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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지구의 미래 등 지구촌의 현안을 논의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극지, 바로 남극과 북극입니다. 

극지는 눈과 얼음으로 태양에너지를 반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고, 지구환경의 역사기록을 간직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광물자원과 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환경적·경제적 가치 덕에 

지구의 미래라 불리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은 각각 남극조약과 북극이사회라는 상이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과학연구를 통한 인류공영에  

기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극지정책과 북극진출 전략의 기반인 우리나라 극지연구는 기초과학연구의  

심화, 응용과학연구 및 융·복합연구 추진, 국제공동연구의 확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연계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극지연구소는 우리나라 극지연구·활동의 발전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극지 지식정보지 「Polar Brief」를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Polar Brief」는 여타 소식지(뉴스레터)와는 달리 극지전문가들의 현안분석과 의견을 담아 극지과학 및 

정책 이슈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Yearbook of Polar Brief 책자배포와 함께 북극지식센터(www.arctic.or.kr) 등 온라인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대한민국과 극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와 연구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오며,  

「Polar Brief」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연  영  진

격 려 사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과 북극, 극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입니다. 국제사회는 극지가 지구환경 변화와 지구역사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라  

여겨 과학연구 활동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한 채 

29개국 80여개 과학기지에서 기후변화, 지질, 빙하, 해양, 생물, 생태계, 운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에 덮여있던 북극해가 개방 

되면서, 극지의 과학적 가치에 더하여 경제적·외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과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세계 8번째로 남·북극 과학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4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등 선진화된 연구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극지연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2013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우리나라는 

남·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극지활동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체계적인 정책수립과 그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북극정책기본계획’등 극지정책 중에서도 극지 

과학연구는 매우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컨대 북극의 국제공동연구는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으로 처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북극권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북극의 기후·해저 (지질)·해양·생물 등에 관한  

조사 결과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극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제동향과 국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극지

과학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분석과 제언을 담은 정책정보지의 간행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극지연구소가 간행하는 ‘Polar Brief’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극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극지연구 진흥과 정책개발에 

기여하는 정책정보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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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LCS의 대륙붕 한계 설정  

     CLCS의 목적과 구성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

역(EEZ) 등 새로운 해양수역을 도입함으로써 연안국의 관할

권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대륙붕 범위는 200해리 이상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가능한 한 대륙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연안

국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

면, 연안국은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는 

경우 CLCS의 권고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다. 

CLC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와 제2부속서에 따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립되었다. CLCS는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당사국

이 자국민 중에서 선출한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개인적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용안 교수(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

부 명예교수)가 CLCS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재 부의

장 직을 맡고 있다. CLCS회의는 일 년에 봄, 가을 두 차례씩 

뉴욕에 있는 UN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

일반적으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은 육지로부터 깊이 

100m 내지 200m에 이르는 바다를 말한다. 그러나 유엔해

양법협약에서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 개념에 근거하여 대륙붕

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협약 규정에 따르면, 연안국의 대

륙붕은 “영해를 넘어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

(continental margin) 외측 끝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를 말한

다(제76조 1항). 여기에서 대륙변계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

륙대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질학적 의미의 

대륙붕보다 훨씬 확대된 개념이다.1) 따라서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륙붕은 대륙변계의 외측 끝을 의미하며, 이

러한 점에서 국제법상 대륙붕의 정의는 과학적 정의가 아니

라 법적 정의에 해당한다.  

대륙변계의 외측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안

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대륙변

계의 외측 끝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복잡

한 공식에 의해 대륙붕 외측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즉 대륙붕 

외측한계점은 (1) 퇴적암 두께가 최외측 고정점으로부터 대륙

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 FOS)까지의 최단거

리의 최소한 1%가 되도록 획정하거나, (2) 대륙사면의 끝으로

부터 60해리가 넘지 않도록 획정해야 한다(제76조 4항). 다만 

대륙붕의 범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

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제76조 5항). 

<그림 1>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

CLCS와 남·북극의 해양경계획정
김 기 순 (산하온환경연구소 소장)

1） 이와같은 대륙붕 범위의 확대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교섭과정에서 국

가들이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1

2

이 글에서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을 위한 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대륙붕한계

위원회)의 역할과, 남·북극 관련국가의 대륙붕 문서 제출 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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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le Matz-Lueck, "Planting the Flag in Arctic Waters: Russia's 

Claim to the North Pole", Götting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 April-2009, pp. 244.

     연안국의 문서 제출과 CLCS의 권고

대륙붕 외측한계를 200해리 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국가는 자

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200해리 이원으로 확대된다는 것

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안국은 CLCS에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연

안국은 CLCS에서 작성한 과학기술지침에 따라 문서를 작성, 

제출한다. 연안국이 CLCS에 자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200

해리 이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륙

붕의 외측한계는 200해리까지로 확정된다. 

CLCS는 연안국이 제출한 자료를 심의하여 대륙붕 외측한계

를 권고한다. 권고는 서면 형태로 연안국에 전달된다. CLCS

의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정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

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정하는 것은 연

안국이지만, CLCS의 권고에 기초한 외측한계만이 최종적이

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CLCS의 권고를 무시하거

나 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대륙붕 한계획정을 한 경우 국제법

상 구속력이 없고, 다른 국가에 의해서도 수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연안국은 CLCS의 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정된 제출 또는 새로운 제출을 할 수 있다.

대안국이나 인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CLCS의 권고에 의

하지 않는다. 대안국이나 인접국 사이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연안국은 CLCS에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CLCS는 분쟁당사국이 제출한 

문서를 심사하거나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분쟁당사국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지역에 대한 문서라

도 검토할 수 있다. 대안국이나 인접국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국가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분쟁지역에서는 CLCS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CLCS의 권고에 의해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CLCS는 사법권이

나 분쟁해결권한을 지닌 기구가 아니라, 연안국이 제출한 자

료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과학적·기술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대륙붕 한계설정에 대해 당사국간 분쟁

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 해양법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

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당사국이 강제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선택적 예외를 선언한 경우에는 결국 국가간 합의에 의해 분

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륙붕문서 제출 현황

연안국은 1999년 5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 CLCS에 대륙

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해양법협약 

제2부속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협약 발효일로부터 10년 이

내에  대륙붕 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11차 협약당사국회의(2001)에서 CLCS의 과학기술지침 공

표일인 1999년 5월 13일을 10년 기한의 시작일자로 변경하

였다. 1999년 5월 13일 이전에 비준한 당사국도 동일한 날

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출한다. 연안국은 문서 제출시 자국에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한 모든 위원의 성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문서의 경우 박용안 교수의 지

원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70개국 이상이 CLCS에 대륙붕 관련문서

를 제출하였다. 연안국은 부분적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수차례씩 문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도 있고,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출된 문서는 모두 80개가 넘는다. 

Ⅱ. 남극의 해양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연안국 관할권의 확대는 남극지역

의 해양경계획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극에

는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지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

드 등 7개국이 발견과 탐사 등에 근거하여 남극대륙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극

조약(Antarctic Treaty, 1959)은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있

지만, 영유권주장국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극에서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주장하고 그 중 일부는 CLCS에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남극조약체제

가 영유권주장국에게 해양관할권의 존재와 확대된 해양관할

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남극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가 간 대립

남극에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 영유권

주장국과 비주장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극조약 

제4조는 남극지역의 “영유권 주장”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80) 제4조 1, 2항

은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연안국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 

행사를 주장할 권리나 주장의 기초”에 대한 주장을 동결한다.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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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rnard H. Oxman, "Antarctica and the New Law of the Sea",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 19, 1986, pp. 224-225.

영유권주장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제4조에 

명시된 연안국 관할권이 남극의 모든 수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

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들이 영해는 물론이

고,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등의 해양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유권 비주장국

은 남극에서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관할권도 인

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위의 두 규정이 남극조약 지

역 내의 연안국 관할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남

극 연안 주변의 모든 해양수역은 공해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남극조약체제가 해양관할권의 확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도 영유권주장국과 비주장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남극조약 제4조 2항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제4조 

2항 (d)는 남극조약의 발효 중 남극에 대한 “새로운 영유권

주장” 또는 “기존 영유권주장의 확대”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영유권주장국은 이들 규정이 해양법협약에 따라 

확대된 연안국 관할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유권 비주장국은 확대된 연안국 관할권 행사가 

새로운 영유권주장 또는 기존의 영유권주장의 확대에 해당하

며, 남극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3)

     남극 영유권주장국의 대륙붕 문서 제출

남극 영유권주장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남극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문서를 제출한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오스트레일

리아는 2004년 11월 CLCS에 제출한 문서에서 AAT(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영토) 주변지역에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설정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것

은 영유권주장국이 남극지역에 대해 확대된 해양관할권을 주

장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남극조약의 영유권 동결조항과 관

련한 법적·정치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다

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붕 문서와 함께 제출한 각서(note 

verbale)에서 AAT 주변의 대륙붕 자료를 당분간 검토하지 말 

것을 CLCS에 요청함으로써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막았다. 

이에 대해 미국,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인도는 오스트

레일리아의 입장에 지지를 표시하는 각서를 통보하였다. 

뉴질랜드는 2006년 4월 문서를 제출하면서 남극 주변의 대륙

붕 수역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적인 문서임을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도 2009년 2월과 5월에 각각 대륙붕 문서를 제출하면서, 

남극의 대륙붕 수역에 관한 문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남극에 대해 해양관할권 확대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추후에 문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노르웨이는 

2009년 5월 영유권 주장지역인 Dronning Maud Land에 대

한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였지만, CLCS에 당분간 

이 지역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 국가와는 달리 아르헨티나는 영유권주장지역(Argentine 

Antarctic Sector)에 대한 대륙붕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

한 CLCS의 심사를 요구한 유일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1966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수역을 선포한 바 있는데, 

2009년 4월 CLCS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국 연안으로부터 남

극해에 이르는 방대한 해역에 대해 대륙붕 자료를 제시하였

다. 아르헨티나의 문서 제출은 남극지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을 주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칠레와의 영유권주장 

중복지역과 영국과 영유권분쟁이 있는 포클랜드 섬,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

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영국은 각서를 통해 남극조약 규정을 상기시키고, CLCS가 

이를 심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영유권주장국 중 칠레는 아직까지 CLCS에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칠레 역시 1947년 남극 영유권주장지역 주변에 

대륙붕수역을 선포한 바 있고, 영국, 아르헨티나와 영유권주

장  중복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예를 따

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북극의 해양경계획정

남극과 달리 북극에서는 일찍부터 북극권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북극해의 섬과 해양지역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면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안

국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북극해는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

하는 대륙붕에 다수의 해저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전 세

계 미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의 20% 이상이 북극해 연안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항로의 개설과 자원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들 사

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북극의 해양관할권 분쟁

북극해에서 캐나다-덴마크 간 한스 섬(Hans Island)을 둘

러싼 분쟁을 제외하고 영유권 분쟁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관할권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과 200해리 이

원의 대륙붕 중복수역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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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을 둘러싼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사이의 해양관할권 

분쟁이다. 로모노소프 해령은 북극점의 해저를 통과하는 해

저산맥으로, 100억 톤의 천연가스와 석유, 은, 구리, 다이아

몬드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북극점의 

해저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스발바르(Svalbard) 군도는 일찍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스피츠베르겐 조약(Spitzbergen Treaty, 1920)이 체결된 지

역이다. 최근 스발바르 군도의 영유권을 보유하는 노르웨이

가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수역을 주장하면서, 어업권 기타 

경제적 접근권을 행사하는 러시아, 스페인 등 회원국과의 사

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퍼트(Beaufort) 해는 캐나다의 유콘(Yukon) 영토와 미국 알

래스카 주 사이에 있는 해역으로, 이 중 쐐기모양의 지역에 

대한 해양경계획정을 놓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분쟁이 있

다. 보퍼트 해의 해저에는 미국 석유비축량의 절반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

다.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군도수역의 법적 지위를 놓고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는 북서항로가 경유하는 캐나다

군도수역이 해양법협약상의 역사적 내수라고 주장하며 외국

선박의 항해를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캐나다군도

수역이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국제수역이라고 보고 선박의 통

과통행권 보장을 요구한다.

바렌츠(Barents)해의 바랑에르피오르(Varangerfjord)와 루프 홀

(Loop Hole)지역에서는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해양관할권 중

복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다행히 이들은 

2010년 해양경계협력협정(Agreement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해묵은 해양경계 분쟁을 해결하였다. 노르

웨이 본토와 페로 제도(Faroe Islands), 얀 마옌(Jan Mayen), 남

부 바나나 홀(Southern Banana Hole)의 대륙붕 중복수역에 대

한 분쟁은 2006년 합의의사록을 통해 해결되었다.

     북극권국가의 대륙붕문서 제출

가장 먼저 CLCS에 북극해의 대륙붕문서를 제출한 것은 러시

아이다. 러시아가 2001년 제출한 문서에는 바렌츠 해, 베링

(Bering) 해, 오츠크(Okhotsk) 해, 중앙 북극해 등 인접국과

의 대륙붕 중복수역이 포함되었고, 특히 러시아 해안으로부

터 북극점에 이르는 거대한 로모노소프 해령 지역이 포함되

었다. 일 년 후 CLCS는 바렌츠 해와 베링 해에서는 노르웨이 

및 미국과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하고, 로모노소프 해령이 

위치한 중앙 북극해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를 추가하여 수

정된 제출을 하도록 러시아에 권고하였다. 2007년 8월 러시

아의 미르(MIR) 잠수함은 북극점 심해저에 자국 국기를 꽂고 

탐사활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이는 캐나다, 

덴마크, 미국 등이 북극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북극해에서

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8월 러시아는 

북극해의 대륙붕수역 설정을 위한 부분적 문서를 제출하여,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이루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 11월 바렌츠 해의 루프 홀, 북극해의 서

부 난센 해분(Western Nansen Basin), 노르웨이 해의 바나

나 홀 등 3개 지역에 대한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였

고, 심의 결과 이들 문서가 모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조

건을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덴마크는 2009

년 4월 페로 제도 북부에 대한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

하였는데, 이는 2006년 합의의사록을 통해 합의된 절차에 따

른 것이다. 뒤이어 2012년 제출한 부분적 문서에서는 그린란

드의 남부 대륙붕에 관한 한계설정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 대서양 지역에 대한 부분적 문서를 제출하

였다. 이에 대해 덴마크와 미국 등은 캐나다의 문서 제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아직까지 해

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비당사국으로, 북극해에 대한 대

륙붕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는 아직 밟지 않고 있다.  

2

<그림 2> 아르헨티나의 남극 대륙붕 한계설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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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대륙붕수역의 

확대는 남극과 북극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들

은 남·북극 지역에서의 연안국 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

열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북극에서는 북극권국가들

에 의한 북극해의 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가들의 

해양관할권 확대는 궁극적으로는 광물자원의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광물활동이 금지되는 남극과 달리 북극에서는 

이미 본격적으로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이 실시되고 있고, 이

로 인한 환경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CLCS가 권고를 하더라도 남·북극에서의 해양경계를 둘러

싼 분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CLCS는 사법권이나 

분쟁해결권한을 지닌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CLCS

의 권고에 기초한 대륙붕 경계획정만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CLC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극과 북극에서 각각 200해리 이원의 확대된 대륙붕수역을 

주장하는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에 대해 CLCS가 어떠한 권고

를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극과 북극에서 활발한 극지활동을 해오고 있

다. 남극에서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으로서 남극문제

에 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북극에서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로서 북극이사회의 회의와 관련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극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남·북극의 대륙붕 문서를 제출한 국가들에 대해 각서를 통

해 자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

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반 문제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장기적으로 극지에서의 국

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각서를 

통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림 3>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한계설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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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법심포지엄은 세계 극지법전문가들이 모이는 유일한 극지법 국제학술모임으로, 남·북극에 관한 법·제도적  

이슈는 물론 각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개최된 제8차 극지법심포지엄의 논의 내용 중에 ① 극지에  

관한 과학자와 법률가의 공동의제, ② 제3극지(Third Pole)의 등장과 거버넌스, ③ 그린란드의 독립추진과 이누이트의 보호 등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소개한다.

Ⅰ.  세계 유일의 극지법 국제학술모임 
: Polar Law Symposium

우리나라에서 극지법(Polar Law)은 극지·해양·우주 등 국

제 공역을 다루는 국제법 분야에서조차 생소한 단어다. 그러

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9월의 극지법 심포

지엄(Polar Law Symposium)을 계기로 매년 남·북극 관련 

국제법, 국내법, 거버넌스에 관한 학술모임을 개최하여 극지 

현안을 논의하고 적절한 권고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지법 심포지엄은 아이슬란드 아쿠레이리 대학교에 극지법 

석사과정이 개설됨을 기념하여 시작되었는데, 현재로써는 극

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법률이슈를 토의하는 유일한 국

제학술모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제8회 극지법심포지엄은 미

국 알래스카대학이 주관하여 페어뱅크스 및 앵커리지 캠퍼스

에서 “THE SCIENCE, SCHOLARSHIP AND PRACTICE OF 

POLAR LAW: STRENGTHENING ARCTIC PEOPLES AND 

PLACES”라는 주제로 9월 23~26일 나흘간 개최되었다.

아래에서는 제8차 극지법심포지엄의 내용 중 흥미로웠던 몇 

가지 꼭지를 필자의 부연설명과 함께 담아 소개한다.

Ⅱ. 극지에 관한 과학자와 법률가1)의 공동의제

이 주제는 올해 극지법심포지엄을 대변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plenary session)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였다. Hajo 

Eicken(UAF, IARC Interim Director), Olivia Lee(UAF), Karin 

Barentsen(Kaisa Consulting), Becca Robbins Gisclair

(Ocean Conservancy Arctic Policy Manager) 등 연사들은 

① 법·제도가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순기능과 지나친 규제

를 통한 과학연구를 저해하는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② 과학연구의 결과가 조약 및 국내법의 제·개정을 견인함

으로써 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그리고 ③ 북극원

주민의 전통지식 보호 등 다양한 북극이슈 해결을 위하여 과

학연구자와 법률가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

조하였다.

북극과 관련하여 과학연구가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북극주

민의 삶과 지식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과학지식 자

체가 정치적 행동을 보증하거나 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

하는 권위 있는 결정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연사들은 

북극의 핵심이슈인 원주민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는 북극의 맥락에서 인간 존엄성을 정의하고 과학자와 국제

법 전문가의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며, 소위 ‘글로벌 

북극(Global Arctic)’이라는 공유비전에 터 잡아 북극 거버넌

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자와 법률가의 기여 방안

이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세션은 과학자와 법률가의 협력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상

호간 공동이슈 또는 연구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굳이 극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학과 법은 이미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학은 법

에 필요한 ‘사실의 입증’을 제공해 주고, 법은 과학에 그 진흥

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역으로 과학 활동의 한계를 설정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를 소개한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환경에 심각

한 위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

적 확실성(scientific certainty)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8차 극지법심포지엄(Polar Law Symposium)의 논의 동향
진 동 민 / 서 원 상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1） 이 글에서 법률가(lawyer)란 법조인, 법학자, 법 실무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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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조치를 연

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2)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으로 확립된 것인가에 대하

여 이견이 있으나, 다수의 국제조약, 국가관행, 그리고 국제

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거듭 강조·확인되고 있다(Sands 

and Peel, 2012). 특정 행위와 환경손상 또는 위협 간의 인

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면 해당 행위를 법으로 금

지할 수 있는 환경손상의 방지(prevention)의 원칙이 적용되

는 반면, 국제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 심각

하고 중대한 환경손상 또는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주의 원칙에 따라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

를 피해야 할 것이므로, 과학은 조약 및 법률 적용의 경계를  

설정해 준다.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은 남극대륙과 남빙양의 평화적 

이용 및 과학 활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연구

를 포함한 남극 활동의 범위와 빈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남극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면서, 남극활동과 관련한 다

양한 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 및 부속서는 남극의 과학 활동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허가절차를 의무화하였다. 최근에는 생물자원탐사

(bio-prospecting), 남극기지 등에서의 형사관할권, 과학연

구를 포함하는 남극활동 운영자(operator)의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배상책임(liability),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 및 

원격조정항공기의 규제 등 과학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

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Ⅲ.  제3극지(Third Pole)의 등장과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극지(polar region)란 지구의 자전축이 지표와 

교차하여 생기는 북극점 및 남극점을 중심으로 하여 퍼지

는 고위도 지역을 가리킨다. 즉 극지는 남극(the Antarctic)

과 북극(the Arctic)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Simon 

Marsden(Flinders Law School) 교수는 남극을 제1극지로, 북

극을 제2극지로, 그리고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지대

를 제3의 극지라 칭하면서 제3극지의 거버넌스를 소개하였다.

Marsden은 남극, 북극, 그리고 히말라야가 모두 고위도 및 

고고도에 위치한다는 점,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

다는 점, 물 관리와 자원문제가 현안이라는 점, 원주민 또는 

소수민족의 인권문제가 야기된다는 점, 활동 인원의 안전과 

수색·구조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3개 

극지의 유사점으로 꼽았다.

반면에 Marsden은 남극과 북극은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남

극조약체제와 북극이사회 등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지

만, 히말라야는 그 지역의 거버넌스를 위한 일원화된 협의체

가 존재하지 않는바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나

마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1985)이 히말라야 문제

의 논의에 가장 근접한 협의체인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 8개 회

원국 외에 옵서버 중 하나인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극대륙은 7개국의 영유권 주장이 있었으나 남극조약에 따

라 분쟁방지를 위해 영유권 주장 및 부정이 동결되었고, 북극

해의 경우 연안국들이 UN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공해에 대

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을 주장함에 따라 공해마저도 점차 

연안국의 관할수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남극과 북극에 

적용되는 조약과 거버넌스체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질서가 

국제법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히말

라야는 영토주권을 향유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나 그들의 주권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가 존재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규

율할 수 있는 국제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히말라야

를 둘러싸고 중국-인도, 인도-파키스탄 간의 영토분쟁이 존재

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인 ‘일대일로(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정책3)에 대

한 주변국의 우려 등 다양한 현안이 산재되어 있다.

Ⅳ.  그린란드의 독립추진과 이누잇의 보호

Bent O.G. Mortensen(Univ. of Southern Denmark) 교수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가 아닌 덴마크의 일부이며, 현

재 분리·독립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

였다. 혹시 “덴마크 국제법 학자가 그린란드 독립을 지지하

려는 것인가?”라는 필자의 의문은 발표가 계속되면서 “역시

나…”로 해소되었다.

2） 1992 리우선언, 원칙15.

3） 이 정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

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으로, 일대(One Belt)

란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

제벨트를 말하며, 일로(One Road)란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

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Wikipedia 참조). 

다만, 중국이 중심이 되고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일대일로 

전략이 중화주의(中華主義)의 부활이라는 우려도 있다.



16｜Yearbook of Polar Brief 2015

Mortensen은 우선 그린란드 및 그린란드에 거주하는 이누

잇(Inuit)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린란드는 덴마

크 법제에 따라 덴마크왕국의 일부였으나 ‘Home-rule Act’

와 ‘Self-Government Act’를 통해 자치정부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한편 그린란드에 살던 역사적 원주민은 Kallallit 

Nunaat라는 종족인데, 이들은 이누잇이 그린란드에 정착하

기 전에 그린란드에 살았으나,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Mortensen은 현재의 그린란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누

잇이 과연 북극 원주민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제법상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정의에 관하여 

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69)와 2007년 원주민 권리

에 대한 국제연합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등에 언급이 있으나, 확

립된 정의는 없다. Mortensen은 북극권 국가들이 원주민의 

구별기준으로 언어, 인종, 거주기간, 문화동일성 등을 고려

하고 있지만 항목 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린란드인의 대부분이 이미 현대화된 사람들(modernized 

people)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과연 보호대상의 원주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Mortensen이 그린란드 이누잇은 덴마크의 국민이고, 진정한 

북극 원주민이라 할 수 없지만 북극이사회 체제에 따라 원주

민으로 보호받게 된 것이며, 이는 덴마크정부의 배려임을 강

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Mortensen은 그린란드가 독립을 원한다면 국제법상 민족자

결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자결(self-determination)

의 원칙 또는 민족자결의 원칙은 UN이 헌장 제1조 2항에

서 UN의 목적으로 명시할 만큼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

이다. 과거 전통국제법의 영토주권은 국가가 자국 영토에 대

하여 완전한 지배권과 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Cassese, 2005). 그러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

서 과거 식민지의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자결권이 등장

한 이후, 현재는 본국의 일부 지역을 근거로 하는 자치권 주

장의 근거로서 자결권이 원용되기도 한다.

G. Jellinek 이후 국제법상 국가 성립을 위하여 국민(people), 

영토(territory), 정부(Government) 또는 주권(sovereignty) 

등의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린란드는 이미 국가

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건을 갖

추었다 해서 모든 국가적 실체가 국가로서 독립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그린란드와 같이 덴마크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3국은 그린란드의 국가승인에 앞서 덴마

크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Mortensen은 그린란드의 독립에 대하여 두 가지 

장애요인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그린란드인의 입장에서는 국

제법상 민족자결 주체에 대한 보호보다 북극 원주민에 대한 

보호가 훨씬 큰 혜택일 것인데 굳이 독립을 위하여 원주민 

지위를 포기하고 민족자결단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그린란드가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적·법적 요건과 자

격을 갖추었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

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개념상 민족자결권은 한 민족(people)이 타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린란드가 민족자결의 주

체라면 그린란드의 이누잇에 대한 보호책임 역시 덴마크 정

부로부터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이전된다. 이 경우 그린란드

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 이누잇의 복지혜

택과 삶의 질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덴마크 

학자 Mortensen은 그린란드가 독립을 선택하기 보다는 덴마

크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주장을 

피력한 것이다.

Ⅴ. 맺음말

앞에서 소개한 주제 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체제와 UN해양법협약간의 관계, 남빙양 항행

선박에 대한 기국책임, 극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 및 

관련 기구(협의체)의 파편화 문제, 북극권의 에너지 및 자원 

문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9호에 따라 사미족의 권리를 신

장한 노르웨이 사례를 비롯하여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들의 원주민 거버넌스 이슈 등 다양한 주제가 다

루어졌다.

극지법 심포지엄의 목적은 남·북극에 관한 국제법 이슈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만, 호주에서 개최된 제7차 심포지엄을 

제외하면 7차례의 심포지엄 발표주제들의 대부분이 북극에 

편향되어 있다. 그 이유는 남극의 경우 남극조약체제라는 단

일화된 국제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보편적인(universal) 

접근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반면에, 북극의 경우에는 

UN해양법협약과 같은 보편적 조약, 그리고 스발바르조약, 북

극항공해상수색구조협정, 북극유류오염대응대비협정 등 지

역적 조약에 더하여, 북극권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유사하

면서도 독특한 차이를 띄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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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2013년부터 소수의 극지법 전문가와 정부 실

무자로 구성된 극지법연구회(극지연구소 후원)를 중심으로 

극지관련 법 이슈와 국제회의동향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극지이슈를 다루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청자(聽者)에서 화자(話者)로 전환한 중국, 일본

과 같이 우리나라의 극지법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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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6부속서」 비준 대비 극지연구소 대응방안 *
서 원 상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Ⅰ. 머리말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6부속서」(이하 제6부속

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

서)의 제15조(비상대응조치) 및 제16조(배상책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 마드리드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의정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1)

제6부속서는 남극활동 운영자(operator)에게 환경적 비상사

태에 관한 배상 책임(liability)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상 ‘Liability’가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해로

운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2) 그리고 제6부속서

의 책임 주체가 국가가 아닌 운영자(법인 또는 개인)라는 점

에서 큰 특징이 있다.3)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이하 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는 약 13년의 산고끝에 2005년 6월

에 제6부속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 2월 현재 11개국이 비

준하였으며, ATCM을 통해 협의당사국들의 제6부속서 비준 

필요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터에, 우리나라도 제6부속서의 

비준 및 국내이행입법 준비에 필요한 법적·실무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극지연구소는 사실상 국내 유일의 남극활동 운영자

로서, 제6부속서의 비준 및 이행법률 제정(또는 개정)에 앞서 

관련 쟁점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Ⅱ. 남극조약체제의 환경보호

제6부속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극조약-마드리드의정서-

부속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소위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는 <그림

1>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 제9조 제1항. 일반적으로 ‘문서로 된 국가 간의 국제

적 합의로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

(treaty)에 해당한다(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2） 전통 국제법의 책임은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 책임

(state responsibility)을 의미하며, ‘피해국 또는 피해자의 본국에 대한 

가해국 책임’으로 환언할 수 있다.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박영사, 

2006), 194쪽.

3） 제6부속서와 비슷한 유형의 책임은 주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

약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손해를 야기한 선박 소유자, 핵시설이나 

해저광물자원 탐사시설 운영자, 지상차량 또는 내륙항행 선박을 관리

하는 등록소유자, 철로운영자 등에 민사(배상)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강병근·이재완 역, 「국제법」,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ition, (삼우사, 2014), 629쪽.

4） 현재 비준국은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핀란드, 페루, 이탈리아, 영국, 뉴

질랜드, 러시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이다.

5） 제6부속서는 29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모두가 비준하여야만 발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비준한다 해서 곧바로 조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남극조약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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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

<그림1> 남극조약체제 개관

*이글은 극지연구소의 정책과제 연구비(PE-14250)지원으로 작성되었음.

마드리드의정서 제6부속서는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Liability)’을 규정하고 있다. ATCM은 매 회기마다 협의당

사국의 제6부속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준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6부속서의 국내적 이행 시 제기 될 수 

있는 법·제도적 쟁점들을 조약상 ‘운영자(Operator)’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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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남극탐험은 물개와 고래잡이의 근거지를 찾기 위

한 것이었지만, 20세기 들어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

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 7개국은 자국민

의 탐험과 발견 등을 근거로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

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그림2> 참조). 1908년 이후 각 국

이 주장한 영유권의 중복은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여,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적, 군사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국제사회는 남극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고, 1957~1958년의 국제지구물리관측년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 IGY)을 통한 과학적 탐험

활동의 성공을 계기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남극조약회

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이 회의 결과 1959년 남극조약6)이 

채택되었다.7)

남극조약은 남극의 평화적 이용(제1조)과 과학적 탐사의 자

유 및 국제협력의 지속(제2조)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약내용

은 과학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공영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었다. 동 조약은 남극에서 핵폭발이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을 금지(제5조)함으로써, 남극을 지구상의 첫 국제비핵지대

로 지정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해 직접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1970~1980년대의 국제사회는 남극의 자원개발과 이용이 

초래할 남극 환경의 악영향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에 채택

된 남극물개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규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 

CRAMRA) 등은 남극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상반된 가

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협약들은 합리적인 자원개발과 이

용이 실시될 경우 남극생태계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채택된 것이었다.9)

그러나 프랑스기지 활주로 건설(1982~85)로 인한 동물서

식지 파괴, 아르헨티나 해군유조선 바이아 파라이소(Bahia 

Paraiso)호 좌초(1989)로 인한 기름유출10) 등 대형 사고를 계

기로, 광물자원활동 자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확산되었다. 결국 UN총회는 남극을 ‘자연보존구역 또는 세

계공원(a natural reserve or a world park)’으로 지정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고 선언하였고,11) 호주와 프랑스가 공동선언을 통해 UN총회

의 입장을 지지하여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CRAMRA는 발효

되지 못하였다.12)

결국 1998년에 남극환경의 포괄적 보호를 규정하는 마드리

드의정서가 채택되어, 남극의 평화적·과학적·환경적 목적

의 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추와 채광을 포함한 남극 광물

개발활동에 관한 논의를 50년간 동결하였다. 이 의정서는 불

가분의 6개 부속서를 두었는데, 제1부속서 내지 제4부속서 

등 4건은 1998년에, 제5부속서는 2002년에 발효되었다.

6） 이 조약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등 7개의 영유권 주장국

(claimant states)과 미국, 러시아, 벨기에,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

개의 영유권 비주장국(non-claimant states)이 원서명국으로 참여하였

다. 남극조약은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6년에 가

입하였으며, 2015년 2월 현재 당사국 수는 50개국이다.

7） 김기순,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

총」, 제5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10), 17-18쪽.

8）  Antarctic Territorial Claims.at http://www.discoveringantarctica.org.

uk/alevel_4_0.html.

