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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북극시대를 대비한 한-아이슬란드 연구 협력 추진

 아이슬란드 그림손 대통령 극지연구소 방문, 북극연구 협력 논의 

□ 방한 중인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이하 그림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를 방문하여 한-아이슬란드 간 

실질적 북극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최근 북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의 감소로 북극해 항로 개척 및 

자원 개발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극지연구소도 북극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겨울철 한파의 원인을 밝혀내는 등 북극 

다산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해양-대기-육상-

빙권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북극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방면의 협력

체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와 국제북극

과학위원회 워킹그룹에 참석해 왔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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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연구 컨소시엄을 창립하여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북극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림손 대통령은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모범적인 이사회 활동을 토대로 북극연구에 대한 역량을 점차

키워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아이슬란드 간 협력가능한 의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극지연구소 윤호일 부소장은 “그림손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이슬란드가 기후변화를 비롯한 북극연구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극지

연구소는 이를 위해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북극연구 그룹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극지연구소를 방문한 그림손 대통령은 빙하연구실, 저온배양실,

원격탐사실, 종합상황실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에게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 극지연구

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 이지영(☎ 032-770-8630 / 010-3602-9305) 또는 

조운호 담당(☎ 032-770-8631 / 010-4729-240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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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아이슬란드 대통령 방문 사진

․연구소 도착, 그림손 대통령을 영접하는 윤호일 부소장 ․우리나라 북극 연구활동 현황 소개

․윤호일 부소장을 비롯한 주요 연구진들과 단체사진
․극지홍보관에서 우리나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설명을 듣는 그림손 대통령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에 응원의 메세지를 작성

중인 그림손 대통령
․그림손 대통령의 월동연구대 응원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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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아이슬란드 대통령 방소 행사 개최 계획(안)

1. 행사 목적 : 우리나라 북극 연구활동 소개 및 한-아이슬란드 북극

협력 논의

※ 외교부 서유럽과-7855(’15. 11. 5.) “아이슬란드 대통령 극지연구소 방문 요청”에

따른 행사 개최

2. 개 요

☐☐ 일 시 : ’15. 11. 10.(화), 10:10 ~ 11:00 (50분)

☐☐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북극활동 현황 파악 및 주요 연구·운영시설 시찰

☐☐ 참석 인원 (총 11명)

○ (대통령 내외) 대통령, 영부인

○ (공식 수행원) 아이슬란드 외교통상장관, 외교통상차관, 대통령비서실장,

주한 아이슬란드 대사, 대통령실 차장, 외교통상장관 정책보좌관, 해안경비

대장, 레이캬비크 대학 총장, 북극서클 대표

3.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10 ~ 10:30 (20분) o 연구소 극지활동 현황 소개 9층 중회의실

10:20 ~ 10:50 (30분)

o 극지연구소 캠퍼스 견학

 - 극지홍보관, 종합상황실, 저온배양실,

   원격탐사실, 빙하연구실 

현장상황에

따라 

일정조정

11:00 ~ o 환송 및 다음답사지(GCF)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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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아이슬란드 대통령 약력사항

성    명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Ólafur Ragnar Grímsson)

생년월일 1943.5.14 (72세)

학    력
o 1965년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정치경제학 학사

o 1970년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o 1973년 아이슬란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o 1974-83년 국회의원 

o 1979-91년 아이슬란드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o 1980-83년 민중연대(People's Alliance)당 원내대표 

o 1983-87년 민중연대당 집행위원장 

o 1988-91년 재무부장관 

o 1987-95년 민중연대당 당대표 

o 1996년 대통령 선출 

o 2000년 대통령 재선 

o 2004년 대통령 3선 

o 2008년 대통령 4선 

o 2012년 대통령 5선

가족관계 o 부인(Dorrit Moussaieff)

참고사항

o 북극 협력과 재생가능에너지(지열에너지)에 특히 관심

- 2013년 Arctic Circle Assembly* 행사 창설 주도 

*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개최되는 북극 포럼

방한관계 방한 경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