC 장학생의 논문 (Vol 17, No 1 (2021)>

6) 해양 및 연안 공학, 환경 및 자연 재해 관리 국제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Ocean

and Coas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and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SOCEEN)

◦ 인도네시아 수라바라 소재 대학교(Sepuluh Nopember Institute of Technology) 주관으로

지난 9년 동안, IOCEEN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육성, 올해는 11월 25~26일 온라인 세미나 진행.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Umar 

Abdurrahman MTCRC 
Researcher

Study of Shoreline Evolution 
under the Influence of Jetty 
Construction: A Case Study of 
Karangsong Beach, Indramayu, 

Indonesia

published
The Top 3 
Best Oral 

Presentation

<IOCEEN 출판/발표 현황>



- 298 -

<IOCEEN 리플렛>

7) 국제해양지구과학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cean and Earth Sciences,

ICOES)

◦ 해양, 지구과학,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COES는 심해, 해양 연안, 내해 생태계

를 포함한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여러 세계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회의는 2020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출판은 2021년 4월 이뤄졌

음.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Vera 
Christanti 
Agusta

MTCRC Awardee Pliocene Climate in Indonesia: a 
review Published by 

ICOES

<ICOES 출판/발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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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ES 리플렛

8)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해양공학 기술 및 혁신 컨퍼런스(Conference Ocean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Conference)

◦ 해양 관측, 기술, 혁신을 위한 컨퍼런스로 2021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열림.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Syarifah 
Fauzah

MTCRC Awardee The Hydrodynamics Simulation of 
Tidal Current in Balikpapan Bay Under review

<OETIC 출판/발표 현황>

<IOCES 리플렛>



- 300 -

9) 제 3회 과학기술 국제 세미나(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ciences and Technology,

ISST)

◦ 타둘라코 대학교(Tadulako) 수학 및 자연과학부, 뉴캐슬(Newcatle)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교, 인도네시아 물리학회(PSI), 인도네시아 화학협회(HKI), 인도네시아 수리학회(IndoMS)

와 공동으로 9월 8일-9일 국제 세미나를 개최. 세미나는 모든 학계, 연구자, 과학자, 학생,

학자들이 지식과 경험, 연구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

표. 이번 세미나에는 MTCRC 장학 수혜자 1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발표. 세미나 둘째 날

최우수 발표자로 선정되었음.

저자 소속 제목 출판/세미나 비고

1 Vera 
Christanti 
Agusta

MTCRC Awardee Identification of Rainfall 
Variability in the Northern of 

Java
Under review

Best 
presentation

<ISST 출판/발표 현황>

<ISEST 발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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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T 리플렛>

10) 연안리서치저널(Journal of Coastal Research, JCR)

◦ I-Coast Conference 2020에는 MTCRC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MTCRC 연구원, 수상

자, ITB 강사들 참가. 202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내 기관들이 주최한 국제수산과학

기술회의로, 연구 논문은 2021년 JCR(Journal of Coastal Research)에 게재. JCR은 연안

연구에 대한 선도적인 국제 저널 중 하나이며 연안 교육 및 연구 재단(CERF)에서 격월로

발행 연안 연구의 전체 분야 다뤄, 자연 및 공학적 환경(담수, 기수 또는 해양)과 전 세계

해안선 부근의 자원 보호/관리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

No 저자 소속 논문 제목 출판현황 비고

(1) (2) (3)

1 Mochamad Riam 
Badriana

v Multi-Data Ensemble Estimation 
of Wave Energy Potential in 

Indonesian Seas

Published

2 Avrionesti v Anthropogenic Carbon Analysis 
in Eastern Sumatra Waters, 

Indonesia

Published

3 Umar v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shed

<JCR 출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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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TCRC 직원, (2)ITB 강사진, (3)MTCRC 장학생

③ 결론

◦ MTCRC는 MTCRC 연구원, 반둥공과대학(ITB) 및 MTCRC 장학생과 함께 연구에 참여.

발행된 연구논문은 20편이고 2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음. 발행된 20건의 연구 중 대다

수의 연구(17 또는 81%)가 국제 논문이나 학술지에 게재. 나머지 연구들(4개 혹은 19%)

인도네시아 국내 논문이나 저널에 게재되었음. 출판 현황은 대다수(65.2%)의 연구결과가

발행됐고, 21%는 아직 검토 중이며, 나머지(13%)는 2021년 12월 8~9일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초록을 막 제출한 상태. 발표와 관려해서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81%가 발표되었고,

나머지(19%)는 국가(인도네시아 내) 세미나에서 발표가 이뤄짐. 발표로 인해 특별 수상을

한 목록은 다음의 표(표 36)와 같음.

<출판 및 발표된 연구 결과물 총계>

Abdurrahman Coastal Dynamics in Cirebon 
Coastal Area (CCA), Indonesia 

4 Ashadi A. Nur v Ocean Modeling in the Makassar 
Strait and Balikpapan Bay Using 

Online Nesting Method

Published

5 Rima 
Rachmayani

v Utilization and Linkage of 
Oceanic Energy in Natuna 

Island: A Review

Published

6 I Putu Ranu 
Fajar Maharta

v Identification of Marine Debris 
Sources in Kuta Beach, Bali, 

Indonesia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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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발표된 연구 결과물 연구 주제 분포도>

저자 행사명 소속 상명

(Award)

1 Ahmad Dhuha Habibullah MSAT MTCRC Awardee Best presentation

2 Lufti Rangga Saputra MSAT MTCRC Awardee Best participant

3 Umar Abdurrahman ISOCEEN MTCRC Researcher Best presentation

4 Umar Abdurrahman MACIFIC MTCRC Researcher Best presentation

5 Vera Christanti Agusta ISEST MTCRC Awardee Best presentation

<우수 발표 논문 수상자 목록>

다) 해양과학정보 가시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자료 제공

① 해양과학정보 가시화 시스템 고도화

◦ 배경

- 치르본 해역의 수심, 지질, 연안지형, 해양환경, 생태계 등 실해역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해양과학 연구자들에게 자료제공

- 치르본 실해역 조사로 얻어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통해 해양과학연구 분야 기초자료 제공

◦ 목적

- 기 구축된 자료제공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추구

- 실시간 해양과학자료 추가 구축 및 자료제공 기능 개선

- 시스템 서비스 항목 개선 및 그래픽 개선

- 자료제공시스템 클라우드서버 외 보조서버 구축

◦ 시스템 고도화 내용

1) 데이터 검색 및 입출력 시스템 기능 및 UI 개선

- 기 구축된 시스템의 자료 입출력 항목 및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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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개선

2) 자료제공을 위한 데이터 추가 구축 및 이력기록 기능 개발

- 추가 조사 및 수집된 해양조사자료에 대한 데이터 구축 지원

- 사용자 및 사용자그룹 관리 기능 개발

- 사용자별 자료 항목 접근 및 다운로드 이력 기록 기능 개발

3) 자료제공시스템 지원 언어 개선

- 기 구축된 시스템을 영어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선

4) 자료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자 기능 개발

- 관리자 전용 기능 UI 구현

- 자료 이용내역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이력조회 관리자 기능 개발

- 자료항목, 기간, 사용자별 자료 이용내역 통계 조회 기능 개발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과학정보 가시화 시스템>

② 자료제공 결과

◦ 인도네시아 치르본 해양과학정보 가시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는 해저지형, 드론

조사, 원격탐사, 해저지층, CTD, 해저면퇴적물, 수치모델 총 7개 자료항목으로 구성됨

◦ 각 자료항목의 자료는 한인니센터에서 연구조사활동을 통해서 취득된 자료이며,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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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접속해서 자료 조회, 내려받기 기능을 지원하고, 관련 통계를 제공함

1) 자료 조회

◦ 2021년 동안 자료 조회 건수는 총 4363건 이며, 자료항목 별로는 해저지형 448건, 드론조

사 371건, 원격탐사 662건, 해저지층 1289건, CTD 746건, 해저면퇴적물 847건 임

2) 자료 내려받기

◦ 2021년 동안 자료 내려받기 건수는 총 291건 이며, 자료항목 별로는 해저지형 33건, 드론

조사 37건, 원격탐사 1건, 해저지층 7건, CTD 213건 임

<자료제공 결과 통계, 자료조회(상), 자료내려받기(하)>

3)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서

가. 해양수산 부문의 국내외 환경변화

◦ 해양은 지구 자원 및 생명의 보고이며 국제무역의 주무대로써,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해양은 지구환경의 근원이자 국제교역 및 자원의 보고로써, 세계적으로 해상교역, 에너지,

수산자원 등에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다를 경제성장 동력으로 간주하는 세계적 기조

가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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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며, 전체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세계 산소의 75%를

공급하며, 태양에너지를 80% 흡수하여 기후 조절 및 자정작용을 담당하는 지구환경의 조

정자 역할 또한 담당 (해양의 직간접적 자산가치는 최소 24조 달러로 추정, ’15, 세계자연

기금)

․2018년 전세계 해상 물동량은 약 119억 톤으로 2017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해상 물동량

의 증가율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 물동량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세계 해양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13년 37억 달러 규모에서 `18년 49억 달러 규모로 성

장하여 연평균 5~10%가량 고성장할 전망

․또한 해수용존 극미량(0.1mg/리터) 유용 희유금속의 회수기술 및 심해저광물 자원 채굴기

술 이 구현되면서 심해 및 극지에 매장된 해양에너지/자원의 직접 개발을 위한 주요국간

경쟁·협력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메탄 하이드레이트, 망간단괴, 우라늄, 스트론튬, 루비듐,

리튬 등 에너지자원과 해수용존 극미량 희유금속 및 해저면 광물)