9） 박덕영·오미영 옮김, 「환경문제와 국제법」, 西井 正弘·臼㭌 編著, 

「テキスト 国際環境法」, (세창출판사, 2013), 343쪽.

10）  1989년 1월 말 아르헨티나의 물자운반선인 Bahia Paraiso호가 미국

의 파머 기지 앞에서 좌초·침몰하였다. 당시 기름이 흘러나와 생물들

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나, 몇 년 후 잠수 전문가들이 배 속에 남

아 있던 기름을 제거하였다.

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Question of Antarctica, A/

RES/46/41, 6 Dec. 1991. at www.un.org/documents /ga/res/46/

a46r041.htm.

12）  이 협약의 발효에는 호주·프랑스를 포함한 모든 청구국(claimant)의 

비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인도, 벨기에, 이탈리아, 소련, 스페인, 뉴

질랜드가 양국을 지지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1991년 초 채광활동의 

일시적 중단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은 1991년 4월 광물자원개발 

금지를 지지할 것을 표명하였다.

13）  마드리드의정서는 2048년(발효 후 50년)까지 남극의 광물개발을 금지

하였으며, 2048년 이후에야 그 변경 및 개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마

드리드의정서 제25조).

Australia

NorwayUnited Kingdom

Argentina

Chile

Unclaimed

New Zealand Australia

France

<그림2>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 주장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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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6부속서의 주요내용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6부속서는 당사국이 ‘부속

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조치, 행정적 조치 및 법

령채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국의 배상책임을 

면제(제10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운영자의 의무를 중

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Ⅳ. 제6부속서 비준 시 주요 쟁점

남극조약 및 마드리드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남극활동법)을 제정하

였듯이, 제6부속서의 비준에 따르는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필수다.14) 따라서 제6부속서 비준에 수반되는 

몇 가지 현안 과제들을 검토한다.

     비준을 서둘러야 하는가?

ATCM은 2005년 이후 제6부속서를 핵심 법률의제로 다루고 

있는바,15)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으로

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국가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

다. 그러나 비준과 동시에 국내이행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면, 

그에 앞서 남극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 간, 정부와 운영자 간

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실무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행입법의 적절한 유형과 시기는?

우리나라는 이미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남극

활동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6부속서의 이행입법은 동 법

률의 개정방식이 적절하다.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 등 국

내입법을 완료한 타국 입법례의 공통된 선택이기도 하다.  

다만 시기와 관련하여, 국내입법의 제·개정 시기와 그 발효 

시기는 구별되어야 한다. 조약이 미발효 상태에서 그 취지를 

담은 국내입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운영자는 발효되지도 

않은 조약상 의무를 법률에 따라 구속받게 된다. 따라서 남극

14）  마드리드의정서 제13조(의정서의 준수) 및 제6부속서 제10조(국가의 

배상책임)의 의무사항이다.

15）  ATCM의 주요 법률의제에는 제6부속서, 형사관할권, 생물자원탐사

(bioprospecting) 등이 있다.

1.  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을 불문하고, 남극조약 지

역 내에서 수행될 활동을 조직하는 자연인 또는 법

인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제2조)

2.  남극환경에 중대하고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거나 또

는 그러한 영향을 초래할 급박한 위협이 있는 우발

적 사건(accidental event)으로서의 환경적비상사태

(environmental emergency)에 대하여, (제2조)

3.  환경적 비상사태와 그 잠재적 부작용(adverse 

impact)의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합리적  

예방조치(preventative measures)를 실시하고,  

(제3조)

4.  남극 환경 또는 그에 종속되고 연관되는 생태계에 

대하여 잠재적 부작용을 수반하는 사고에 대응하

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을 수립하며,  

(제4조)

5.  환경적 비상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비상사태의 영

향을 방지, 최소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합

리적인 조치, 즉 대응조치(response action)를 취해

야 하는데, (제5조)

6.  환경적 비상사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

치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운영자는 자신이 실시했

어야 할 대응조치의 비용 또는 타 당사국이 실시

한 대응조치의 비용에 대한 책임(liability)을 지는바,  

(제6조)

7.  제3자의 대응조치 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 은행 기타 유사한 재정적 보

증을 보유하여야 하나, (제11조)

8.  당사국은 과학연구 증진활동을 수행을 포함한 자국

의 국가운영자에 대하여 자기보험(self-insurance)

을 유지할 수 있다. (제11조)

9.  배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에 실패

한 운영자의 당사국 또는 상거소 소재지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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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칙을 두어 특정 조항의 발효시점을 개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17）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이란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이 회원국의 국제수지악화를 해소하

고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창출한 준비자산으로 일종의 가상계좌

라 할 수 있다. IMF는 각 회원국에 출자액을 할당(Quota)하고, 각국은 할

당액의 25%를 SDR로 납입하고 있다. 다만, SDR은 화폐와 같은 지불수단

이 아니라 IMF의 SDR회계 내에 설정된 각국 계정에 그 수자만이 기록된

다. 따라서 SDR은 IMF로부터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IMF

의 타 회원국으로부터 통화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A

국이 국제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자국에 할당된 SDR을 사용하고자 하

면, IMF는 국제수지상황이 양호한 B국을 수취국으로 지정한다. B국이 지

정되면 A국이 요구하는 SDR은 IMF SDR회계상 A국 계정에서 B국 계정으

로 이체되며, 대신 B국은 이체된 SDR에 상당하는 국제통용통화를 A국에

게 인도하여야 한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702-703쪽.

활동법의 개정을 비준 시에 하더라도, 제6부속서 관련 조항

의 발효는 제6부속서의 발효시점과 맞추어야 한다.16)

     우리나라의 운영자는 누구인가?

현재로서는 극지연구소가 유일하다. 그러나 향후에 국내 연

구기관 또는 기업 등이 신규로 남극활동을 개시하거나, (우리

나라를 포함한)다국적 기업의 남극활동도 가능하므로, 극지

활동법의 개정은 국가 및 비국가 운영자를 포괄하여 고려되

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재정보증제도는 무엇인가?

비국가 운영자의 경우, 보험과 은행의 지불보증서 등이 가능

할 것이다. 다만, 제6부속서에 적용 가능한 보험 상품이 국내

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극지연구소와 같은 국가운영자의 경우, 타국입법례는 예외 

없이 보증제도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기

보험 차원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다. 제6부속서 제11조(책임

의 한도)에 따르면 비선박 사고와 선박 사고를 나누어 책임

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지는 각 300만SDR, 아라온

호(7,487톤)의 경우 약 320만SDR(약 5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지불수단이 현금이 아닌 SDR(특별인출권)이기 때문에,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전제된다면 사후적 예산확

보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17)

     배상책임 유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제6부속서의 배상책임을 유발한다는 것은 국가관할권 외역

(남극)에서 우리 국민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

는데, 남극활동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에서 이와 유사한 사

유에 대한 형사처벌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의 수립은 어찌해야 하나?

제6부속서는 예방조치와 비상계획을 운영자의 의무로 규정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타국 입법례는 제6부속서 규정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서 운영자에게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고,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을 남

극활동의 실체적·절차적 허가요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후

자의 경우에 제6부속서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좀 더 명확해 보인다. 만일 예방조치 및 비상계획을 남극활동 

허가요건으로 한다면, 상업적 활동과 과학연구 활동을 달리 

정해야 할 것이다. 상업적 활동의 경우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남극활동을 수행할 것이기에 매 건당 개별적인 예방

조치 및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연구 활동

은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반복·한정된 활동을 수행한다

는 점에서 최초에 수립된 계획을 3~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

식을 적용함이 적절할 것이다. 

Ⅴ. 맺음말

현재의 제6부속서는 운영자의 범위에서 어선을 제외하였고, 

환경적 비상사태의 유발에 대한 책임이 아닌 대응조치에 실

패한 운영자의 배상책임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약이 

그러하듯이 추상적인 단어들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11개 

비준국을 제외한 18개 협의당사국들의 비준이 완료될 때까

지 제6부속서에 대한 후속 회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우리나라의 제6부속서의 비준과 

국내입법 정비는 기정사실이다.

제6부속서가 국가에 대하여 조약의 준수에 필요한 법령제정 

등 절차적 의무만을 규정한 반면, 실체적인 모든 의무를 운영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제6부속서 이행

에 있어 사실상 국내 유일의 운영자인 극지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함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극지연구소는 국가운영자로서 제6부속서의 국제법 연구, 남

극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제6부속서 교육, 예방조치 및 비

상계획의 수립, 대응조치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그리

고 자기보험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필요한 배상범위의 추산 

등 법·제도적, 실무적 준비를 선행하여, 우리나라 남극연구 

및 정책개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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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는 남극조약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된 정부 간 협의체로서, 남극 관련 현안에 대하여 법제도

작업반, 운영작업반, 관광 및 비정부활동작업반 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최근 ATCM 주요의제 및 제38차 ATCM의 논의 동향을 

검토·분석한다.

1） 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1일에 채택되어, 1961년 6월 23일에 발효되

었으며, 원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질

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소련,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등 12개국이다.

2） 남극조약에 가입한 각 당사국은 ‘과학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 탐험대

(expedition)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서 실질적인 과학연구활동의 실

시에 의해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동안 남극조

약 제9조 1항의 회의(ATCM)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당

사국을 협의당사국이라 한다. 2015년 7월 현재, 협의당사국은 아르헨티

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중국, 체코,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우리나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

웨이, 페루,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등 29개국이다.

3） 2015년 7월 현재, 비협의당사국은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콜롬

비아, 쿠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카자흐스탄, 

북한, 말레이시아, 모나코,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루

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이다.

4）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에 남극조약에 가입하였고, 남극세종과학기지

(1988년 2월 준공) 등 인프라 및 연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1989년 10

월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Ⅰ. ATCM의 개요

19세기까지 탐험의 대상이었던 남극대륙은 20세기에 접어들

어 아르헨티나, 호주,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7개국의 영유권 각축전의 장이 되었다. 남극문제의 평화

적 해결을 갈망하던 국제사회는 1957~58년의 국제지구물

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의 성공적인 

과학연구협력을 경험한 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도

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제1조)과 과학적 탐사의 자유(제2조) 

등을 골자로 하는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채택하였다.1)

남극조약 제9조 1항은 “당사국대표들은 정보교환, 공통 이

해관계에 대한 협의, 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

치 등을 위하여, 조약발효 후 2개월 내에 캔버라(Canberra)에

서 회합을 가진 후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회합

할 것”을 규정하였는데, 이 회합이 바로 ATCM이다. ATCM은 

1961년 7월에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격년 또는 매년 개최되어 2015년의 제38차 회의에 이르렀다.

ATCM의 참가 주체는 협의당사국(Consultative Parties),2) 

비협의당사국(Non-Consu l ta t ive Par t ies ) , 3) 옵서버

(Observers), 그리고 초청전문가(Invited Experts)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4)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SCAR),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회

의(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COMNAP) 등이 옵서버로서 참가하고 있으며, 남극및남극해

연합(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 국제

남극관광운영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 IAATO) 등 민간단체들도 초청전문가 자격

으로 참가하고 있다.

ATCM은 연구협력, 남극환경보호, 동식물보호, 역사적 유적

지 보존, 보호구역 관리 및 지정, 남극지역관광감독, 정보교

환, 기후데이터수집, 보급협력 및 통신·안전 등의 이슈를 

논의하며, 남극조약체제의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담

당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ATCM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의정서의 이행 및 남극조약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의 주요 이슈 및 동향
신 형 철 (극지연구소 국제협력실) / 서 원 상 (미래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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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는 제19차 ATCM(서울, 1995)에서 합의된 것으로, 그 이전까

지 남극에 대한 규칙 및 운영규범을 구성하는 의사결정을 권고

(Recommendation) 형태로 채택하였다.

6）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 및 제6부속서에 관한 내용은 서원상,  

“「환경보호에 과한 남극조약의정서 제6부속서」 비준대비 극지연구소 

대응 방안”, Polar Brief, No. 1, (2015), 7-10면 참조.

조치, 결정, 결의 등의 규정 내지 지침(regulation and guideline)

을 채택한다.5) 모든 의사결정은 협의당사국의 총의(consensus)

로 이루어지며 조치(Measure)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ATCM 

및 사무국의 운영 과 내부 이슈 등에 관한 결정(Decision)과 권

고적 성격의 결의(Resolution)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Ⅱ. ATCM의 주요 의제

ATCM 회의는 각 주제별로 작업반(Working Group: WG) 회

의로 진행되며, 최근에는 법제도작업반(Legal & Institutional 

WG), 운영작업반(Operational Matters WG), 관광 및 비정부

활동작업반(Tourism WG)을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작업

반(Special WG)을 개최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각 작업반 

별로 최근 3년을 중심으로 주요 의제를 소개한다.

     법제도작업반

법제도작업반의 최대 현안은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제

6부속서(Annex Ⅵ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Liability Arising From 

Environmental Emergency)의 비준이다. 제6부속서는 남극

활동의 운영자(Operator)에게 환경적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

조치·비상계획의 수립, 대응조치 실시 및 조치실패에 대한 

배상책임(Liability)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부속서가 

2005년에 채택되었지만 그 발효를 위해서는 모든 협의당사

국의 비준이 필요한 터라, ATCM에서는 제6부속서의 비준을 

독려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 11

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내에 미국과 러시아의 

비준이 예정되어 있다.6)

제34차 ATCM 이후 형사관할권 이슈가 부각되었다. 그 계기

는 2010년 1월 11일, 프랑스 국적선박의 선원인 2명의 프

랑스인이 아르헨티나 제도에 위치한 과거 영국과학기지였

던 워디하우스(Wordie House hut)에 난입하고 훼손한 사건

이었다. 동 선박이 남극해 항행에 앞서 프랑스는 물론 그 어

느 국가의 권한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남극활

동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법률에 따라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워디하우스 훼

손의 사실이 프랑스 당국의 수사가 아닌 영국 직원(worker)

의 제보 및 영국정부의 통보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적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한 형

사처벌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생물자원탐사(biological prospecting: Bioprospecting)도 

꾸준히 거론되는 주요 법제 현안가운데 하나이다. 생물자원

탐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조사, 수집, 채취, 분석

한다는 점에서 남극의 순수한 과학연구와 구별된다. 제36차 

ATCM이 남극조약체제 내에서 생물자원탐사의 보고 및 정보

교환 등의 의무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여전히 생물자

원탐사의 정의(definition)는 무엇인지, 남극조약체제 하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 지 등의 복잡한 이슈가 남아 있다.

     운영작업반

매 회의마다 국가지정 감시원(Observer)의 사찰(조사, 

Inspection)활동 실적이 보고된다. 협의당사국이 지명하는 감

시원은 남극조약(제7조)과 환경보호의정서(제14조)에 따라 

남극의 모든 구역과 기반시설(기지, 시설과 장비, 선박, 항공

기 등 포함)을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남극조약 및 환경

보호의정서의 준수 여부를 사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에 관한 결과보고가 주 내용을 이루지만, 피조사국의 국

내이행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예도 있다.

남극활동의 안전 및 운용은 특히 선박의 해상사고와 수색구

조(Search and Rescue) 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더하여, 제36차 ATCM에서는 남극지역의 수색 공조 필

요성이 해상 및 항공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육상에서 발생하

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에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사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준비한 Polar Code의 남극 적

용 문제로 확대되면서 제37차 ATCM부터는 법제도작업반의 

의제로도 다루게 되었고, Polar Code의 적용 범위에 남극이 

포함되도록 합의하였다.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및 원격조정항공기(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s)에 관한 사안이 부각되고 있다. ATCM은 UAS 관련 

기술, 비용 및 장점을 검토하면서도,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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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간 협의그룹(Inter-sessional Contact Group: ICG) 활

성화, 비협의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 공여 촉진 방안 마련, 

ATCM과 CEP 개최 기간 분리 및 ATCM  회기 조정(연 2회 개

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실무적·절차적 

사안이 ICG에 위임된 반면에, 자발적 기여금에 관하여는 자발

적 기여금 공여의 필요성과 자발적 기여금을 규제함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올해 2015년은 제33차 ATCM 결정4(2010)에 따라 제6부속

서 비준 시간계획표(time-frame)을 완성하기로 한 해이다. 기

존 11개 비준국에 더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작년에 비준

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비준이 완료될 것을 

선언하면서, 뉴질랜드 등 비준국의 시간계획표 수립을 서두르

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미비준국들은 비준을 추진하

면서도 제6부속서 상의 보험 등 재정보증제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비준 시간계획표 수립을 위한 재협상 시점

을 2020년으로 연기하였다.

그 외에도, ATCM과 CEP간의 상호작용 강화 및 효율화를 위

한 회의일정 조정, '환경보호의정서 채택 25주년 기념 심포지

엄' 일정 및 의제, 다년도전략업무계획의 업데이트, 회기 간 정

보교환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운영작업반

COMNAP이 제안한 남극에서의 무인항공기 사용 관련 다수 

국가의 무인항공기 사용에 따른 남극환경에의 유익과 위험, 

그리고 남극활동과 야생돌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 필요성과 장기적 차원에서 규정 내지 규칙(regulation 

and rules)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영국과 체코는 2014/15 남극활동기간중 수행한 남극내 기지, 

시설, 선박 등에 대한 사찰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대상에 대한 

권고를 제출하였는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한 권고는 그 성격

이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기지의 과

학연구활동에 대한 품질제고 조언은 남극조약에서 정한 사찰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

장을 많은 당사국들이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새롭게 정비하여 출발하는 아시아극지과학포럼

(AFoPS)의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남극을 포함하는 극지 국제

협력의 중심으로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였

으며 다수 당사국들과 SCAR 회장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남

극연구 후발국가인 루마니아가 자국의 남극연구에 제공된 각

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및 남극세종기지를 언

급하며, 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이하 Ⅲ.의 내용은 필자 2인의 ATCM 출장기록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관광 및 비정부활동 작업반

관광작업반에서는 관광 및 비정부활동에 관한 폭넓은 범위

의 의제를 논의한다. 남극관광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방문 빈도가 증가하는 특정지역의 누적환경영향의 

평가가 시급함을 공감하였다. 이에 남극관광에 대한 단일화

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 민감도 평가 방법론 개발, 현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발, 특정지역의 모니터링 필요

성 식별을 위한 기준 개발, 관광활동 관리를 위한 잠재적 대

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남극의 육상관광 및 모험관광(캠핑 등)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활동의 관리를 위하여 ‘위험에 기초한 관광활동 

평가’(a Risk-based Assesment of Tourist Activities) 방안 

마련과 남극 관광활동의 규제를 위한 각국의 법령정비가 필

요함에 합의하였다.

독일선박 SV Infinity호가 사전통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남

극활동 요건을 생략한 채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오주, 스웨덴, 이탈리아 등 16명의 다국적 승객을 태우고 

ASPA 159 수역을 항행한 것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요트의 경우, 남

극조약체제의 사찰 대상인 선박(Vessel)의 범주로 볼 것인가 

에 관한 조약해석의 문제가 남아있다.

Ⅲ.  제38차 ATCM의 논의 동향7)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제38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 

및 제18차 환경보호위원회(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CEP)가 불가리아 소피아(Sofia)에서 개최되었다. 

불가리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최근 남극조약에 가입한 카자흐스탄('15.1.), 몽골('15.3.)을 포

함한 총 52개 남극조약당사국 중 37개국으로부터 400여 명

의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법제도작업반

칠레가 제안한 남극협력강화 권고사항인 작업반(WG) 구조 개

편을 통한 의제 재배분(총회의 역할 확대), 사무국 예산 협의

를 위한 상설작업반 설치, 작업반 의장임기 제한을 위한 절

차 규칙 개정, 보고자(Rapporteur) 임명 관련 투명성 강화,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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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만, 중국은 ATCM은 기후변화가 아닌 남극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러시아와 남아공은 기후변화문제는 ATCM이 아닌 CEP의 

논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9）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란,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

는데 있어 다수의 국가 또는 국내 지역의 법원(court) 중에서 자신에

게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ATCM에서는 관광 등 

남극활동희망자가 다수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또는 편리한 남극활동

허가 권한당국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프랑스가 제안한 기후변화가 남극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올해 연말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기부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과의 연계 필요성, 관련 연구의 강화 등에 대해 전반

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일부 국가(벨기에, 일본, 호주)는 

특히 COP21을 계기로 남극과 관련된 기후변화문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8)

     관광 및 특별작업반

남극의 요트 관광이 증가하면서, 요트 국적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남극에 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이에 관하여 요트를 선박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

가의 문제, 포럼쇼핑9)으로 인한 남극활동 허가의 혼란가능성 

문제 등이 현안으로 거론되었다. 협의당사국들은 관광 및 비

정부기구 활동을 규제하는 단일한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남

극활동의 책임이 허가국 중심에서 운영자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허가 남극관광 주체의 책임소재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당사국들은 남극활동 허가의 포럼쇼핑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당사국간 정보교환, 수색구

조,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과 함께 수상활동 안전기

준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남극활동의 허가문제

는 남극환경에의 위해성 및 여행자의 신변의 안전 모두가 관

련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고도의 위험이 잠재된 행위에 있어, 

당사국들은 남극활동의 허가 시에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활동

의 위험성 및 대처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하면서, 이에 관한 각국의 제도 및 협력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하였다.

Ⅳ.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

남극조약체제는 국가(정부) 간 체결한 국제조약으로서, 그 운

영에 관하여 ATCM이라는 ‘총회 성격의 회의’를 통하여, ‘국

가’라는 행위주체와 ‘과학연구’ 및 이와 관련된 남극활동

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38차

ATCM의 논의 동향을 반추해보면, ATCM의 의제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① 총회 성격의 ATCM에 앞서 ICG

의 역할 및 기능이 강조되었고, ② 조약 이행 및 불이행의 책

임 소재가 국가로부터 운영자(행위자)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

으며, ③ 과학연구와 무관한 관광 및 (남극활동의 허가) 권한

당국의 이슈가 부각되는 등 ATCM 회의의 변화되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모든 의제가 단일화된 규율체제의 필요성 

공감으로 수렴되었고, 이는 결국 기존 규범의 보완 또는 새로

운 규범의 창설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감시원의 사찰활동, 

무인항공기 사용, 요트, 권한당국, 포럼쇼핑, 안전문제 등 운

영 또는 관광작업반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의제들은 궁극적으

로 남극조약체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7개 영유권주장국과 미국, 러시아 등이 ATCM 회

의를 주도하는 것은 현실이다. 남극조약이 남극에 대한 영

유권 주장을 동결하였지만, 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ICG에 

참여하고 ATCM에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TCM이 진행되어 최종보고서, 조치, 결정, 결의 등이 채택되

고 있다.

쇄빙연구선 건조와 장보고기지의 건설은 지난 몇 년 동안 우

리나라에게 ATCM 회의에 참여하고 협의당사국들에게 접근

할 명분과 기회를 주었다. 또 이로 인해 전과 다른 위상을 갖

게 되었고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가 ATCM 주요의제에 관한 사전 연구·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제와 활동의 발굴, ICG 참여 및 문서(특히 Working 

Paper) 제출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남극조약체제의 새

로운 의사결정 과정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내년 2016년 칠

레에서 개최되는 39차 ATCM과 함께 열릴 ‘환경보호의정서 

채택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우리정부 또는 극지연구소

의 역할 및 기여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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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전문자문기구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보호위원회(CEP)의 주요 논의 이슈를 분석

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예측해 본다.

남극환경보호위원회를 남극사회 위상 전환의 기회로
김 지 희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1） Recommendation ATCM XV-1 (Paris, 1989): 남극을 자연보존과 과

학의 장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프랑스와 호주의 제안, 포괄적인 조치들을 남극조약시스

템내의 구성요소로 세우자는 미국의 제안, 특별보존지역으로서의 남극 

개념의 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에 대한 칠레의 제안, 환경 보

호 제도를 구성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에 대한 뉴질랜드의 제안, 환경보호

를 위한 일반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스웨덴의 제안에 주목하여 1990년에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

고 논의할 내용을 담아 채택됨

2） 최종합의서에 대해서는 1991년 10월 4일부터 수탁국인 미국의 워싱턴

에서 1992년 10월 3일까지 서명을 완료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우리나

라는 1992년 7월 2일에 서명하였다.

Ⅰ.  남극환경보호위원회(CEP, Committe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개관

● 환경보호위원회 설립 배경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의 자유, 국제협력의 지

속적 보장을 위한 남극조약(1959년)이 채결된 이후, 남극의 

과학적 가치 연구를 기치로 남극조약 가입국과 이들이 남극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0

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극을 둘러싼 국제사회는 남극의 합리

적인 자원개발과 이용을 통해 남극생태계보호가 가능하리라

는 기대로 남극자원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다루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과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규제에 관한 협약(CRAMRA) 등을 채택하였다. CCAMLR의 

경우 1981년 모든 당사국들의 비준동의로 발효되었다. 그러

나 CRAMRA는 남극해에서의 선박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인

한 심각한 환경훼손이 초래되자 광물자원활동 자체를 금지하

고 인류를 위해 남극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는 국제

적 여론에 힘입어 호주와 프랑스가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발

효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9년 파리에서 열린 15차 남극조약협의당사

국회의(ATCM)에서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의 

확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듬해 제11차 남극조약협의당사

국 특별회의(SATCM, Antarctic Treaty Special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하여 남극환경과 이에 종속된 생태계의 보호

를 위해 남극조약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환경관련 원리들

을 검토하고 확장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기

가 마련되었다.1) 

환경보호의정서의 태동을 위한 11차 SATCM은 1990년 칠레

의 비냐델마(Viña del Mar)에서 첫번째 회의를 시작(SATCM 

XI-1)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 번의 회의(SATCM XI-2: 

1991년 4월 22~30일, XI-3: 6월 17~22일, XI-4: 10월 

3-4일)를 거쳐 마침내 마무리 되었다. 당시 26개 협의당사국

들 중 우리나라, 인도, 일본을 제외한 23개국이 1991년 10

월 4일 마드리드의 산타크루즈궁전(Palacio Santa Cruz)에

서 최종합의서(Final Act of 11th Antarctic Treaty Special 

Consultative Meeting)에 서명하기에 이른다.2) 최종합의서에

는 환경보호의정서(이하, 의정서) 본문과 4개의 부속서가 첨

부되었다. 의정서 7조는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과 관

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1991년은 남극조약 30주

년이 되던 해이다. 

이후 1997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4월과 8월에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마지막으로 12월 15일에 일본이 비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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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협의당사국이 비준하게 되었으며, 비준 시점에서 30일

이 되는 1998년 1월 14일에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는 1996년 1월 2일에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1998년 노르웨이 트롬소에

서 개최된 22차 ATCM부터  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함께 열렸으며, 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21차 ATCM에

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22차 ATCM에서 결정 2(Decision 2)

로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의정서 11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동 조항에는 모든 협의 당사국이 위원회의 회원으로 대표자

를 임명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 전문가와 자문을 대동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옵저버의 자격,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 

위원회 절차에 대한 ATCM의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3)

제1차 위원회에서 초대 의장으로 노르웨이 대표(Prof. Olav 

Orheim)가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뉴질랜드와 칠

레 대표가 각각 1년 임기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원국은 

1998년 27개국4)에서 2015년 현재 37개국으로 증가하였다.

● 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서 제12조에 명시되어있으며 다음의 내

용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부속서를 포함한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ATCM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 자문하고 권고문을 작

성하는 기능과 ATCM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밖의 기능

을 수행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a)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들의 효과

b) 취하여진 조치를 개정하거나 강화 또는 향상시킬 필요성

c) 추가 조치(추가되는 부속서 포함)의 필요성

d) 제8조 및 제1부속서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적용

e)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완화하는 수단

f )  환경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 대비한 절차 

g) 남극보호구역 체제의 운영과 개선

h) 사찰 보고서의 형식과 점검목록을 포함한 사찰 절차

i )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보관, 교환 및 평가

j ) 남극의 환경 상태

k)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환경모니터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남극연구과학위원

회(SCA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과학위원회

(SC-CAMLR)와 그 밖의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관련 기

구들과 적절하게 협의한다.

Ⅱ. 환경보호위원회 주요 의제

제1차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글자 그대로 의정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 의제들로 구성되었다(표 1). 첫해에 

WP(Working paper) 12건, IP(Information paper) 29건이 제

출되었다. 당시 의정서에 첨부되지 못한 제5부속서(지역보호

와 관리)와 관련된 6건의 WP가 제출되어 부속서에 포함될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의제가 포함하

는 논의 내용은 1차 회의부터 위원회 설립의 목적에 맞게 크

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의제들이 구체화되고 사안의 시급

성이나 ATCM의 당면 과제에 따라 독립의제로 다루어지기

도 하였다. 예를 들면, 생물자원탐사(Biological Prospecting) 

의제는 2003년 6차 회의부터 2005년까지 주요의제로 논의

되다가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08 국제극지의 해(IPY) 관련 의제는 2005년 8차 회

의부터 2009년 12차 회의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1

2

3） 의정서 11조 3항은 위원회의 옵저버 자격을 회원국이 아닌 당사국

에 개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남극과학위원회(SCAR)

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과학위원회(SC-CAMLR)의 의장을 

옵저버 자격으로 초빙하고, ATCM의 승인 하에 과학, 환경, 기술관련 

기관들을 옵저버로 초빙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위원회가 

회의마다 논의된 모든 문제들과 제기된 의견들을 모두 반영한 보고

서를 ATCM에 제출하고 참석한 회원국과 옵저버에 회람하며 공개적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6항에서는 위원회가 의사규칙을 채

택하여 ATCM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1992년까지 서명한 26개 협의당사국에 1998년 5월 21일 위원회에 

가입한 불가리아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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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차 회의에서 노르웨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문서

(WP 28)를 환경모니터링과 보고(당시 의제 9)에 제출하

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고 11차 회의에서 중요도가 격상되

어 의제 9a로 논의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조약전문가

회의(ATME, Antarctic Treaty Meeting of Experts)가 노르

웨이에서 개최되었다. 전문가회의에서는 남극에서 탄소발자

국 활동의 감축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포함한 30개의 권고안

을 ATCM에 보고하였다. 2011년 14차 회의부터 기후변화관

련 이슈가 주요 의제 항목(Climate change implication for 

environment: strategic approach)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6차 위원회(26차 

ATCM)부터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까지 위원

회에 제출한 문서는 WP6) 4건, IP7) 20건, BP8) 1건으로 위원회 

가입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는 볼 수 없다. 2007년까지 제출한 문서는 IP 위주로 남극기지

에서의 일반적인 활동과 모니터링에 대한 연례보고를 주요 내

용으로 하였다. 2008년 11차 회의에 우리나라는 남극활동 이

후 처음으로 기지 주변의 펭귄군서지를 남극특별보호구역으

로 지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서 초안을 단독 제출하였다(WP3).9) 

특별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추위를 관망하던 위원회 활동

에서 참여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1

년 14차 회의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포괄적

1998년 제1차 CEP 의제

의제 1. 의사 규칙

의제 2. 의장단 선출

의제 3. 안건 채택 및 작업 시간표

의제 4. CEP 작업계획

4a) 의정서와 관련된 일반 사항

4b) 제1부속서(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4c) 제2부속서(남극동식물상 보존) 관련 사항

4d) 제3부속서(폐기물 처리와 폐기물관리) 관련 사항

4e) 제4부속서(해양오염방지) 관련 사항

4f )  제5부속서(구역 보호와 관리) 관련 사항 및 남극보호구역  
워크샵 보고

4g) 자료와 정보교환

4h) 환경모니터링

4 i ) 남극 환경보고서(SAER)의 상태

의제 5. CEP 운영

의제 6. 보고서의 채택

2015년 제18차 CEP 의제

의제 1. 개회

의제 2. 안건 채택

의제 3. CEP 향후 업무에 대한 전략적 논의5)

의제 4. CEP 운영

의제 5. 다른 기구와의 협력

의제 6. 환경훼손에 대한 회복 및 복구

의제 7.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전략적 접근

의제 8. 환경영향평가(EIA)

a.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 CEEs)

b. EIA와 관련된 기타 문제들

의제 9. 구역보호와 관리 계획

a. 관리계획

b. 사적지 및 기념물

c. 지역가이드라인

d. 해양공간보호 및 관리

e. 제5부속서 관련 기타 문제들

의제 10. 남극동식물상 보존

a. 검역 및 외래종

b. 특별 보호종

c. 제2부속서 관련 기타 문제들

의제 11. 환경모니터링 및 보고

의제 12. 사찰보고서

의제 13. 일반적인 문제

의제 14. 의장단 선출

의제 15. 차기 회의 준비

의제 16. 보고서 채택

의제 17. 폐회 

<표 1>  제1차 환경보호위원회 의제와 18차 위원회 의제 비교

5） 2005년 제8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해야만 하는 일(‘Must-do’ task)

에 관한 회기간 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9차 회의부터 

의제 3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CEP의 향후 5개년 계획은 2007년 

인도 델리에서 개최된 10차 회의에서 잠정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6） Working Paper(WP): ATCM이나 CEP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가 이루어지는 문서로 협의당사국, CCAMLR, SCAR, COMNAP이 제

출한다(ATCM Rule 35, 48, CEP Rule 12-1). 회의시작 45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하고 4개 언어로 번역된다.

