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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apid Transition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과제의 배경

・�기후변화�대응,�미래�에너지・자원�개발・북극항로�

개척�등�양극해�활용을�위한�국제적�경쟁�심화�및�

가속화

・�정부의�극지정책�강화에�능동적�대처

・�미래의�극지해�활용�기반�수립을�위해�극지해�연구�

추진방식을�양극해�통합적으로�추진하여�급격하게�

변화하고�있는�태평양�측�양극해(북극항로�주변�

서북극해�vs.�서남극�로스해�주변)의�해양환경을�

비교할�수�있는�종합환경도�구축�필요성�대두

。 연구과제의 필요성

・�글로벌�이슈(환경,�에너지・자원,�북극항로)�대응�

연구�필요

・�양극해의�급격한�환경변화로부터�야기되는�전�지구적�

영향에�대한�이해와�대응전략�제시를�위한�중장기�연구�필요

・�급증하는�에너지・자원수요에�대응하여�북극해역�개발에�

대한�각국의�경쟁심화에�대비한�국가적�연구사업�필요

・�국가�극지연구의�패러다임�변화에�부응하는�연구�필요

・�정부의�극지정책�선진화�방안과�남・북극을�아우르는�Bi-

Polar(양극)�정책의�능동적인�추진이�필요

・�제2차�남극연구활동진흥계획�수립에�따른�극지연구의�

발전적�확대�및�후속�계획과�연계�사업�필요

・�정부가�현재�추진�중인�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의�4대�

전략과제�중�12대�중점추진과제인�극지연구�활성화�필요

・�쇄빙연구선「아라온」�및�장보고과학기지를�기반으로�한�

극지연구�및�탐사역량�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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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연구성과 향후계획 및 활용방안

。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양극해 연구탐사 기술 축적 및 국내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양극 통합 비교 관측망 구축을 통한 미래의 과학적 양극해  

활용기반 확립

。 글로벌 이슈(환경, 에너지) 대응에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양극해 변동 자료 제공

。 실리적 양극해 활용(자원, 북극항로)을 위한 자료 제공

。 미래 양극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자원 평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 에너지자원·환경 등 과학외교 활동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

。 양극해역의 효율적 극지해양 과학영토 관리 및 환경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양극해 연구의 세계적 우위 선점 기대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주요 연구목표

・�쇄빙연구선�「아라온」을�활용하여�양극해역에서�

일어나는�급격�환경변화�현상�이해�및�시・공간�

규모의�해수(수층)�및�해저�환경도�구축
・�북극해(척치해/보포트해)와�남극해(로스해)의�해수(수층)�

및�해저�환경도�작성

・양극해�환경도�활용시스템�구축

・�양극해�급속�융빙�해역에서의�해빙�분포�변동�특성에�

따른�해빙/해양생태계�탄소순환도�작성을�위한�

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연구내용 

・�급변하고�있는�서북극해(북극항로�주변�해역)�및�

서남극해에서의�해수(수층)�환경도�작성

・�급변하고�있는�서북극해(북극항로�주변�해역)�및�

서남극해에서의�해저환경도�작성

・�양극해�환경도�활용�시스템�구축

。  연구개발 추진 체계 및 수행 방법

・�우리나라�쇄빙선�‘아라온’호를�활용하여�양극해�

현장조사�실시

・�사업목표�달성을�위한�학연기관과의�공동연구�실시

・�국제공동연구를�통하여�국제적�극지역량�강화

。  북극 동시베리아해 과거빙상 흔적 발견

・�북극�동시베리아해에서�제4기�빙하기(260만년�전부터�1만년�전까지의�

빙하)에�존재하였던�빙상의�흔적을�아라온호를�이용한�해저지형조사를�

통하여�세계최초로�발견

・�Nature�Geoscience�(2013,�6:842–846,�doi:10.1038/ngeo1904)�

논문게재

。 국내 최초 북극해 해빙 국제공동연구 수행

・�우리나라,�미국,�영국,�일본�등�역대�최다인�10개국으로�구성된�

다국적�연구팀을�구성�해양・해빙・대기와�북극�생태계�변화�연구를�

주도적으로�수행。 태평양 기원 여름수 유입 경로 파악: 멘델리브 해령  
주변해역 (여름수의 중심이 서쪽으로 확장)

・�표층�열용량의�중심이�서쪽으로�이동함.