․유럽의 연간 경제적 활동 중 바다에 의존하는 분량이 540억 유로로, 유럽 대외 무역의 75%

와 EU 내 무역의 37%가 해상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EU는 바다와 해안을 그 경제의 원

동력으로 정의

-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해상운송에 의존하

고 있어 해양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19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3.5%에 달하고 국내 수출입화물

의 99%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음(특히 원유, 철광석, 연료탄 등 원자재의 운송은 100%

해양에서 이루어짐)

․동서남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향은 남북한의 대립으로 막혀있어, 해양은 우리 경

제의 실크로드 역할을 담당

◦ 최근에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해상 탄소중립 및

해양오염 대응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확산됨

-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해양안전 증진을 위한 관심이 집중되며 전세계적인 해양환경보호

가 강조되고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해양영토 분쟁이 심화됨

․육상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및 선박평형수 등 조선/해운산업에 기인한 해양오염

등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

․EU, 캐나다, 대만,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정부가 마이크로비즈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 및 법안을 도입할 계획임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Microbeads)’ 매년 최대 8,627

톤씩 바다에 유입되고 있으며(유럽기준), 해산물 섭취 등을 통해 인체 유입될 가능성이 높

음)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희석 후 해양방류 결정이 발표된

직후,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됨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자원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해양관할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해저자원 이용권 등에 따른 국가 간 갈등 또한 심화될 전망

․공해상, 심해저에 대한 영유권 또는 이용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해저

자원 개발/이용과 관련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

-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수온 및 해수면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해

상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증가함

․UN, 독일, 영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간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국내

KDI에서 발간한 ‘미래비전 2040’에서도 기후변화는 핵심 이슈로써 꾸준히 손꼽혀오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 및 연안재해 등의 발생 가능

성이 증대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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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농지 감소 등으로 전세계 농작물 및 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

상에서 획득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해양규제증가)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와 EU,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

화와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규제 및 법안을 내놓고 있음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원인으로

지정할 수 없고,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이슈로써 전세계적인 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 중

◦ 해양수산 부문은 국가간 월경성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가속화되고 있는 해양환경문제를 대응

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외교력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전지구적 현안이 대두됨에 따

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 등 글로벌 협력 논의가 심화되는 추세

․국제적 공유재로써 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

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차원의 국제 규약 또한 강화되는 추세(IMO 및 주요국가들의 해양오

염물질배출 규제 발의 및 강화)

․UN은‘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이행

을 위해 해양/바다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엔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해양과학 R&D를 위한

거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활발해지는 국제적 해양규제에 대응하고 관련 협력

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를 강조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중임

․(미국) 미국과학한림원은 외교정책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국 국무부 내 ‘과

학기술 자문관직’ 신설하고 국무부 내 과학기술 인력 채용을 늘리고 거대 국제공동연구 중

참여 과학자와 외교관의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사(Science Envoys)’직을

신설하고 파견함

․(일본)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회의 내 ‘과학기술외교의 강화를 위하여’ 보고서를 기반으로 과

학기술외교 전략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외무성과 2020년을 목표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정책 마련

․(영국) 영국왕립학회 과학기술정책센터(The Royal Society, Science Policy Centre)은 과학

기술외교 개념을 체계화하고 2009년, 고든 브라운 총리가 언급한 “국가 간 정책형성과 외

교에서의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관련 역할과 실제 적용에 관한

사례 제공

- 과학기술 외교는 다양한 분야·영역에 대해서 과학기술 자문과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

(Science in diplomacy), 국가의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Diplomacy for science), 국가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외교(Science for diplomacy)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Science in diplomacy) 외교 수행이나 외교정책 사안에 대한 과학기술자문으로, 국경을 초

월한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 등 양자 및 다자간 문제와 관련된 외교 및 외교기관에서 기술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Diplomacy for science)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촉진하는 외교로, 다국가의 참여를 통해

광범위하고 비용이 큰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과학적 진전을 달성

하는 외교

․(Science for diplomacy) 국가 대외목표 달성 혹은 국가 간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외교로 국가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

나.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부문 국내외 환경변화

○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관련된 해상수송로 연구(말라카 해협 등), 태평양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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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결수로 연구(인도네시아 통과류(ITF, Indonesian Through Flow) 연구) 등은 우리나

라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알려져 왔으나, 인도네시아 현지에 기반한 자료 확보와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가 중동에서 들어오며, 주 수송로는 두바이-스리랑카

-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만해협-동중국해-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임; 특히, 말

라카해협과 남중국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들이 모

이는 좁은 수로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말레이반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은 2.8km에 불과하고 수심도 25m 밖에 되지 않음. 많은 화물선과 대형 유조선이 통행하

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으며 해적이 출몰하기도 함. 한편 남중국해는 이곳에 산재한 산호초

섬들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일

본 등은 해양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임

- 일본은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및 롬복해협

을 통과하는 항로를 대체항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와 비상계획을 세

워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운용의 토대인 원유

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원유 수송로의 중요

길목인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적인 비상사태(국지전이나 통행제한 등)가 발생하

는 상황을 대비하여 다른 인도네시아 해역을 통과하는 대체항로에 대한 자료 확보가 시급

함

○ 인도네시아의 정권교체(‘14.10月)를 계기로 인니 국가중기발전계획(2015-2019)의 7대 미션

중 2개가 해양강국 실현에 있으며, 인니 해양수산부 상위에 교통물류, 해양수산, 관광, 에너

지자원을 총괄하는 해양조정부가 신설되었고,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중장기국가전략

(RPJMN, 2015-2019)에 따라 해양고속도로 건설(Sea Toll Road Development)을 통해 지

역 간 연결성 확보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370억불(약 41조) 투입,

24개의 항구개발 프로젝트, 83개의 상업용 항구 및 1,481개 의 비상업용 항구 확장 프로젝

트, 7,500척의 항해선 및 12개 조선소 활성화를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둥대학교를

중심으로 주요대학의 교수진을 대폭 충원하고, 자바(Java)섬 중북부에 위치한 해안도시인

치르본(Cirebon)을 중심으로 해양관련 기관과 조사선단을 집중하는 계획으로 자국의 해양

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1세기부터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대형화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박에 따른 환경오

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CO2, NOx, CO, VOC, SO2, BC,

PM)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범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선박이 다니는 경로 및 항로상의 대기오염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연례보고(2011)에 따르면 주요 선박 경로에 걸친 대기오염은 향후 20

년 동안 SOx, NOx, PM 배출에 있어서 약 10-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항로

를 운항 중에 있는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이 대두됨

- 말라카해협은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Hormuz)해협 다음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한 원유 운송 항로로 최근 들어서 해협의 운항 선박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

요해역 중 NOx 배출량이 높은 항로임

- 해양의 pH는 GES(Good Environment Status)의 항목일 뿐만 아니라, 산성화는 해양의

CO2 흡수능을 저해하는 등 기후변화 관점에서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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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관련 유관기관, 산업체, 민간이 각종 해양활동 및 연안재해

등의 해양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로 하는 해양현황과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

는 시스템인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1, 2 단계 연구(2009-2018)를 수행하였고, 그 성과로 우

리나라 연안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현황과 72시간 예측정보 생산시스템

KOOS(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에서는 주요 항만 및 연안에서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상의 현안문제 해

결에 필요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보와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 지역해를 비롯한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영역에서 기상, 파랑, 해수순환 등의

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 연안 최소격자 300 m 해상도의 해상상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

음

- 해상교통, 수산․해운․해양개발 등 원활한 해양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서

비스의 요구 증대에 따라 사회, 경제 및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의 신속한 탐지 및

적시 예측을 위한 체계적인 운용해양시스템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와 같은 해양에 의한 재해가 빈번한 국가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음

○ 해양위성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위성의 검·보정을 위하여 검·보

정 주요 사이트를 운영하여 해양위성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천

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1호기 및 2호기의 경우 우

리나라 중심의 관측영역으로 해외 검·보정 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B호기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해양환경 및 재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량으로 인니 주변의 해양환경 이슈(적조, 연안침식, 산호생태, 해양쓰레기

등) 조사가 가능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에서는 해양관측위성을 활용한 해양관

측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천리안 2B를 활용한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 위

성 활용시스템 구축’ ODA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예산 60억원

규모로 사업화 확정

다. 인도네시아 국가 정책 및 전략 방향

○ 2019년 10월 23일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내각 선진화 발표에 따라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에게 내려진 지시는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 축(World Maritime Axis)"으로 실현하

는 맥락에서 돌파구 마련, 투자 장벽 처리, 주요 투자 약속 실현

○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의 과제는 크게 투자, 에너지, 기반 시설 및 연결성 강화, 관광업 부흥

등이 있음. 이 중 6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진 항목은 아래와 같음.

- (1)해양 주권 및 에너지 (2)해양 자원 (3)기반시설 및 교통 (4)환경 및 임업 경영 (5)관광

및 창조경제 (6)과학기술 및 해양문화

○ 해양 및 투자와 관련해 해양투자조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함. 각 해양과 투자 분야의

모든 정책 수립에서 부처 간에 조율 등 제반 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개입. 부처뿐만 아니

라 기관, 사회 등에도 전략적이고 광범위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률 집행 및 정책 이행

을 위해 기관 별 연계 등의 사항을 폭넓게 관장함.