7） Information Paper(IP): 회의에서 보고되는 문서로 당사국, 옵저버, 

전문가 그룹에서 제출한다(Rule 30a, 45a, 50, CEP Rule 12-3). 협

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번역되며(Rule 30b, 45b), 번역이 필요한 경

우 45일전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번역이 필요 없는 경우 30일전까지 

제출한다.

8） Background Paper(BP):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참석자

들이 제출하며, 회의에서 소개되지 않고 보고서에 첨부된다.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2011년 34차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부터 적용되었다.

9） 우리나라가 최초로 위원회에 WP를 제출한 것은 2006년 9차 위원회

에 브라질, 중국, 독일, 러시아와 공동으로 필데스반도와 아델리섬의 

환경관리를 위한 회기간 협의체 형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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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초안(draft CEE)을 제출(WP42, IP19)하면서 

기지건설과 운영,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발

표하였으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장보고기지 건설에 힘입

은 우리나라의 과학 활동영역 확대와 더불어 우리의 활동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도 증대되었다.

Ⅲ.  2015년 제18차 환경보호위원회 논의 동향

지난 6월초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8차 위

원회는 베네쥬엘라와 포르투갈이 회원국 자격으로 처음 참석

하여 37개 회원국이 참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와 관련된 이슈, 무인항공기의 도입 증가에 따른 규제의 필요

성,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강화된 개정, 남극특별관리 

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 

졌다(표 2). 최근 들어 남극활동 영역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

는 중국은 위원회에서도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남

극사회에서도 중심부에 서고자하고 있으나 최근 자국 기지주

변 지역을 무리하게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하여 

주요 당사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1년간의 장보고과학기지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건설을 위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

했던 모니터링 계획을 기반으로 기지운영에 따른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포함한 기지기반 장기모니

터링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IP 71), 기후변화와 관련된 외

래종 매뉴얼 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10）  2014/15 회기간에 노르웨이와 영국이 공동의장으로 협의체를 운

영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행 프로그램(CCRWP, Climate 

Change Response Work Programme)을 도출하였으며 18차 위원

회에서 채택되었다(CEP report, Appendix 2).

11）  지난 16차 회의에서 중국이 자국의 기지(쿤룬기지)가 위치한 Dome 

A 지역에 남극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제안하였고 당사국들은 해당지

역에서 중국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ASMA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ASMA 지정 가이드라

인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요 의제 주요 논의 사항

의제 4.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
보교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  ATCM의 환경 자문기구로서 5개년 
사업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위원회와 
ATCM의 협력강화

의제 5. 
다른 기구와의 
협력

○  기후변화와 모니터링에 관한 2016 
CEP/SC-CAMLR workshop 제안과 
실행계획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

중하여 양자간 실질적 협력 기구 발전

의제 7.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전략적 
접근

○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10)

   →  CCRWP의 5개년 계획은 위원회의 5

개년 계획과 독립적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

   →  기후변화에 따른 가장 시급한 이슈로 

외래종 유입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의제 8. 
환경영향평가

○  우리나라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에서 
마리오쥬켈리 기지를 운영하는 이탈
리아의 지반활주로 건설을 위한 포괄
적환경영향평가 진행 보고

○  2005년에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가이
드라인의 재검토 결과 보고(호주, 영국)

   →  환경영향평가방법의 객관성, 기준 식별, 

누적영향 평가 지침 등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었고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전망

○  남극에서의 무인항공기(UAV)의 활용
에 따른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활발
한 논의

   →  남극 환경, 시설, 인명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로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

라인 필요

   →  COMNAP, SCAR 등 전문 기구의 참여, 

지속적 논의 예정

의제 9. 
보호구역 및 
관리계획

○  남극특별관리구역(ASMA) 지정 가이
드라인 개발11)

   →  ASMA의 필요성 식별, 위원회와 조기

협의 등을 포함

의제 10.
남극 동식물 
보호

○  비토착종(Non-native species)  
매뉴얼 개정

   →  CCRWP의 우선 순위로서 NNS-

manual의 검토와 개정시급성에 따라 

영국 주도의 회기간협의체에 당사국들

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힘

   →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에 정착한 외

래종 제거를 시도하고 19차 회의에 결

과 보고계획을 밝힘

<표 2>  제18차 환경보호위원회(2015년 38차 ATCM)  
주요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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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과 우리의 과제

환경보호위원회의 활동 전망은 매년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

정하고 있는 5개년 업무계획(CEP Five-Year Work Plan)에

서 엿볼 수 있다. 향후 2-3년 동안은 18차 회의에서 주요 의

제로 다룬 기후변화와 외래종, 환경영향평가 강화, 무인항공

기 관련 이슈, 보호구역 등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

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남극대륙 동남극에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뚜

렷한 남극반도지역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와 더불어 양쪽 기

지를 기반으로 한 다학제적이고 포괄적인 장기모니터링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구자들의 강점 중에 하나인 미

생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과 생물지리 연구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외래종 유입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법의 도입과 

기여를 통하여 관련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남극조약체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ATCM의 위원회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

해 열린 제18차 환경보호위원회에는 WP 41건, IP 45건, SP 

4건, BP 9건으로 총 99건이 제출되었으며, 금번 위원회를 포

함하여 38차 ATCM에 제출된 WP는 52건으로 위원회의 논의

와 자문을 요구하는 안건이 약 80%에 달하였다. 이는 전문가

와 과학자 집단에 바탕을 둔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확대를 

의미하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은 ATCM에서의 발언권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위원회의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구성된 회

기간 협의체(ICG)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남극 환경정책의 반

영과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향후 ATCM에서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위원회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과 이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 그룹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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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극이사회 개요

지난 4월 24-25일 캐나다 이칼루이트(Iqaluit)에서 개최된 북

극이사회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의장국이 캐나다에서 미국으

로 변경되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8개국1) 고위당국자간

의 포럼으로 1996년 9월 캐나다 오타와(Otawa)회의에서 북

극이사회 설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의장국은 8

개국이 2년씩 담당하고 있으며2), 의장국이 종료될 때 장관

급 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과 

신규 의장국의 중점방향을 포함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

다.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의장국이 돌아가면서 담당하

다가 노르웨이가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스칸디나비아 3개국

이 의장국을 수행하는 기간에 임시로 사무국을 노르웨이 트

롬소(Tromso)에 설치하였으며3), 2013년 1월에는 공식적으

로 상설 사무국을 트롬소에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북극 스발바르(Svalbard)군도 니알슨(Ny-Alesund)에 

운영하고 있는 다산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기반

으로 한 북극연구활동 실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2008년 11

월 임시옵저버(ad hoc observer)로 참여하기 시작해, 2013

년 5월 중국, 인도, 이태리,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옵저버 

(observer)자격을 획득하였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는 정

부차원의 북극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담은 기본계획인 “북

극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북극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5년 4월에는 북극권 국가와 양

자협력 강화, 북극항로 운항 지원 등을 포함하는 “2015년 북

극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북극이사회는 범북극권의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라 할 수 있으며, 2011년 “북극 항공

과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2013년 “북극 해양유류오염준비와 대응에 대한 협

력 협정(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을 채택하여 

회원국간 국내입법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

추어가고 있다. 신임 의장국인 미국은 2013년 5월 “북극지

역에 대한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매년 실

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북극이사회 의장국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진 동 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1） 캐나다, 덴마크, 핀랜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2） 지금까지 의장국은 캐나다(1996~1998), 미국(1999~2000), 핀랜드

(2001~2002), 아이슬랜드(2003~2004), 러시아(2005~2006), 노르

웨이(2007~2008), 덴마크(2009~2010), 스웨덴(2011~2012), 캐나

다(2013~2014)의 순서로 담당하였다.

3） 진동민 등, “북극의 관리체제와 국제기구: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중심으로”, OPR, Vol.32 (1), 93면.

지난 4월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새로운 북극이사회 의장국('15~'17)이 되었다. 지난 의장국(캐나다)의 주제어가 ‘북극민

(Arctic people)을 위한 개발’이었다면, 미국은 ‘하나의 북극 : 함께하는 기회, 도전, 책임’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북극정책을 

토대로 향후 2년간 북극이사회의 운영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우리의 대응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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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난 2년의 북극이사회(의장국 : 캐나다) 반추

캐나다가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표방한 주제는 “북극민(Arctic 

People)을 위한 개발”이었다. 이를 위하여 북극거주자의 삶

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전통지식, 유류오염예방 등을 

추진하였으며, 북극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체 대

표자들로 구성된 독립된 포럼으로 2014년 9월에 북극경제이

사회(AEC)의 신설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북극경제이사회

는 북극권의 책임 있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북극이사회 업

무에 환북극 비즈니스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비즈니

스 대표들로만 구성되며, 초대의장은 캐나다가 담당하며, 러

시아, 핀랜드, 환북극권이누잇이사회에서 각각 1명씩의 부의

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의장국 기간 동안의 

주요 실적으로 석유와 북극해 해양활동에서 기인하는 유류오

염 예방 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단기성 기후오염원과 관

련한 자료 수집, 불랙카본과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세웠다. 한편, 캐나다의 정책방향이 북극민이 주

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북극민

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

럽국가들과 러시아가 북극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해 한 자리에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Ⅲ. 향후 2년의 북극이사회(의장국 : 미국) 전망

미국무부 장관 John Kerry는 ‘하나의 북극’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 원주민, 북극거주민

이 함께 책임 있는 보호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미국은 의장국 기간의 주제를 “하나의 북극 : 함께하는 

기회, 도전, 책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 

북극해 안전 지원, 안보와 보호, 북극사회의 경제와 생활여

건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해양협

력 태스크포스와 북극통신인프라 태스크포스를 새롭게 설치

하였다. 또한, 북극은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북극

이사회가 상시참여자와 옵저버들도 참여하는 전지구적 포럼

임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표>는 세계야생생물기금(WWF)에

서 캐나다와 미국의 핵심추진 사항을 비교한 것으로4) 북극지

역 사회가 석유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어 경제 및 생활에 고비

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

극 추진하고, 북극해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기반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 WWF, "Comparing Programmes : Canada versus USA," 

The circle (WWF Magazine), No.1, 2015, pp.14~15.

구 분 캐나다 ('13~'15 의장국) 미국 ('15~'17 의장국)

비전 북극민을 위한 개발 하나의 북극 : 함께하는 기회, 도전, 책임

중점추진

분야
책임있는 북극자원 개발 / 안전한 북극 항행 / 지속가능한 환북극 사회 북극기후변화 영향 대응 / 북극해 보호 / 북극사회의 경제와 생활여건 개선

경제·사회

여건 개선

전통·지역지식의 활용 재생에너지 시연 개발 / 북극사회에 대한 식수와 폐수서비스 능력 제고

환북극권 경제발전 촉진과 북극이사회에 비즈니스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북

극경제이사회 설치
범북극 수자원 취약성 지표 개발

정신건강증진전략 개발
북극시스템에서 담수의 역할 규명 / 북극권 국가의 자살행동 추적 연구 /  

범북극 통신인프라 평가

기후변화 

대응

블랙카본과 메탄 배출 저감 방안 수립
국내 블랙카본 조사목록 개발 / 북극에 영향을 주는 블랙카본 배출 모니터링 /

북극 기후적응과 복원력에 대한 추가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식과 best practice  공유

북극기후과학 증진
●   범북극디지털해발지도 개발
●   북극지표자 네트웍크 개발
●   북극을 위한 조기경보지표개발

북극환경 

보호

유류오염방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범북극권에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모델 검토 / 

해양활동의 생태계기반관리 방안 검토

국제해사기구의 강제적 Polar Code 개발 협력 Polar Code 2단계 개발 착수

지속가능한 북극관광과 선박운영 지침 개발 북극해 관리를 위한 지역해프로그램 검토

철새 보호를 위한 북극권 및 비북극권국가의 협력 추진

북극해 오일생산에 따른 현장 소각, 얼음 등 위험물질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 

유류유출 대응능력 향상과 결빙해역 및 깨진 얼음이 있는 수역에서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 

북극해양 산성화 모니터링 제고와 해양사성화에 대한 대중홍보 강화

북극이사회 

체제 강화

상시참여자 (원주민단체)의 능력 제고와 북극이사회의 조정 능력 개선 및 효율성 극대화 북극해수로위원회, 국제해사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북극이사회 자료 아카이브 사업 추진 북극이사회 수요 충족을 위한 북극이사회 조직 검토

●●  <표> 캐나다와 미국의 북극이사회 운영 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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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에 미국이 발표한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전략”5)

은 1) 북극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 제고와 이를 위하여 안

전한 상업활동과 국방을 위한 과학활동 지원, 2) 책임 있는 

북극지역 보호와 이를 위하여 북극환경 자원보호, 통합북극

관리방안 수립, 북극해 해도 제작, 북극해 이해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과 전통기술 강화, 3) 국제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북

극이사회 등 다자간협력 및 양자협력 강화,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3대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극을 갈등이 없는 곳으로 유지하

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북극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합법적 이용을 유지하고, 가장 최신의 과학과 전통지식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 실

행성을 제고하며, 북극권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알래스카 원주민의 시의적절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칠 것을 제시하고 있다.5)

2015년 1월에 발간된 실행보고서에는 첫 번째 중점추진 사

항인 북극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북극해 해양활동 증가에 따른 북극해 해운활동 분석과 향

후 10년간 북극선박활동 예측, 북극지역 통신 인프라를 개

발, 북극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결빙해역에서 해양활

동 능력제고,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 증진,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북극해 부존 비재생에너지 자원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점추진 사항인 책

임 있는 북극지역 보호를 위해서는 북극생태계 보전, 위험물

질 유출 예방·봉쇄·대응 방안 향상, 균형 있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및 문화가치를 위한 통합북극관리(IAM) 활용, 과학

지식과 전통지식을 통한 북극 이해 증진, 해빙 예보 능력 향

상을 위한 관측과 모델링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

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북극환경변화연구(SEARCH), 태평양

측 북극생물관측망구축(DBO)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연구활동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

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중점추진 사항인 북

극권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적극 협력을 위해서는 북극유류

유출 예방과 대응 능력을 국제적으로 증진하고, 북극 공해에

서의 무질서한 어업활동 방지, 오염물질의 이동 저감, 외래종 

유입의 위험성과 영향 평가, 과학연구와 모티터링 활동 증진, 

북극해에서 블랙카본 저감, 북극해의 미국대륙붕한계 외측선 

설정, IMO Polar Code 개발 및 채택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대응 과제

미국은 북극이사회가 북극권 국가만의 포럼에서 전지구적 포

럼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과 북극 환경보전과 평화 유지를 위

한 체계적 과학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극

지과학포럼(AFOPS)와 아시아북극연구그룹(PAG)의 의장국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매년 북극에 

보내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

이사회 국가와 EU 국가에서도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극이사회 상설사무국이 설치된 트

롬소 프람센터에는 한·노르웨이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동 센터에는 북극원주민사무국이 입주할 예정이

며, 이미 국제동토연구협회(IPA) 사무국도 입주해 있어, 북극

연구활동의 거점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북극활동에서 우리나

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반을 주축으로 

북극이사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미국은 북극 연구활동에서 아시

아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북극환경변화연구, 태

평양측 북극생물관측망구축연구 등 이미 한·미 양국이 공동

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 뿐 아니라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연구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극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양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The White House of U.S.A.,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2013. 5. 10. at https://www.whitehouse.gov/sites/

default/files/docs/nat_arctic_strateg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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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극 국가전략(2013) 및 실행계획(2014), 실행 결과보고서(2015)를 발표하며, 정책 추진체계의 완성을 이뤄

냈다. 또한 現 북극이사회 의장국 미국은 북극 국가전략 중 일정 부분을 북극이사회 의장국 과제로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였다. 더욱이 북극 국가전략 중 기후변화 및 환경·생태계 보호, SAR(Search and Rescue)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정책을  

의장국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동 정책들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Ⅰ. 미국 북극정책 시초 및 태동기

미국의 북극정책 시초는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대

륙을 매입한 후 북극권 국가 지위를 갖게 되면서부터이다.1)

당시 유럽연합군과의 러시아 서쪽지역 크림반도 전쟁(The 

Crimean War)에서 패한 러시아는 자국 동쪽에 위치한 알래

스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줄게 되면서, 당시 아시아태평양 지

역으로의 활동영역 확대를 꿈꾸던 미국에 720만 US달러에 

알래스카 대륙을 매각했다. 미국은 매입 직후 알래스카에 크

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안보 측면의 군사관할구역으로 관리 

하였다. 그리고 189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으로 주

목받기 시작하였고 50여년이 지난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71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NSDM-144)을 발표하였

다.2) 닉슨은 이 정책에서 알래스카를 포함한 자국의 북극권 

영토에 대해 △환경 위해(危害)를 최소화하면서 북극의 건전

하고 합리적인 개발 △북극에서 상호호혜적인 국제협력 추구 

△북극해에서 자유의 원리 보호를 포함한 북극에서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정책은 북극정

책 범부처 기구(Interagency Arctic Policy Group) 창설을 이

끌어내었다. 이 기구는 미국의 북극정책 수행 검토 및 미국의 

북극 활동과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책임이 부여됐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on)은 ‘국가

안보 결정강령’(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90: 

NSDD-90)을 발표하였다.3) 레이건은 이 강령에서 북극이 국

가방위, 자원, 에너지개발, 과학적 탐구와 환경보호 관련 독

특하고 민감한 관심지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고려하

여 수색 및 구조(SAR), 생명·재산·야생동물 보호, 국제법 

준수, 상업활동 수행 등의 정책주진을 주문하였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은 ‘대통령 결정  

강령’(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26: PDD/NSC-26)

을 발표하였다.4) 이 강령은 1991년 구(舊) 소련 붕괴에 따

른 냉전 종료 후 나온 미국의 첫 북극정책 강령으로, 러시아

와 협력 및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북극권 8개국 간 전

례없는 협력 기회의 활용을 천명한 선언이다. 이 강령은 △

냉전 종료 후 국가안보와 방위 요구에 부응, △북극 환경 보

호 및 생물자원 보존, △친환경적인 자연자원 관리 및 경

제개발 보장, △북극권 8개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 강화, △

북극 원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원주민 참여, △

과학 모니터링 및 연구 강화로 지역, 글로벌 환경이슈에 기

여 등 6대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남극에 대해서도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5)

을 근거로 △남극의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그 부속 생태계의 

보호, △남극과 글로벌 물리 및 환경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과학연구 기회 추구, △평화적 목적의 배타적 보존을 위한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시사점*
서 현 교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1）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866-1898/alaska-purchase.

2）  U.S.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Richard Nixon) 144, 1971.

3） U.S.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NSDD-90, Ronald 

Reagon), 1983.

4） The Whitehouse(Washington),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NSC-

26, 1994. 

5）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본 원고는 극지연구소의 정책과제 연구비(PE-15240) 지원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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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s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HSPD-25), the White House, President Geroge 

Bush,  Jan. 9, 2009. 

국제협력 지역으로의 유지, 남극해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PDD-26에

서 미국은 러시아와 양자협력을 북극 환경보호의 기회로 활

용코자 하였다. 다만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냉전 긴장이 감소

됐음에도 북극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와 방위

에 대산 관심(Interests) 유지를 천명함으로써 방위 감축을 하

지 않았다.

Ⅱ.   미국 북극정책 체제 기반 구축: 
조지 부시 행정부

이어 2009년 1월 9일 조지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

은 8페이지 분량의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

HSPD-25) 강령을 발표하면서 세부 북극정책 및 구체적 담

당기관을 지정하는 등 북극정책 체계를 갖춰나갔다.6) 이 대

통령 강령은 북극에서 거주민과 원주민의 역할에 대한 강조

와 함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 강령은 1994년 PDD/NSD-26의 6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대 부문별 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첫째, ‘안보 강화’부문에서 미국의 북극권 육상, 해상, 항공 지

역 보호를 위한 능력 강화, 해사 무역, 주요 인프라 및 자원 등

을 보호하기 위해 북극 해사영토 제고, 북극에서 미국의 선박

(군함 포함) 및 항공기 이동의 보장, 북극에서 미국의 해사 통치

권의 보호, 북극지역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이 제시됐다. 

둘째, ‘국제 거버넌스 강화’부문에서 UN기후변화협약

(UNFCCC) 등과 같은 조약 또는 UN 및 그와 관련된 기관들

을 통해 북극 이슈에 대해 국제협력, 자원개발, 해운 등 북극

경제활동 증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또는 강화되는 국

제협정 등의 고려, 북극이사회의 과학적 검토 범위 내에서 개

발되는 정책권 권고안 고려 및 해당 권고안이 북극권 국가에 

종속될 수 있도록 보장, 미국 상원에 1982년 UN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Law of Sea Convention) 가입 설득 등이 

포함됐다. 

셋째, ‘북극 대륙붕 한계 연장’부문에서 국제법에 따른 북극

권 최대 한계연장 범위 조사 및 조사기간 중 해당 영역에서

의 자연관리 관리 및 보존, 1990년 미-러 해사경계협정을 

러시아가 비준하도록 설득 등이 제안됐다.

넷째, ‘국제 과학협력 증진’부문에서는 미국의 북극지역 과학

리더십 유지, 양자 및 다자 조치를 통한 북극 연구지역 접근성 

증대, 환북극 관측 네트워크 구축 노력, 과학연구 기회 정보 

공유 및 국제 북극연구프로그램 조율을 증진하기 위한 북극권

국가 과학장관회의 주관, 강령에 제시된 미국 정책상의 북극

연구증진을 위한 ‘범정부 북극연구정책위원회’(IARPC)와 협

력, 대학 및 연구기관과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외국파트너와 협력 강화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다섯째, ‘북극 해상교통’ 부문에서는 북극 해운 증가 이슈에 

대한 북극권 국가와 공동대응, 북극 인간 활동에 따른 오염이

나 사고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 및 수색 및 구조(SAR) 협력협

정 추진, 국제표준에 따른 북극 해상항로 관리 레짐 개발 등

이 제시됐다.

여섯째, ‘에너지 및 경제 이슈’부문에서는 메탄하이드레이

트 이슈 관련 국제협력, 석유/가스자원 개발 및 환경이슈 관

리를 위한 관심 증대, 경제개발 기회를 위한 기후조건 모니

터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극에너지 개발, 북극 오일/가스 

개발 이슈 관련 국제포럼 구성, 미국 영유권 밖 북극 오일 & 

가스에 대해 주변국들과 협력메커니즘 유지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일곱째, ‘환경 보호·보존 및 관리’이슈에서는 △

외국과 협력하여 북극의 증가하는 오염원과 다른 환경 이슈

에 효율적 대응, △북극 생물종(회유종 포함)과 해양생물자원

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규정 검토와 지속가능한 종(種) 관리

와 보호 및 보존 방법 강구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외

국 정부와 협력, △미래 북극수산업을 관할할 국제협정 및 

기구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북극의 상업적 어획 대응, 북극에

서 EBM 도입 추진, 인간 건강·환경에 대한 오염원 악영향

의 과학정보 개발 노력 및 주요 오염원의 북극 유입을 줄이

기 위한 주변국과 협력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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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1년 NSDM-144가 발표되면서 관여된 연방기관·

정부는 7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 조시부시 강령에서는 24

개 부처(Departments), 기관(Agencies), 국(Office)이 포함되

었다.8)

Ⅲ.  미국 북극정책 체제의 완성: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발표하여, 알

래스카 주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수행 중인 활동과 미 연방정

부 기관들의 북극정책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우

선순위를 설정하였다.9) 또한 동 전략을 구성하는 세부 전

략으로 △안보이익 증진(Advance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s), △책임있는 북극지역(자원, 환경 등) 관리 추구

(Pursue Responsible Arctic Region  Stewardship), △국제

협력 강화(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을 제시

하였고, 이 전략의 실행원리(Guiding Principle)로 △평화와 

안정성 수호(Safeguard Peace and Stability),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Make Decisions Using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혁신적인 자세 추구(Pursue 

Innovative Arrangements), △알래스카 원주민과의 협의 및 

조율(Consult and Coordinate with Alaska Natives) 등 4가

지를 제안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동 전략들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발표하고,10) 각 세부전

략을 달성하기 위한 파트별 세부 실행계획별 담당 기관11)

을 함께 배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동 세부전략에 대

한 수행결과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를 발표하였다.12) 

현재의 오바마 정부에서의 미국의 북극정책 담당 부처 및 기

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보다 더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졌다. 

즉 컨트롤 타워는 백악관이 맡고 있고 나머지 업무분야별로 

부처가 관여하는 데 국무부는 모든 북극이슈에 관여하고 있

으며, 다양한 범부처 기구(Interagency)들이 있어 이들이 조

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7） See CSIS, The New Foreign Policy Frontier-U.S. Interests and 

Actors in the Arctic, 2013, p.5.

8） See CSIS, The New Foreign Policy Frontier-U.S. Interests and 

Actors in the Arctic, 2013, p.5.  

9） The White House(Washington) of US,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May 2013.

10）  The White House(Washington) of US,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Jan. 2014.

11）  미 국무부, 내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국

립해양대기청(NOAA), 환경보호청(EPA) 등이 정책 주무기관이다. 

(서현교, 2014, 50-66면 참조)

12）  The White House(Washington) of US,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 Jan, 2015.

7개 부문  담당 연방기관

안보 강화(항행 자유 포함)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제 거버넌스 강화 
(AC, UN해양법협약 등)

국무부

대륙붕 경계확장, 영토 
경계 이슈

국무부

국제 과학협력 증진
국무부, 내무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해상 교통 강화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경제 및 에너지 이슈
국무부, 내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환경 보호, 보존 및 관리
국무부, 내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국 

<표 1>  조지 부시 대통령 NSPD-66 강령의 7개 부문 및  
각 담당 연방기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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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bid.

14） Arctic Policy Group은 국무부가 의장(Chair) 역할을 하고 있고, 작업반 

레벨의 정부 간 기구. 북극에 안보분야를 제외한 국제협력 이슈에 모든 

연방기관이 참여하여 월별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및 정책 조율을 한다.

15） US Arctic Research & Policy Act of 1984에 근거하여, 1984년 창설

된 범부처 기구로 NSF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산하 Committee 

on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Sustainability의 범부처 작

업반 기능을 하며, 북극연구정책에 대한 상호 조율 역할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whitehouse.gov/administration/eop/ostp/

nstc/committees/cenrs/iarpc 참조)   

16） 차관보급 범부처 회의로 National Security Staff(NSS)가 의장직 수행. 

행정부 내에서 북극정책 수행을 조율한다.

17） 2011년 창설된 범부처 기구로 내무부 차관이 의장으로 알래스카에서 

내륙 및 해안에서 에너지 개발을 위한 드릴링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연방기관 및 관련 부처 간 범부처 협의체이다. 

18） 국가해양이사회(NOC)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과 백안관 환경질이사회(Council of 

Environmental Quality)의장이 NOC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북극해 환

경관련 이슈 및 정책을 조율한다. 

19） The White House of U.S., supra note 12, p.23. 

즉, △Arctic Policy Group14), △Interagency Arctic Research 

Policy Committee (IARPC)15),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on the Arctic16),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oordination 

of Domestic Energy Development and Permitting in Alaska17), 

National Ocean Council18)의 범부처 기구들이 북극정책 수행의 

다양한 단계에서 관련기관 간 조율을 하고 있다.19)

이처럼 미국 대통령들이 발표한 북극 강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

에 통합적이고 완성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추진전략과 연차적 

계획/실행 실적 등을 체계화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1> 미국의 북극정책 관련 부처 및 기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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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ee Proposed U.S. Arctic Council Chairmanship Program 2015-2017, p.1.

Ⅳ.  오바마의 북극정책과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 간 관계

한편 미국은 2015년 4월 북극이사회 의장국(2015-2017)이 되면서 새롭게 의장국 주도 프로그램으로 3대 중점과제 및 13개 세

부 과제와 2014년 1월에 발표한 북극정책 실행 계획을 연계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미국의 북극이사회 의장국 주도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북극정책 세부전략과 연계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북극이사회 프로그램은 대부분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3년 북극정책을 기반으로 한 2014년 실행계획(안)과 

상당부분 일치하거나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의 북극이사회 의장 프로그램은 미국 북극정책 주요 내용의 연장선 또

는 북극권역(알래스카) 대상 프로그램에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닉슨(1971), 레이건(1983), 빌 클린턴(1994) 대통령이 발표한 북극 국가훈령은 실행(Implementation)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했으나, 조시 부시 대통령(2009)은 각 중요이슈별 실행(안)과 담당부처를 배치함으로 북극정책 수립 및 추진을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이같은 노력에 기반하여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극 국가전략(2013)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이고 세부

적인 실행계획(2014) 및 실행결과 보고서(2015)를 발표를 연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북극정책 추진체계의 완성을 이뤄냈다. 또한, 

이 시기에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자국의 북극 정책 중의 일정 부분을 의장국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연결에

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극정책 중 국제협력이 필요한 북극 기후변화 및 환경·생태계 보호, SAR 등의 이슈를 북극권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정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북극이사회 옵저버 지위국인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기여와 함께 미국과의 북극 관련 양자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북극정책과 연계된 미국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방안 모색 및 기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의장국 3대 중점과제 의장국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오바마 북극정책(2013)의
세부실행계획(2014)

북극해 안전, 보호 및 관리
(Arctic Ocean Safety, 
Security, and Stewardship)

수색 및 구조훈련 (Search and Rescue Exercise) 북극 수색 구조 강화 (Enhance Arctic SAR)

해양환경보호 (Marine Envi'tal Protection) 비(非)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개발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MPA network) -

지역해 프로그램 구축 (Regional Seas Arrangement) -

북극해 산성화 대응 (Arctic Ocean Acidification) 북극생태계 보호 (산성화 충격 평가 수행)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
(Improving Economic and 
Living Conditions)

북극에너지 정상회의 개최 (Arctic Energy Summit) -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Renewable Energy Demonstrations)
안보이익 증진: 재생에너지 자원개발 증진 (Pursu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물과 위생시설 개선 (Water and Sanitation) -

북극 통신 평가 (Telecommunication Assessment)
북극 통신인프라 구축 (Develop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자살 예방 및 회복 증진 (Suicide Prevention and Resilience) 캐나다 의장국 프로그램 승계 및 강화

기후변화 충격 대응
(Address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단주기 오염원 (블랙카본) 감축
(Reduce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북극 블랙카본 감축
(Reduce Black Carbon in the Arctic)

북극 커뮤니티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 (Community and 
Ecosystem Climate Resilience)

보퍼트/척치해 통합 생태계연구 (적응 포함), 북극 커
뮤니티 지속가능성, 웰빙, 문화 언어유산 증진

북극 기후분야 과학 증진
(Improving Arctic Climate 
Science)

과학협력협정 체결 추진 (Agreement on Scientific Cooperation) 직전 의장국인 ‘캐나다 의장국 AC 프로그램’연장

북극 디지털 고도지도제작 (Arctic Digital Elevation Map) 북극지역 도표/지도 제작 (Chart the Arctic Region)

조기경보 지표시스템 도입 (Early Warning Indicator System) -

<표 2>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2015.4)과 美 북극정책 세부전략(2014.1)간 비교20)

※ 기타 북극이사회 지위 강화(Strengthening the Arctic Council) 및 북극이사회 홍보(Public Diplomacy Campaign)도 의장국 프로그램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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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글로벌경제에서 바라 본 북극을 유가라는 금융상품을 통하여 서술해 보았다. 글로벌 경제에 있어 북극은 단지 지구의  

북쪽에 위치한 극지를 뛰어넘는다. 북극은 미래의 경제성장의 엔진인 에너지의 보고로써 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경제적 이슈의 단면을 제공한다. 이번 글은 다음에 연재될 “북극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로벌경제를  

견인하는 유가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Ⅰ.  중국 불안과 미 달러 강세로 가속화되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증폭

2015년 경제 주요 뉴스는 달러 강세, 유가하락, 이란 핵협상 

타결, 중국 위완화  평가절하 등 자원개발을 위축시키는 이슈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한 축은 중국이 잡고 있

고, 또 하나의 큰 축은 미국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 무려 4.6% 평가절하됐으며 추가 

절하가 예상되면서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환율 변동

성(volatility)은 신흥국의 자금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증시는 

물론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주게 된다. 게다가 달러강세는 금

리인상의 시기와 맞물려 근본적인 리스크 확대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어 금융시장은 물론 원자재가격에 연동되는 파생상품 

시장까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유가하락은 미국의 달러강세 가속화와 중

국의 경제 비관론이 합쳐진 산물이다. 이로 인하여 8월 19

일 현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9월 인도분 서

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82달러(4.3%) 떨어진 

배럴당 40.80달러에 마감했다. 반면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

안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 뉴욕상

품거래소 12월물 금 가격은 전일보다 11달러 오른 온스당 

1,127.90달러에 거래되었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저유가 현

상과 이를 움직이는 배경을 금융시장 관점에서 정리하고, 최

근 미국이 쉘(Shell)의 북극해 개발을 허용한 사실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조망해보고자 한다.