・�2008년�이후�2011,�2012년에�멘델리브�해령�주변해역에서�높은��

열용량�관측

표층�열용량�(20~150m)의�연도별�변화

・�양극해�환경변화는�전�지구�에너지�수지균형과�온도�구배에�영향

・�양극해�대기-해양-빙권�상호작용의�변화로�기후변화에�영향 해저조사�모식도

해수(수층)�조사�모식도

위탁 연구기관

・�양극해�급속�융빙해역�환경�모니터링�

구축(부산대)

・�북극해�해빙-해양�접합�수치�모델�

구축(해양대)

・�다중�위성자료�융합�모델링을�통한�

북극�해빙�변화�모니터링(울산대)

・�아라온�멀티빔�잡음�제거�및�신호�

활용을�통한�양극�해저면�물성�도출�

연구(중원대)

・�북극해�용존�유기물�농도�분포�및�

형광특성�조사�연구(한양대)

・�주요국�및�국제기구의�양극해�관련�

정책�분석을�통한�극지해�활용방안�

구상(KMI)

・�선상�삼성분�자력계를�활용한�

극지지구조�진화연구(서울대)

・�북극해�환경변화에�따른�해빙�

미소생물들의�적응�기작�및�

활용연구(부경대)

・�북극해�해양환경변화에�따른�미생물�

생태연구(한양대)

국제 협력

・�미국�해군연구소(ONR),�워싱턴�대학교(UW),�우즈홀�해양연구소(WHOI),�예일�대학교(YALE),��

루지애나�주립대(LSU),�영국�스코틀랜드�해양연구소(SAMS),�동경해양대학(TUMSAT),�중국�해양대학교(OUC),�

프랑스�파리6대학�해양연구소,�캐나다�북극네트워크(ARCTICNET),�태평양북극연구그룹(PAG),�북극과학위원회�

해양연구분화(IASC�MWG)

・�국가�간�연구�및�인프라�협력�네트워크�구축

・�현장탐사�공동기획/수행�및�연구성과�공유�및�활용

사업 관리:  
KIMST

성과�관리�및�평가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국가�극지�정책�및�

예산지원

K-PORT

주관기관: 극지연구소 

양극해�비교�종합�환경도�작성�및�활용�

시스템�구축

핵심1. 해수(수층) 환경도 작성

・해빙�변동성�관측

・�무기탄소�시스템�분포�및�CO2�

흡수능력�분석

・�해빙/수층�부유생태계�군집구조�파악

핵심2. 해저 환경도 작성

・해저지형�조사

・심부/천부�해저지질�탐사

・해저짖체구조�형성/진화과정�연구

・해저�메탄�방출현상�조사

・메탄하이드레이트�부존특성�조사

극지 인프라 활용

아라온

。 북극해 국제공동연구의  
주도적 추진 

・�태평양북극그룹(PAG)�

의장국(2014~2016)으로�

선출됨에�따라�향후�환북극해�

북극해�공동연구를�아라온을�

활용해�주도적으로�추진할�수�

있게�됨

아라온호를�이용하여�획득한�해저지형자료로서,�

지형도�상에�골은�빙상에�의하여�긁힌�자국임.�(b)에�

표시된�A,B,C,D는�빙상이�유동한�방향을�보여줌.�

비전

양극해 (Bi-Polar Ocean) 통합 환경도 구축을 통한  
미래의 과학적 극지해 활용 기반 확립

최종목표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활용하여 양극해역에서 일어나는 급격 환경변화 현상 

이해와 시공간 규모의 해수(수층) 및 해저 환경도 작성 

・�북극해(척치해/보포트해)와�남극해(로스해)의�해수(수층)�및�해저�환경도�작성

・�양극해�환경도�활용시스템�구축

핵심목표 1

양극해 해수 (수중) 환경도 구축

・�해빙�변동성�관측

・�해양-대기�CO2�거동�및�해양산성화�관측

・�해수분포�및�해양순환�특성�변화�파악

・�해빙/해양생태계�변화�양상�관측

핵심목표 2

양극해 해저 환경도 구축

・�해저지형변화�조사�및�미답해저지형�탐사

・�빙해역�지체구조진화�및�지질현상�규명

・�해양퇴적분지�특성�및�퇴적작용�조사

・�해저지층내�메탄�분포도�작성

・�가스하이드레이트�변동,�메탄방출�현상과�

해저질환경�상관관계�파악

・�지층-해양간�메탄이동과정과�상호작용�

규명

K-PORT 사업 최종목표 모식도

* K-PORT�:�Korea-Polar�Ocean�in�Rapid�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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