- 해양투자조정부는 해양 및 투자 부문의 모든 정책 수립에서 부처 간 고려사항을 제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역할 수행

○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에서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 추진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음: 1945년 인도네시아 헌법, 2005-2025년 국가장기발전계획(RPJPN

2005-2025) 2007년 법률 제17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017년 인도네시아 해양정책

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16호,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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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발전계획(RPJPN 2005-2025)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5개년 중

기국가개발계획’과 연간 정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특히 조코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2023년까지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정

책을 수립해나갈 예정. 2019-2024년 나와찌따(Nawacita) 2기 계획은 7% 경제성장률을 목

표로 한 경제 개발 과정으로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광산업, 농업·플랜테이션, 그리고 해양산

업 개발에 주력

- 나와찌따(Nawacita)는 조코위 정부 1기에 만들어진 자국의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발표한 9대 핵심 정책공약

○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계획 발표(RKP) 등에 따라 해양

투자조정부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개발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1) 중장기개발계획 중 CMMAI가 수행해야 할 7가지 국가적 개발 아젠다(2015~2019년 지

난 기간의 프로그램·활동 이행의 역학관계를 감안하여, 해양투자조정부가 2020~2024년 중

장기개발계획 이행기간에 추진해야하는 국가 정책)

- (2) 중장기개발계획 중 CMMAI가 집중하는 5가지 해양 개발 및 투자 의제(해양투자부문과

관련된 CMMAI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 해양투자조정부가 수행할 7가지 국가적 개발 아젠다

- 해양 주권 발전(Maritime sovereignty development): 국제적인 포럼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

을 하고(soft efforts) 해양 안보, 항법 활용 가속화(hard efforts)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해양

주권 국가로 입지를 굳히는 목표를 달성

․ 국제 포럼에서 해양 국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

아는 영토의 해양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해양법 제정 및 협정 추진, 적

용되는 국제법과 국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양수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법치 확립에

힘쓸 예정

- 군도 국가형 발전(Archipelagic country-based development): 사회기반시설 균등성 및 질

향상,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산, 지속가능 관광개발 이행, 국가 물류비용 낮추고 사

회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연결성 높임

․ 공평한 발전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주도형 개발을 위하여 연결 영역

을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 성장 및 국가 경제 이익을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를 촉진

- 지속가능한 방식의 환경 관리 및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in a sustainable manner):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생산량을 증대하며 수산업

및 양식업의 가치를 증대, 해양공간계획 및 해안지역구획, 인도네시아 해양 환경 개선을

통한 해양수산 상품 경쟁력 강화

- 해양 산업 및 서비스 강화(Strengthening the maritime industry and services): 에너지 안

보 사회기반시설, 해양 및 운송 지원 산업의 독립성 증대, 관광 자원과 창조 경제의 이익

과 기여도를 증가, 국민 경제를 이끄는 투자의 접근성 개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

자원(sumberdaya hutan)과 환경의 이익, 경제적 기여 확대, 광업 부문의 이익과 경제적 기

여도 상승

- 인적자원 개발 및 혁신 강화(Strengthening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해양문화, 개성, 혁신을 갖춘 군도 국가로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확립. 해양수산 관련 후

방산업(downstream) 성장, 관광 및 창조경제를 위한 인적자원 강화

라. 국내 해양수산 국제협력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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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환경분야) 최근에 주변국에서 기인한 한반도 해양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국민 관

심도가 높은 이슈가 잇달아 발생

○ (일본 후쿠시마 원천 오염수 방류 이슈) 최근 불거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및 이에 따른 오염수 처리 등 한반도 인접국 해역에서의 해양환경 이슈

가 급부상하고 있음

- `21년 4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20만톤을 `23년부터 해양에

희석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음

- 방사능 물질을 해양에 방류하려면 방사능 안전 국제규범에 따라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입증

해야 하는데 장기저장 대안이 있음에도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한 상황

- 현재 우리나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과 야당, 시민단체, 국제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

력하고 있음

- `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안전기

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번 결정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고 주장하며 일본의 결정을 지지함

- 이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제공

한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다자간 공동 과학기술 연구는 외교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거나 그 외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

안에 관한 외교적 대응 및 관련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과

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될 경우, 우리 해양 이용 및 접근 안전에 대한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도록 IAEA의 오염수 처리·배출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주변국 신종 해양쓰레기의 월경이동)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해역에서의 오염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중국, 동남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음

- 우리 정부는 신종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정

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나 각 국가간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제 동조

는 미흡함

- 연안 생태계는 육상에서 기인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발생,

이동, 유입량, 자연 분해능 등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 부재

- 현재 한국 주도로 개발한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14개 실무그룹의 의견

수렴한 통합 가이드라인(안)을 `19년 해양수산실무그룹(Ocean and Fisheries Working

Group, OFWG)에서 발표하고 APEC 고위급회의 안건 상정 추진 중이나 과학기술적 근거

의 활용이 부족

- 단일국가 개별로 해결할 수 없는 해양수산 월경성 이슈에 대해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위

한 국제공동 프로그램 및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함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오염배출국 자료 및 관련 자료의 중장기적 확보가

가능함

-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

제기구와의 협력 동조 부재로 연구역량 발휘의 기회가 부족함

(2) (수산자원분야) 주요국들이 해양자원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자원 선점 경쟁·갈

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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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생태계 국제공동조사 강화 필요) 해양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정기적인 해양생태계 조

사 체계가 부재하여 해양생태계의 오염진단 평가, 현안 대응 및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

- 국가 수준에서 연안·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국제 공동 해양생태계 조사의 부재

- 전반적인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들의 특정 기간 시계열 변화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며, 황해와 같이 한국/중국/북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역해의 경우 공동

해양생태계 조사 및 평가를 위한 관리체계 미흡

-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태계의 관리 및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동아시아 국제공동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술개발과 환경 이슈별 진단·평가·저감방안 도출 필요

○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 주도권 확보 시급) 해양생물자원빈약국 및 비산유국인 우리는 저서

생물 다량 보유국(Hot Spots)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유전의 활용 필요

성이 존재함

- Hot Spots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 신뢰관계 확보 등 연구수월성(Research

Excellence) 증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Hot Spots 국가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국 간의 지

원체계 구축으로 쌍방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3) (해상안전분야) 유해생물의 국가간 이동 및 해상사고 증가에 따라 국제공조 요구 확대

○ (월경성 유해생물 발생) 우리나라에 출현하기 시작한‘노무라입깃해파리’로 인해 수산 피해,

해수욕장 쏘임 사고 및 원전 취수구 막힘사고 등 764억~2,290억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

생

- 기후변화 및 연안 오염으로 인해 해파리가 전 세계 해역으로 확산되어 심지어 극지방에도

출현되었다고 보고됨

- 해수부(해파리대책반)와 국립수산과학원(해파리 모니터링 체계) 공동으로 국내 해파리 발생

에 대한 국내 피해대응을 실시하며, 대표적 월경성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 발생 정보

공유를 위해 ‘한중일 해파리 국제 워크샵’이 2004년부터 매년 각국을 순회하면서 운영 중

- 이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생생물이 아닌 패류독소 혹은 어류독소 원인종과 열대성 맹

독성 해파리 등의 한반도 연안 출현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

○ (해상사고 예방 위한 국제 공동 해양기후 예측모델 수립) 자국 내 해상안전에 대한 수위,

조류, 해류 및 파랑 등 해양학적 요소와 풍향·풍속 등 기상학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선박운항과 항만 해역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야 해야하지

만, 국내 해양 데이터만 활용하기에는 미지의 해양 데이터가 너무 많고 다양하여 분석 결

과가 부정확하거나 분석이 불가능

- 해양기상 예측결과를 융합하여 효율적인 해상안전 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해양안전 지원 관련한 정보제공이 부재함

○ (해양재난 예측모델 수립) 전지구적 기후환경변화로 인해 한반도 기후의 예측 불확실성 증

가하는 가운데, 태풍과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 등 관련 해양재난을 예측하는 예측모델 수립

이 필요함

- 해양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예측 불확실성

의 증가에 따라 한반도 인근 연근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최근 급격히 증대

-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 산하 글로벌 해양관측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능력을

신장하고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연근해 관측 네트워크를 재정립하여 기초 데이터를 시급

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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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세와 동아시아 주요국 외교 환경 급변으로 인해 인접국과의 주도권 다툼이 빈번하

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근해 현장 해양관측 자료 확보를 위한 교류협력 채널을 사전에 확

보할 필요가 있음

- 특별히 해양의 월경적 특성으로 인해 특정 해역의 영향력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인

접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주변에서는‘쿠로시오 해역’과 ‘동해 북부 해역’

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 나아가 인도양 및 남중국해 근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항로 및 항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양 공간 예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

-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공동협력체계를 통해 연안재해 방재 및 대응 기술연구를 통한 해안

침수 등 연안재해 대응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

○ 현재 기상청 및 환경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가입 등 기상관련 기술 및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양방재, 해양기후 등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가

필요함

- (기상청) 세계기상기구(WMO), 태풍위원회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

에 가입하여 기상관련 기술 및 정책뿐만 아니라 지상방재, 기후분야 등에 대한 연구에 주

력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해외환경산업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국외 인사 DB관리, 국

제협력 전략 수립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중

- 하지만 기후 및 환경변화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해양 모니터링을 통한

공동연구 및 대응이 필수적임

라. 국내 해양수산 국제협력을 위한 시사점

(1) 외교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환경, 수산자

원과 해양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강화 필요

○ 해양의 월경적(Transboundary) 특성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는 외교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

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양수산 외교활

동이 필수적

- 양자간/다자간 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를 통한 외교논리 개발이나 국제기구 안건 등으로

표면화되는 특성이 있어 중장기적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중장기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

-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첨예한 경쟁과 협력을 벌이는

장인 IOC, IMO, FAO, PEMSEA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구별 WG 등 광범위한 외교 채

널이 존재함

- 또한 외국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주요 부처와의 업무 연관성 등이 복잡하게 연계

되어있어, 자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익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이고도 체계적인 외교 활동이 필요

○ 수산자원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기술을 활용해 해양생물자원 다량 보유국(Hot

Spots)과의 협력 추진 필요

- 해양자원의 특성상,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 채집이 토양자원 대비 효율적이므