Ⅱ. 유가를 움직이는 요인들

2015년 8월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초반을 기

록하면서 작년 말에 미국 에너지성(EIA: Energy Information 

Agency)과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이 흥미를 끌고 있다. 

EIA는 2015년 원유 평균거래가를 배럴당 58달러로 예상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40달러까지 보았기 때문이다. 20

달러 가까이 큰 폭으로 전망치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느때보다도 근본

적인 금융시장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

다고 볼 수 있다.

유가는 크게 기술적인 요인과 시장적인 요인에 따라 움직인

다. 기술적인 요인에는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세계경기

와 신흥국의 성장둔화, OPEC과 비OPEC간의 감산합의 등 

물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최근의 유가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바로 생산비용의 감소이

다. 특히 중동지역의 생산비용이 배럴당 30달러 이하를 보여

주면서 OPEC의 감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산 원유는 상

대적으로 비싸다. 게다가 북극해 유전의 경우 생산단가를 평

균 배럴당 78달러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그림 1>)가 유럽산 재정위기 이후 회복기에 접어

드는가 싶더니 중국 증시 등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어 공급과

잉이 불가피하다.

북극해 개발과 유가
김 효 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그림 1>  주요 국가의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 
(단위: %, 자료: 블룸버그)

주요 국가 전분기 대비 2분기 성장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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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2>의 자료는 미 EIA와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이 제

공한 수치를 정리한 것임.

2） <그림 3>은 LBMA(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과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를 정리한 것임.

이러한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시장적 요인은 경제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그 파장이 유가에서 그치지 않고 파생상품시장

까지 파급된다. 유가를 움직이는 시장적 요인은 바로 달러를 

중심으로 한 환율과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이다. 한마디로 요약

하면 달러가 강세인지 약세인지에 따라 원유가격이 출렁인다. 

달러화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지에서부터 소비국가

에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는 지난 10년

간 각 상품의 표준편차를 통하여 변동성을 비교한 것이다. 

즉, 달러화와 유가는 거울이 비친 것과 같이 상호 반대방향

으로 움직인다. 그 이유는 원유거래 통화가 달러인데서 기

인한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산유국은 자국의 산업

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율방어에 나서게 된다. 가장 적극

적인 환율방어는 추가절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보

유고를 조절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일시적이다. 따라서, 동일

한 달러가치의 원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유

국은 증산을 선택한다. 결국 원유공급이 늘어나면서 원유하

락이 가속화 된다. 한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원유 소

비국은 원유 구매부담이 증가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리

게 된다. 이렇게 경기위축이 장기화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면서 원유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 3>2)은 주요 선진국 통화대비 달러화의 실질가치를 의

미하는 달러인덱스와 금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달러

의 구매력은 금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잣대이다. 이 둘의 관

계는 역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금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한다. Dempster and Artigas(2010)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서 금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금은 197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평균 14.9%가 상승하는 

등 다른 투자상품 대비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달러의 본질적 가치가 증가한 것은 유로존 대비 경기가 회복

되고 재정건정성이 뒷받침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데서 비롯된

다. 이렇게 달러보유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금 매입의지가 감

소하게 된다. 

그러나 금에 대한 매입의지는 단지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는 데 맹점이 있다. 그것은 미국경기는 좋지만 신흥국 경기

는 점점 악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신

흥국 문제는 다시 환율문제와 맞물려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

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으로 다시 환율시장과 유가로 다시 회

귀하게 된다. 여기에 이란의 원유생산 재개는 <그림 4>와 같

이 미 에너지성이 원유예측치를 지난 달 대비 6 내지 8달러 

하향조정하는데 원인을 제공한다. 즉, 미 에너지성에 의하면, 

2015년 평균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49.62달러이고, 

2016년 유가는 배럴당 54.42달러로 전망된다.

<그림 2> 달러화와 유가의 변동성(자료: EIA, Fed, LBMA) 

<그림 3>     달러화의 실질가치와 금 가격 추이 
(단위: $/unit(bll, once), 자료: LBMA, BLS)  

<그림 4>  최근 발표(2015. 8.19)된 미 에너지성의 2016년 
원유가격 전망 



Yearbook of Polar Brief 2015｜4342｜Yearbook of Polar Brief 2015

Ⅲ.  쉘(Shell)의 북극진출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

지난 8월 17일 미국이 다국적 기업 쉘(Royal Dutch Shell)에 대

하여 북극해 석유시추 계획을 최종 허락한 것은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쉘은 이미 지난 8년간 70억 달러를 투자

한 바 있고 이번 미 내무부 승인이 확정되면서 올해 10억 달러

가 추가될 계획이다. ConocoPhillips와 Statoil 또한 시추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추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쉘의 시추 

허용은 북극해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었던 본 사업은 이란 

원유생산 재개와 함께 공급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심

리를 유도하는 데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북극

해 유가스전이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

제가 많이 있다. 아직 북극해 원유생산비용은 배럴당 60달

러에서 많게는 100달러까지 보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는 어

느 지역보다도 비용이 높다. 게다가 쉘은 최근 유가하락으

로 지난해 이후 이윤이 1/3 감소했고 직원 6,500명을 정리

했다. 그렇다면 쉘과 쉘의 북극해 시추를 허락한 미국정부는 

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북극해 개발을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잠재력 때문이다. 북극해 원유는 그 잠재력

이 220억 배럴의 원유생산과 93 Tcf의 매장량을 의미한다. 북

극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 매장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십년 이상의 미국경제를 견인하고도 남을 만큼 충

분한 량이다. Shell의 Think Tank인 Shell Scenarios는 현재

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50년의 에너지수요가 현재

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화석연료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향후 공급계획에 북극해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더구나 천연가스에 비해 석유개발은 <그림 5>와 

같이 북극해를 포함한 해양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북극해 개발은 단지 “에너지안보”를 넘어 장기적

인 “경제 전략”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극해 개발

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공급여력을 늘려 궁

극적으로 유가를 안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극해 개발은 원유시장의 수요가 

아닌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다고 북극해 원유가 중동

산 원유를 대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셰일

가스를 필두로 에너지시장에서 헤게모니를 잡고자 하는 의지

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으로서 북극해 개

발은 원유비축을 무기로 한 안보전략의 일환인 동시에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글은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금융상품인 유가를 중심으

로 북극을 서술하였다. 그 이유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원 없

이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유가스전 개발

이 북극 개발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북극정책을 수립하

는데 있어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성장의 뼈대와 근육을 제공

한다면, 경제모형과 시장전망은 성장동력의 심장과 눈 역할

을 한다.

물론 본 글에서 제공하는 시장분석은 북극해의 기후현상과 

북극곰의 서식지에 대한 연구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러나 유가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 증가를 제어하는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전망에 활용된다. 즉 북극에서 일어나

는 자연환경의 변화는 북극 뿐만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일

어나는 정책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끝으로 저자는 본 글을 통해, 미래의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도

약을 꿈 꾼다면 그 수요처인 글로벌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를 함께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한다. 

<그림 5>  Shell Scenario가 제시하는 천연가스와 석유의  
매장량 비교(육상 vs.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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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남극조약하에 ATCM(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이라는 통합되고 단일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북극은 

북극을 둘러싼 8개의 개별 국가, 그리고 이들의 느슨한 연합체인 북극이사회, EU 등 지역단위 기구들 그리고 6개의 원주민 단체 

등 다양한 활동주체(Players)들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글에서는 그 중 원주민 단체의 위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그해 7월 대외경제장

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북극 

관련 기본계획. 국제협력, 과학조사 및 연구, 북극권 비즈니스, 제도 등 4

개분야 31개 과제를 설정하고 2017년 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북극 또는 북극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북

위 66.5도 이북지역을 말하며, 이는 산림생장 한계선, 영구동토층 한

계선과 유사하며, 기후적으로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인 지역

을 북극권이라 한다. 북극권역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www.arctic-

council.org/images/maps/admin_areas. (검색일:2015. 4. 8) 참조

3） 한종만, “북극지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북극연구, 북극연구단, pp52-53.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당시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극지

연구 그룹이 북극 연구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북극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의 극지연구는 남

극 세종기지를 기반으로 남극에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북극

은 남극과 달리 북극해를 둘러싼 북극권 국가들의 영유권이 

정착되어있는 지역으로서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의 나라 

지역에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다. 다만, 2002년 

북극다산기지가 설립되면서 순수 과학적 측면에서 북극 및 

북극 해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북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기후온난화의 영향

으로 북극권 해빙(海氷)이 녹으면서 항로 및 자원개발 접근성

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공개되면서 촉발되었다. 우리나라도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준비

하여 2013년 5월 정식 옵서버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1)을 범정부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북극원주민과 관련된 내

용은 항상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주제이다. 대표적인 북극 거

버넌스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서도 원주민 단체는 

주요 영구참여자(Permanent Participants)로서의 지위를 가

지고 있다. 또한 북극 관련 종합 국제회의인 Arctic Frontiers

회의나 Arctic Circle회의에서도 논의되는 상당부분의 주제가 

북극원주민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북극원주민과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왜 북극원주민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듯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북극원주민들의 간략한 일반현황과 이들이 

북극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고 북극 거버넌스 체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ICC(이누이트 극지이사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북극 원주민 및 원주민단체 현황

     북극 원주민 현황

북극2)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수는 약 50∼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란드 거주민의 80%, 캐나다 북극권 

거주민의 50%, 노르웨이 북극권 거주민의 15%, 러시아 북극

권 거주민의 3~4%가 원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란

드와 캐나다 북극권 지역은 원주민 비율이 높은 편이나 기타 

북극권은 비원주민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3)

북극거버넌스에서 원주민의 중요성
한 승 우 (극지연구소 장보고과학기지 제3차 월동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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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arctic-council.org/images/maps/languages.pdf 

(검색일: 2015. 4. 8) 참고.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4-06, 문진영·김윤옥·서현교,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기반으로 작성

러시아 북부의 서부지역에는 네네츠 족, 칸티 족, 코미 족 등

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도 사미 족, 핀 족과 같이 우랄 어족

(Uralic Family)에 속한다. 러시아 북부 중앙지역에는 돌간 

족, 사하 족, 에벤크 족 등이 거주한다. 이들은 알타이 어족

(Altaic Family)에 속한다. 러시아 북부의 동부지역 및 캄차카 

반도 지역에는 축치 족(추코트카), 코략크 족(캄차카) 등이 분

포한다. 이들은 추코트코 캄차카 어족(Chukotko Kamchatkan 

Family)에 속한다.

     북극 원주민단체 현황5)

○ 사미이사회(Saami Council)

사미이사회는 자발적인 사미족 원주민 간의 비정부기구로, 

핀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미족 8만명 원주민을 

대표한다. 1956년 사미이사회가 설립된 이래 사미족 정책을 

주도하여 왔으며, 원주민 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미이사회의 목표는 사미족이 거주하고 있는 4개국 내 사

미족의 권리 및 이익 증진이며, 이를 통해 사미족간 친밀감 

도모, 법제화를 통한 사미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유

지 및 원주민으로서의 사미족의 인정 등을 추구한다. 이런 목

적은 이들 4개 국가 정부와 사미족을 대표하는 조직 간 양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북극권인 노르웨이 북부 및 핀란드 북부에는 

주로 사미 족과 핀 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사용 언어의 

기원으로 볼 때 우랄 어족(Uralic Family)에 속한다.

그린란드, 캐나다 북부, 알라스카 북부지역에는 이누이트 족이, 

알라스카 서부, 러시아 베링해 주변지역에 유피크 족이 그리고 

알류산 열도를 기반으로 알류트 족이 분포한다. 이들 3개 부족

은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Eskimo Aleut Family)으로 분류된다.

알라스카 중부 이남지역과 캐나다 유콘주·북서준주 중부 이

남지역에는 다양한 북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타

바스칸 족, 그위친 족이 대표적인 부족이다. 이들은 나 데인 

어족(Na Dene Family)으로 분류된다.

러시아 북부지역에는 다양한 북방소수민족이 분포되어 있다.

Arctic peoples subdivided according to language families

Chukotko-Kamchatkan fam. 

Indo-European family 

Altaic family 
Turkic branch
Tungusic branch

Germanic branch 
Isolated languages  
(Ketic and Yukagir) 

Eskimo-Aleut family 
Inuit group (of Eskimo br.)
Yupik group (of Eskimo br.)
Aleut branch

Uralic family 
Finno-Ugric branch
Samoyedic branch

Na-Dene family 
Athabaskan branch
Eyak branch
Tlingit branch

Compiled by:
W.K. Dallmann, Norwegian Polar Institute
P. Schweitzer,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Arctic boundary according to AMAP Arctic boundary according to AHDRArctic circle 

Notes: 
Areas show colours according to the original languages of the respective indigenous peoples, even if they do not 
speak their languages today.

Overlapping populations are not shown. The map does not claim to show exact boundaries between the individual 
language groups.

Typical colonial populations, which are not traditional Arctic populations, are not shown (Danes in Greenland, 
Russians in the Russian Federation, non-native American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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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극원주민 분포도(사용 언어 기준)4)

2

로고 단체명 설립
연도 지역 인구

수 비고

사미이사회 1956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8만 오랜역사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1977
그린란드
캐나다

알라스카(미국)
15만 국제활동

북러시아
원주민협회

1990
북러시아
시베리아

극동러시아
30만

알류트
국제연합

1998
알라스카(미국)
캄차카(러시아)

1만

그위친
국제이사회

1999
캐나다 북부

알라스카(미국)
1만

북극아사바스칸 
이사회

2000
알라스카(미국)
캐나다 북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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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ICC: Inuit Circumpolar Council)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그린란드(덴마크), 캐나다, 미국 알래

스카, 러시아 시베리아 추코트카(Chukotka) 지역의 이누이

트 족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이다. 1977년 설립됐으며, 동 

지역의 15만명 이누이트 족을 대표하며 UN에서 협상지위

(Consultative Status ∏)를 갖고 있다. ICC는 북극이사회 내

에서 회원국과 원주민 단체(영구 참여자) 간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이슈에 대해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북러시아 원주민협회(RAIPON: 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북러시아 원주민협회는 1990년 러시아 연방의 북쪽 지역 원

주민간 1차 회의를 통해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다. 러시아 내 

35개 지역 원주민 조직체를 포괄하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

는 기관이며, 북러시아, 시베리아, 극동러시아 등의 원주민 그

룹 30여만 명을 대표하며, 무르만스크에서 캄차카까지 러시

아 연방 지역 60% 면적에 걸쳐 살고 있다. RAIPON은 원주민 

권리보호, 법적이익 수호, 환경 및 사회·경제·문화·교육

적 이슈 해결 지원, 자치권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RAIPO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는 북러시아, 시베리아, 극동러시아 지역 

원주민 회의이며, 4년마다 개최된다.

○  알류트 국제연합 
(AIA: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알류트 국제연합은 1998년 미국 알래스카주에 등록된 알라스

카 원주민 비영리 기구이다. 알류트 국제연합은 알래스카 남

서부의 알류산 열도 프리빌로프 섬에 거주하는 1만 2,000명

의 부족민 그룹과 러시아 캄차카 지역의 알류트 원주민 연합

으로 구성되었다.

알류트 국제연합은 베링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그

들의 웰빙 유지를 위한 환경 및 문화 이슈 해결을 주요 목표

로 한다. 그래서 베링해의 해양자원과 환경에 가장 많은 관심

을 보인다. 

○  그위친 국제이사회 
(GCI: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그위친 국제이사회는 1999년 캐나다 북서준주 이누비크의 인

디언계 그위친 부족이 설립한 비영리조직이다. GCI는 알래스

카의 6개 그위친 부족과 캐나다의 2개 그위친 단체를 포함하며 

그 수가 약 1만 여명에 이른다.

GCI의 사무국은 캐나다 2개 단체가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북

극이사회에서 GCI를 위한 펀딩은 캐나다의 외무통상부가 담

당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알래스카 그위

친 족의 북극이사회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  북극 아사바스칸 이사회 
(AAC: Arctic Athabaskan Council)

북극 아사바스칸 이사회는 미국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북서부 

유콘준주, 캐나다 북서준주 등의 300만 ㎢의 광대한 툰드라 

및 타이가 지대를 오랜 기간 점유하고 거주해온 5만 여명의 

인디언 부족인 아사바스칸 족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는 비정

부기구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내에서 법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있

다. 미국의 경우 Indian Reorganization Act, Alaska Native 

Claims Settlement Act, 그 외 다양한 주 법령 등을 통해 자치 

운영을 위한 펀딩을 법적으로 받는다. 캐나다에서는 협약을 

통한 위임 형태로 Indian Act 등 연방 법률하의 정치적인 조직

으로 아사바스칸 족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이들 6개의 북극 원주민 단체들은 대부분 비정부기구로서, 소

속된 중앙정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북극권 타 국가에 거

주하는 같은 부족들과 연대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

리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6개 북극 원주민 단체 중 설립 연대도 빠

르고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미국 알라스카, 캐나다 북부, 그

린란드, 러시아 베링해 주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활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누이트의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Ⅲ. 이누이트의 활동과 북극에서의 영향력7)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ICC: Inuit Circumpolar Council)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197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최초의 

이누이트 국제회의인 북극민족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여,

6） 아사바스칸 조약(Treaty of AAC), 내용은 http://www.arcticathabaskan 

council.com/aac/?q=node/3 (검색일: 2015. 03. 18) 참조.

7） 파멜라 스턴 저, 박병권·이방용·윤영준 역, “이누이트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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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그린란드, 캐나다, 알래스카의 이누이트들이 주축이 

되어 알래스카 배로우에서 창설하였다. 당시에 소비에트 연

방 대표단도 참석을 요청 받았으나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설립 목적은 언어, 문화, 통신, 교육과 

에너지 자원개발과 관련된 폭넓은 자기결정권 및 토착권리에 

대한 논의였다. 당시 프루도만(Prudhoe Bay)8)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후속 석유 및 가스 탐사가 이루어지면서 환경오염

과 생활 터전의 붕괴를 우려한 원주민과 정유회사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설립의 가장 큰 추동력은 이러한 자원

개발과 관련된 갈등 속에서 생성되었다. 이후 이누이트 극지

이사회는 국제 환경정책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였고 ‘북극 생

태계의 정당한 지킴이’로서 인식되었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의 설립 목표9)는 다음과 같다.

● 극지 이누이트 사이의 통일 강화

● 이누이트 권리와 관심사를 국제 수준으로 촉구

● 북극 환경을 지키는 장기 정책개발 및 장려

●  북극지역의 정치,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 관계 추구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이 목표들을 점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누이트의 활동

○  북극권 국가들과의 관계: 사례 중심으로 

1970년대 거주민의 80%가 이누이트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로서 유럽경제공동체(EC)10)에 가입하길 강력히 반대하였

다. 그러나 1972년 덴마크의 EC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

린란드인들의 70% 이상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

로 통과되었다. 그 후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얻자 유럽경제공

동체에서 탈퇴해버린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다른 국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논쟁

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적인 비정부 조직으로서의 그들

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1982년 이누이트 극

지이사회는 그린란드인들이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앞에서 

북극해에서 액화 천연가스 수송을 반대하는 증언 자리를 만들

어 그들의 주장을 펼쳤다.

1977년 6월, 이누이트 극지이사회 출범 초기부터 당시 소비

에트 연방 소속 대표단의 참석도 추진되었으나 소비에트 연

방정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누이트 극지

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정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1989년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고, 

냉전 종식과 구소련의 해체로 러시아 유피크(러시아 추코트카 

지역에 분포하는 이누이트 족의 일파) 족은 1993년 이누이트 

극지이사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구소련의 해체로 중앙정부의 배급체계 붕괴 등으로 시베리아 

토착원주민 사회, 특히 추코트카(Chukotka) 지역에 식량부족 

등 심각한 경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양한 이누이트 극

지이사회 참가국 사무소와 그 밖의 이누이트 기관들이 러시

아 추코트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 그들 동족에 대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   UN에서의 활동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1983년 이래로 UN의 공식적인 비정

부기구로 활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

였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토착원주민 권리의 UN 실무자 

그룹, 경제사회이사회의 참여자로서 활동하였고, 원주민 권리

에 대한 UN 선언문 작성에 참여하였다.

2007년 9월 13일, 25년 간의 외교적 노력이 있은 후 UN총회

는 원주민 권리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선언문 초고

에는 토착원주민의 자기 결정권이나 자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

한 동의권, 그들의 토지에서의 자원개발에 대한 동의권이 언급

되어 있지 않았다. 이누이트들은 최종 선언문에 토착원주민의

8） 미국 Alaska주 북부 대규모 유전 지역

9） http://www.inuitcircumpolar.com/charter--bylaws.html. 참고

10） 유럽 경제 공동체(영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약칭 EEC, 영

국에서는 "공동 시장(Common Market)"으로 더 잘 알려짐.)은 1957년 3

월 25일 벨기에, 프랑스, 독일(당시에는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

덜란드 6개국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기구였

다. 1967년 이후에는 위의 6개국 외의 6개국(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

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합류하면서 이들 기구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

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함께 통합되어 유럽 공동체(EC)로 불리는 체제

로 이행되었다. 1993년 유럽 연합(EU)이 발족했을 때 유럽 경제 공동체는 

유럽 연합의 세 개의 기둥에 있어서의 제1의 기둥인 유럽 공동체로 여겨

졌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이 기구는 해체되었다. 

http://ko.wikipedia.org/wiki/%EC (검색일: 2015. 03. 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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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즉 “자유롭게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사

회 및 문화개발을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와 그들의 특징적인 

문화 가치를 반영하는 정부를 발전시킬 권리를 단언하는 표

현이 포함되도록 주장하였다. 

○  북극이사회 활동  

이누이트들은 1991년 북극 토착원주민 대표회담을 조직하였

고, 이것이 북극에서 국제공조의 길을 마련하여 1996년 북극

이사회 설립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북극이사회는 구속력

이 없는 다자간 포럼으로 북극 8개국(캐나다, 아이슬란드,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미국)이 만나 공동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누이트 극지이사회와 5개 다른 토착원주

민 비정부 기구는 북극이사회의 영구 참가자이다.11)

○  환경 활동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오랫동안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자

연을 이용하는 이누이트야말로 ‘북극 생태계의 진정한 지킴

이’라고 주장한다. 1986년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이누이트 

지역 보전전략(IRCS)을 개발했는데, 이는 환경보호 이슈들을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지속가능 개발’과 연계시켰

다. 이누이트 지역 보전전략은 최초의 진정한 지역 보전전략

이었고 환경 정책입안과 환경관리 실행에 있어 토착원주민 

지식을 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당시로선 새로운 접근방법

이었다.

이후, 이누이트 극지이사회는 1992년 6월 리오 데 자네이로

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2002년 남아공의 요

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담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누이트들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

나들었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이누이트 사회와 그 밖의 

여러 북극권 토착민들과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냉전으로 이누이트들은 캐나다, 덴마크 

및 미국 중앙정부가 세운 국경 안에서만 활동하여야 했다.

이누이트들은 해당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자치정부를 수립하

고 있으나, 국제법적으로 이들 자치정부들은 온전한 주권국

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최근에

는 다시 개인 또는 이누이트 단체의 형태로 국가나 중앙정부

가 정한 장벽을 깨고 새로운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Ⅳ.  맺음말 

20세기 중반까지 북극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북극

을 둘러싼 개별 국가에 종속된 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하였으

나 그들 중앙정부 역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랫동

안 이들 지역이 관심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극한지역으로 접근이 곤란하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상업

적·산업적 활동이 크지 않았던 때문이다. 또한 냉전의 긴장

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북극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유전 및 자원 개발이 그들 삶의 터전과 전통문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

부와 대립하기도 하고 다국적 기업 등과 투쟁하기도 하면서 

소속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초기에 주로 환경 활동으로 전개되었고 환경 

관련 국제법 또는 기준을 수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한 UN 등 국제무대에서 토착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

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를 확대

할 수 있었다.

북극 원주민 단체는 북극권 국가들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인 북

극이사회가 성립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영구

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 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북극이사회가 북극권 거버넌스의 정점에 있는 

듯하나, 사실상 북극 원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이다. 우리나라가 북극권과의 협력을 위해 

북극국가 또는 북극이사회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

시 원주민 또는 원주민 단체들과의 깊은 교감을 기반으로 협

력을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ht 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about-us/

permanent-participant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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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에서 명시된 자결권(self-determinism)은 원주민들의  

자치권을 국제법적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자결권에 근거해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의 이누이트와 사미족들은 그린란드, 핀마르크, 

누나부트 등에서 지역정책과 천연자원 개발정책 결정과정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에 명시된 

자결권이 원주민들에게 분리, 독립의 권리나 외교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의 거주지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혹은 자치정부의 권한을 부여한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Ⅰ. 머리말

2000년대 이후 유가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권 지역의 

유전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지역 원주민들의 정치적, 경

제적 권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극권 원주민이란 

기원전부터 그린란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나 북부 지역

과 스칸디나비아 북부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Inuit)와 사미족

(Sami People) 등을 지칭하는 말로서 아래 <표 1>에 보듯이 

덴마크(그린란드), 캐나다, 러시아에 약 150,000명의 이누이

트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 약 60,000명에서 

100,000명의 사미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ubreuil 

2011).

1970년대 전후로 북극권 원주민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

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이를 위한 정책을 강

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캐나

다의 이누이트와 사미족들은 지역 입법이나 행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얻어낸다. 1980년대 이후 북극권 원

주민들은 한층 더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

역의 원주민들과의 국제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원주민의 자

결권(self-determinism)을 명시한 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

약 169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69)와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체결시킨다. 이러한 자결권은 원주민 자치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본 글에서는 원주민의 자결권이 국제법적으로 무엇인지 간략

히 소개한 후,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주요 북극 이사회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러한 자결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는지 

검토함으로써 북극권 원주민들의 정치적 권한과 자원개발 결

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자결권과 국제법 

국제법적으로 자결권은 북극권 원주민의 권리와 자치(혹은 

분리 독립)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귀베르나우(Monserrat 

Guibernau)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한다. 첫째, 특정한 인종, 언어, 문화 혹은 종교를 

가진 공동체가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집

단적 권리이다. 둘째, 국민들이 어떻게 통치를 받고 누가 정

부에서 자신들을 대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북극권 원주민과 자결권
정 수 현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표 1> 북극권 원주민의 국가별 거주인구

* 출처:  Antonie Dubreuil. 2011. “The Arctic of the Regions:  

Between Indigenous Peoples and Subnational Entities-Which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66(4): 923-938.

(단위: 명)

이누이트 사미족

노르웨이 - 40,000 ~ 60,000

덴마크
(그린란드)

50,000 -

미   국 45,000 -

러시아 2,000 2,000

스웨덴 - 15,000 ~ 25,000

캐나다 50,000 -

핀란드 - 6,000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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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모든 민족국가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과 경제적, 사회

적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Guibernau 2015, 540).  

자결권이 국제정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

은 19세기 유럽에서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자신들의 고유

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다민족 제국주의 국가에

서 벗어나 민족국가를 설립하고자 시도하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걸쳐 많은 식민

지 국가들이 신생국으로 독립하였을 때, 자결권은 이들의 독

립을 정당화하는 주요 국제법적 근거로 인용되었다. 국제연

합 역시 1945년 발효된 국제연합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1조 2항에서 인민의 자결권 원칙을 존중

한다고 밝혔으며 1960년 총회에서 결의된 식민지 및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에서는 

“모든 인민들이 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에 따라 인

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Daes 1993, 2). 

1980년대 들어서는 인디언이나 이누이트 등의 원주민들이 

다국적으로 원주민 단체를 조직하여 자결권을 원주민들의 권

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1982년 원주민 인

구를 위한 국제연합 실무그룹(The UN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이 결성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1989

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와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을 체결시킴으로써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

는 국제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

약 169호는 원주민의 법적 지위, 영토, 국내적 조직과 환경 

안정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하였고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

한 국제연합선언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원주민이 결권을 행

사할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였다(Wiessner 2008). 

하지만 최근 국제법에서 명시된 원주민들의 자결권은 원주민

들이 기존의 국가로부터 분리 및 독립하거나 외교적 주체로

서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

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성 혹은 자치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주로 해석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법 학자들은 현재 논의되는 원주민

들의 자결권을 ‘내부적 자결권(internal self-determination)’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많은 신생국들의 분리 독립을 이끌어냈던 ‘외부적 자결

권(external self-determination)’과 구분시키고 있다(Daes 

1993; Guibernau 2015).

Ⅲ.  북극권 원주민들의 자치정부

북극이사회 국가들마다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여부

는 다르다. 가령,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에 

대한 총회 표결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찬성

표를 던졌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러시아는 기타 10개국과 함께 기

권하였다(Kolas 2013, 500).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캐

나다는 북극권 원주민들의 자치권을 상대적으로 잘 보장하는 

국가들로서 다음에서는 어떻게 이들 국가들에서 원주민들의 

내적 자결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린란드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부

각시켰다. 1940년 덴마크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자 1941년 

미국은 그린란드에 주둔하여 공군기지를 세움으로써 나치로

부터 침략을 방어하였다. 종전 이후 미국은 그린란드가 가지

는 군사적 가치 때문에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덴마크는 이를 거부하였고 1953년 식민지였던 그린

란드를 독립시키는 대신 자국의 영토로 복속시켰다(Auchet 

2011, 960).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그린란드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면서 그린란드의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가 이누이트 정당들1)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그 결

과 덴마크는 1979년 그린란드 자치법(Greenland Home Rule 

Act)을 통해 그린란드를 특수지역으로 인정하고 입법과 행정

에 관한 많은 국내적 권한을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이양하였

다. 또한 1985년에는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자신들의 어업권

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경제공동체를 탈퇴하였고 자신들의 독

자적 국기(flag)를 채택하였다(Auchet 2011; Kolas 2013).

2008년 주민투표의 압도적인 찬성과 함께 2009년부

터 시행된 그린란드 자치정부법(Act on Greenland Self-

Government)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국내외적 권한을 한층 

더 확대시켰다. 법률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그린란드 주민들

의 국제법에 따른 자결권을 인정하였고 사법과 치안업무에 

대한 덴마크 정부로부터 자치정부로의 점진적 이양을 규정 

하고 있다.

1

1） 그린란드의 자치를 강하게 주장한 정당들은 “앞으로”라는 의미를 지

닌 Siumut와 “인민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닌 Inuiit Ataqatigiit가 

있다(Auchet 2011, 960). 



Yearbook of Polar Brief 2015｜5150｜Yearbook of Polar Brief 2015

2） 사미족 인구수의 편차가 높은 이유는 기존의 인구조사로는 사미족 인구

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가 사미족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인

구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사미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만 사미족으로 분류한다면 실제 사미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인구 추정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3） 1989년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사미 의회가 개회했으며 1993년에 스웨

덴의 사미 의회가, 1996년에 핀란드의 사미 의회가, 2010년에 러시아

의 사미 의회가 설립되었다. 러시아의 사미 의회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

란드의 사미 의회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로부터는 공식

적인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Dubreuil 2011, 931). 