로 한정된 시간 내에 더 많은 생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Hot Spots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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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Hot Spots 위치>

- Hot Spots 국가와의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

- 일반적으로 동남아 국가, 태평양 도서국, 남아메리카 국가,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 중

Hot Spots의 경우, 자국에서 보유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

하므로 우리의 해양기술을 활용하여 협력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 우리는 해양생물 공학기술 이용국으로써 자원 제공국과 합리적 수준에서 분배할 수 있는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사업이 필요

- 해양생명공학 분야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유량과 관계없이 기술진입 장벽이 높고 고위험 부

담이 있으나, 개발될 경우 큰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생물자원 확보단계부터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해외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국가전략적인 국제협력 정책 추진

이 시급함

- 주요 지역 접근성과 주요 생물자원 확보로 연구사업의 수월성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연

구의 지적·물적 성과를 분배할 수 있는 신뢰관계와 지원체계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게다가,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이 증가하고 있어 국

가관할권 및 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내 해양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 국익차원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

- 공해자유원칙과 공해생물자원보존의무 등과 함께 전 세계의 64%에 해당되는 ABNJ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관할권 내 행위라도 해양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EEZ내 자원개발, 해저케이블, 석유/천

연가스 개발 등은 규제 가능성이 높아 국익 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 대

응이 필요

(2) 국제협력 강화 수단으로 다자간 국제기구 및 양자간 네트워크 유지·확장 필수

○ 우리나라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보유하

고 있으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부재로 역량발휘 기회 부족

- 우리나라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 및 영향 평가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NGO 네트워크를 리드

- `15-`20 국내 연안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여부 규명을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오

염, 풍화, 유입/이동, 생물영향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 평가사업을 수행함

- 글로벌 네트워크에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주도

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APEC의 ‘단기’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하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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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국가 관련 국제기구, 국제회의, 전문가그룹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해양플라스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재정 기회(Funding opportunity)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선점할 기회가 있음

(3) 또한, 양다자 네트워크 확장과 동시에 논거기반의 국제공동연구·조사 등을 통해 분쟁국과

의 전략적 외교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제공이 필요

○ 실례로 최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며,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오염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분

석은 외교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나아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처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대만 등

관련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동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분야의 경우 국제기구적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협력 및 동조를 추

진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

- 국내 해안쓰레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변국으로부터 해양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양은 줄지 않으므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연안 해역의 신규 해양오염물질과 유해생물 출현에 대한 대응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월경성 이슈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

는 수준임

-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관리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제 이슈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

인 대응으로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

- 해양오염물질/생물 등 처리 대응 관련 전문가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육성 프로그램 등 저변확산을 노력이 취약하여 전체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며, 이슈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 역시 미흡

- 인접국가와의 해양환경 월경성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한중일 3국간 협의체는 환경부를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양쓰레기 문제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문제 등 한반도 해역

에 직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주도적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

- 또한 한반도 연근해 매년 발생하는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201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 있어 한국 적조방제기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기회 발생했으나 관련 연구자들의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활동에 적극적, 주도적 참여를 위한 지원책이 부재

○ 기상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등 재난예측 및 모델링,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변

화를 예측하는 기술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영해 이외에 관련분야 예경보 등을 지원하기 위

한 데이터는 확보되지 않음

- (기상청)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대한 지진해일 예측체계를 구축·운영하

고, 해상수치 예측일기도 제공 중

- (지진해일예측)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 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대양에서 발생

하는 지진해일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지구적 지진해일 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우리는 현재 관측 정보 및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등 기술적 기반을 갖추었으나 특정 해

역의 항행정보 관련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전무함

- 기 확보한 연안 중심의 안전을 위한 관측 정보, 예·경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근 국가 간

공동연구 등의 공유·협력 체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후변화에 의해 우리에게 익숙한 코클로디니움 적조의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종

류의 적조가 발생하고 있어 어·패류독소원인 적조 연구를 위해서는 인접국 및 열대국가와

의 공동협력이 필요

-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적조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상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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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및 협력이 필요

- HAB(Harmful Algal Blooms, 유해조류) 변화를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HAE-DAT

에 각국가에서 자발적 입력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성 적조종에 대한 모니터링 결

과가 부재하여 참여 미흡

마. 전략 협력 분야 선정

○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로드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1 해양수

산부 업무계획」, 「UN Decade 실행계획」 등 국내외 상위계획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문

국제협력 전략분야 Pool 구축

○ 1차적으로 선정된 전략분야에 대해서, 국제협력 필요성 및 현안 시급성 관점에서 전략적 국

제협력분야를 최종 도출. 해양환경, 해양안전, 수산자원 3개 구분으로 분류, 각각 11개, 4개,

4개로 총 18개의 분야 선정

사. 한인니 해양과학 국제협력의 비전 및 목표

구분 국제협력 필요분야

해양

환경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대양·극지연구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양쓰레기 공동협력

신남방국가 대상 협력사업

블루카본 발굴·흡수 연구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위성 관측자료 검·보정 기술 교류

선박 평형수·선체부착생물 등 조선·해운 산업에 기인한 해양오염 해결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선박·항만의 단계적 탈탄소화

해양

안전

유해생물(적조·해파리·패류독소 등) 관측

스마트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

연안 침식과 복원에 대한 공동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자연재해 예방적 연안·해양공간 구성

수산

자원

해양 산성화 등 해양의 영양학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리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분야 대응방안

스마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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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해양수산 탄소중립 Global Leadership 창출

사업목표
국내외 산학연간 국제협력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외교강화
대응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더불어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성과목표

한인니 국제공동연구지원 한인니 국제협력기반구축

① 해양수산 국제공동연구 촉진 ① 국제협력 채널 구축 및 확산

② 연구결과 기반 외교적 근거 
마련 및 정보 제공

② 양자간 공동연구 촉진

③ 해외연구 교류를 통한 
해양수산 선진기술 습득

③ 과학기술 기반 해양과학 
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

아.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의 발전 전략

○ 한인니 해양과학협력에 있어 센터의 전략분야

- (기후변화 및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인도네시아 해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잊는 지리적 특

성으로 ITF(Indonesia Through Flow)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양 및 전지구적 해류 순환을 조사 및 연구가

필요

․인니 열대해역의 해양생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에 따른 생태변화에 대응 가능

․해양쓰레기 관련, 인니는 해양쓰레기 배출 2위 국가로, 대량의 해양쓰레기 발생, 해양쓰레기

감시, 영향 등 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지역

- (해양물류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우리나라 해양물류의 가장 중요한 해외 항로이자 원

유 수송로인 말라카해협의 대체항로인 인니해역 이용을 위한 협력

․인니와의 협력관계, 해역에 대한 조사 및 이해 필요. 이해를 통하여 해양물류 안전, 에너지

수송안전 확보 가능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이 보유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운항하는 선박

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 시간간격으로 단계별로 선박운항지수를 산정하여 제공 가능

-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기술 공동개발) 인니해역의 어획량은 수산자원량 대비 20% 미만.

수산자원관련 연구, 스마트 양식 등 도입을 통해 향후 해외수산자원 확보 가능

○ 한인니 해양과학협력에 있어 센터의 핵심기능

- (해양조사선을 이용한 해양공동조사) 인니해역에서의 조사자료 활용 연구수행, 우수논문 생

산 및 해양과학조사 장비 확보, 조사전문가 양성

- 정부간 해양과학외교공동협력플랫폼 구축

․(1단계: 네트워크 구축 및 과제 발굴) 현지 정부기관/연구기관/대학과의 공동 세미나/컨퍼런

스 등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R&D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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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동연구과제 추진) 현지연구기관과의 공동 R&D 과제 추진 → 연구자 간 교류협

력을 통한 협력기반 마련

․(3단계: 프로젝트형 Co-Lab으로 확장) 연구분야/범위 확장, 세부추진 로드맵수립, 프로젝트

형 Co-Lab 설치 →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분야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

- 정부간 협력연구센터로서 양국정부(특히 인니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해양이슈를

국제적 수준의 연구로 지원하고 양국의 해양과학기술분야 협력 확대

- 양국의 해양현안 중심으로 기획연구 수행, 타당성연구를 통해 중대형 과제 개발

․중대형 사업는 별도 예산을 통해 추진(인니는 개발도상국으로 ODA사업이 좋은 사업 유형)

․센터는 현지 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현지 조사 활동 중심 참여

․과제 성과에 대한 유지 관리 등 지속가능성 확보

- (역량강화) 친한연구자 양성, 공동지도교수 프로그램, 한국초청 박사학위 과정 등 운영

○ 한인니센터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인니 주요 이슈 및 연구 주제 도출

- 인도네시아사의 해양정책과 해양정책의 주요 수행기관인 해양수산투자부의 전략계획 등

을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의 국가 개발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

양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함

- 물류 : 인도네시아는 도서국가이며, 각 지역은 해양물류로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해양물

류의 효과적인 연결이 어려울 때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지역 발전 및 국가 발전을 저해

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될수 있음. 물류의 내용은 해양과학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

할 수 있으마, 해양 물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은 해양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대표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으로 이는 해양관측망과 해양

수치모델이 연계되어 해양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용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우리나

라도는 KOOS라는 명칭으로 이미 10여년전부터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

재는 실시간 해양예보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스템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 해양환경 : 해양쓰레기를 특히 플라스틱쓰레기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문제는 인도네시아

뿐만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임. 현제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라스틱쓰레기 중심으로 해양환

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

제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 고형쓰레기 외에도 해양수내의 중금속, 화학물질 들 다양한

해양오염물질이 큰 사회의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수산물 오염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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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은 작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함. 그리고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 수산자원 : 인도네시아 해양정책의 주요한 축중에 하나로서 수산산업 발달과 효율성 증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임. 이는 앞서 해양환경과도 연계되는 분야로서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량 증대 및 유지를 가능케 함. 인도네시아의 수산자원의 활용률은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잡는 어업뿐만아니라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도 추진

하고 있어, 스마트양식기술들 과학기술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 한인니센터의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신남방 해양 협력기반 구축 및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목표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기지 구축
◈ 해양 탄소중립 및 한-인니 해양현안 문제 지원
◈ 친한 전문연구인력 네트워크 구축

전 략 추 진 과 제

국제협력 채널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플랫폼 강화 및 활성화
▪정부간 공동위원회 및 협력 워크샵 개최
▪인니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석박사급 해양전문가 양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양현안문제 지원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블루카본 및 아세안 탄소중립 관련 공동연구 추진
▪중대형 국가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정책·연구개발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인니정책 및 동향 분석 및 보급
▪해양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해양자료공동 활용 강화

○ 한인니센터의 단계별 목표와 각 분야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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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국제 해양수산과학 협력플랫폼 기반 강화

- 국제협력 채널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한국과 인니 정부간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인니의 협력 주요부처인 해양투자조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정기협의회 개최

․한국과 인니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자문단 운영,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 협력을 추진

․인니 내 해양과학기술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과의 양해각서체결 등 협력 추진

․인니 주요 학술행사와 연계 국제 공동 워크샵 기획 및 개최

․한국초청 석·박사학위 과정, 단기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친한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활

동 시행

․한 인니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해양조사 및 자료처리 분야 내부 역량강화

-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한 인니 정부 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R&D 프로젝트 기획하고 수행

․2021년 양국 해양수산 장관회의를 통해 제안된 양식,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양국정부가 승인

한 공동연구 주제 대한 연구수행

․맹그로브와 해조류를 중심으로 블루카본 관련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인도네시아 정부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의 공식요청(공문)으로 단기 해양조사 및 연구 수

행

․공동연구와 해양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연구보고서 작성, 향후 중대형 과제 개

발 추진

- 정책·연구개발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현지 해양관련 정보(정책, 산업, 자원, 인력, 문화 등)를 조사하고 인니의 해양수산 정책 및

전략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공

․해양자료제공시스템 운영 및 해양조사 자료량과 자료품질을 향상

○ 2단계 : 국제 해양수산과학 협력플랫폼 활성화

- 국제협력 채널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한국과 인니 정부간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인니의 협력 주요부처인 해양투자조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정기협의회 개최

․한국과 인니의 해양과학기술 관련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자문단 운영,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

류 협력을 추진

․해양관련 국제기구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의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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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및 아세안 국가들 포함 국제 공동학술대회 기획 및 개최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협력 중장기계획 수립

․한국초청 석·박사학위 과정, 단기 기술 교육 등을 통한 친한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활

동 시행

․한 인니센터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해양자료분석 및 해양연구 분야 내부 역량강화

- 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한 인니 정부 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R&D 프로젝트 기획하고 수행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아세안 지역 대상 공동연구 기획 및 수행

․인도네시아 정부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의 공식요청(공문)으로 단기 해양조사 및 연구 수

행

․공동연구와 해양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연구보고서 작성, 향후 중대형 과제 개

발 추진

- 정책·연구개발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현지 해양관련 정보(정책, 산업, 자원, 인력, 문화 등)를 조사하고 인니의 해양수산 정책 및

전략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공

․해양자료제공시스템의 고도화 및 관련 해양자료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 한인니센터의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국제협력 채널

기반구축

정부간 회의 개최 연 1건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관계기관 정보교류 및

협의회
연 10건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 및 협의회 회의록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연 1건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무상원조(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
연 1건 ODA사업 발굴·추진·수행 지원보고서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연 3건

석 박사급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단기기술교육 운영 3.5점 이상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양자간 공동연구

촉진

해양현안 공동연구

(연구주제는 공동위

의결)

연 1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ITF(인도네시아통과해류)

및 열대해양연구

연 1건 해양쓰레기 탐지 추적, 해양환경영향 연구

연 1건 해양위성 융복합 활용 연구

연 1건 스마트양식을 통한 수산기술개건 연구

과학기술 기반

해양정책정보

생산 및 확산

한인니 해양정보 생산

및 보급
연 4건

웹사이트 운영, 뉴스레터 발간, SNS 홍보,

정책보고서 발간 결과 보고서

해양조사 연구자료

활용 건수
연 20건

해양자료제공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 및 활용된

자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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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 한인니 해양과학협력 플랫폼 구축

○ 해수부와 인니 해양조정부(現 해양투자조정부)와 ‘한-인니 해양협력 MOU’(’16.5)를 체결한 이

후 합의(’18.5)를 거쳐 센터 설립(’18.9)

- 센터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은 (韓)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印)반둥공대(ITB)로 설정하

고, 한국은 예산 지원·인니는 부지 및 시설 제공하기로 역할 분담

-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양국의 실질적 해양과학기술협력 강화

- 한국-인니 간 해양과학협력 플랫폼, 공동연구 추진, 역량강화, 인니 지역사회 지원

한인니센터 조직도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센터장

자문단

기획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2) 현지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 및 사업화

○ 한국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국가해양관리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신규

ODA 사업 발굴

○ 2022~2026년, 총 60억 규모의 ODA 사업 발굴

국가해양관리 위한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OD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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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가) 한인니 해양과학기슬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협력플랫폼 구축 사전 준비 및 한·인니 센터 운영

○ 센터 설립을 위한 IA(Implementing Arrangement, 이행협정) 체결(안) 합의

○ 센터(MTCRC) TFT 제1차, 제2차 회의 개최

○ 한-인니 JD(Joint declaration, 공동선언문) 및 센터 설립 IA 체결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 ‘18.09.14(금) / 한·인니센터(인니 치르본)

② 한·인니 해양전문가 육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인도네시아의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광활한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조

사 및 연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전문가 양성을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

터의 운영목적 중에 하나로 설정

○ 반둥 공과대학교(ITB, Institut Teknologi Bandung)*와 협력하여 석사급 해양전문가 양성 프

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인니측은 반둥대학교 해양학과 및 연안공학과의 교수진, 한국측은 KIOST 연구진 및 해양학

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석사 과정 신설

○ 학위(석사)논문 작성시 인니측 및 한국측 과학자가 공동지도

○ 한-인니 해양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 내용 협의 및 협약 체결

한인니 해양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 협약서 사인(좌), 기념사진(우)

③ 해양과학기술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인니 센터 해양연구조사장비 운용 및 활용을 위한 단기 교육 프래그램 상시 운영

○ 운용해양 수치모델, 서버 운영체제, 해양지질조사, 해안조사 방법 등

○ 코로나가 확산된 후로는 특별 강좌로 대체하여 진행

○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되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설문지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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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 단기 교육 프로그램

④ 정보교류 및 홍보

○ 한·인니 센터 활동 내역 홍보와 인도네시아 동향 수집 보고서 발간

- 홈페이지 및 E-mail, KIOST 인트라 등을 통해 분기별 발행 및 배포

뉴스레터 인니 과학기술 동향 수집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⑤ 치르본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

○ 치르본 지방정부 및 반둥공과대, 해양조정부에서 한·인니센터의 치르본 지역사회 기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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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 대상: 인니 중고등 학생 및 과학교사 대상

- 내용: 해양쓰레기의 교육, 치르본 해안쓰레기 청소 행사

○ 해양쓰레기의 교육

-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인도네시아 바다의 현재 상태와 영향

-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실천 내용 교육

○ 치르본 해안쓰레기 청소 행사

- 지역사회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900kg의 쓰레기 수거

- K-Food 한식문화 체험 : 대형 비빔밥, Food 트럭(떡볶이, 어묵 등)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VIP 사진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무대 주변 사진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 해안청소 활동 치르본 해안청소 캠페인- K-Food 행사

⑥ 한국 및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 한인니센터 개소, 한인니센터 역할, 기념행사, 스리위자야 수색 지원, 장관님 방인니 등 양국의

주요 언론사에 기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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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생 결과보고서

⑦ KIOST-ITB 기관장 간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 7. 20. (월), 12:00 ~ 12:40 (40분) / 국제협력부

○ 참석자

- KIOST 참석자 : 김웅서, 이희승, 김희진, 박한산, 이광수, 권재일

- I T B 참석자 : 레이니 위라하디쿠수마 총장, 위자야 마르또쿠스코 비서실장, 다우픽 히다얏

국제관계국장, 토톡 수프리조 한·인니센터 공동소장 등

○ 주요내용

- 반둥공대 신임 총장 취임에 따른 양 기관 협력 증진 논의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 반둥공대에서는 국제협력의 중요 모델로서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와의 협

력 강화 및 확대를 기대

기관장 간단회 사진

나) 한·인니 공동연구 수행

①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기획 연구

- 인니 연안 생태환경 특성 기초자료 조사, 마카사르 해협 생태계 특성 공동연구 기존자료 정

리 및 인니 ITB 공동연구 파트너 신규확보와 향후 공동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인니 연안 생

태계 특성과 생물다양성 분석 기획 시행

○ ITF 장단기 변동특성 연구, 기후모형에서 모사한 인도양 기후 분석

- 인도네시아 통과류 장단기 변동 특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재해·재난 대비 등 정책적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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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Indonesia 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IOFS)

○ 인도네시아 운용해양 시스템 수요 조사 및 주요 수치모델 운영 및 필요 영역 설정

○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 적지 기초 조사

- 미국 NASA의 MOBY, EU의 BOUSSOLE 등 국외 해색위성의 검보정 사이트 운영 사례

비교 조사

-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가능성과 현지 협력기관, 연구자 등 관련 정보 조사탐색