또한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그린란드 영토와 영해의 천연자연

과 석유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런 조항들이 그린란드가 주권국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 정부는 여전히 그린란드에 대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는 그린란드 주민과 의회의 찬성뿐만 아니라 덴마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Auchet 2011; Kolas 2013; Ackrén and 

Jakobsen 2015). 

     노르웨이의 사미족

사미족은 기원전부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부지역과 

러시아의 콜라반도(Kola Peninsula)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원

주민들을 지칭한다.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노르웨이, 스

웨덴, 핀란드, 러시아에 각각 40,000-60,000명, 15,000-

25,000명, 6,000-9,000명, 2000명의 사미족이 거주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 이들 국가에는 1980년대 말부터 사미 의

회(Sami parliament)가 구성되어 사미족 문화의 보존을 목적

으로 하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미 의회는 사미

족에게 정치적 자치권을 부여한 권력기관은 아니다(Dubreuil 

2011, 930).3)

1989년 처음으로 개회한 노르웨이의 사미 의회는 노르웨이 

사미족을 대표하는 정치체로서 사미족의 언어, 문화, 생활방

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미 의회

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미족의 경제권과 직결된 

순록사육(reindeer husbandry)이나 초원의 손실을 관리할 

법적권한을 가지지 못했다(Kolas 2013, 501).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미족과 사미 의회의 권한을 확대

하기 위해 2005년 핀마르크법(Finnmark Act)이 제정되었

다. 핀마르크법의 목적은 제1조 1항에서 밝혔듯이 핀마르크 

지역민의 이익, 특히 사미족의 문화와 순록사육 등을 고려하

여 핀마르크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균형 있고 생태적으로 관

리하는 것이다(Fizmaurice 2009, 100). 이를 위해서, 이 지

역에 있던 노르웨이의 국유지는 새롭게 조직된 핀마르크 이

스테이트(Finmark Estate)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게 되었으

며 핀마르크 카운티 의회와 사미 의회에서 선출된 각각 3명

의 대표인으로 구성된 핀마르크 이스테이트의 6인 이사회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천연개발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핀마르크법은 관련 법

안을 개정하여 사미 의회는 핀마르크 지역의 자원 개발에 대

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핀마르크 관할에 대한 사미족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

게 된 것이다(Kolas 2013, pp 501-502). 마지막으로 핀마

르크법 제3조는 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169호의 원주민

에 관한 조항을 준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비록 제한적이지만 

사미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다(Fizmaurice 2009, 107; 

Broderstad 2011, 906-907).

     캐나다의 이누이트

캐나다는 중앙정부가 주정부의 지역 통치에 대한 주권을 인

정하는 연방주의 국가이다.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정책에 대

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 문화, 교육 혹은 공공안전 등

에 관한 정책권한은 주정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Dubreuil 

2011, 934-935). 비록 캐나다는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

한 국제연합선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북극권 원주민

의 자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캐나다 이누이트들

은 1980년대부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

의 거주지에 대한 자치권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이누이트의 거주 지역은 누나부트(Nunavut), 누

나빅(Nunavik), 누나트시아부트(Nunatsiavut), 이누비알루이

트(Innuvialuit)의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누나부

트에는 약 25,000명의 이누이트가 살고 있으며 1993년 누

나부트 토지 권리 협정(Nanavut Land Claims Agreement)

이 이누이트와 중앙정부, 주정부 간의 합의 하에 체결되었

다. 이 협정으로 인해 이누이트는 누나부트 지역의 정책결

정에 참여할 권한이 주어졌으며 누나부트의 자원관리와 환

경보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퀴벡

(Quibec)의 누나빅에는 약 10,000명의 이누이트가 거주한다. 

누나빅은 1975년 제임스 베이와 노던 퀴벡 협정(James Bay 

and Northern Quebec Agreement)에 의해 생겨났으며 크리

(Cree)와 카티빅(Kativik) 지방정부가 지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마키빅 조합(Makivik Corporation)이 협정에 의해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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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 퀴벡 이누이트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이

누이트의 권리와 재정문제를 관리한다. 누나빅 지역에서 이누

이트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주로 문화적인 것에 국한되는데, 

2011년 4월 이누이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누나빅 지

방정부의 설립을 거부하였다. 누나트시아부트에는 2,000명 

이상의 이누이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2005년 래브

라도 이누이트 토지 권한 협정(Labrador Inuit Lands Claims 

Agreement) 체결을 통해 자치정부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의

회와 행정위원회로 구성된 누나트시아부트 정부가 수립되

어 뉴파운드랜드(Newfoundland)와 래브라도 정부의 협의 하

에서 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게 된 것이다. 마지

막으로 1984년 이누비알루이트 최종 협정(Innuvialuit Final 

Agreement)에 생겨난 이누비알루이트에는 약 3,000명의 이

누이트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누발루이트 지역조합(Innuvialuit 

regional corporation)이 6개의 이누이트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다(Dubreuil 2011, 935-936; Ford et al. 2010).

Ⅳ.  맺음말 

국제연합헌장과 식민지 및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에 관한 선

언에 규정된 자결권은 북극권 원주민들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결권에 근거해 

1989년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2007년 원주민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영토와 환경

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주

민들의 자결권은 원주민이 기존의 국가로부터 분리 및 독립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외교적 주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

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부여받은 정도로 해석된

다. 또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공

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의 이누이트와 사미족들은 다른 북

극이사회 국가들의 원주민들보다 그들의 자치권을 상대적으

로 잘 보장받고 있으며 그린란드, 핀마르크, 누나부트 등에서 

지역정책과 천연자원 개발정책 결정과정에 전적으로 혹은 부

분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1979년 

그린란드 자치법과 2009년부터 그린란드 자치정부법을 통해 

덴마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게 되

었으며 이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결정에 있

어서 거의 전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서 원주민들의 자치권은 상대적으로 약

한 편이며 러시아와 같은 경우 푸틴 정부 들어서 중앙집권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권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Dubreuil 2011, 924-928).

참고문헌

Ackrén, Maria and Uffe Jakobsen. 2015. “Greenland as a Self-
Governing Sub-National Territ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ast, 
Current and Future Perspectives.” Polar Records 51(259): 404-412.

Auchet, Marc. 2011. “Greenland at the Crossroads: What Strategy 
for the Arctic?” International Journal 66(4): 957-970.

Brodestad, Else Grete. 2011. “The Promise and Challenges of 
Indigenous Self-Determination: The Sami Case.” International 
Journal 66(4): 893-907.

Daes, Erica-Irene A. 1993. “Some Consideration on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3(1): 1-11.  

Dubreuil, Antonie.  2011. “The Arctic of the Regions: Between 
Ind igenous  Peop les  and  Subnat iona l  En t i t i es—Which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66(4): 923-938.

Fitzmaurice, Malgosia. 2009. “The New Developments Regarding 
the Saami Peoples of the North.”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16: 67-156.

Guibernau, Montserrat. 2015. “Self-Determina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Ethnopolitics 14(5): 540-546. 

Ford, James D., Tristan Pearce, Frank Durden, Chris Furgal, Barry 
Smit. 2010. “Climate Change Policy Response for Canada’s Inuit 
Population: The Importance of and Opportunities for Adaptati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 177-191. 

Kolas, Ashild. 2013. “Indigenous Rights, Sovereignty and Resource 
Governance in the Arctic.” Strategic Analysis 37(4): 499-504.

Wiessner,  S iegf r ied.  2008.  “ Ind igenous Sovere ignty :  A 
Reassessment in the Light of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1: 
1141-1176.



Yearbook of Polar Brief 2015｜5352｜Yearbook of Polar Brief 2015

기후변화는 북극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북극해의 안보 이슈는 북극해의 접근과 이용,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글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군사전략적 

가치, 각국의 방위력 증강과 향후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북극활동의 안전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본다.

Ⅰ. 머리말

“현대문명의 잠재력은 국가경제의 이익과 유럽 등 북극 주변 

국가들의 이익, 그리고 인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북극

을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지역에 축적되어 온 안보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한다”(1987, 무르만스크 선언. 고르바쵸프)

고르바쵸프는 상기 선언과 함께 “시급한 안보 이슈에 대

한 토론을 할 지역국가(the countries of the region to a 

discussion on the burning security issues)”를 초대하

여 북극이 “날씨가 만들어지는 부엌(whether kitchen)”일 

뿐 아니라, 지역간 기후에 영향을 주는 근원(根源)임을 역

설함으로써, 북극의 정치적 안정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

기로 작용하였다.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the Treaty on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STARTⅠ)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극해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평화”와 “안보”가 일

반적 “비무장화”로 연계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캐나다와 미국의 해양

통항권(북서항로)에 대한 해석 대립,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운

용중인 북해함대(Northern Fleet)와 해양독트린(2001), 캐

나다의 제1전략(Canada First Defence Strategy), 덴마크의 

Danish Defence Global Engagement 등은 북극해에서의 지

속적 방위력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평화”

의 개념에 ‘군사적 활동’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군사전략적 가치와 함께 

각국의 방위력 증강과 향후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대립 가능

성 등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북극해의 군사적 대립은 전

지구 패권전략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북극해의 이

용, 그리고 관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

기 때문이다. ( * 일반적 전지구 안전과 국가안전 포함여부, 제2장 논제임)

Ⅱ. 북극해, 四通八達의 지중해(地中海)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북극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북미

라는 3개의 대륙,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2개의 대양

(大洋)으로 둘러싸인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따라서 북극해

를 지배하는 것은 3개 대륙, 2개의 대양을 관통할 수 있는 북

반구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대적 기술 발달

에 따라 북극해는 “공역(空域)”의 중심이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량이 그대로 북반구 각국에 투영될 수 있는 지정학

적 심장부에 해당된다. 북극해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특유

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구의 지중해”라는 사전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지구 기후변화는 북극해가 다른 지역해

와 연동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군사지정학적 가치를 뚜렷

하게 제고시켰다”고 접근하는 것이 북극해 군사안보적 논제

를 풀어가는 솔직한 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러한 접

근은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다른 

지역해와 연동될 수 있다는 측면은 북극해 항로를 포함한 산

업적 접근과 활로 개척이라는 기회적 측면을 의미한다. 반면, 

이는 동시에 이 지역의 군사적 역량이 특정 국가에게 집중될 

경우, 북반구 뿐 아니라 국제적 선박 통항과 항공로를 통제

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서

항로와 북동항로는 해상교통로일 뿐 아니라 군사 전략적 가

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항로는 파나마

북극의 환경변화와 전지구 안전 : 군사안보적 측면
양 희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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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의 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국이 북극해를 통해 

핵잠수함을 태평양까지 가장 은밀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항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북극해의 또 다른 장점은 1m가 넘는 빙층 

(氷層)이 핵잠수함의 안전을 보호하는 천연장벽으로 작용한다

는 점이다. 즉, 북극해의 얼음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

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며, 또한 북극해의 열악한 기후와 푹풍 

(설)은 최신의 해양감시위성으로도 수중 행동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북극해 해빙층은 상시적 변

화를 지속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단한 파열

음과 거대한 소음 역시 잠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방해하

며, 이 지역의 전리층이 상시 요동치는 것 역시 잠수정 감시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극해의 환경적 극한성

은 향후 일정 시기 동안 여전히 강대국들에 의해 은폐된 군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천혜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Ⅲ.  군사적 역량강화 : 북극해 정보와 기술, 연구

북극지역이 전지구에서 가장 혹한의 지방 중 하나라는 점과 

기후변화의 주요 근원(根源)이라는 점, 그리고 북반구 각 지역

의 이익이 교차하고 군대가 밀집된 전략적 요지라는 점은 북

극지역이 기타 지역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

진데 기인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전략과 전술적 활

용을 위한 군사기상, 군사기술의 연구와 실험, 군사정보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극해는 특히 북반구 중고위도 지역 기

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극지와 중위도 지역에서는 

열량 교환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지구에는 각종 기상 

현상이 야기된다. 북극 지자기장과 전지구 대기환류 및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만 하다. 북

극광(Northern Lights)라고 불리우는 오로라는 지구공간의 환

경 변화를 야기하고, 순간적으로 공간과 지면에 있는 군사, 민

용 기술체계의 운영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북극지역의 기상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전술 및 전

략, 병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성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물론, 북극 기상관측은 제

2차대전 이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이 위성, 비행기, 기구 등의 장비를 활용한 북극 기상관측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극은 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 중심의 

무기 연구와 개발을 위한 실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대

의 무기 연구개발에서는 모의환경 실험과 실제환경 실험을 결

합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나, 종합적 연구성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실제 환경실험을 대체할 만한 실험은 없다. 미국

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술적 성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무기장비와 부속품, 재료와 탄약을 환경실험실에서 먼저 모

의실험한 후에, 실지환경 실험을 진행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북극은 또한 상대방의 군사행동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미국이 1951년부터 1965년 동

안 북해의 유빙 빙산에 약 9개의 감청기지를 운영하였다는 점

과 구소련이 냉전시기에 약 13개의 빙산에 감청기지를 운용

하였다는 점은 북극의 군사정보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말해준

다. 양국이 극한해역인 북극을 대상으로 군사정보 수집을 지

속하는 이유는 양국의 군사적 역량의 전개와 활동이 북극과 

<그림 1> 북극해의 군사전략과 잠수함 운용

<그림 2> 북극해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러시아의 기지 운용

* 출처:  As the World Warms, Navy Strategists Plan for an Arctic Rush 

(MAX STRASSER, 2014.4.30)

* 출처:  Russia Deploys New Radar Stations in Arctic : Russian Army Begins 

UAV Monitoring in Arctic Region (MILITARY & INTELLIGENC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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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북극 해빙은 

북극지역의 공역(空域), 지상, 수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찰 플

랫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Ⅳ.  각국의 북극해 군사전략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북극의 결빙 면적이 현저하게 축소되

어 항로와 자원개발을 통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망이 높아

지자, 북극해 연안국은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에 투자를 본격화한다. 특히 2007년 8월의 러시아의 

북극원정대가 소형잠수정을 활용하여 4천미터 아래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데 성공한 이후, 군사적 증강 움직임은 본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7년 고르바쵸프의 선언이

후 북극지역을 대상으로 형성되던 협력적 국제 관계가 점진

적으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기조로 변용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

여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북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

해 그린란드 및 아이슬란드에 군사기지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북태평양 및 북극해 주변 해역은 

영국 및 소련에 대한 군사 지원 물자의 공급 경로로서도 중

요한 요충지였다. 북극권은 1940년대 말 냉전의 진전과 함

께 서방동맹과 소련과의 잠재적 전투지역으로 간주되었으

며, 1949년 NATO 창설 이후에는 유럽의 동맹국을 방위하

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러

시아가 2007년에 북극점에 국기를 꽂은 이후, 미국의 북극

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다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

기에 미국 해군은 처음으로 해병대, 연안 경비대와 함께 “2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2007)”

을 발표하였다.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책방향으로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66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25(2009.1)”가 발표

되었고, 해군의 구체적인 북극행동계획인 “U.S. Navy 

Arctic Roadmap(2009.10)” 역시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물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미국의 북극에 대한 전략

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나, 군사안전보장 면에서

의 북극정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푸친의 제1차 해양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을 2001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개정되었다. 해양독트린에서,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가안전위협 수준의 감소와 전략적 

안전성 보장”, “러시아 연방의 군사-해양 잠재력 강화, 북극

함대 군사력(군대)개발”, “북극해, 북극해항로 수역, 그리고 

대서양의 북부에서 러시아 석유 가스 채굴 및 가스수송 기업

들, 러시아 함대 활동을 위한 조건 조성”, “북극 해양 공간 

연구 및 개발에서 러시아 연방의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함” 등

을 언급하고 있는 바, 여전히 러시아의 5해양 중 하나로 북

극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해양 독트린

에서는 일반 선박도 궁극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목적을 위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메도베데

프 전 대통령은 2009년 “2020년까지의 러시아 북극 전략”

을 발표하였는데, 동 전략은 북극해가 2020년까지의 석유·

천연가스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 공급지로서 중요하며, 러시

아의 육군에 북극부대를 창설하여 북극에 있는 국경 경비 강

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

방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서는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적국

이며, 러시아 북극군 계획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북극을 러

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상의 최우선 지역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북극에서의 군사적 역량의 배치가 향후 전략적 상대가 

있는 틀 속에서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2008년 “Canada First Defence Strategy”을 발표

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캐나다의 북극 주권 방위와 강화를 강

조하는 동시에 2028년까지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09년 발표된 “Northern Strategy”에서는 캐나

다 북극정책이 과거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제한되어 투자되던 

것이 북극해를 통한 방위력 증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캐나다는 18기의 CP-140(P-

3C) 대잠 초계기가 동해안에 배치되어 북극 지역의 감시

<그림 3> 북극해에서의 관할권 확대와 군사적 역량 배치도

* 출처:  PAUL GOBLE, MOSCOW AGAIN MAKES EXPANSIVE CLAIMS TO 

LARGE PARTS OF ARCTIC OCEAN(Up Nor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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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남동 및 중앙의 각 기지에는 

80기의 FA 18 전투공격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북서 주(州)

의 인비크, 엘로나이프와 누나부토의 이카로이트와 랭킹 등

의 북극지역에도 배치되어 있다. FA 18 전투공격기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정찰대의 캐나다 영공으로의 침

입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캐나다 Canada 

First Defence Strategy에 의하면 2020년까지 CP-140을 신

형 10~12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캐나다 영공 부근 비행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는 FA 18을 F-35통합타격전투기(스텔스 전투기) 

65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북극해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의 활동이다. 중국은 2008년에 스발바르 제도(Svalbard)에 

조사 기지를 개설하고, 일찍부터 남극에서 활동해온 쇄빙선 

“XueLong(雪龍)호”를 정기적으로 북극조사에 투입하고 있

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의 북극해에서의 전략적 방향과 백서

가 발표된 것은 없다. 다만, 북극해에서의 자원(석유가스), 수

산,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과 군사적 통제권 강화 등은 중국

의 모든 경제 및 군사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이 북극의 EEZ와 대륙붕에 대

한 관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

국의 지역해 패권정책과 해군의 대양진출, 경제적 성장속도

는 현 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에서의 ‘북극해’전략이 뚜렷한 

국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대응적 측면에서 가시화 될 것임

은 분명하다. 북극 전략의 방향성 설정을 둘러싼 중국의 고민

은 많은 학자들의 정책 건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데, 

예컨대 중국의 ZhaoYing 박사는 북극지역이 주변국가에 의

해 분할되는 형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 WangXiuYing 교수는 러시아의 해

저 깃발 행위가 야기한 북극 연안국의 권리확장이 중국이 주

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다자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 있

다.2) 이들의 논조는 Lida Jakobson의 평가와 같이3), 중국정

부의 북극전략 부재가 사실 이미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공식적 북극 진출 전략이 야기할 국제사회의 지나친 견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향후 북극 추진 전략의 적극성과 방향설정이 북극해 자원

과 항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국 참여 기회와 직결된다는 점

에서 현재의 “관망”자세는 장기화될 수는 없으며, 중국정부

는 북극의 레짐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Ⅴ. 결론: 북극의 군사적 활용과 한국의 안전

북극에서의 최근의 연안국의 군비 강화 움직임은 많은 논자

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극해의 해빙 면적의 축소라는 

기후변동에 의한 북극의 지정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지구 기후변화는 북극해의 자연환

경과 사회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들 두 가지 영

역의 ‘환경’적 변화는 그것이 “결과론적 영향”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모두 ‘안전’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때 언급

되는 ‘안전’은 “군사적 안전”이라는 전통적 개념과 함께 “자

원, 생태, 경제, 환경, 에너지, 항로, 식량” 등의 비전통적 안

전 개념을 포괄하나, 본문은 이중 전자의 ‘군사적 안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북극해 해빙은 “생태계, 식량, 환

경, 에너지, 항로이용 등”의 비전통적 안전 영역 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군사적 이용과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영역 

모두에서 한국에 직간접적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이중 전자

는 그 결과가 한국에 위협요소와 함께 기회요소를 반영하는 

반면, 후자 북극해 접근과 이용,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

협적 요소로 제한되어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극은  

‘날씨가 만들어지는 부엌(whether kitchen)’일 뿐 아니라, 유럽,

<그림 4>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 기지

* 출처:  Russia’s Military Buildup in the Arctic: Political Rhetoric vs. Reality 

(World Policy Blog, 2015.10.14)

1） 趙潁, “淺析北極所面臨的法律挑戰及其我國的影響”, 海洋開發與管

理, Vol.26(3)(2009), p.21

2） 王 秀 英 ,  “ 國 際 法 視 野 中 的 北 極 爭 端 ”,  海 洋 開 發 與 管 理 , 

Vol.7(2007),pp.14-19.

3）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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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는 물론, 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의 기후에 영향

을 주는 열대성 폭풍(cyclone)과 고기압권(anticyclone)이 발

생하는 지점이다. 즉, 갈등 보다는 협력적 틀이 뚜렷하게 형성

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보다 크다. 이는 우리나라

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또

한 이러한 평가는 향후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틀이 북

극해 연안국들에 의한 ‘지역해’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

체의 식생과 생활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 문제’ 혹

은 ‘지역해와 지역해’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고르바쵸프가 제창

하였던 “인류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안보 문제

의 해결”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극

해 군사 증강구도를 주도하는 강대국을 설득할 마법으로 작

용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북극해가 군사

적 배치 혹은 군사활동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소위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 목적

이 평화적 측면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량 자체는 

다양한 형태로 투영될 수 있으며, 특히 북극해에서의 인간활

동 증가에 따라서는 그 활용적 측면이 훨씬 강조될 여지 또

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것은, 현재 북극해

를 둘러싼 국제적 레짐(연안국이든 비연안국이든)은 “북극해

의 환경변화에 의한 불안전 요소를 해소”할 만한 합의나 협

의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북극해에서 “공동의 현

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극해를 관

리하는 연안국들의 관심 역시 “평화”라는 목적 보다는 “배타

적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극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안전 문제는 북극해 연안국 및 비

연안국, 그리고 원주민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안전

의 총합”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인류의 현

재와 미래 생존”문제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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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0월에 북극이사회 공식행사로 개최된 북극에너지회의(AES: Arctic Energy Summi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북극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북극에너지회의의 주요 아젠다는 분별 있는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효율 개선, 극지의 안정적 전력 및 열 공급, 북극 에너지 사업의 투자 리스크관리로, 북극의 지속 

가능개발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회의에서 논의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북극이사회 지속가능개발분과(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서 제안한 시범사업과 일맥상통하는 바, 본 지면을 활용하여 기후안보와 에너지안보 

차원의 북극권 국가의 기후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북극에너지회의의 시사점
김 효 선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Ⅰ.  북극에너지회의의 성격 및 추진경과

2015년 10월 28-30일에 걸쳐 미국 페어뱅크스에서 개최

된 북극에너지회의는 올해 들어 2011년 이후 세 번째로 추

진된 북극이사회 지속가능개발분과 (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의 공식행사이다. 

북극에너지회의는 ICSU와 WMO의 공동운영위가 추진한 

International Polar Year(2007-2008)의 공식 사업으로 2006

년에 채택되었다. 회의성격은 민-관-학 다학제간 포럼으로, 

북극이사회의 인가를 받았으며 미 국무부 후원으로 운영되

고 있다. 

이번 2015년 AES는 Institute of the North가 주관하였으며 미 

국무부 외에 아이슬랜드 외무부, 알래스카 주, 알래스카대학

이 공동 후원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극이사회의 의장국

인 미국이 최근 에너지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의지를 반

영하듯, 상류부문에서 하류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공교롭게도 오일메이져인 쉘

(Shell)이 북극개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는 언론보도가 공

개된 직후에 개최되어 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대한 북극의 유

가스전 개발은 논쟁의 대상에서 빗겨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쉘의 투자 중단에 대해 미국 에너지성의 반응이 미온적

인 것에 대한 불만은 북극에 대한 민간투자의 한계를 실감하

게 하는 단면을 보여주였다. 

대신, 이번 회의는 캣치프레이즈, “Security and Affordability 

for a Resilient North”를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에너

지정책을 다루었는데 ‘에너지안보’를 여는 때보다 강조하는 

회의가 되었다. 특히,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있어 신재생에너

지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과거 AES는 2007년 10월 앵커리지에서 Arctic Energy 

Technology Conference를 시점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아이슬랜드 AES에 이어 금년 2015 AES로 이

어졌다. 2007년 AES 회의는 에너지 개발 및 탐사(27%)1), 극

지의 신재생에너지(25%),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 사

회-경제, 지속가능성 영향분석(28%)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3년 AES는 Arctic Development Bank 설립 또는 Arctic 

Resilience Fund 조성 등을 논의함으로써, 북극 에너지개발

에 대한 Public-Private 파트너쉽이 강조되었다. 특히, 에너

지규제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정부 

간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이슈화하고 해

결할 실질적인 채널 구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거의 AES 회의와 비교하면, 이번 2015년 AES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이러한 배경은 미국이 이번회의를 통해 알래스카지

역의 마이크로 전력망사업(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구

성된 전력망사업)을 북극이사회 지속가능개발분과(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의 시범사업으로 

제안하는 데 일익을 하게 된다.

Ⅱ.  에너지안보와 기후안보 차원에서 바라본 
북극권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 정책성과 

북극권국가들의 에너지-기후정책을 지속가능개발 성과지표를 

통하여 진단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의하면

1） ( )안의 수치는 발표된 총 논문 수 대비 해당 주제의 논문 비중을 백

분율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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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 경제, 에너지, 보건, 군사 면

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성장을 국가는 미국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캐나다와 러시아는 방위산업 면에서 가장 대조적인 

성과지표를 보여주는데, 캐나다는 북극이사회 회원국 중 방

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은 반면, 러시아는 군사목적의 

투자가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의 경우 배출량이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국가로 핀란드와 함께 기후정책을 성공적으

로 이끈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가 탄소

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실적과 기후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할 자

료가 바로 <그림 2>와 <그림 3>이다. 즉, <그림 2>를 보면, 북

극이사회 회원국 중에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

어든 국가는 러시아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극이사

회 회원국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 세계 배출량(<그림 

2>에서 WLD로 표기)과 동북아 국가(<그림 2>에서 EAS로 표

기)들은 2005년 대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셰일가스가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기

여를 하였지만, 그 외의 북극권 국가들은 <그림 3>과 같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와 같은 조림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열, 노르웨이와 스

웨덴 등은 수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총 전력생

산의 20%가 넘는다.

Ⅲ.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의 에너지 
- 기후 안보정책

미국은 에너지안보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다루

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자국 내 경제는 

물론 군사, 외교, 정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후변화체제는 교토체

제와는 달리 선진국 중심의 배출권거래가 아닌 글로벌 탄소

시장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도 여기에서 예

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문 자체

의 법적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이라 법적구속력에 대한 불확

실성이 남아 있다.2)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될지

라도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발휘하

는 등 연성법(soft law)3) 성격을 지닐 것으로 국제법 전문가들

이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은 과거 교토의정서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과 기후변화

에 관한 공동대응에 전격합의 하는 등 2025년까지 2005년

2） 신기후변화체제에 대한 합의문의 법적 형태는 기후변화협약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

를 들어 의정서 또는 법적문서로 채택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휘될 

수 있음. 그러나, 신기후변화체제는 UNFCCC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

으며 대신 교토의정서와 병렬적 형태 또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음. 가장 유력한 것은 마라케쉬 합의문(2001년 제7차 당사국총회 

합의문)과 같이 총회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임. 

3）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를 지칭함.

<그림 1> 북극권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 지표 비교

<그림 3> 북극권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 지표 비교

<그림 2> 북극이사회 회원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추이 
(자료: WDI, 단위: tCO2) 

* 출처:  본 자료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자료를 지속가능개발 

지표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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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대비 26-28%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1년 부시 정부가 교토의정서를 미국의 사회적 

비용부담, 개도국 감축의무 배제, 의미 있는 감축목표 수립의 

실패 등을 이유로 탈퇴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이렇

게 미국정부가 기후체제에 대해 선회한 배경에는 정하윤·이

재승(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림 4>처럼 미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클린턴 정부와 같은 민주당 정권에 기

반을 두고 있지만 보다 시장중심적인 정책기능에 역점을 두

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동시에 석탄사용을 규제

하는 강제적 에너지원 다변화를 꾀하면서 에너지가격 안정성 

보다는 공급안정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또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 리스

크를 시장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셰일가스 영향으로 석유

를 대체하는 효과가 과거대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에너

지원간의 상대가격을 고려할 때 셰일가스의 등장이 연료대체

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축비용을 줄여주는 효

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미국과 EU의 위상이 과

거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지난 정부 대비 기후정

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림 

5>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미국과 중국의 

배출추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셰일가스 수혜를 

누린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중국과 신기후변화

체제에 공동대응키로 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합의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국은 셰일가스 매장량이 미국 다음

으로 많다. 결국 미국은 중국으로의 셰일가스 관련 기술이전

을 염두에 두고 있고,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세일가스로 실

현한다는 수혜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에너지정책과 기후정책은 에너지원의 다변

화와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안보에 근간을 두고 있

다. 단지 80년대와 90년대의 오일쇼크를 경험할 때의 에너지

안보와 다른 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달러강세가 더

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유가가 미시적 차원의 에너지

비용 상승 또는 감소를 뛰어넘어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 대비 신흥국들의 환율변동성

이 글로벌 경제의 기초체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12월 국무

부 내에 에너지자원국(Bureau of Energy Resource)을 신설

하는 등 에너지 협력외교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

마 행정부의 에너지외교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너지자

립도를 키우고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고 석탄에서 가스로의 원활한 대체를 통하여 기후변

화 대처능력증대로 함축된다. 이를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다원주의와 이슬람세계와의 대화전략으로 외교정책의 변화

를 시도했으나, 최근 들어 IS 테러 등 난민사태가 심각해지면

서 외교전략에도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Ⅳ.  북극 연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이상에서 북극에너지회의를 통하여 북극권국가들의 에너지-

기후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귀결됨을 서술하였다. 물

론 에너지안보와 기후안보가 단지 신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림 5>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자료: 미국 에너지성, 단위: 백만tCO2)

<그림 4> 미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기후정책

클린턴 
정부

●  국제규범과 조화
●   신축성, 효율성 중시

●  국제규범거부 
●    탄소집약도를 강조 

하는 협상논리

●   시장기반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역점

●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의 공조체제

●  에너지안보 중시
●  경제성장에 역점

●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조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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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에너지안보와 기후안보를 충족

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2015년 북극에너지회의가 시사하는 바는 기존

의 극지활동 활성화 전략이 에너지안보와 기후안보차원의 국

제협력사업 발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함축된다. 

이는 과학연구와 정책연구의 융합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협력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북극은 지역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임을 국제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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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극지 과학 연구  
● 북극 툰드라 식생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미래 

   기후변화 양상에 대하여 

   (김백민 / 극지연구소 극지기후변화연구부) No.1.

● 남극 중앙해령(Circum-Antarctic Ridge): 남극연구의 뉴 프런티어

   (박숭현 /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No.2.

● 북극의 해빙감소와 동아시아의 기상패턴의 연계성에 관하여

   (김성중 / 극지연구소 극지기후변화연구부) No.3.

● 북극 해양 미생물(Colwellia psychrerythraea) 유래 

   Ubix 단백질의 구조 - 기능 연구

   (이준혁 /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No.5.

05  남·북극 인프라기반 연구

●  기후변화에 의한 킹조지섬 생태계 변화 예측기반 구축

   (홍순규 /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부) No.4.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기반의 멜번 화산 지구물리 관측망 

   구축과 지진학적 연구

   (박용철 /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No.6.

● 빙하가 사라지면 북극 툰드라는 어떻게 변할까? 

   - 북극다산기지 기반 육상 생태계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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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캐나다 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있는 얼어붙은 땅인 동토층 툰드라 지역이 기후 및 생태

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에게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

해 대기중에 꾸준히 축적된 열이 바다와 땅으로 서서히 누적

되어 전달되기 시작함에 따라 수천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영

구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특히, 동토

층 내에 매장되어 있던 메탄가스의 심각한 방출 가능성이 대

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동토층의 해빙과 더불어 

더 살기 좋아진 동토층의 지표면에서는 툰드라 식물들이 크

게 증가하거나 보다 크고 복잡한 관목 및 나무들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는 지구 전체 규모의 에너지 평

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음이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 알려

지고 있다. 온실효과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

을 줄여 지구를 덮힌다면, 이러한 식물들의 증가는 지구로 들

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빛을 흡수하는 양을 증가시켜 지구 

온도를 증가시킬수 있다. 더 나아가, 고위도 지역에서의 지구 

온도 증가는 다양한 형태로 지구를 감싸고 돌고 있는 극지 

소용돌이(polar vortex)에도 영향을 주어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후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극지연구소는 2011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당시 교육과학기

술부)로부터 지원받은 극지기초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관측시스템 원천기술 개발 및 

변화추이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미국 알라스카, 북극 다산기지, 캐나다 캠브리지 베이, 그린

란드 자켄버그 등 북극권 내에 있는 영구동토층의 대기/툰드

라 식물/땅 속 미생물에 대한 감시와 모델링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극지역의 동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1). 

왜 우리는 고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 미생물들에 대

한 연구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으며,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

고 있는걸까? 그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본 글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1> 알라스카 카운실 지역에 극지연구소가 설치한 챔버 시스템 전경. 챔버 

시스템은 지중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포집하여 동토층에 살고 있는 툰

드라 식생의 변화와 미생물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 주

는 시스템이다.

북극 툰드라 식생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미래 기후변화 양상에 대하여
김 백 민 (극지연구소 극지기후변화연구부)

지구온난화는 소위 ‘피드백 현상’에 따라 증폭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툰드라 동토층에서 가장 명확하게 관측되고 있다. 지구온

난화와 빙하감소는 북극의 미생물 등 생명활동을 활성화 하고, 이는 탄소순환과 에너지순환을 교란하여, 다시금 지구온난화가  

증폭되는 바, 궁극적으로는 대기대순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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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동토층 해빙에 따른 메탄과 같은 강력한 온실기체 방출 

등 과거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온난화 증폭 

메커니즘이 동작하고 있거나,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서 앞

으로도 계속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급격한 온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Ⅲ. 북극 툰드라 식생이 초래하는 두가지 완
전히 다른 피드백 메커니즘

이제 영구동토층의 툰드라 식물이 피드백 형태로 지구온난화

를 증폭시키는 원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

해서는 툰드라 식물이 기후에 미치는 형태가 다른 두가지 피

드백 양상을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첫번째는 툰드라 식물의 

폭발적 성장이 탄소 순환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가 하는 관

점이고, 두번째는 에너지 순환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는 관점

이다. 지역적으로 지구 온난화는 근본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

해 증가된 탄소가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미래 툰드라 식

물의 증가가 얼마나 탄소를 더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혹은 

감소시킬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탄소 순환 관

점이다. 에너지 순환의 관점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툰드라 

식물 증가 혹은 다른 종으로의 천이가 지구 표면이 태양 빛

을 더욱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어두운 색깔의 표면으로 바꾸

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는데 주목한다. 이제 두가지 다른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순환 관점

먼저 동토층의 툰드라 식물이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

기에 앞서 지구상 식물이 대기중 이산화탄소 변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식물은 항상 호흡을 통

한 대기중으로의 이산화탄소 방출과 광합성을 통한 이산화탄

소 흡수 및 이를 통한 몸집 불리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Ⅱ. 온난화 이해와 기후 피드백

지구온난화의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잘 알

려진 바와 같이 인간이 방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마치 지구

를 온실처럼 만들어 덥힌다는 온실효과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

후로 비정상적인 속도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온실효

과 때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

을까?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만이 지구

온난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온실효과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

실효과가 지구를 직접적으로 덮히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서 

마치 음원에서 나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듯이 다른 간

접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구온난화를 전부 설명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제대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증폭 메커니즘인 피

드백 현상을 이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연계의 되먹임 현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이 방출한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덥혀 따뜻해지

면, 남아도는 열은 바닷물로 전달되어 바다도 서서히 따뜻해진

다. 그러면 따뜻해진 바다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내뿜게 된다.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

실가스이므로 이에 의해 지구는 더욱 달아오르게 되고1) 이로 인

해 다시 바다는 더욱 뜨거워지게 되며 더 많은 수증기를 방출하

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에 의해 시작된 지구온

난화가 증폭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후 피드백이라

고 하며 지역마다 피드백의 주된 메커니즘과 정도가 다 다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 피드백이 가장 강력한 지역에서 온도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임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어디일까? 바로 북극이다. 북극은 전지구상에서 기후 피드

백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북극

해의 해빙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구시스템의 가장 강력

한 피드백 메커니즘 중의 하나인 해빙 피드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즉, 태양빛을 대부분 반사하던 해빙이 녹으

면서 검푸른 바닷물로 바뀌게 되면, 태양빛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닷물을 데우면서 다시 해빙을 훨씬 더 많이 녹이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현재 해빙은 엄청난 양이 줄어들었으

며, 향후 10년 이내에 북극의 여름철에는 해빙을 보지 못할 것

으로 과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극에는 온난화에 

따른 생물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태양빛 흡수로 인한 온도 상승, 

<그림2> 북극의 주요 기후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나타낸 그림 (극

지과학자가 쓴 기후변화이야기-하호경, 김백민 공저) 중에서.

1） 이 과정이 증폭과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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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이 얼마나 대기중에 존재하는 이

산화탄소 양을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을까? 그 해답은 하

와이의 마누아 로아섬에서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대

기중 이산화탄소 양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온다. 이 자

료를 자세히 보면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

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산

업혁명 이전에 280ppm 수준이었던 대기중 이산화탄소 양

이 드디어 400ppm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자

료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향 외에 독특한 패턴이 존

재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매우 독특한 톱니바퀴 모양의 패턴

이 관찰된다. 이 부분이 바로 식물 생장기에 월등하게 우월

한 광합성으로 인한 식물의 탄소 흡수와 비생장기 호흡으

로 인한 탄소 방출을 나타낸다. 즉, 광합성을 통한 탄소 변

동 즉, 한해 중에서도 식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북반구 여

름철에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중의 탄소를 끌어당겨 쓰게 되

는데 이 양이 매우 커서 대기중 탄소량을 눈에 띄게 조절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식물 성장에 의해 지

구상 이산화탄소 총량이 조절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상 식물

이 전지구적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제 툰드라 식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툰드라 식물의 경

우 일반적인 호흡과 광합성으로 요약되는 지표 식물의 탄소

순환 과정에 더해 더욱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미생

물의 존재이다. 툰드라 아래 영구동토층에는 무수히 많은 양

의 탄소가 비활성 미생물 형태로 갇혀 있다. 그런데, 지구온

난화가 진행되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이 속에 갇혀 있던 미

생물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들이 분해를 시작하면서 엄청

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땅 밖으로 방출할수 있기 때

문이다. 즉, 툰드라 식물은 영구동토라는 변수로 인해 온난

화 정도에 따라 지구상 탄소수지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역할

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을 보자. 아래 그림은 영구동토

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툰드라 지역에서의 탄소

수지에 대한 미래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

은 동토로 들어오는 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푸른 화살표와 동

토에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탄소의 양인 붉은 화살표의 크

기가 현재(왼쪽), 가까운 미래(가운데), 먼 미래(오른쪽)에서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우는 두 화살표 크기

가 같다. 즉, 탄소 균형을 의미하고, 가까운 미래의 경우, 동

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미생물 분해에 의한 탄소가 증가가 

있긴 하나, 이보다는 폭발적으로 지표면에서 증가하는 툰드

라 식물의 양에 의한 탄소 흡수량이 방출량을 압도하는 시기

가 오게 된다. 이 시기는 탄소순환 측면에서 툰드라 식물은 오

히려 지구온난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이 시기가 지나 영구동토층이 본격적으로 녹게 되면, 미

생물의 폭발적 분해가 시작되고, 지표면 툰드라 식물의 탄

소 흡수량을 압도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구

동토층에 존재하는 툰드라 지역은 지구에 대재앙 수준의 탄

소를 방출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

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점을 주목해

야 한다. 동토층에 갇혀있는 탄소가 대기중으로 한번 방출되

게 되면 다시 온도를 인위적으로 급격히 낮춘다고 해도 그 탄

소가 다시 쉽게 동토층으로 녹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자연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이는 이러한 시기가 도

래하면 더이상 인류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시 예전처럼 돌

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구동토층은 극단적

으로 표현한다면 인류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폭탄저장

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아직 과학

적으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논란도 있지

만, 이미 지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토층의 관측 자

료들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 학계에서 입증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 순환 관점

이제 에너지 수지 관점에서 동토층 식물의 역할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에너지 순환 관점에서 두가지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번째는 대부분의 식물이 잎의 기공

을 통해 증발산 작용을 하는데 이 때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대

기중의 열을 뺏어오기 때문에 대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이 증발산 작용은 대부분 식물의 일반적인 기능이지만, 대

체로 잎 면적이 넓은 활엽수가 증발산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에너지 수지 관점에서 동토층의 툰드라 식물의 경우 이러한

<그림3> 북극 영구동토층 툰드라 지역에서의 시간에 따른 탄소순환 과정의 변

화를 나타낸 그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영구동토층의 미래를 의미하며, 

가운데는 현재로부터 15년 후, 오른쪽은 35년 이상 시간 경과후 동토층의 상태

를 의미한다. 각 그림에서 푸른색 화살표는 대기중에서 동토로 들어오는 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들어오게 되므로 동토층 식물

의 양에 비례한다. 붉은색 화살표는 동토층에서 대기로 나가는 탄소의 양을 의

미한다. 주로 호흡(respiration)과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분해(decompositon)의 

합으로 결정된다-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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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산에 의한 냉각효과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에너

지 수지 관점에서 동토층 식물의 역할은 매우 쉽다. 왜냐하

면, 온난화에 따라 동토층 식물이 증가하면 앞에서 얘기했듯

이, 이들이 토양에 비해 반사도가 적고, 특히 고위도에서 눈

에 덮혀 있던 땅에 비해서는 급격히 지표면을 어둡게 만들어

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더 

많이 지표면이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다양한 형태로 대기중

으로 방출되게 되고, 이는 대기를 더욱 뜨겁게 덥히게 된다. 

즉,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극지연구소와 전남대학교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이러한 툰드라 

식물의 증가로 인한 태양에너지 흡수 증가효과가 얼마나 미

래의 북극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지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약 380ppm인2) 현재 기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증가

된 720ppm이 되었을때의 기후를 재현해 보았다. 미래기후

에서의 툰드라 식물들의 효과를 모델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두가지 실험을 구상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툰드라 식물이 미래에도 현 수준을 그대로 유

지한다고 가정한 실험이고, 두번째 실험은 이산화탄소 증가

로 인해 기후가 바뀌는데 툰드라 식물이 반응하여 크게 번창

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미래의 툰드라 식

물의 분포는 사용한 지구시스템 모델의 요소 모델인 동적 식

물 모델(Dynamic Vegetation Model)이 기후에 반응하여 도

출한 미래 식물 분포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두 실험을 구성한 

후 각 두 실험에서 이산화탄소를 2배 증가시킬 때 대기의 지

표 온도가 현재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툰

드라 식물의 번창정도가 기후에 다시 피드백하여 온도를 얼

마나 정량적으로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값이 계산되게 된다. 

<그림 4>를 살펴보면, 그 툰드라 식물의 성장을 고려한 시뮬

레이션 (b)에서 여름철 북극 온도 증가가 더 큼을 알 수 있고, 

그 차이는 3~5도 정도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로 온도 증가는 기대한 바와같이 영구동토층 식생이 많이 

분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큼을 알 수 있어서 이

러한 차이가 영구동토층 식생의 폭발적 성장에서 기인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동토층 툰드라 식물들이 피드백 효과로 온도를 상승

시키는 작용을 하는 시기가 식물 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여

름철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 달리 식물성장

이 멈추는 겨울철에도 뚜렷한 영향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

인하였다(그림 5).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 본 결과, 여름철 폭

발적인 툰드라 식생 증가로 인해 증가한 열에너지는 육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근 북극해에까지 전달되어 북극 해빙

을 더 많이 녹게하고, 이로 인해 북극해빙이 얼어붙는 겨울

철에 상대적으로 덜 얼어붙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확

인하였다(그림 6). 이는 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데, 그 이유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북극해에서 대기

로 방출되는 열량의 총량은 북극해빙 면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Kim et al. 2014).   

<그림4> 이산화탄소가 현재에 비해 2배로 증가되었을때 모델이 시뮬레이션 한 

온도증가. a)툰드라 식물이 현재기후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결과, b) 동적 식생 모델을 적용하여 미래기후에서의 툰드라 식물 번창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의 결과. 두 그림 모두 식물의 성장기인 3월~9월까지의 평균 지

표 온도를 나타냄. Jeong et al. (2014)에서 발췌하였으며, 설명을 위해 그림을 

재배치/수정 하였음.    

a) b)

<그림5> 위 그림과 동일. 단, 여름철이 아닌 10월부터 2월까지 평균된 북반구 

겨울철 지표온도를 나타냄.    

a) b)

2） 현재는 400ppm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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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 글에서 기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

금까지 잠들어 있던 영구동토층에 생명활동이 커지고 식물들

이 급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지구급 규모의 탄소순환과 에너

지순환이 교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온난

화 증폭 과정인 기후 피드백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온난화

가 더욱 크게 증폭되며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대기대순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의 지역기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나, 실제 미래에 동토층이 얼마나 녹을지, 이로 인해 메탄

이 얼마나 방출될 지, 또한 툰드라 식생이 온난화에 의해 얼

마나 증가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

한 상황이고, 다만 본 글에서 소개한 연구에서와 같이 기후 모

델을 이용한 미래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추정

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기후 모델들은 현재 기술력으

로는 동토층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물리과정 

을 모델링 함에 있어 아직까지 큰 불확실성이 있고, 따라서 영

구동토층 해빙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미래의 파급효과들에 

대해 모의된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

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동토에 대한 입체 관측이 요구

되고, 이에 근거한 동토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공간 

규모 현상에 대한 정교한 프로세스 모델링 연구가 더욱 활성

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델이 예측하는 동토층의 미래는 

더욱 정교해지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6> 가을철 해빙 면적. 현재 기후에서의 해빙면적(녹색), 툰드라 식생 변화

를 고려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만을 2배증하였을 때 미래 해빙면적(노란색), 툰드

라 식생 변화를 고려하고 이산화탄소를 2배증하였을 때  미래 해빙면적(붉은

색), Jeong et al. (201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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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중앙해령은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해저 화산산맥으로서 지구의 기후변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열수 분출을 통해 해수

의 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극 중앙해령 주변에는 열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된 암석에는 남극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다양한 학문의 다학제적 연계가 가능한 남극 중앙해령 연구는 남극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극 중앙해령 (Circum-Antarctic Ridges): 남극 연구의 뉴 프런티어
박 숭 현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Ⅰ. 머리말

지금까지 남극 연구는 남극 대륙과 주변 섬들, 그리고 대륙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평을 확대

하여 향후 풍부한 탐사 및 연구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남극 중앙해령 연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평의 확대를 통해 극지 연구 영역이 넓어질 뿐 아

니라 역으로 남극 대륙과 연근해의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

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극 중앙해령은 뜨거운 용암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대

규모의 해저 화산 산맥으로서, 지구 외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

판들의 경계인 중앙해령의 일부이다. 남극 대륙은 남극 중앙

해령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차가운 남극 대륙은 

뜨거운 해저 화산으로 포위되어 있는 형세인 셈이다. <그림 1>

기본적으로 남극 중앙해령은 남극대륙이 위치하고 있는 남극 

지판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극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해 왔고 이곳에서 분출되는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

암에는 남극과 주변 대륙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

쇠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남극 중앙해령

에는 열수 분출구(hydrothermal vent)가 광범위하게 분포하

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수반되는 열수 광물과 열수 생

태계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미래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앙해령과 기후변화의 상관성

은 현재 지구과학계의 떠오르는 뜨거운 이슈이며 남극 중앙해

령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남극 중앙해령은 아직 많은 지역

이 미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를 운

영하고 있는 극지 연구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영역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질/지구물리학, 고기후 및 생

물학을 연계할 수 있는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풍

요로운 연구 영역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구시스템

에 내에서 작동하는 중앙해령의 기능을 개괄한 후 남극 중앙

해령의 중요성, 극지 연구소의 남극 중앙해령 탐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지구시스템에서 중앙해령의 기능

중앙해령은 야구공의 실밥과 같은 형태로 지구를 전체적으

로 휘감고 있는 지구 최대의 구조물이다. 지구 시스템 내에서 

중앙해령이 갖고 있는 일차적 기능은 해저 확장을 통해 바다 

밑 지각, 즉 해양 지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지각은 대륙의 경우 화강암질 암석이고 해양의 경우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해령을 통해 맨틀로 

부터 녹아 나온 현무암질 마그마가 끊임없이 분출됨으로써 

해양 지각이 형성된다. 

<그림 1>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남극 중앙해령.  
빨간색 선은 중앙해령, 하얀색 상자는 극지연구소 
탐사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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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령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해

양지각은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중앙해령으로 부터 멀

어져 가다가 결국 해구로 섭입됨으로써 소멸한다. 해양 지각

이 지구의 약 70%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중앙

해령은 해양 지각 형성 기능 하나만으로도 지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고 할수 있다.

중앙해령은 단순히 해양지각을 형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지구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작용들을 

한다. 첫째, 중앙해령은 다량의 열수를 분출함으로써 해수의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열수는 중앙해령 주변 해양 지각의 

쪼개진 틈을 침투해 순환하던 해수가 마그마의 열기에 의해 

가열되어 끓어 오른 것인데, 이 열수에는 해양 지각을 순환하

는 과정에서 녹아 들어간 광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해수와 다시 섞이게 되면 해수의 조성에 변화를 주기 때문이

다. 그리고 열수가 분출하여 차가운 해수를 만나 함유된 광물

질들이 급격히 침전함으로써 중앙해령 주변에는 금속 광상이 

형성되기도 한다. 청동기 문명의 발생지 중의 하나인 지중해 

키프로스 섬의 금속 광산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과거의 

중앙해령에서 형성된 것이다. 둘째, 중앙해령은 열수 분출을 

통해 열수 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중앙해령 주변에

는 특수한 열수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

에 기반하는 지상 생태계와는 독립적인, 지구 내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심해의 특수 생태계이다. 열수 생물과 생태계

는 지상의 생태계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명의 

기원을 열수 생물에서 찾기도 한다. 그리고 고온에서 적응한 

열수 생물은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셋째, 중앙해령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의 온도 조절 

기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 기후변화에 

따라 중앙해령의 화산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양이 조절되기 때문인데 과거 지

구의 온도 변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변수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극지연구소가 수행한 최근의 연구 결과 빙하기-간빙기 

사이클이 중앙해령 주변 해양 지각에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해령은 대부분이 지각으로 덮혀있는 맨틀이 지표와 상호

작용하는 무대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해령은 지구 내부 

맨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중앙해

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지각 아래 맨틀에서 직접 녹아 올

라온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맨틀의 특성

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Ⅲ.  남극 중앙해령의 중요성

남극 중앙해령은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중앙해령 중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지칭한다. 전체 중앙해령 규모

에서 남극 중앙해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서 매우 크

기 때문에 남극 중앙해령이 지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전지구에 미치는 중앙해령의 

작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극 중앙해령에 대한 탐

사와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극 중

앙해령의 많은 지역이 제대로 탐사되지 않아 많은 지역이 아

직 미답으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남극 중앙해령이 중앙해령 

연구 선진국들인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접

근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거친 해황(Sea Condition)때문에 

탐사를 위해서는 대형 연구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극 중

앙해령의 많은 부분이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장보고기지와 

세종기지를 오가는 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극지연구소는 

중앙해령 연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극 중앙해령에는 규명되야 할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고, 중앙해령과 관련된 과학적 문제들을 풀기에 좋은 조건

을 갖고 있다. 첫째, 해수의 조성과 순환에 대한 온전한 이

해를 위해서 남극 중앙해령에서의 열수 분출구 분포와 특성

이 규명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 규모에 비해 남극 중앙해

령에서는 열수 분출구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 둘째, 남

극 중앙해령의 열수 생태계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해령의 열수 생태계는 대양 별로 매

우 큰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특히 태평양 내에서도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열수 생물 군집은 매우 다른데 동서

태평양을 잇고 있는 남극 중앙해령의 열수 생물 군집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 수수께끼는 풀릴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극지

연구소가 최근 발견한 두 종의 열수 생물 외에 방대한 영역

의 남극 중앙해령 열수 생물 군집은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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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극 중앙해령은 기후변화와 중앙해령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중앙해령은 해저 확장 

속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대 대체로 확장 속도가 

빨라질 수록 분출하는 마그마의 양이 증가한다. 남극 중앙해

령의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속도로 확장

하기 때문에 마그마의 분출 역시 중간 규모이고 이 정도 규

모가 기후변화를 반영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기록이 오히려 불분명해지

고 확장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도 마그마의 부족으로 인해 

기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남극 중앙해령은 대륙

으로 단절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앙해령에서 분출하는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반구 맨틀의 진화와 순환을 연구할 수 있다.

Ⅳ.  극지연구소의 호주-남극 중앙해령  
탐사 성과

극지연구소는 2011-2013년에 걸쳐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

를 활용하여 남극 중앙해령의 일부인 호주-남극 중앙해령

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짧은 탐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림 3>  

호주-남극 중앙해령은 남위 63도 동경 160 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속으로 확장(약 60mm/yr)하는 중앙해령으로서 거친 

해황 때문에 극지연구소 탐사 이전에는 전혀 탐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미답의 남극 중앙해령이었다. 극지연구소는 세

계 최초로 이 중앙 해령의 지형도를 작성했으며 <그림 4> 열

수 분출구 분포 지역 발견과 열수 생물 채취에 성공하였다.

다중빔 지형 조사 결과 만들어진 지형도에서 중심축 주변으

로 발달한 해저면 굴곡의 주기가 빙하기-간빙기 사이클과 일

치함이 발견되었다. <그림 4> 이러한 상관 관계가 나타난 원

인은 빙하기 기간 동안에는 전지구적으로 해수면이 하강함으

로써 중앙해령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져 보다 많은 지각이 

형성되고 간빙기 동안에는 해수면이 전지구적으로 상승하여 

중앙해령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진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량의 지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Science 지에 게재되었다.

중앙해령 현무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고안된 암석 채

취기(Rock Corer)에 부착되어 운용된 ‘소형 열수 기록

기’(MAPR, Miniature Autonomous Plume Recorders) 탐

사 결과에 따르면 열수 분출구는 중앙해령 중심축의 가

운데 부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3>  남극 중앙해령 시료 채취 과정. 암석 시료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한 다음 처리하고 있다.

<그림 4>   아라온 탐사 결과 작성된 호주-남극 중앙해령 지형도.  
: 지형도에서 관찰되는 굴곡에 빙하기-간빙기 순환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2>  대양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열수 생물의 다양성. 
남극 중앙해령에서는 열수 생물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자료 Van Dover et al, Scien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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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탐사에서 이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CTD(Conductivity-

Temperature-Depth Recorder: 해수의 염농도-온도-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해양학의 기본 장비) 탐사를 통해 열수 분출구 

위치를 좀더 정밀하게 파악한 다음 열수 분출의 증거가 강한 

구간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한 다음 실험실에서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채취된 해수 시료에서는 열수 분출의 증거로 볼수 있

는 망간, 철 등 금속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써 열수 분출

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증되었다. 이 열수 분출

구 구간은 ‘무진 열수 분출구 지역’로 명명되었다. ‘무진’이라

는 이름은 김승옥의 유명한 단편 소설 <무진 기행>에서 차용한 

것이다. 소설 속 무진의 안개 도시 이미지를 차용하여 열수 분

출구 지역을 표상하고자 한 것이다.

열수 분출구 지역에서 드렛지(Dredge)를 수행한 결과 많은 

량의 암석과 함께 ‘키와 게’(Kiwa crab), ‘일곱 다리 불가사

리’(seven-arm starfish) 등 신종 열수 생명체가 채취되었

다. <그림 5> 이 열수 생명체들은 태평양 지역 남극 중앙해령

에서는 최초로 채취된 것들이다. 이러한 열수 생물 종들은 주

로 남반구 중앙해령에서 발견되었으며 남반구 중앙해령의 열

수 생태계가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암석 채취기로 채취된 현무암에 대한 분석 결과 이 중앙해령 

아래 분포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태평양형 맨틀과는 다른 특

성을 갖는 맨틀이 확인되었고 이 결과들은 남극 대륙내 화산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위 결과들은 유

력 학술지에 잇달아 게재될 예정이다.

Ⅴ. 향후 전망

호주-남극 중앙해령에는 지형과 기후변화와의 관계가 세계 

최초로 확인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긴 하지만 향후 보

다 정밀한 탐사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중 

빔을 활용하여 작성된 지형도의 해상도는 기후변화와 중앙

해령 마그마 분출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만큼  높

지 않기 때문에, 훨씬 높은 해상도의 지형도와 지구 자기 자

료 등 보조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 무인 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해령 주변에서 퇴적물 주상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중앙해

령 지형 변화와 주상시료에 나타난 기록을 대비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기후변화 연구의 새지평을 열 것으

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AUV탐사를 통해 열수 분출구및 열수 광상의 분포를 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열수 생물들의 특성도 광역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AUV탐사를 통해 얻어진 정밀 지형 자료를 바

탕으로 한 정밀 시료 채취 및 연구는 남극 중앙해령에서 일

어나는 지각-맨틀간의 상호작용에 이해를 심화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원격 해중 작업 장치’(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탐사를 통해 열수 생물 시료 채취에 성공하게 된다

면 열수 생태계 이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남극 중앙해령은 많은 미답 지역이고 대부분의 지

역에서 기초적인 탐사만이 진행되었다. 남극 중앙해령은 무

궁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라 할만하다.

1. J. Crowley, R.Katz, P. Huybers, C. Langmuir, S. Park, 

Glacial cycles drive variations in the production of oceanic 

crust. Science, 2015. 

<그림 5>  극지연구소가 발견한 무진 열수 분출구 지역에서  
채취된 키와 게와 일곱 다리 불가사리.  
남극과 가장 가까운 중앙 해령에서 채취된 것들이다. 
(이화여대 원용진 촬영. G-Cubed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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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북극의 온난화에 따른 해빙감소가 일정부분 유라시아의 한파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극소

용돌이가 약화되었을 때 지역적으로 한파를 가져오는 종관규모의 패턴을 완전히 이해하여 겨울철 한파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Ⅰ. 배경

북극의 온난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빨리 진행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가을과 겨울에 특히 더 

크게 나타나는데, 겨울철에는 북극의 온난화와 달리 유라시

아와 북미에 한파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와 같은 겨울철 북반구의 한파가 북극의 빠른 해빙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의 변화와 중위도

의 기상을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이고,  

또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접근방법, 기작 등에 대한 다양한 해

석이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의 변화와 중위도의 연관성은 화석연료사용 증가에 따른 북

극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급속히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에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우리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는 

북극의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2009/2010, 

2010/2011년 북반구에 발생한 겨울철 한파가 그저 무작위

적인 자연 변동의 일부 현상인지 아니면 북극의 변화와 연관

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북극과 중위도의 연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이 약 4차례 있었는데, 두 지역의 연계성에 대한 결과들

이 서로 잘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서로 상반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분석 기간도 다르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북극의 변화

가 중위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트기

류의 변동, 블로킹, 북극진동의 위상변화, 원격상관, 성층권-

대류권 상호작용, 파동의 전파, 행성파의 변화등과 같은 대기 

순환의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둘째, 눈과 해빙의 감소, 

해양과 육상의 열용량 변화, 바람과 해류의 변화에 따른 일련

의 양의 되먹임 작용에 의한 북극 온난화 증폭과 그로 인한 

대기의 불규칙한 반응의 이해가 필요하다. 북극과 중위도의 

연계성에 대한 불확도가 높은 이유는 최근 북극 온난화 증폭

에 대한 짧은 관측 기간과 중위도의 불규칙적인 변동성 때문

에 원인과 결과를 밝히기 위한 시그널에 비해 노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관측기간이 짧고 현상들의 물리적

인 복잡성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

고 있지만,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주제는 1970년

대의 대륙이동설이나 1980년대의 엘리뇨에 의한 원격상관

의 문제등과 유사한 지구과학의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로 여

겨진다. 북극의 지속적인 변화는 중위도의 중규모 예측에 중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과

학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주제임이 분명하다. 많은 대중들이 

최근 북미 동부의 한파와 같은 일련의 극심한 겨울철 기상악

화가 북극의 변화에 따른 극소용돌이(Polar Vortex)의 변화

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기상기구(WMO)의 극지예측 프로젝트 

(Polar Prediction Project), 세계 기후연구 프로그램(WCRP)

의 기후와 극지(Climate and Cryosphere, CliC), 국제 북극

과학 위원회(IASC)의 대기 워킹그룹 등과 같은 국제 프로그

램에서 북극과 중위도의 연계성 주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본 원고에서는 북극과 유라시아 중위

도의 연계성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북극과 중위도 연계성의 개념모델

그림 1은 북극에서 중위도의 연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

선 북극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중위도에 비해 

북극의 온난화가 약 2-3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 중인 ‘북극 

온난화 증폭’현상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북극의 온도는 9월

의 해빙감소와 함께 전지구 온난화의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의 해빙감소와 동아시아의 기상패턴의 연계성에 관하여
김 성 중 (극지연구소 극지기후변화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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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리는 북극기온의 증가가 북극 대기의 압력을 올리

고 이는 서풍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의미다. 통상 고위도 온도

가 증가하면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지위고도장의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이는 중위도와 고위도의 압력경도를 감소시켜 상

층의 서풍을 약화시키게 된다. 마지막 두 개의 고리는 큰 규

모의 행성파는 더 서서히 동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악기

상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의미다.

중간의 점선으로 표시된 고리는 지역적인 대기 순환과 관

련된 북극과 중위도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불확실하고 명

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 5년간(2009/2010 겨울에서 

2013/2014 겨울) 12월, 1월의 경우 음의 북극진동이 평년

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했다. 통상 음의 북극진동 상태에서는 

제트류가 남북방향으로 사행하며, 지속적으로 악기상을 유발

하는 블로킹 현상이 평소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

다. 극제트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북극진동의 위상이 최

근 들어 더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Ⅲ.  북극 카라-바렌츠 해빙 감소와 연계된 동아
시아 겨울 한파

동아시아의 겨울철 기온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시아 저기

압 등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겨울 몬순에 의해 좌우된다. 

겨울몬순의 강도는 동아시아의 한파와도 연관되어 있고, 겨

울철 동아시아 한파는 폭설을 동반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겨울 몬순 이외에도 동아시아 한파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북극진동, 엘니뇨-남방진동, 그리고 계절

내 변동으로 알려진 Madden-Julian 진동 등이다.