- 인도네시아 해역 해양위성 활용 사례 : 장기 수산 자원 환경 분석

○ 인도네시아 해양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운용해양시스템 조사 및 분석

○ 인도네시아서 구축한 해양 관련 수치모델 현황 조사 및 분석

주요 운용해양 시스템 활용기관 수요 조사 분석

기관명 관련 부서 및 활용 분야

1 The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 조사 및 수산 자원 관리

2 The Coordinating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해양관측망관리, 해양정책개발

3 The Marine Security Agency 해양안전 및 구조

4 Hydrography and Oceanography Center, Indonesian Navy 수로조사, 해군 지원

5
Indonesian Agency for Meteorology, Climatology and 

Geophysics
해양기후 및 기상 예보

6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해양연구센터, 해양 수치모델 연구

7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해양 수치모델 연구

8 The Agency of Geospatial Information 공간 정보 및 자료 공유

③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 2019년도부터 매년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총 4회)

○ 1회 : 치르본센터, 2회 : 자카르타, 3회 : 암본, 4회 : 반둥(화상회의)

○ 주요내용

- 19년 공동연구내용 주요 일정 및 내용 공유

- 각 연구주제별 상세 연구계획서 작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내용 협의

- KIOST 해양위성센터 및 GOCI 위성 소개

- 인도네시아 위성 개발 및 위성 활용 현황 소개 및 공유

- 해양위성분야 한인니 협력방안 협의

- 2019년 해양위성분야 MTCRC 공동 연구 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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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제 워크숍 일정(2019년 4월 25일)

날짜 시간 일  정 비고

4. 25
(목)

10:00-10:20
ㆍ 개회사 : 박한산 소장
ㆍ 축사 : Dr. Safri (해양조정부 차관)

10:20-12:00

제1세션 : 한국의 해양위성 소개
ㆍ Introduction of KIOST and KOSC, GOCI status and GOCI-II plan, 
Coastal Application using TANDOM-X (유주형 부장)
ㆍ GOCI-II Ground Segment system development (한희정)
ㆍ Overview of GOCI & GOCI-II atmospheric correction and Cal/Val plan 
(안재현)

12:00-13:30 점심 식사

13:30-15:00

제2세션 : 인니 해양분야의 원격탐사 활용
ㆍ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의 해양위성 활용 계획 발표 (Dr. Saleh)
ㆍ 반둥대 원격탐사센터 활동내용 발표 (Prof. Ketut / ITB)
ㆍ 원격탐사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Susanna / ITB)
ㆍ 원격탐사 연구 결과 및 협력연구 주제 발표 (Dr. Mutiara / ITB)
ㆍ Remote Sensing Application Center 소개 (Dr. Maryani  / LAPAN)
ㆍ 자연자원관리를 위한 원격탐사 연구 소개 (Ms. Marina / PTPSW, BPPT)

15:00-15:30 ․ 종합토론 (Prof. Safwan)

④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추진 계획 마련

○ 검보정 사이트 조사 및 장비 공동 검토

- 미국과 프랑스의 검·보정 사이트 운용 장비 적용 방안 조사 분석

- 미국 MOBY, 프랑스 BOUSSOLE 활용 실제 취득된 검·보정 자료 검토

- 유지 보수를 위한 제한 조건 및 운영 방안 검토

○ GOCI-II 데이터 검·보정을 위한 요구사항 도출

- 향후 구축될 검·보정 사이트 설치를 위한 요구사항 도출

- 미국 MOBY, 프랑스 BOUSSOLE 활용 실제 취득된 검·보정 자료 검토

- 유지 보수를 위한 제한 조건 및 운영 방안 검토

○ 해양위성자료 활용 분야 및 필요 기술 분석

- 인니 해역에서의 해양위성자료 활용 사례 검토

- 인니의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위성 활용 수요 조사 및 분석

- 수요별 적용가능 기술 및 개발 필요 기술 분석

○ 인니 실해역 검보정 사이트 예비조사

- 인니 반둥대와 협조하여 검·보정 사이트 후보 지역 선정

- 1개소 이상의 후보 사이트 대상으로 실해역 답사를 통한 기반 시설, 검·보정 자료 취득 용이

성 등 파악

- 실해역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한 협력 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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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

다)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①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현황 진단

○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계획

- 과학기술 국제협력 마스터플랜(2012) 분석

- STEPI 과학기술 협력 수요 워크숍(2010, “대개도국 과학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의제 발굴”)

- 아시아 국가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국제협력 방안(2012) 분석

○ 인니 국가개발계획 및 해양관련 정책 현황 조사

- 2015-2019 중기개발계획(RPJMN)

- 2011-2025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R&D 정책 분석

- 단기(2005-2010),중기(2011-2015)및 장기(2016-2025)로 구분하여 6가지 중점 분야: 식량 및

농업(Foodand Agriculture), 신생/재생에너지원(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운송

기술 및 관리(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정보기술 및 통신(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TC), 국방기술(Defense Technology)및 의약 및 보건 기

술(Medical and Health Technology)

- 재해 위험 감소 및 기후변화는 2005-2025의 국가 장기 개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임

②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수요 기초 조사 및 기본계획 초안 도출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분야 및 공동연구 수요 조사

- 2회에 걸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주요 공동 협력 분야 도출

○ 인니 국가개발계획 및 해양관련 정책 현황 조사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비전 및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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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과학기술 국제협력 마스터플랜,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협력방식, 그리고 한국형 과학기

술 ODA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한·인니 국제협력 비전과 목표 설정, 그리고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 주요 협력 분야 설정 : 협력 플랫폼 구축, 국제 공동 연구, 해양인재양성, 산·학·연 협력

한인니 센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전략별 추진과제

비전 신남방 해양 협력기반 구축 및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

목표
◈ 인도네시아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기지 구축
◈ 해양 탄소중립 및 한-인니 해양현안 문제 지원
◈ 친한 전문연구인력 네트워크 구축

전 략 추 진 과 제

국제협력 채널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센터 운영을 통한 협력 플랫폼 강화 및 활성화
▪정부간 공동위원회 및 협력 워크샵 개최
▪인니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확대
▪석박사급 해양전문가 양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양현안문제 지원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블루카본 및 아세안 탄소중립 관련 공동연구 추진
▪중대형 국가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정책·연구개발 
동향정보 수집 및 

제공

▪인니정책 및 동향 분석 및 보급
▪해양자료제공시스템을 통한 해양자료공동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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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 해당 없음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최종
목표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0)

센터구축 및
운영(20)

센터 설립 1건 10% 한-인니 MTCRC 센터 설립 100

정부간 회의 3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100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2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6건 1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수 (개인별 결과보고서)
100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100

정보 교류 및
홍보(10)

문제점 개선 2건 3%
온라인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100

정책 보고서 발간 3건 3%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100

정보교류회의 10건 4%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100

공동연구 수행
(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4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10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10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10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

보고서 1건 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상세 현황,
주요 협력분야별 세부 과제, 단계별 Action

Plan, 센터 발전계획)

100

1차
년도
(201
8년)

협력플랫폼
구축

센터구축 협력센터 1건 40%
공간(100m2 이상), 상주인력(인니 인력포함
4인 이상), 정기적 운영위원회(1회/년) 개최

100

정보교류 워크숍 등 1건/년 10% 한·인니 공동워크숍(1회/년 이상) 개최 100

협력성과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 준비

홍보건수 1회/년 5%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1회/년) 및 센터
활동보고, 공동연구 결과물, 해양환경관련

동향, 언론매체홍보 등을 시행하고 공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00

정책보고서 1회/년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1회/년) 100

공동연구 수행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주변해역 기후환경생태계 변화 공동연구
기획 보고서

(ITF 장단기 변동특성 연구, 인니 연안생태
연구)

100

인니
운용해양시스템
공동 개발 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운용해양시스템 공동 개발 기획 보고서
(인니해역 적용 운용해양 모델 연구, 검보정

사이트 구축연구)
100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

사전연구 2건 10%
인니 주변항로 공동탐사 연구 기획 보고서
(주요항로 대기염 현황연구, 대체항로 주변

수로특성 연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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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1건 10% 양국 전문가 참여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100

2차
년도
(201
9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0)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100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2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건 1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100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100

정보 교류 및
홍보(20)

만족도 조사 1건 5% 온라인 홍보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100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100

정보교류회의 5건 1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100

공동연구 수행(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2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100

1차 보고서 발간 1건 10%
한-인니간 공동연구(운용, 위성, 에너지,

쓰레기분야) 1차보고서 발간
10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10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1건 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 과제 설계

100

3차
년도
(202
0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55)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100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1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건 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100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100

정보 교류 및
홍보(30)

문제점 개선 2건 5%
온라인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100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100

정보교류회의 10건 2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자료/협력 지원 및 방문 건수: 5건)

100

공동연구 수행
(3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2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10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준비
및 초안마련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10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고도화 10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5)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1건 15%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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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해당사항 없음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측정산식 등) 달성치

수립보고서준비
및 초안마련

4차
년도
(202
1년)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45)

센터 운영(10) 정부간 회의 개최 1건 10% 한-인니 MTCRC 공동위원회 의사록 100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15)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건 10%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자

결과보고서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100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3.5점
이상

10%
해양과학기술 관련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100

정보 교류 및
홍보(20)

문제점 개선 2건 5%
온라인홍보 만족도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내용 지표: 만족도 조사, 3.5/5점 이상)

100

정책 보고서 발간 1건 5%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100

정보교류회의 5건 10%
산·학·연과의 정보교류회의 회의록
(자료/협력 지원 및 방문 건수: 5건)

100

공동연구 수행
(40)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2건 1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자

결과보고서
10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학술 발표 4건,
학술지 4편

1건 10%

국가사업 기획보고서(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쓰레기 관리)
(내용 지표 : 학술발표 4건, 학술지 4편)