본 원고에서는 북극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북극진동이 동아

시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북극진동은 중

위도와 극지역 대기의 질량의 시-소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대류권에서 성층권, 중간권까지 나타나는 거대한 제트기

류 혹은 극소용돌이의 남북방향 변동을 나타낸다. 통상 지표

에 나타나는 현상을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AO)이라 하

고 대류권에서 상층의 거대한 극소용돌이의 진동을 북반구환

형모드(Northern Annular Mode, NAM)라 칭한다. 북극진동

은 중위도 고기압과 고위도 저기압의 차이에 의해 위상이 결

정되는데, 고위도 기압이 평시보다 더 떨어지면 북극진동이 

양의 상태가 되고, 중위도와의 기압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극

소용돌이의 세기가 더 강화되며, 고위도의 찬공기의 남하가 

저하되기 때문에 중위도와 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고위도의 기압이 중위도에 비해 

더 높아지면, 북극진동이 음의 상태가 되며, 평시보다 극소용

돌이의 세기가 약화되어 고위도의 찬 공기가 쉽게 남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도가 강해지고 

동아시아 연안에 발달하는 저기압이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

어 동아시아의 한파 발생에도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다. 지난 

10년간 겨울철 동아시아 한파는 1990년대에 비해 더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강도도 더 세지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는 더 지배적으로 발달했던 음의 북극진동 상태와도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많은 연구에서 북극의 온난화 증폭이 북극진동의 위상을 음

의 상태로 약화시켰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

히 어떤 기작에 의해 북극의 온난화가 북극진동의 약화를 가

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 극지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상 9월말부터 북극의 해빙이 얼기 시작하는데, 북

극 온난화에 의해 11월과 12월 북극, 특히 카라-바렌츠해의 

해빙이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덜 얼게 되었다. 더불어 겨울철

은 대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해양과 대기의 열과 수분

의 차이가 커지고 얼지 않은 카라-바렌츠해에서 많은 양의 

열과 수분이 대기로 방출된다(Kim et al., 2014). 이러한 해양

에서 대기로의 열과 수분 방출이 북극 대기하부(대류권)의 기

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2차적으로는 표층에서 성층

권으로 연직 전파하는 행성파 활동을 강화시켜 북극 성층권

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북극 대기의 기온 상승은 북

극 대기압을 높여 중위도와의 대기 압력차이가 줄어들기 때

문에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극소용돌이의 세기가 약화 

되며 남북방향의 사행을 강화시켜 중위도의 기온을 평시보다 

더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1>  북극온난화 증폭과 북반구 중위도의 기상현상과의 
연계 고리에 대한 개념도(Overland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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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과학위원회 대기워킹그룹에서는 제3차 북극 연구 프

로그램 기획을 위한 국제컨퍼런스(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tic Research Planning, ICARPIII)의 연구 

주제로 북극의 온난화가 지역적으로 어떤 기작에 의해 중위

도 기상에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는 활동을 가졌으며, 극지연

구소에서도 초대되어 북극과 동아시아의 기상패턴의 연계성

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북극 카라-바렌츠해의 해빙이 감소하면 12월, 1

월, 2월의 유라시아 기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1

월의 해빙 감소가 이듬해 겨울철 기온을 낮추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파의 발생은 일주일 이내에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종관규모(수평방향으로 1000km 이내, 

연직방향 10km 이내, 기간은 대체로 3일 이내)로 나타나는 

기상 현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기순환과 연관시켜 역학적으

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관측과 수치모델 자

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카라-바렌츠해의 가을

철 해빙감소는 많은 양의 열을 대기로 방출시켜 카라-바렌츠

해 부근에 평소보다 기압이 더 높은 마루(Ridge)가 형성된다. 

이는 블로킹 상태로 지속되며 동남진하는 파동을 만들어 에

너지를 전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카라-바렌츠해에 해

빙의 양이 평년보다 더 적을 경우, 동아시아에 한파가 나타나

기 약 1주일 전부터 카라-바렌츠해와 우랄 산맥 부근에 대

기 표면과 상층에 고기압이 발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층의 고기압 세력이 남동진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

을 강화시킨다. 또한 동시에 동아시아의 연안에 발달하는 골

(trough)을 강화시켜 시베리아 고기압과 동아시아의 저기압

사이의 골을 타고 동부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한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그림 3).         

Ⅳ. 본연구의 의의와 미래 전망

본 연구에서는 북극의 온난화에 따른 해빙감소가 일정부분 

유라시아의 한파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북극해빙과 동아시아 겨울철 기상패턴의 연관관

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동아시아 겨울철 한파 예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의 정확한 한파 예

측을 위해서는 북극해의 해빙의 상태에 대한 예측이 적어도 

2-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빙의 변화에 대한 정

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치모델을 이용한 북극 및 

중위도 예측을 위해서는 해빙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해양 및 

해빙의 물리적 변화에 대한 관측이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치모델 컴퓨팅 능력 향상을 위한 계산 자원 확보 및 유지

가 필수적이다. 또한 북극의 온난화와 동아시아의 한파는 중

국과 일본도 지대적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일

본과도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 북극과 중위도 연계기작에 대

한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북극 해빙의 감소가 북극소용돌이를 약화시키

는 원인이 됨을 밝히긴 했지만, 극소용돌이가 약화 되었을 때 

지역적으로 한파를 가져오는 종관규모의 패턴을 이해 하는데

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반도에 한파를 유발하는 

극지의 역할 뿐 아니라 다른 인자들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겨울철 한파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공익을 주는데 

공헌하고 더불어 극지연구의 필요성을 대외에 부각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 

<그림 2>  해빙의 감소부터 중위도 기후까지의 연계모식도.  
해빙의 감소는 해양에서 대기로 열방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성층권으로의 행성파를 활성화 하여 극소용돌이
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유라시아에 한파를 가져옴

<그림 3>  북극 카라-바렌츠해빙이 평년보다 작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을 강화시켜 동아시아에 한파가 나타나는  
모식도(From James Overland at NOAA/P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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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극지 호냉성 미생물의 저온 적응 및 생체막 유동성에 필수적인 Ubiquinone 합성에 관여하는 UbiX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와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연구 배경

극지에서 발견되는 저온성 미생물은 중온성 미생물인 대장

균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다른 생태적인 특징을 가

진다. 먼저 대장균의 최적 성장 온도가 약 37도-40도 인

데 비해 북극 해양에서 발견된 저온성 미생물인 Colwellia 

psychrerythraea의 경우에는 최적성장 온도가 8도이고 영

하의 온도에서도 잘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도가 

넘으면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는 모든 화학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생체막의 유동성

이 저하된다. 하지만 극지에 서식하는 생물체들은 낮은 온도

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Cold-active enzyme을 만들어 이용

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낮은 온도에서 비교적 높은 

활성을 가지기 위해 활성 부위 혹은 전체 효소에서 어느 정

도 불안정화를 유도하여 구조적으로 유동성을 가질 수 있도

록 진화 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낮은 온도에서도 기질 결합 

및 생성물 배출을 위한 효소의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

고 기질 결합을 위한 상호 작용 면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활성

을 가지는 효소는 일반적인 효소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

고 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hydrophobic interaction은 약해

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활성을 가지는 효소는 기질 결합

을 위한 상호 작용 부위를 electrostatic interaction으로 대체

하여 낮은 온도에서 기질 결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

고 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 의한 생체막 유동성 저하를 극복

하기 위해 중온성 미생물에 비해 많은 비율의 불포화 지방산

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산의 평균 길이 또한 감소되어있는 경

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생체막 사이에 다수의 Ubiquinone

을 가지고 있어서 저온에서의 생체막 유동성 및 안정성을 증

가시킨다. 유비퀴논은 Coenzyme Q로 불리기도 하는데 황색 

또는 오렌지색의 지용성 물질로 benzoquinone ring 구조와 

다양한 길이의 polyprenyl ch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복되

는 isoprene 구조가 10개인 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으로 많

이 알려져 있는 Coenzyme Q10인 것이다. 유비퀴논은 생물

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에 관여하며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

져 있다 <그림 1>.

본 연구는 저온성 미생물의 저온 적응에 필수적인 유비퀴논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중의 하나인 UbiX 단백질의 구조와 기

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대장균에서

는 chorismate를 전구물질로 아홉개의 ubi gene 단백질들 

(UbiA, UbiB, UbiC, UbiD, UbiE, UbiF, UbiG, UbiH, and UbiX)

의 연속적인 효소 반응에 의해 유비퀴논이 만들어 진다고 알

려져 있다. 최근 UbiX 효소의 전 단계 반응을 담당하는 UbiA 

단백질의 삼차구조 논문이 Science지에 발표되었다(2014, 

Science Vol 343, Page 878-881). 논문 결과에 의하면 UbiA 

는 생체막 단백질로서 cytoplasm 부위에 Aspartate 잔기가 

많아 음전하를 가지는 Cap domain을 가진다고 알려 졌다.

북극 해양 미생물 (Colwellia psychrerythraea) 유래 UbiX 단백질의 구조-기능 연구
이 준 혁 (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그림 1>  Ubiquinone 의 화학 구조식. 유비퀴논은 Coenzyme Q로 
불리기도 하는 지용성 물질로 benzoquinone ring 
구조와 다양한 길이의 hydrophobic한 polyprenyl 
chain 으로 구성되어 있다.

Ubiquinone (Coenzyme Q)

benzoquinone ring polyprenyl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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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UbiA에 의해 만들어진 반응산물이 hydrophobic 하기 

때문에 UbiX 단백질이 생체막 또는 UbiA와 직접적으로 결합

하여 기질을 바로 전달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UbiX 단백질과 생체막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한 논문은 발표된 적이 없다. 본 원고에서는 최근 논문으

로 발표된 저온성 미생물인 Colwellia psychrerythraea 유래

의 UbiX 단백질(CpsUbiX)의 삼차구조와 효소 활성 메카니즘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CpsUbiX 의 삼차구조

자연형 재조합 CpsUbiX 단백질을 falvin mononucleotide 

(FMN) 보조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대장균발현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정제하였고, 성공적으로 단백질 결정을 만들

었다. 또한 V43S 돌연변이를 통해 FMN 결합능력을 상실

한 CpsUbiX를 만들어 FMN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다. 보

조인자인 FMN이 결합한 자연형 CpsUbiX와 결합하지 않은 

V43S 돌연변이 CpsUbiX의 삼차 구조를 각각 해석하였다. 

CpsUbiX 단백질 구조는 105 Å x 93 Å x 95 Å 크기의 

둥근 모양 12량체(dodecamer)를 이룬다. 이는 전자현미경

(EM, Electron Microscope) 실험을 통해 확인한 CpsUbiX의 

사진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2>.

CpsUbiX의 단위체(monomeric) 구조는 전형적인 Rossmann-

fold topology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C-말단 부분(잔기 195-

206)은 FMN 결합에 의해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적절한 

기질 결합 부위(활성 부위 형성) 형성에 C-말단 잔기들이 기

여한다는 것을 구조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

로 CpsUbiX의 C-말단 부분의 구조적 변화가 FMN과 기질 결

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Ⅲ.  CpsUbiX 와 생체막의 상호작용

CpsUbiX의 기질은 박테리아의 생체막 내부 소수성 부위에 존

재한다. 따라서 CpsUbiX가 생체막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 하

여 hydrophobic한 성질의 기질과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FMN이 결합된 CpsUbiX 구조 표면의 전기 전위 분석

은 FMN이 결합하지 않은 CpsUbiX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전하

를 가지는 잔기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FMN

의 결합이 CpsUbiX 단백질과 음전하를 가지는 생체막과의 상

호 작용을 더욱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설을 리포좀-결합 분석을 통해 FMN이 결합된 자연형 

CpsUbiX가 FMN이 결합되지 않은 V43S 돌연변이 단백질 보

다 리포좀에 강하게 응집됨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 

결합을 위해 CpsUbiX가 직접적으로 생체막과 결합함을 뜻하

고, FMN 결합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생체막과의 상호작용

을 하는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4>.

<그림 2>     CpsUbiX 단백질의 구조. (A) CpsUbiX 단백질의 전
자 현미경 사진 모습 (B) CpsUbiX 의 X-선 결정 구
조 모습. CpsUbiX 단백질은 용액에서 12량체를 형
성하며 지름 약 10 nm 인 둥근 모양의 구조를 가진
다(Do et al., 2015).

<그림 3>     CpsUbiX 단량체 구조. (A) FMN이 결합된 CpsUbiX 
구조(cyan color)와 FMN이 결합되지 않은 CpsUbiX 
구조(green color) 비교를 통해 C-말단 부위의 구
조 변화 모습 (B) CpsUbiX C-말단 부위의 잔기가  
(아미노산 번호 195-206) FMN의 결합 및 효소  
활성 부위의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o et 
al., 2015).

<그림 4>     FMN 결합에 의한 CpsUbiX의 C-말단 부위의 구조변
화가 생체막 타겟팅에 영향을 준다. (A) FMN이 결합된 
CpsUbiX 구조에서는 양전하를 띄는 잔기들이 한 곳에 
모여 생체막 타겟팅을 가능하게 한다. (B) 하지만 FMN 
이 결합되지 않았을 때에는 한 곳에 모이는 양전하가 약
하여 생체막과의 상호작용이 약화된다(D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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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본 연구의 의의와 미래전망

FMN이 결합된 CpsUbiX와 결합하지 않은 CpsUbiX의 구조 

비교를 통해 CpsUbiX의 C-말단 부위의 움직임과 재구성이 

효소 활성 및 생체막 타겟팅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규명하였

다. 현재까지 UbiX의 효소 활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실험결

과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활성 분석에 

적절한 막-결합 기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수행

될 활성 측정 및 CpsUbiX의 기질-결합 메커니즘에 대한 실

험에 본 연구의 결정 구조와 기질 결합 모델이 도움이 될 것

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규명한 UbiX의 구조와 활성 

메카니즘은 향후 실험실에서 효소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으

로서의 유비퀴논 대량 생산에 활용 될 수 있다.

극지 생물체에 존재하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을 가지는 저온

성 효소는 생물 공학분야에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제공한

다. 예를 들면 효소를 이용하는 공정 과정에서 반응액의 온

도를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보일러 가동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세탁기의 세제에 들어가는 각

종 분해 효소들을 낮은 온도에서 활성을 가지는 분해 효소들

로 대체하면 찬 물에서 세탁을 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찬물에서 세탁을 하는 것이 옷감 보호 

및 탈색을 방지 하는 데에도 장점이 있다. 그리고 휘발성 또

는 폭발성 화학 물질의 합성에서도 반응액의 온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저온성 효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저온성 효소

를 이용한 산업화가 가능한 예로써는 (1) 효소를 이용하는 모

든 공정 분야, (2) 가정용 세탁기 세제, (3) 냉장보관하는 기

간 동안 우유에서 lactose를 제거하기 위한 낮은 온도에서 활

성을 가지는 Beta-galactosidase를 이용, (4) 냉장보관하는 

기간 동안 과일 쥬스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낮은 온

도에서 활성을 가지는 pectinase를 이용, (5) 낮은 온도 유지

를 요구하는 다양한 분자 생물학 실험을 위한 용도 등에 사

용 될 수 있다.

극지 생물체에 존재하는 유용한 저온성 단백질들에 관한 발

굴 및 기능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 단백질들

에 대한 고해상도의 삼차 구조 정보는 아직 미흡하며, 분자 

수준에서의 단백질 기능 이해는 삼차 구조 정보 없이는 불가

능하다. 따라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활성을 가지는 유용한 효

소들의 삼차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활성을 

가지는 이유를 밝히고, 더 나아가 낮은 온도 안정성 및 활성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능 개선형 효소를 구조 정보를 이용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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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의해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천연의 실험장이다. 본 글에서는 남극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계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목표, 연구내용, 향후 계획 등의 내용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지

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남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

으며,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 등 전지구 규모의 기후변화가 진

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

며, 이로 인해 농업, 임업, 어업, 보건 등 우리 삶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산업분야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제주도에

서만 가능했던 난대성 작물재배가 남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찬물에 주로 서식하는 명태를 동해의 우리어장에서

는 거의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

는 예들이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열대성 및 난대성 곤충이

나 병원균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농작물, 산림, 

가축 그리고 인간의 건강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

을 주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

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대비가 매우 힘들다

는 점이다.

Ⅱ.  킹조지섬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

서남극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남극 내에서 비교적 기후가 온

화한 편으로 매우 다양한 지의류와 선태류가 육상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세종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 바톤반도

는 지형이 매우 복잡하다. 그리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계곡, 능선, 구릉지, 삼각주 등 다양한 특성의 지형을 가

지고 있어서 지역 간 온도차이가 10도가 넘는 곳이 있을 정

도로 매우 다양한 기후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까

지의 연구결과 각각의 지역마다 특이적인 식생, 동물상 및 미

생물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바톤반도는 남

쉐틀랜드군도 전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면적 내에 가

장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장소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킹조지섬 생태계 변화 예측기반 구축
홍 순 규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부)

<그림 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변화

<그림 2> 남극지역의 온도변화, <http://www.giss.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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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지와 면해 있는 마리아소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빙하

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노출된 연안지역에 생물이 

새로이 정착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후와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바톤반도는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의 반응과 변화를 미리 관측하고 생태계 작동원리를 이해하

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Ⅲ.  킹조지섬의 과거, 현재, 미래

남극생태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이해

하고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 이해해야 한다. 중

생대의 남극은 공룡과 나무가 서식할 만큼 매우 따뜻한 곳이었

다. 킹조지섬 곳곳에서 나무화석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

해서 백악기후기에서 에오세 사이에 형성된 퇴적층으로부터 

그 시기의 기후와 생물상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바톤반도의

호수퇴적층을 채취하여 과거 7,000년의 생물상을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이 지역 생물상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생물 연

구와 더불어 생물의 진화역사와 생태계 변화를 밝혀낼 수 있

는 중요한 연구방법은 계통지리학적 연구와 분자시계 연구를 

빼 놓을 수 없다. 남미, 남쉐틀랜드 군도, 남극반도, 남극대륙

으로부터 해조류, 곤충, 지의류의 분포를 파악하고 분자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의류의 경우 남극에 서식하는 많은 

종이 남미에 매우 가까운 친척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자주 

대륙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남극의 기후가 바뀌었을 때 온화한 지역에 서식하는 남

미 지의류가 남극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극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방법

은 현재의 남극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바톤반도의 지형, 

눈과 물의 분포, 각 지역의 온도와 습도, 토양입자와 화학성

분, 세균, 고세균, 균류, 미세조류 및 원생생물을 포함한 미생

물, 지표를 덮고 있는 주요생물인 이끼와 지의류, 토양에 서

식하는 완보동물과 선형동물 등 육상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에 대하여 다양성과 분포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의 분포는 지형, 수분, 눈과 물의 분포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 미

세조류, 무척추동물 및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해양 동물플랑크톤은 펭귄의 주요 먹이원인데 해

양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플랑크톤의 생체량 변화는 펭귄

의 번식률과 군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기후변화가 생물의 분포와 밀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지역을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관

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온도, 습도, 광량, 토양수분 등을 

연속관측하고 미생물, 무척추동물, 이끼, 지의류 등의 생물분

포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생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로부터 생

태계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남극생태계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

한 기본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바톤반도의 생태계 다양성

<그림 5> 양극에 분포하는 지의류 Cladonia의 지리적 이동 및 진화

<그림 4> 2025년 장기 연구 목표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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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생태계 연구의 선도적 기술 개발 

킹조지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 연구는 세계수준에 뒤지지 

않는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연구이다. 그만큼 생태계 구성과 작

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연구방법에만 의존하

지 않고 새롭게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연

구는 남극생태계 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반도 생태계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하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

기 때문에 기반기술의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다양성 분석을 위해서 PyroTrimmer, Clustom, 

USFinder, MycoDE 등 염기서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

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염기

서열 정보를 무한대로 클러스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고 있다. 기존에 구축된 시료정보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미생물다양성 정보를 일괄분석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생물다양성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극전역의 미생물다양성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되며,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생물연구는 실험실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옮겨가는 추

세이다. 각종 메타-오믹스 분석기술과 더불어 분광학 분석기

술은 생태학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기술이다. 최근 도입된 초

분광 이미지 장비와 본 연구팀에서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축적

하고 있는 육상생태계 원격탐사 기술을 결합하여 생물분포

와 생물반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초분광 원격

탐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본 기술은 생물에게 아무런 작

용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생물분포와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로서 생태계연구의 새 장을 여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상생태계 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본 개념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면서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생태계 모

델링 기술이 생태계 간 비교를 통해 예측하는 기술인 반면, 

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기술은 컴퓨터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

간에 생태계의 특징을 이식하고 그 속에서 각각의 생물종이 

생물반응 함수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술은 

각 생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잠

재력이 큰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Ⅴ. 남극에서 펼치는 과학외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대부분 세종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톤반도를 기반으로 생태계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한 지역에 국한된 

연구결과는 실제 생태계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NTOS (남극 연안-육상 관측시스

템) 프로그램과의 공조를 통하여 남극전역으로 활동영역을 확

대할 계획이다. 특히 본 연구팀은 ANTOS의 데이터관리 임무

를 맡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세종기지에서 얻은 결과를 시험하고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남극반도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칠레, 스페인, 포

르투갈, 아르헨티나, 브라질, 체코 등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

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은 수년전부터 이들 국가의 과학자

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앞으로는 ANTOS 체제하

에서 남극반도 연구네트 워크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6> 생태계 변화 예측 기술개발 로드맵

<그림 7> 남극생태계 연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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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를 기반으로 극지지구물리팀에서 멜번 화산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진관측망을 소개하고, 본 관측망에서 

관측된 지진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지진학적 연구는 장보고기지와 멜번 화산 주변의 

지각과 맨틀의 3차원 속도구조, 장보고기지 주변의 지진발생도 분석 및 발생 특성, 그리고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진과 빙하 운동

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 연구 등이 있다.

Ⅰ. 머리말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인 세종기지는 1988년에 북 남

극 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킹 조지섬(King George Island)

에서 세워졌다. 하지만 세종기지는 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 대륙 안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

실이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제한으로 남극 대륙 내에서 본격적

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극 대륙기지의 필요성이 2004

년에 제안되었고(Hong et al., 2005), 2007년에 남극 북 빅토

리아랜드의 테라노바 만(Terra Nova Bay: TNB)을 포함한 6곳

의 남극 대륙기지 후보지가 선정되었다. 최종 대륙기지의 건설 

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극지연구소 과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개의 후보지를 방문하였고

(Lee et al, 2012), 건설에 따른 최소한의 잠정적인 환경 변화, 

물자보급의 편의성,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국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고려한 부지 조사와 세 번의 공청회를 통하여 마침내 북 

빅토리아 지역의 테라노바 만(TNB; 74°37.4’S, 164°13.7’E)

을 대륙기지의 장소로 결정하였다 <그림 1>.

대한민국 제2 남극 기지는 ‘장보고’로 명명되고, 테라노

바 만에는 이태리의 하계 연구기지인 마리오 주켈리(Mario 

Zucchelli)가 장보고기지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MZS: 그림 1). 장보고기지 건설 부

지가 결정된 후 기지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의 최

소화를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수행되었고, 이 기간에 극지연구소 극한지 지구물리팀(the 

Extreme Geophysics Group: EGG)이 대한민국 최초의 극

지역 광대역 지진관측망을 설치하였다. 2011년 1월에 4대의 

광대역 지진계를 이용하여 멜번 화산(Mt. Melbourne, MTM: 

그림 1)을 중심으로 마름모 형태의 관측망이 구축되었고

(KP01~KP04: 그림 1), 관측망 이름은 Korea Polar Seismic 

Network at TNB(KPSN@TNB)로 명명되었다.

Ⅱ. 테라노바 베이 지역의 지체구조

장보고과학기지는 중생대 백악기에서 신생대 기간 동안 발

달된 서남극 열개구조(West Antarctic Rift System, <그림 1>

에 삽입된 지도 중 파란색 점선)의 일부분인 로스 해 열개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기반의 멜번 화산 지구물리 관측망 구축과 지진학적 연구
박 용 철 (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그림 1>   Map of the Mt. Melbourne area showing the 
seismic stations, topography, and ice velocity. 
The digital elevation model from Bamber et al. 
(2009) overlies the ice velocity data from Rignot 
et al. (2011). The boundary of grounded ice 
(grey line) and free-floating boundary (blue 
line) are extracted from Bindschadler et al. 
(2011). The seismic stations are represented 
by triangles with different colours according 
to the year of installation. Inset map: dotted 
lines indicate the boundaries of the West 
Antarctic rift system, and the grey line 
represents the Transantarctic Mountains(TAM).  
 
* KSJ=King Sejong Station, JBG=Jang Bogo station, 
MZS=Mario Zucchelli Station, and TNV=Italian broadband 
seismic station in M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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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사면에 위치한 빅토리아 랜드에 있다. 서남극과 동

남극으로 구분하는 형태적/지리적 경계인 남극 종단 산맥

(Tranantarctic Mountains, <그림 1>에 삽입된 지도 중 두꺼

운 회색 실선)이 서남극 열개구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남극 종단 산맥과 서남극 열개구조의 생성은 상호간 깊

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었다(Behrendt and Cooper, 

1991; Rocchi et al., 2002). 남극 종단 산맥의 형성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이 제안되었고, 그 이론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지구 내

부에서 상대적으로 뜨거운 서남극의 맨틀 물질이 차가운 동

남극쪽으로 열의 전도와 대류에 의해 순환하면서 남극 종

단 산맥과 서남극 열개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모델(e.g., Berg 

et al., 1989; Danesi and Morelli, 2001; Faccenna et al., 

2008; Lawrence et al., 2006; Smith and Drewry, 1984)과, 

다른 하나는 굴곡에 의하여 동남극 대륙의 지각 끝단이 융기

했다는 모델이다(ten Brink and Stern, 1992; ten Brink et 

al., 1997). 여러 모델들이 서남극 열개구조 활동성과 관련하

여 남극 종단 산맥의 융기를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

한 발생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장보고기지 주변에는 이 밖에도 캠벨 빙하(Campbel l 

Glacier), 프리슬리 빙하(Priestley Glacier), 그리고 멜번 화

산과 같은 다양한 지질/지구물리학적 활동성이 있다. 특

히 멜번 화산은 신생대에 형성된 판 내부의 화산(intraplate 

volcano)으로 장보고 기지에서는 불과 30km 정도 떨어진 곳

에 위치한다. 화산의 높이는 약 2,732m로 백두산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정상에서의 표면 온도는 섭씨 25° 이상

이며 어떤 곳은 너무 뜨거워서 손을 델 수 없는 지역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Nathan and Schulte, 1967). 화산재가 포함된 

층의 깊이와 강설량을 기초로 계산된 멜번 화산의 마지막 분

화는 1862년과 1922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Ⅲ. 지구물리 관측망 자료

남극에서 독립전원으로 일 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진관측망

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겨울동안은 태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원 공급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없고, 영하 30°C 이하의 극한의 추위로 지진

계 센서와 기록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0

년부터 극지연구소 극한지 지구물리팀은 진공 단열재를 이용

한 장비 단열 상자와 해가 뜨지 않는 겨울 동안은 리튬전지

를, 해가 뜨는 여름에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일 년 이상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왔다. 남극

의 특성상 아직까진 실시간으로 임시 지진관측망에서 관측된  

지진자료를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남극 하계 탐사 기

간 동안 (11월~2월) 각 관측소에 방문하여 기록된 연속 지

진자료를 취득하고 배터리 교환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장비를 교체하는 등, 각 관측소가 다시 일 년 동안 관측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그림 2>는 각 관측소의 장비내부 온도와 지진계 센서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각 년도의 1일부터 365

일을 나타내고 좌측의 세로축은 지진기록계의 온도(붉은색 점), 즉 

관측소의 단열상자 내의 온도를 나타내고, 좌측의 세로축은 지진

계 센서의 전류량(파란색 점)을 나타낸다. 특이한 사항은 KP02 관

측소의 지진기록계가 2011년도에, 그리고 KP03 관측소의 지진

기록계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기록계의 온도가 -20°C 이

하로 내려 갈 경우 센서 전류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

고 있다. KPSN@TNB 관측망에 사용된 지진기록계는 캐나다의 나

노메트릭스(Nanometrics) 사의 토러스(Taurus)란 모델로 기록계

의 제작 년도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20°C이하에서 지진계 센서

에 비정상적인 전류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KP02와 

KP03 관측소의 기록계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20°C 이하

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멜번 화산 정상과 에드몬슨 포인트(Edmonson Point) 등에 꾸준히 

관측소를 신설하여 관측망의 관측 범위를 늘리고 있다. 

<그림 2>   Temperature and sensor-current variations for 
(a) KP01, (b) KP02, (c) KP03, and (d) KP04. 
The temperature variation is presented with 
red dots in degrees Celsius, and the sensor-
current variation is indicated by blue dots in 
milliamp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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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진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 

극지연구소 극한지 지구물리연구팀은 극저온 환경에서 성공

적으로 취득된 연속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연구를 진행

하고 있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는 원격 지진을 이

용하여 지구 내부의 속도구조를 모델링하는 것과 장보고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그 특성을 연

구하는 것이다.

지구 내부 속도구조 모델링을 위하여 KPSN@TNB에서 관

측된 연속 지진자료에서 원격지진을 추출하고, 추출된 원격

지진의 도달 시간을 역산하여 멜번 화산 지역의 3차원 속

도 구조를 모델링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원격지진이란 어떠

한 지진이 관측지점인 KPSN@TNB로부터 3,336km이상 떨

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관측지점과 지진이 발

생한 위치(진앙: epicenter)와의 거리(진앙거리, epicentral 

distance)가 멀기 때문에 남극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남

미, 일본, 그리고 필리핀 지역 등에서 발생한 규모 5.5 이상

의 지진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3>은 원격지진을 이용한 멜번 화산 지역 내부의 3차원 

속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f)는 30, 40, 60, 80, 100, 

그리고 120km 깊이의 속도 모델 단면을 (g)~(i)는 그림 4(a)

에 나타나 있는 A-A’, B-B’. 그리고 C-C’ 지역의 수직 단

면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의 색상 변화는 

모델의 속도 구조가 평균보다 느린 경우(붉은색)와 평균보다 

빠른 경우(파란색)를 타내낸다. <그림 3(b)>를 보면 평균보다 

느린 구조가 L1과 L2로 표시되어 있고, L1은 멜번 화산 하부

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진파 속도가 평균보다 느

린 경우는 그 지역이 주변보다 뜨겁기 때문이고, 이 모델을 

통하여 L1이 멜번 화산의 열원이 되고 화산이 융기한 원인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3>   P-wave tomography image. (a)-(f) Horizontal    
cross-sections through the model for depths 
of 20, 40, 60, 80, 100, and 120km. (g)-(i) 
Vertical cross-sections for each line in Fig. 

2a. Areas with a hit count of <5 are darkened. 
The faults are shown as red lines. RF: Reeves 
Fault; PF: Priestley Fault; CF: Campbell Fault; 
TR: Terror Rift; MtM: Mt. Melbourne. The grey 
lines represent the locations of vertical cross-
section proles, and the C-C' vertical cross-
section prole is overlaid with PF.

<그림 4>    Seismicity observed on KPSN@TNB. (a) Locations 
 of events (+) and seismic stations (△).

             Dashed and hatched lines indicate fault lines. 
(b)-(d) Waveforms and spectrograms (colored) for 
each event #2, #6, and #13 observed on K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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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N@TNB에서 관측된 연속 지진 자료에서 장보고기지와 

멜번 화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찾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1TB 이상의 디지털 자료에

서 작은 규모의 지진을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2011년부

터 2013년 동안 발생한 지진의 위치와 발생시간을 결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있다. <그림 4>는 현재까지 분석된 소규모 지

진의 발생 위치와 관측된 지진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그

림 4a>는 진원이 결정된 지진이 붉은색 십자(+)로 표시되어 

있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십자와 숫자는 지진의 위치와 목록

에서 정해진 지진의 번호를 나타낸다. <그림 4b~d>는 <그림 

4a>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진에 대하여 KP01 관측소의 수

직성분에서 기록된 파형과 그 파형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준

다. 지진 #2는 멜번 화산 정상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단

층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진으로 보이는 지진(지

진 #6; 그림 4(c))과 다르게 5Hz 이하에서 많은 에너지가 있

고, 이는 아마도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지진으로 사

료된다(그림 4(b)). 지진 #13은 캠벨 빙하가 빠르게 움직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빙하에 의한 지진이란 뜻으로 빙

진(ice-quake)라 부른다. 이 지진 또한 에너지가 5Hz이하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캠벨 빙하의 하부가 바닥을 긁으면서 이

동하여 발생하는 지진으로 보여 진다.

Ⅴ. 맺음말

남극 대륙은 대부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아직까지도 남

극 종단 산맥과 서남극 열개구조의 생성 원인은 확실하게 밝

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남극 대륙 빙하의 운동과 유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뿐 아니

라 지구 내부의 지각과 맨틀의 열원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

고 있다. 극지연구소 극지역 지구물리팀(EGG)은 장보고기지 

건설 원년인 2011년부터 꾸준히 남극 대륙 내에 지진관측망 

뿐만 아니라 GPS 관측소, 초저주파 음파 관측망 등 종합 지구

물리 관측망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남극 대륙기반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지구물리 관측망은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기록 매

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해마다 태양전지와 태양광 발전파, 그

리고 메모리 카드를 교체해야만 하며, 이러한 현장 탐사는 장

보고기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의 극지

역 지구물리팀(EGG)의 계획은 현재까지 설치된 지구물리 종

합 관측망의 자료를 무선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장보고기지에 

실시간으로 송신하여 멜번 화산과 주변 빙하에서 발생하는 빙

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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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툰드라 지역은 인류의 발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그 지역의 규모

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해빙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빙하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지면의 토양

미생물과 식물이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토양 유기물과 대기 중의 기체 방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의 북극 

다산과학기지 기반연구의 내용을 소개한다.

Ⅰ. 머리말

북극이라고 하면 흔히 북극해를 덮고 있는 얼음(海氷)과 새하

얀 얼음 위를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북극곰을 먼저 

떠 올리게 된다. 하지만, 북극은 북극해뿐만 아니라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툰드라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툰드라에는 인

류의 발이 닿지 않은 미지의 땅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 사람

들이 툰드라를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 툰

드라는 줄어들고 있다.

북극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가 뚜

렷한 곳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기온도 뿐만 아니라 툰드라를 

덮고 있는 동토의 지면 온도도 높아졌다. 북극해를 덮고 있는 

얼음도 해마다 점점 더 녹고 있다. 북극해 해빙은 여름철에 녹

아 해마다 9월 초순이면 가장 면적이 줄어드는데 인공위성으

로 관측을 시작한 1979년 이후 점차 그 최소 면적이 줄어들

어 한반도의 약 18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한다.

북극해 뿐만 아니라 북극의 육상에서도 빙하가 줄어들고 있

다. 우리나라 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스발바르에서도 빙하가 

녹아서 사라지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산과학기지

로부터 동쪽으로 6km 정도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빙

하가 사라지고 있는 빙하중의 하나인 중앙로벤빙하가 있다. 

중앙로벤빙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5km2나 되는 빙하가 사

라졌다(그림 1). 서울월드컵경기장 23개나 되는 빙하가 사라

져버린 것이다.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 덮여 있던 지면이 드

러나고, 빙하 녹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일시적으

로 개울이 만들어진다. 때로는 개울물이 넘쳐 주변에 흙과 모

래가 쌓이면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빙하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드러나는 지면에 토양 미생

물과 식물이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토

양 유기물과 대기중의 온실기체 방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

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북극정책 기본계

획(2013. 12)’과 ‘북극정책시행계획(2015. 4)’에서 제시한 

‘북극다산기지 기반 연구·활동 확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

는 연구이며, 극지연구서 연구발전전략 2025의 8대 중점연

구분야 중 ‘북극환경·자원연구’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Ⅱ.   중앙로벤빙하 후퇴 지역에 정착한 토양 미생물

빙하후퇴 시기에 따른 토양 세균 다양성과 분포 패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로벤빙하 후퇴지역에서 빙하 후퇴시기

에 따라 총 7지점에서 각 지점당 3개씩 선상법(line transect)

으로 표층토양(0~5cm)을 시료를 확보하였다(그림 1).

빙하가 사라지면 북극 툰드라는 어떻게 변할까? - 북극다산기지 기반 육상 생태계 연구 -
이 유 경 (극지연구소 북극환경·자원연구센터)

<그림 1>  중앙로벤빙하의 빙하 후퇴 지역. ML 1부터 ML7은 
토양 시료를 채취한 지점이며, 실선은 인공위성과 
항공 사진을 분석하여 빙하에 덮여있던 위치를 표시
한 빙하 후퇴선으로 지난 97년 동안 꾸준히 빙하가 
녹아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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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으로부터 직접 DNA 추출을 시도하였는데, 빙하가 사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해 교란을 받아 맨

땅이 드러난 토양에서는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표 1). 세균 

군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빙하로부터 

벗어난지 오래된 6번과 7번은 비교적 최근에 빙하가 사라진 

3번, 4번과 따로 묶였다(그림 2).

<그림 3> 빙하 후퇴시기에 따른 토양 세균 군집구조 변화<표 1> 샘플링 지점의 식생 분포와 빙하 후퇴 시기

<그림 4> 51개의 우점하는 분류군(operational taxonomic units)을 보여주는 Heat map

지점 서식 생물
빙하후퇴 

시기

노출된 평
균연도 
(years)

ML1 맨땅

2011-1990 10.5ML2 녹조류, 남조류

ML3
생물학적 토양피각 

(Biological soil crust)

ML4
자주범의귀 

(Saxifraga oppositifolia)가  
드물게 분포 1990-1966 33

ML5 맨땅

ML6 맨땅 1966-1936 66

ML7
북극콩버들, 북극이끼장구채

(Salix polaris, Silene acaulis)

소빙하기
(Littl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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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로벤빙하 후퇴지역 토양 세균 군집의 유사도  
비교. (a) Bray-Curtis similarity 70%일 때 세균 군
집은 2개의 클러스터로 구분되고, (b) Bray-Curtis 
similarity 80%일 때 세균 군집은 3개의 클러스터
로 구분되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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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세균 종 풍부도와 종 다양성은 빙하 후퇴시기에 따라 

유사한 패턴을 보여서, 빙하후퇴 초기시기 보다 후기에 세균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빙하가 사라지고 20년 정도 경과한 초

기에는 남세균과 의간균이 우점하다가 30년 이상 지난 시기

부터 이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그림 3). 

빙하후퇴 시기에 따라 우점하는 세균의 종류도 변했다. 빙하

후퇴 초기(ML-3)에 우점한 OTU-3(22.3%), OTU-5(17.0%), 

OTU-40(6.5%)은 각각 방선균 Oryzihumus속 세균 및 남

세균 흔들말목에 속하는 Pseudanabaena tremula, 나세

균 염주말속에 속하는 Trichormus variabilis와 높은 상동

성을 보였다(그림 4). 반면, 빙하후퇴 중기(ML-4)에 우점한 

OTU-1(37.6%)은 후벽균에 속하였고, OTU-2와 3은 방선균 

Oryzihumus속에 속했다. 또한 빙하후퇴 중기(ML-6, 7)에 

우점한 OTU-4(≥10%)는 아키도박테리움에 속했다. 

Ⅲ.  중앙로벤빙하 후퇴 지역에 정착한 식물

본 연구에서는 빙하가 사라진 뒤 정착한 식물의 천이를 보여

주는 식물 분포 지도를 제작하였다. 우리는 중앙로벤빙하 후

퇴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프랑스 연구팀, 고위도 북극지

역 식생 전문가인 노르웨이 연구팀과 공동으로 현장 탐사를 

하였다. 프랑스 툴루즈대학 라플리 교수의 과거 연구지 정보

와 현장의 식생 분포 현황을 종합하여 총 129개 지역을 선정

하였다. 고위도 북극지역 식생 전문가인 노르웨이 트롬소 대

학의 닐센 교수도 현장 탐사에 참여하여 각 지점마다 4개의 

방형구를 놓고 빙하가 사라진 뒤에 정착하여 자라고 있는 식

물을 정확하게 조사하였다. 총 129여개 지역에서 환경요소와 

식생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뒤 다변량 분석으로 정량적 식생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였다. 또한 식생 데이

터와 샘플링 지점 자료를 이용하여 대응 인자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식물은 종류에 따라 식생 피도나 토양 연대, 노출 정

도, 수분 경사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생과 샘플링 지점을 8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각 계

층의 식생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토양이 노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물이 정착할 기회가 적었거나, 눈 또는 빙하가 녹

은 물이 흘러 식생을 제거하였을 수도 있고, 매우 노출된 

지역처럼 식생이 정착하기에 환경 조건이 아주 열악해서

일 수 있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으나, 낮은 식생 피도. 2-5 종류의 

식물이 10% 이하의 식생피도를 이룸. 생물학적 토양 피

각 5% 이하, 지의류는 1% 이하임. 이 지역을 구성하는 

식물은 주로 자주범의귀 또는 북극콩버들

중간 정도의 건조 또는 건조한 지역이며, 빙하퇴적물

(moraine)이 오래 노출된 지역. 식생 피도가 낮음. 전체 

식생 피도는 12% 이하. 생물학적 토양 피각 10% 이하이

고 지의류는 5% 이하. 대표적인 관속식물은 자주범의귀

언덕처럼 노출이 많고, 식생 피도가 높음. 3-7종의 식물

이 분포. 생물학적 토양 피각과 지의류의 피도는 10% 이

하. 다발범의귀와 얼룩사초와 같은 빙하퇴적물에서 잘 발

견되지 않는 종들이 분포. 자주범의귀보다 북극콩버들의 

피도가 더 높음(10-20%). 식생이 간헐적으로 분포하는 

class 1-3 중에서 class 3은 노출이 많이 된 지역으로 보

다 많은 종들이 분포하고 식생 피도도 상대적으로 높음

식생 피도가 낮음. 생물학적 토양 피각과 지의류의 피도

가 5% 이하이며, 종의 숫자도 3-6 종임. 이끼류와 관속

식물의 피도는 2% 이하. 긴털송이풀과 Draba(꽃다지류) 

종의 분포는 이 지역이 빙하퇴적물에서 오래된 지역임을 

나타내고, Juncus biglumis(골풀류) 분포는 습윤한 상태

의 지역이 있음을 나타냄

식물 종은 3-6종이 분포. 이 class는 생물학적 토양 피각

이 3-50%의 넓은 범위를 보이고, 지의류와 이끼류의 피

도가 낮은 것이 특징임. 관속식물의 피도는 2-16%에 달

함. Silene furcate와 Juncus biglumis, 자주꽃다지아재

비 종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미세한 입자의 토양(미

사, 점토)이며, 습윤하고, 눈으로 덮인 서식처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식물은 2-4종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 종수가 낮은 class. 

생물학적 토양 피각과 지의류가 우점하고, 이끼류와 관속

식물의 피도는 10% 이하임. 중간정도의 snowbed 조건

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북극이끼장구채가 종종 

발견이 됨

식물은 2-4종이 분포하고 있는 식물 종수가 낮은 class. 

생물학적 토양 피각와 지의류의 피도는 15-20% 범위임. 

이끼류와 관속식물은 주로 1-4, 4-5% 수준으로 낮음. 

주요 식생은 자주범의귀와 북극콩버들 

식물은 2-7종이 분포. 생물학적 토양 피각의 피도가 15-

70%로 매우 높으나, 지의류는 15-20% 수준. 이끼류는 

3-4%이고 관속식물의 피도는 약 20%. 여러 식물 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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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지역도 있지만, 자주범의귀가 대부분의 식생 피도

를 이루고 있음. Phippsia algida와 Luzula nivalis와 같

은 식물의 분포는 이 지역이 중간정도의 snowbed 조건

임을 나타냄

식생 자료와 계층을 알고 있는 지점의 자료를 학습집합

(training set)으로 설정하고,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통해 식생 데이터가 없는 픽셀의 환

경인자(고도, 사면 경사, 위성자료, 토양 연대 및 2013년 빙

하 끝에서부터 거리)를 고려하여, 계층을 지정하여 식물 분포 

지도를 완성하였다(그림 5).

식물 분포 지도를 보면 중앙로벤빙하 후퇴 지역에는 주로 0, 

1, 2 계층이 많았다. 계층 0, 1, 2에는 식생이 거의 분포하지 

않거나, 매우 피도가 낮은 곳이다. 나머지 계층은 빙하쪽 방

향, 사면을 따라 빙하퇴적물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

했다. 빙하에 가까운 지역보다 빙하퇴적물의 가장자리의 경

관이 보다 다양하므로,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계

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빙하가 사라지고 공기중에 노

출된 토양에 새롭게 정착하여 자리를 잡은 식물로는 북극콩

버들(Salix polaris), 자주범의귀(Saxifraga oppositifolia), 

북극점나도나물(Cerastium arcticum), 눈개미자리(Sagina 

nivalis), 씨범꼬리(Bistorta vivipara) 등이 있었다. 

Ⅳ.  맺음말

우리는 앞으로 다산기지주변에서 극지연구소의 장기 모니터

링 사이트로 중앙로벤빙하 후퇴지역을 확보하고 향후 10년 

주기로 이 지역의 토양유기탄소-식생-미생물 분포 변화 정

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5> 중앙로벤빙하 후퇴 지역의 식물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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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영국의 남극 역사는 인류의 남극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8세기 남극의 존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제임스 쿡 선장

의 항해에서부터, 20세기 초 스콧(Robert Falcon Scott, 

1868~1912), 섀클턴(Sir Ernest Shackleton, 1874~1922)

이 남극 탐사를 나섰던 ‘영웅의 시대(heroic age)’를 거쳐, 

남극조약 체결(1961) 이후 본격적인 남극 과학연구까지 영

국, 그리고 영국남극조사소(British Antarctic Survey, 이하 

BAS)는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 시대를 선도해왔다.

최근 미국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는 파괴된 오존층인 오존 구멍(Ozone Hole)

이 점차 작아져 2040년경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를 낳았다.1) 오존 구

멍의 존재는 1980년대 밝혀져 무분별한 산업발전이 인류와 

지구 생명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

었으며 누구나 알고 있는 과학상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오존 구멍을 처음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바로 남극의 고층대기를 연구하던 BAS 소속 과학자들이었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듯 BAS는 오랜 남극 탐

험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고층대기 분야와 남극 대륙기

반 연구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명

실상부한 글로벌 극지연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AS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미래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극지연구의 기초체력을 다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BAS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는 우리나라 극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BAS의 어제: 유구한 역사와 전통2)

전술한대로 영국은 남극 탐험 및 조사, 과학연구에 가장 먼저 

뛰어든 국가이다. 20세기 초 스콧, 섀클턴, 그리고 노르웨이

의 아문센(Roald E. G. Amundsen, 1872~1928)이 활약했

던 ‘영웅의 시대’를 지나 남극의 전체 지도가 그려지고 탐험

이 완료되면서 남극은 남극권 국가 및 열강들의 영유권 주장

이 벌어지는 각축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은 남극해에서 적

국의 전파 교신을 방해하고 포클랜드 군도(Falkland Islands)

에서의 영유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타바린 작전(Operation 

Tabarin)’이라는 비밀 군사작전을 시작한다. 이 작전의 일환

으로 남극해 주변에 3개의 기지(base)를 설치하게 되고 과학

연구 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

년 7월 영국은 포클랜드 지사의 관할 하에 ‘포클랜드 군도 

식민조사국(Falkland Island Dependencies Surveys, 이하 

FIDS)’를 설립한다. 이후 FIDS는 1950~60년대 남극대륙 미

탐험 지대 탐사, 국제공동연구 주도, 빙붕 위 과학기지 건설

(Halley, 1961)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1） NASA Goddard Space F l igh t  Center ,  B ig Ozone Holes 

Headed For Extinction By 2040, at https://www.youtube.com/

watch?v=7bWQQWvJymc.

2） See British Antarctic Survey, British Antarctic Survey History, (NERC, 

2012), pp. 1~20.

영국남극조사소(BAS)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김 유 하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영국남극조사소(British Antarctic Survey)는 영국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이다. 영국은 과거 남극탐험의 시대에서부터 현재 극지과

학 연구 분야에서까지 극지 선진국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 BAS는 이러한 영국 극지역사의 산 증인과 같은 기관이다. BAS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할 만한 핵심 요소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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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SPE의 Planet Earth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Planet 

Earth라는 표현을 쓴 것은 BAS의 극지연구가 극지 자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주, 천문, 고층대기 등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수행되

며, 극지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British Antarctic Survey, 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NERC, 

2009), p. 2.

1959년 남극조약 체결 후 영국은 기존 영유권 확보 전략에

서 과학연구 강화로 남극전략을 수정하고 FIDS 역시 BAS로 

개편한 후 본부도 포클랜드 군도에서 수도 런던으로 이전하

였다. 1965년 자연환경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NERC)가 설립되고 1967년 BAS는 

NERC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NERC의 관할 

하에 있다. 이후 오존 구멍의 발견(1985)을 비롯해 고층대기, 

기후변화 부문 및 빙권, 해양, 그리고 남극대륙 기반 연구 부

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Ⅲ.  BAS의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연구
기관을 지향한다.

BAS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있다. 한 축은 과학연구프로

그램(Science Programmes)이며 다른 한 축은 운영 및 관리

(Operation & Management)이다. 과학연구프로그램은 ‘행

성 지구를 위한 극지 과학(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이하 PSPE)’3)이라는 연구전략 하에 운영된다. PSPE는 크

게 기후(Climate), 빙하(Icesheet), 화학 및 고기후(Chemistry 

& Past Clmiate), 생태계(Ecosystems), 환경변화와 진화

(Environmental Change & Evolution), 그리고 극지해양

(Polar Oceans)라는 6대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6대 분야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림 1>에 잘 요약되어 있다.4)

6대 분야는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영국 및 

EU, 그리고 국제적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주

제를 설정한다. 또한 국제 과학계의 정책(예: 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간 패널) 역시 연구 수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국내·외 연구 협력 및 지식의 교환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UK Government, EU
and International 

Policy

International Science 
Policy

e.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Knowledge Exchang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CLIMATE

ECOSYSTEMS

ICESHEETS

CHEMISTRY
& PAST

CLIMATE

POLAR
OCEANS

ENVIRONMENTAL
CHANGE &

EVOLUTION

<그림 1> PSPE의 6대 분야 및 환경요소

POLAR SCIENCE FOR
PLANET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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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20년까지 영국남극조사소는 극지연구를 통해 전 지구적 중요 이슈를 다룸으로서

글로벌 극지연구 선도기관(world-leading centre)가 된다. 

목적

과학연구기관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연구 프로그램 운영

영국의 남극에서의 
실질적 영향력 유지

우수 극지연구 성과를 
통해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전략 실행 
주체

지속가능하며 효과적 요소들

연구시설 및  
운송 인프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에 대한
의식

과학연구 전략 소통과 참여

재정 관리

리스크
관리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영

재원의
다양화

임직원의 발전

임직원의
자기 발전

지원

리더쉽 
기술 강화

기관 전략실행에 
임직원의 
참여 유도

이해 당사자
& 파트너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BAS 임직원, 연구 및 상업 파트너, 자금제공자,  
                 정부 정책결정자, 공급자 및 일반 국민

뛰어난 
과학연구

성과

임직원의 
발전 및  
기회

사회에 
공헌

남극에서의  
영향력 유지

안전 제일 
주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

극지과학 및  
운영에 대한  

리더쉽

핵심 테마

과학연구기관 
기능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임직원 및 학생의 
잠재력 극대화

글로벌 영향력 확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수행

혁신적 기술 및 
공학적 솔루션 제공

뛰어난 연구&업무  
환경 제공

혁신을 통한 
가치 창조

최고의 과학자  
양성

세계적 수준의 
극지 인프라 
제공 및 운영

협력의 문화 
조성

뛰어난 과학연구 및 
극지활동을 통한 

영향력 창출

전략적 파트너쉽 
개발

임직원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

예산의 성장 및 
다변화 추구

핵심가치
긍정적 자세 협력

책임감 혁신 우수한 성과

BAS 문화

Above : BAS strategy summary.    Cover : Rothera Research Station, Adelaide Island, Antarctic Peninsula.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 www.antarctica.ac.uk

<표 1> BAS의 비전 및 전략체계

기관의 운영 및 관리 부문에서는 매우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목표에 대해 체계

적으로 관리·추진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BAS의 비전 및 전략체계5)는 핵심가치부

터 비전까지 각각의 항목들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 

보다도 임직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Business Plan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고객6)이 BAS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5） British Antarctic Survey, Business Plan 2014, (NERC, 2014), p. 2. 6） 이해당사자(고객)의 맨 앞에 BAS 임직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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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ritish Antarctic Survey, supra note 5, p. 21.

BAS는 450여명의 임직원이 연간 약 5천만 파운드(약 9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3개의 남극 과학기지, 2대의 쇄빙연구선(RRS 

James Clark Ross, RRS Ernest Shackleton), 그리고 5대의 비행기를 운용하는 대형 연구기관이다. BAS는 매년 350명이 넘는 

인원을 극지로 보내며 과학인프라 관리와 운송(logistics)의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BAS의 본부, 과학기지 및 인프라는 <그림 2>에 

잘 요약되어 있다.7)

<그림 2> BAS의 본부 및 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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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BC, George Osborne orders new icebreaker for UK polar science, 

at http://www.bbc.com/news/science-environment-27129690

9） British Antarctic Survey, supra note 5, p. 7.

Ⅳ.  BAS의 미래: 연구 영역의 확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BAS는 앞서 소개한 기관의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

기와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단기(1~2년)적으로는 지난 2009년 수립된 PSPE를 체

계적으로 추진하되, 상위기관인 NERC와의 협의를 거쳐 수

정·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정·보완의 핵심은 북

극에서의 연구 활동 강화이다. BAS는 그동안 남극에서의 연

구 및 활동에 강점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북극에서의 존재

감은 미약했다.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BAS 역시 연구 영역을 북극으로 적극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두 척의 쇄빙

연구선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케임브리지 대

학과 공동으로 운영 예정인 혁신 센터(Innovation Centre) 역

시 이 같은 연구 영역의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기(2~5년)적으로 BAS는 예산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Commercial) 부문에서의 펀딩을 통해 안정적 기

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2019~20년 건조 완료를 

목표로 약 13,000톤 규모의 제3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 중

이며 현재 모델링 및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역시 BAS

의 북극 연구 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세계적 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극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장기(5~10년)적으로는 NERC 및 EU의 의지에 맞추어 북극 

연구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더불어 지엽적인 연구 

주제보다는 전 지구적 규모의 대형 연구에 집중하며 노후화

된 과학기지의 장기적 수선도 주요 장기 목표 중 하나이다.9)

Ⅴ. 맺음말

영국과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환경은 유사점이 많다. 두 국가 

모두 남극 연구의 역사가 훨씬 더 길고 비교적 최근 북극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거버넌

스 역시 영국은 정부기관인 NERC,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두 국

가 모두 쇄빙연구선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BAS

의 PSPE 연구 분야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의 연구부서 체계

와 유사하다. 국가의 극지연구가 분산되어 있다기보다 극지연

구 전문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

다. 

BAS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상위기관인 NERC, 더 나아가 영

국 정부, 그리고 EU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우호적인 관

계를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BAS의 전략이나 목표에는 

끊임없이 NERC, 영국 정부, 그리고 EU의 과학연구 청사진과 

비전이 언급된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연구·기관 운영 전략, 

임직원(인재)을 중시하는 문화도 선진 연구기관이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BAS의 장점은 30년의 극지연

구 경험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진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좋

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BAS의 제3 쇄빙연구선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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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제 극지에서도 명실상부한 키 플레이어이다. 과학연구 측면에서는 극지과학기지와 제2 쇄빙연구선 등 굵직한 대형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스스로를 ‘근북극국가(Near Arctic State)’라 칭하며 북극 진출에 

있어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극의 극지연구·정책 및 북극진출 전략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국, 극지로 움직인다.  - 중국의 극지연구·정책 및 북극진출 전략 -
김 유 하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1） COMNAP, Antarctic_ Facilities_ List_13Feb2014 at https://www.

comnap.aq/Information/SitePages/Home.aspx

2）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국경은 약 900마일(1,440km) 떨어져 있

다.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5/what-is-

chinas-arctic-game-plan/275894/)

3） Shiloh Rainwater, Race to the north: China’s Arctic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Naval War College Review, Spring 2013, vol 66n no. 2, 

pp. 62~64

4）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Brief 

Introduction of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at http://www.soa.gov.

cn/english/201409/t20140926_33679.html

Ⅰ.  중국, 극지로 움직이다  

중국은 수십년 전부터 다각적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몽골, 티벳, 네팔 등 인접국은 물론이고 엄청난 잠재자

원이 숨겨져 있는 아프리카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까지 전 

세계 곳곳에 중국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이

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혹독한 기후를 가진 남극과 북

극에도 중국의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은 남극에 2개의 상주기지(장성, 중산), 2개의 하계기지

(쿤룬, 타이산) 등 총 4개의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극

에는 황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1) 또한 20,000톤급의 설룡호

(雪龍, RV Snow Dragon)라는 쇄빙연구선도 운영 중이다. 여

기에 우리나라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테라노바만 인근에 상주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극지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제2 쇄빙연구선 역시 건조 중이다. 극지연구 인프라에 있어 

중국만큼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중국은 지난 2013년 5월,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

아 등과 더불어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

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국가(Near Arctic State)2)’, 그리

고 ‘북극의 이해당사자(Arctic Stakeholder)’로 부르며 북극

에 대한 관심과 의지3)를 드러냈다. 

이제 남극과 북극 모두에서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등장한 

중국. 이 글에서는 그들의 극지연구 및 정책 전략에 대한 간

략한 분석과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북극진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중국 극지정책·연구의 두 축: 중국극지청 
(CAA)과 중국극지연구센터(PRIC)

중국 극지연구 및 진출을 담당하고 있는 두 축은 중국극지청

(Chinese Arctic and Antarctic Administration, 이하 CAA)

과 중국극지연구센터(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 

이하 PRIC)이다. 두 기관 모두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 이하 SOA) 소속 하위기관이다. SOA는 특히 

극지과학연구(Polar Scientific Expedition)를 SOA의 주요 업

무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극지연구 및 극지관련 정책

의 우선순위를 비교적 높게 설정하고 있다.4) 이는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와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극지연구소가 해양수산

부 산하기관이며 해양수산부 내 전문조직(극지정책팀)을 운영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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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극지연구 및 극지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CAA의 

주요 기능5)은 다음과 같다.

     국가 극지전략, 정책, 계획과 규범의 기획(draft) 

      중국 극지탐험활동(Chinese Polar Expeditions)의 조직·
조정·기획·감독 

     자연과학 연구 활동의 조직 

     극지와 관계된 국제적 이슈의 조정과 국제협력 강화 

     극지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 확대(홍보)  

1989년 설립된 PRIC은 극지과학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이다. PRIC의 대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양, 우주, 천문, 생물, 화학, 빙하 등 다양한 분야의 과
학연구활동 수행

     극지과학기지의 관리

     극지과학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 관리

     극지 박물관, 과학관 건립 및 운영

위에서 살펴본 CAA와 PRIC 각 기관의 기능과 관계를 고려할 

때, CAA는 극지정책·연구의 기획·조정의 기능을, PRIC은 

실행과 관리의 기능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원화된 구조는 각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중국 극지탐사활동의 조직 과정(<그림 1>)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 기관의 협력·공조 체제는 비교적 공

고한 것으로 보인다. 

Ⅲ.  중국의 극지정책 및 연구 전략

중국은 매 5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사회주의 국가

이며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에서 매우 중

요한 경제활동이자 정치활동 계획6)이다. 1953년 제1차 계획

의 수립·시행 이래 현재까지 12차(국가12·5계획, 2011-

2015)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문별 5개

년 계획이 함께 수립·시행된다. 중국의 극지연구 정책 방향

은 상위계획인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일부이며, 

세부적으로는 해양과학기술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7) 그리

고 이러한 극지정책의 기본 전략은 CAA에서 기획하고 있다. 

중국은 제12차 해양과학기술발전 계획에 극지연구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과학연구 및 인프라·제도 개선 관련 계획은 다음과 같다.8) 

1

2

3

4

5

1

2

3

4

5） Xu Shijie, China’s Activities and prospecting in Arctic, Chinese 

Arctic and Antarctic Administration.

6） KISTEP 정책기획실,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발표, 

KISTEP, p. 1.

7） KIOST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중국 12차 5개년 해양과학기술발

전계획 개요(2), p. 1

8） KIOST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상게서, pp. 1~3, 10, 12, 15, 19~20.

<그림 1>  중국 극지탐사활동 체계

<표 1> 제12차 중국 해양과학기술발전 계획

구분 분류 세부내용

과학
연구
분야

해양기초연구

북극 상층 해양과정/해양환류 시스템
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남극 빙붕과 해양간의 상호작용 및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대응

극지의 빙하 증감 및 20세기 이후의 
환경변화

남극의 환경요인이 인간 생리 및 심
리에 미치는 영향

남빙양의 진화역사 등

입체적 해양 관측 
및 탐측 기술

극지 원격탐사 기술

극지 측량제도 기술

극지 대기관측 기술

건강한 해양생태 유지 극지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체계 구축

해양전략 및 해양
권익 수호기술

극지과학조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인프라 및
제도개선

해양 과학연구실험
기지 건설

극지 중형과학조사기지 건설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극지쇄빙연구선 건조

해양과학기술 여건 개선 극지 시료 자원 공유 플랫폼 건설

How Chinese Polar
Expeditions are Organized

Ship & polar 
Research 
station as 

well as other 
logistic 

support units 

Chinese
Polar

Expeditions

CAA

SO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Land and Resouces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Healt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jina

State Bureau of Surveying and Mapping

Institutes

Universities

PRIC

Chinese Advisory Committee for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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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5년 현재, 대부분의 계획이 순

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공격적인 극지 

인프라 확장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2번째 남극과학기지인 장

보고기지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극지 중형과학조사기지 

건설 계획의 경우, 이미 2014~2015년에 기지 건설을 위한 

답사를 진행하였고, 계획대로 기지가 건설된다면 장보고기지

의 인프라 공동활용, 공동연구 활성화 및 고립 문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급기능에 치중된 

설룡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2 쇄빙연구선을 건조 중이다. (2016년 건조 완료 예

정) 우리나라도 아라온호의 한계 극복과 극지진출 역량 확대

를 위해 제2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하

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Ⅳ.  중국의 북극진출전략

중국은 2013년 5월, 세 번의 도전 끝에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다. 한때 중국에서는 북극해를(마치 남

극과 같이) 인류 공영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국가의 

영유권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정도

로 북극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9) 이 

같은 움직임이 북극이사회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중

국은 입장을 바꾸어 북극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중국을 ‘근

북극국가(Near Arctic State)’, ‘북극의 이해당사자(Arctic 

Stakeholder)’ 정도로 표현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

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중국과 북극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0)

     전 지구적, 그리고 중국의 기후변화와 북극의 밀접한 관계

     북극해 해빙과 북극진동의 영향

     북극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

     농업에 대한 영향

     북극해 항로 이슈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와 교육 측면의 교류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명분으로 중국은 북극에 대한 과학조

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극해 환경변화와 관측, 조사 연

구와 더불어 북극해의 생태계, 그리고 생물(수산) 자원 조사

가 주요 연구주제이다. 2014년까지 쇄빙연구선 설룡호를 통

해 6차례 북극탐사에 나섰고, 우리나라의 다산과학기지가 위

치한 니알슨 연구촌에는 황하 기지를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자연과학 연구 뿐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에도 적극적이다. 국

제정치, 북극 정책, 북극관련 국제·외교법, 지속가능한 개발 

및 문화 교류가 주요 주제이다. 다양한 행사와 영상물 제작, 

연구논문 발표, 북극권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북극에서의 

존재감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연구, 국제협력, 그리고 에너

지 자원, 수산, 항로 등 비즈니스 분야까지 중국의 북극진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미개발된 

북극해의 수산자원과 북동·북서 항로가 중국이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에 집중했던 핵심 이유라는 해석이 설득력

을 얻고 있다.11)

Ⅴ.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국가차원의 극지연구·정책의 체계와 북극

진출 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중국은 압도적인 인

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미 국경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자국 정책의 무대로 삼아왔다. 이제 그 마지막 미개척 영역

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원개발

의 가능성이 높은 북극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12) 이

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최선의 전략은 협

력 강화일 것이다. 특히 과학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의장

국을 맡고 있는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13)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동연구·조사를 통한 성

과 창출이 기대된다. 극지과학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건조 등 

대형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서 나타나듯 극지과학을 

단기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식 역시 우리나

라가 참고할 만한 부분일 것이다. 

9） Gwynn Guilford, What is China’s Arctic Game Plan?, The Atlantic 

at http://www.theatlantic.com/china/archive/2013/05/what-is-

chinas-arctic-game-plan/275894/

10） Xu Shijie, supra note 5.

11）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력을 통해 투자와 참여가 가능한 반

면 수산자원과 항로는 영유권 문제가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목적에 집중해 북극이사회에 적극 참여하려 한다는 분석이다(Gwynn 

Guilford, supra note 9).

12） 물론 남극에 대한 투자 역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남극이 남극조약에 의해 2048년까지 자원개발이 유보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된다.  

13） 우리나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5개국 극지연구기관

이 참여하는 국제극지과학연구 포럼으로 우리나라 극지연구소가 2014-

2016까지 3년간 의장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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