10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고도화

1건 10% 해양과학정보 (가시화)시스템 구축 고도화 10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5)

한 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서

1건 20%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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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1

Effect of Turbidity, 
Temperature and 

Salinity of Waters on 
Depth Data from 
Airborne LiDAR 
Bathymetry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L R 

Saputr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2

Characteristic of 
Tidal Currents in 
Lombok Strait Using 
3D FVCOM Numerical 

Model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I M D 

Raharj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3

Three-Dimensional 
Numerical Modelling 
of Tidal Current in 
Balikpapan Bay Using 

Delft 3D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Syarifah 

Fauzah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4

Potential Source 
Analysis of 

Macrodebris in Untung 
Java Island by Using 
Trajectory Particle 

Modelling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Adinda 

Maharani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5

Identification of 
Marine Debris and Its 
Distribution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on the 
Cirebon Coastal Area, 

Indonesia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Aulia Dyan 

Yohanlis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6

Potential coral 
implementation area 
for Indonesia Coral 
Reef Garden in Nusa 

Dua, Bali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M R 

Badrian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7

Ocean Response to 
Tropical Cyclone 

Seroja at East Nusa 
Tenggara Waters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Avrionesti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8

The Growth Rate of 
Seabass in Floating 
Net Cages, Inner 
Ambon Bay using 1D 
Ecosystem Model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P L 

Sabrin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9

Sea surface 
temperature 

variability in 
Indonesia and its 

relation to regional 
climate indices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Ahmad 

Dhuha 

Habibullah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10

Tempor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Oil Spill 
in Balikpapan Bay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Destika A 

Widiawan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11

Analysis of Abundance 
and Origin 

Possibility of 
Planktonic 

Foraminifera in 
Sulawesi Sea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Dynda 

Romika 

Junit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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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udy of Bathymetry 
and Seabed Morphology 
Changes Around Anak 
Krakatau Waters of 
2018 Post-Eruption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R A K 

Hanif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ISSN: 

1755-1315
26

13

Anthropogenic Carbon 
Analysis in Eastern 
Sumatra Waters, 

Indonesi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Avrionesti 114
인도네

시아
ICOAST SCIE 20211007 0749-0208 26

14

Multi-data Ensemble 
Estimation of Wave 
Energy Potential in 
Indonesian Sea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Badriana, 

Mochamad 

Riam

114
인도네

시아
ICOAST SCIE 20211007 0749-0208 26

15

Comprehensive 
Analysis of Coastal 
Dynamic in Cirebon 

Coastal Area, 
Indonesi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Umar 

Abdurrahma

n

114
인도네

시아
ICOAST SCIE 20211007 0749-0208 26

16

Ocean Modelling in 
the Makassar Strait 
and Balikpapan Bay 

Using Online Nesting 
Method

Journal 

of 

Coastal 

Research

Ashadi A. 

Nur
114

인도네

시아
ICOAST SCIE 20211007 0749-0208 26

17

Identification of 
Marine Debris Sources 
in Kuta Beach, Bali, 
Indonesia That Comes 
from The River Using 

Numerical Model

Journal 

of 

Coastal 

Research

I Putu 

Ranu Fajar 

Maharta

114
인도네

시아
ICOAST SCIE 20211007 0749-0208 26

18

Study of shoreline 
evolution under the 
influence of jetty 

construction: A case 
study of Karangsong 
beach, Indramayu, 

Indonesia)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U 

Abdurrahma

n

698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0321 1755-6910 26

19

Beach Slope 
Distribution Mapping 
using UAV in the 

Cirebon Coastal Area

E3S Web 

of 

Conferenc

es

Umar 

Abdurrahma

n

324
말레이

시아

EDP 

Sciences
비SCIE 20211116 2267-1242 26

20

Ocean Response to 
Tropical Cyclone 

Seroja at East Nusa 
Tenggara Waters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Avrionesti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1755-1315 26

21

Potential coral 
implementation area 
for Indonesia Coral 
Reef Garden in Nusa 

Dua, Bali

Earth and 

Environme

ntal 

Science

M. Riam 

Badriana
925(1)

인도네

시아
IOPSCIENCE 비SCIE 20211206 1755-13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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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019 MSAT(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Science and Advanced 

Technology)
박한산 ‘19.08 인니 마카사르 인도네시아

2
PIT ISOI Special Session Ambon 

2019 박한산 '19.11 인니 암본 인도네시아

3 Indonesia-Korea on Remote Sensing 
Collaboration 박한산 '20.07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4
Seminar for Korea-Indonesia 

cooperation on maritime (IA ODA  
Signing Ceremony)

박한산 '20.08 인니 반둥 인도네시아

5

“The Challenges and Response to 
Indonesia Omnibus Law 2020 on Port 

Management Operation and 
Business” in order to the Alumnus 

Expert Gathering.

박한산 ‘21.03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6
2021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Science and 
Advanced Technology (MSAT) 

박한산 ‘21.10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7 Presentation of mangrove study 
case and drone demonstration 

박한산 '21.10 인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8 2021 Joint Webinar (PKSPL 
IPB-MTCRC)

박한산 ‘21.10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9
2021 Webinar in Marine Geology 
“Exploring The Ocean Floor” 박한산 ‘21.11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10 Kick-off Meeting of MTCRC - BMKG 
Cooperation Opportunities 박한산 '21.11 인니(온라인) 인도네시아

11 COP26 연계 한인니 맹그로브 및 
블루카본 확대 협력세미나

박한산 ‘21.11 인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2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KICCOF

박한산 ‘21.11 인니(온라인) 한국

13
Meeting With Cirebon Stakeholders
Korea-Indonesia MTCRC Master Plan 

Workshop
박한산 '21.12 인니 치르본 인도네시아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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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2019 Ocean Energy Scientific Report 20191101

2019
Ocean Satellite Group Report-Develop plans to utilize
marine satellite and build and operate val-calibration

site
20191101

2019 Study of Marine Debris in the Indonesia waters 20191101

2019
OPERATIONAL OCEANOGRAPHY JOINT

RESEARCH REPORT 2019-The Development of
Operational Oceanography Forecasting System

20191101

2019 Natuna and Batam Survey report 20191118

2019 PIT ISOI Special Session Ambon 2019 20191108

2020
MAPIN - MTCRC WEBINAR

INDONESIA-KOREA ON REMOTE SENSING
COLLABORATION

20200715

2020
Shoreline Observation Based on Drone Mapping
Technology to Support Cirebon Coastal Dynamics

Research report
20200930

2020 MTCRC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Field
Survey Project in PPN Kejawanan Port Area 20201009

2020 17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ISOI, 2020 20201111

2020 ICRG (Indonesia Coral Reef Garden) Field Survey
Nusa Dua, Bali 20201206

2021 Sriwijaya Airplane SJ-182 Search and Rescue (SAR)
Survey at Kepulauan Seribu, Jakarta report 20210119

2021
MTCRC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Preliminary Survey in PPN Kejawanan Port Area

Report 20210211

2021 Korea Invited Expert Course Report 20210708

2021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Science
and Advanced Technology (MSAT) 20210806

2021 Report of Drone Validation Data Mapping Survey 20210816

2021 Report of Joint Webinar (PKSPL IPB - MTCRC) 20211029

2021
Report of ITB-MTCRC Joint Lecture (Webinar in

Marine Geology) 20111111

2021 Seaweed Estate Development Program Survey Report 20211215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
부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
호

등록 번
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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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
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
동여부

표 준 특 허
추진여부

표 준 개 발
방식3」

제안자
표 준 화
번호

제안일자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
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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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
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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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
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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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1 언론보도자료 이투데이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하반기 

설립…김영춘 "해양협력 마중물 될 것"
2018.05.10

2 언론보도자료
Republica 

Indonesia(인니)
Indonesia-S Korea to build marine 

technology research center
2018.05.10

3 언론보도자료 bmkg.go.id(인니)
Korean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visit to BMKG
2019.04.26

4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2018.09.16

5 언론보도자료
antaranews.com

(인니)

Beach Cleaning Cirebon, 900 kilograms of 

garbage have been collected
2019.09.03

6 언론보도자료 MT해양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개소 1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10

7 언론보도자료
maritim.go.id

(인니)

Development of Marine Research and 

Technology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2019.08.23

8 언론보도자료
fokusmaluku.com

(인니)

ISOI Holds Annual Meeting Discussing 

Maritime Industry Development in Ambon
2019.11.07

9 언론보도자료
validnews.id

(인니)

Korea Supports Survey of Coral Reef 

Restoration Program
2020.11.30

10 언론보도자료
maritim.go.id

(인니)

Coordinating Ministry for Marves 

Encourages Indonesia-South Korea 

Cooperation in Utilizing Satellite Data 

2020.07.03

11 언론보도자료
maritim.go.id

(인니)

Government Encourages Development of 

National Salt Granary Based on People's 

Salt Center 

2020.07.04

12 언론보도자료
antaranews.com

(인니)

South Korea Provides Assistance in Finding 

Debris from Sriwijaya Air SJ-182 Aircraft
2021.01.11

13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인니 추락기 수색 현장에 韓지원 해양탐사선 

아라호 투입
2021.01.11

14 언론보도자료 tempo.com(인니)
Sriwijaya Air Plane Falls, South Korea 

Conveys Condolences
2021.01.13

15 언론보도자료
www.mongabay.co.id

(인니)

National Economic Recovering from the 

Coral Reef Ecosystem
2021.02.02

16 언론보도자료
es.itb.ac.id

(인니)

MTCRC-KIOST Education Scholarship in Earth 

Science Program (2020/2021)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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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언론보도자료
lppm.ipb.ac.id

(인니)

MTCRC Korea Strengthen Cooperation with 

PKSPL and FPIK IPB
2021.03.12

18 언론보도자료
dikti.kemdikbud.go

.id(인니)

IPB University Alumni Port Expert Meeting 

Discussed UUCK (with MTCRC)
2021.03.29

19 언론보도자료
fitb.itb.ac.id

(인니)

Coordination Meeting between MTCRC and 

FITB at ITB, Watubelah Cirebon Campus
2021.04.12

20 언론보도자료
maritim.go.id

(인니)

Indonesia and Korea Propose Cooperation to 

Use Geostationary Satellites
2021.04.29

21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인니 추락 여객기 수색 투입' 아라호, 

인니에 공여한다
2021.06.02

22 언론보도자료
kabar24.bisnis.com

(인니)

Indonesia dan Republik Korea Bergerak 

Seirama demi Menurunkan Pemanasan Global
2021.06.30

23 언론보도자료
pmli.co.id

(인니)

Limited Visit of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the Indonesian 

Maritime Museum

2021.10.13

24 언론보도자료
www.liputan6.com

(인니)

South Korea's Advanced Research Vessel 

Made in Indonesia, RI's Maritime Has More 

Potential

2021.10.14

25 언론보도자료
radarcirebon.com

(인니)

South Korean Ocean and Fisheries Minister 

Visits Cirebon, This Is What Regent Imron 

Expects

2021.10.15

26 언론보도자료
cirebonkota.go.id

(인니)

Reseach Boat for Strengthen Planning in 

Cirebon Water
2021.10.15

27 언론보도자료 연합뉴스
한국이 인니 선물 아라호 직접 

타보니…"똑똑한 연구선"
2021.10.15

28 언론보도자료 Detik(인니)
Luhut Bertemu Menteri Samudera Korea, 

Bahas Proyek Bongkar Rig
2021.10.17

29 언론보도자료 Kompas(인니) Perkuat Kemaritiman, Luhut Gandeng Korsel 2021.10.17

30 라디오 인터뷰 아리랑방송 KOREA NOW 2021.10.20

31 언론보도자료 ITB(인니)
Kerja Sama Maritim Indonesia dan Korea 

Selatan Makin Erat Lewat MTCRC
2021.10.20

32 언론보도자료
Kemenko Marves

(인니)

Mimpi Buruk, Ancaman Selain Covid Mulai 

Terlihat Nyata
2021.11.10

33 언론보도자료
cnbcindonesia.com

(인니)

Indonesia dan Republik Korea Bergerak 

Seirama demi Menurunkan Pemanasan Global
2021.11.10

34 언론보도자료
bizlaw.id

(인니)

Hasil Diskusi Pakar IPB University, 

Seafarming Dapat Menguatkan Seafood 

Eksotik

2021.12.18

35 언론보도자료
antaranews.com

(인니)

Memanfaatkan kerja sama bilateral dan 

multilateral maritim Indonesia
2021.12.18

36 언론보도자료 Medcom.id(인니)
Pentingnya Penelitian Kelautan untuk 

Penguatan Ekonomi Biru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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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5) 목표 달성 수준 

○ 블루카본, 해양쓰레기, 해조류/어류양식 분야 협력 사업 추진

- 해수부 장관님 방인니 후속 사업

- 양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 인니 스리위자야 항공기 수색지원 참여

○ 2021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ASEAN 세션 개최(KIC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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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센터 설립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설립 완료(1건) 100

○ 정부간 회의 ○ 센터 설립을 위한 IA 체결 및 센터 TFT회의(3건)

○ 한인니 정부간 공동위원회(2건)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3건) 

100

○ 공동연구자 양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 한국초청 박사급 장학생 운영 결과보고서(4건)

○ 인니 해양관련 석사과정 공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70건)

100

○ 단기기술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 해양과학기술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3건)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작성(3건)
100

○ 정보교류 및 홍보 문제점 개선 ○ 한·인니간 해양과학기술 관련 최신동향 제공 및 

한·인니 인력양성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하여 

한·인니간 정보제공 서비스

○ 한인니센터 홈페이지 구축, 유튜브, 링크드인, 인

스타그램 추가 활용 

○ 분기별 인니 해양관련 정책 동향 및 해양환경 이슈 

뉴스레터 발간(12건)

100

○ 정책 보고서 발간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 인니 해양쓰레기, 어류(나폴레옹 피쉬) 양식 국가 

정책 보고서 발간

100

○ 정보교류회의 ○ 양식 기술 교육(3회) 및 수산자원량평가 교육훈

련, 능력 배양 세미나(3회) 개최를 통해 능력 배

양 지원 (총7회)

100

○ 한-인니 국제 워크숍 개최 ○ 2019년 치르본, 자카르타 국제워크숍 개최(2회)

○ 2020년 온라인 개최(2회)

○ 2021년 반둥(온라인) 국제워크숍 개최(1회)

100

○ 한-인니 공동연구 수행 ○ 인니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 공동연구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영
100

○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 인니 현안문제 지원 중심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

며, 이를 바탕으로 중대형 국가연구사업을 발굴하

기위한 공동연구 수행

100

○ 해양과학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해양과학정보 시스템 구축

○ 운용해양 모델 자료 제공
100

○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서 ○ 한인니센터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니 해양관련기관 심층 조사 및 분석 시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 역량 분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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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2. 자체 보완활동

- 해당사항 없음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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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5-2. 관련 분야 기여도

가. 기술적 측면

 ○ 인도네시아의 기상, 유동, 파랑 등 관측 데이터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이

전을 통해 인도네시아 연안의 재해예측시스템 구축에 활용이 가능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2호기 및 기타 해양 위성 자료를 활

용을 위한 검·보정 사이트 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저위도에서의 위성 자료 품질 검증을 통해 천리

안 해양관측위성 2호기의 알고리즘 성능 향상 기여

 ○ 현재 인도네시아 최고의 반둥공과대학교를 공동연구기관으로 하여 협력이 진행중임으로 우수한 학·

연 인력 양성을 통해 친韓 인재 양성이 함께 가능하여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지역에 잠재적 우호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연도별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축 

및 운영

○국제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공

동연구 수행

(1차년도)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

립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완

료(100%)

 - 공동연구 수행 및 기획보고서 발간(100%)

 - 인니 여건조사 보고서 발간(100%)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MTCRC) 운영

○공동위원회를 통

한 연구과제 발

굴, 수행 및 추

진

(2차년도)

 -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

립

 - 한·인니 MTCRC 운영(100%)

 - 한·인니 학연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100%)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개발(100%)

 - 해양위성 활용 및 검보정 사이트 구축·운

영 추진계획 마련(100%)

 -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안) 도

출을 위한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과제 설계(100%)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MTCRC) 운영

○공동위원회를 통

한 연구과제 발

굴, 수행 및 추

진

(3차년도)

 - 협력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

립

 - 국가 간 MTCRC 공동위원회 심의·의결에 따

른 공동연구수행(100%)

 - 한·인니 MTCRC 운영(100%)

 - 한·인니 학연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100%)

 - 해양에너지개발 및 해양쓰레기 관리 국가기

본계획 조사 및 분석(100%)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MTCRC) 활성화 

및 안정화

(4차년도)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

 - 한ㆍ인니 해양과학기술 협력 공동연구 수행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

립

 - 한·인니 MTCRC 운영(100%)

 - 국가사업 기획보고서 작성(100%)

 - 한·인니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단계별 

Action Plan 도출 및 센터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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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해양과학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우리나라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인도네시

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도네시아 연안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예측시스템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 성과 및 기술 이전에 따른 성과 창출 가능

 ○ 인도양 및 적도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인도양 항로 등의 해양운송·수송 통로 확보

 ○ 우리나라와 다른 인도네시아 어류의 종별 산란 생태와 특성 정보에 근거한 효율적인 어류·어종 보호 정책 

수립 기여

 ○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도네시아 연안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예측시스템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 성과 및 기술 이전에 따른 성과 창출 가능

 ○ 대한민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소개하여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 및 기업의 진출 등의 교두보 마련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 사회적 측면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과학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으로 국가 적 협력관계 향상 기여

 ○ 공동연구사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이 한·인니 간 해양과학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친한파

로서 양국간 협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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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작성자 성명 기입 요망

가) 한․인니 해양과학 협력플랫폼 : 공동연구센터(MTCRC) 활성화

○ MTCRC는 우리나라의 新 남방정책 등 주요 추진 정책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및 향후 아세안 지역으

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실질적 해양과학기술 협력 분야를 도

출하여 국가 간 상호 호혜적 사업 추진 및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 한·인니 공동위원회 등을 국가 간 협의체 운영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

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양 국가의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 해양과학기

술 협력활동이 협력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활용 할 수 있음

나) 인도네시아 및 향후 아세안 지역의 해양과학기술 우수 인력 양성

○ 잠재적으로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다)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한 Action Plan 시행

○ 단계별로 기본계획 및 Action Plan을 수립·보완하여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해양 이슈를 포함한 

해양산업 분야 확대 분석과 기술 수준 분석, 수요 조사 등의 심층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최종본적

으로 실행 전략, 센터 발전계획, 법제도 개선안을 포괄한 한·인니 국제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의 

Action Plan을 시행하여 기본계획을 통한 실질적 협력 수행을 기대

라) 양국의 수요기반 협력과제 발굴·추진·수행을 통한 연구 결과 도출

○ 양 국가의 이슈에 따라 연구된 성과는 향후 공동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하여 독립된 국가연구개

발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 할 계획이고, 추진되는 과제의 경우 기획보고서 등을 통하여 향

후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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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3) 연구성과의 보안등급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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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 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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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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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협

력사업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원)에서 시행한 「해양과학국제연구」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