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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PE19110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7.01.01.~2019.12.31. 단계 구분 3단계 / 총 3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극지연구소 연구사업

세부사업명 주요사업(기관목적사업)

연구과제명
중 과 제 명 기관고유사업

세부(단위)과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이종익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59 명
내부      31 명
외부      28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4,275,000 천원
기업: 천원
계: 4,275,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극지연구소 K-루트 사업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상대국연구기관명): 영국(BAS), 일본(NIPR), 미국(UTIG), 뉴질랜드(University of Otago)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박재현)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수

572

2014년 2월 남극 대륙 빅토리아랜드에 장보고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남극 대륙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남극대륙 진출 후발국으로서 단기간 내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형 이슈(심부빙하/ 빙저호 등)를 개발하여 극지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남극 내륙에서 다양한 분야의 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륙 진출 육상 루트(Korean
Route) 확보와 내륙 탐사 및 분석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

1. 코리안루트 개척
- 내륙 진출 루트 개척: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936km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 및 주요 장비 구축
- GPR 탐사: 육상 이동로 상 빙하 내에 존재하는 크레바스 물리 탐사를 통한 안전 이동로 확보
- 환경영향평가: 코리안루트 탐사를 위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IEE) 작성 및 활동 승인 획득

2. 심부빙하 빙하시추/빙저호 열수시추 운용 기술개발
- 남극 빙원능선지대 (Ice divide) 빙하구조 탐사를 통해 남극 내륙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위성자료 분석, 항공 레이더 탐사, 육상 탄성파 탐사 등 독자적 지구물리 탐사를 통한 빙저호 
시추 후보지의 기반암 지형도 작성 및 수괴 규모 파악

3. 첨단 분석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극지 빙설시료 등 극미량의 극지 환경 시료로부터 다양한 동위원소 비를 분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레이저삭마-MC-ICP-MS)

- 납, 스트론튬, 황 등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 기술 개발
- 국내 최초 레이저 가열 초미세입자 불황성기체 분석 기술 개발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코리안루트, 남극 횡단, 남극 대륙 탐사, 빙저호, 열수시추, 심부 빙하, 빙하 시추

영 어 Korean-route, Traverse, Subglacial lake, Hot water drilling, Deep ice core, Ic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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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남극내륙 탐사활동 지원을 위한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대륙 빅토리아랜드에 2014년 2월 장보고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남극대륙 탐사 및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남극대륙 연구가 거대화, 융복합화 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극지연구소도 남극

대륙 진출 후발국으로 국제적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연구주제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해 남극 내륙에서 다양한 분야의 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륙진출 육상루트

(Korean Route) 확보가 최우선적 필요함

○ 시추 후보지 지구물리탐사와 빙저호 열수시추와 심부빙하 시추 기술 개발

- 남극 내륙에서의 대형 인프라 운영 기술(육상루트, 내륙기지, 항공망) 및 대형 탐사 기술은 

그동안 선진국들만의 영역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장보고기지를 확보한 우리나라로서는 

우선적으로 습득/개발해야할 새로운 도전 영역임.

- 빙저호 열수시추는 우주탐사에 버금가는 최고수준의 기술력, 탐사지원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극지연구소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과제임

- 3,000m급 심부빙하 시추는 남극내륙 고원에서 수행되는 고난이도 시추 프로젝트로서

일본, 프랑스/이태리, 러시아, 중국 등 일부 내륙진출 국가들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내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 극미량 빙하코어, 초미세입자 연구를 위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

- 남극대륙에서 다학제간, 융복합 대형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한 환경에서 각종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획득 시료를 처리,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이 수반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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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초미세 고체 입자, 극미량원소, 빙저수 및 빙저호 퇴적물 

시료 등을 획득 및 전처리, 분석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분석 시스템 및

분석기술 확보가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 장비구축 100% 완료 및 장보고기지 기점 ∼1,100km 진출

- GPR 탐사: 육상 이동 간 빙하 내에 존재하는 크레바스 탐지를 통하여 안전 이동로 확보

- 환경영향평가(IEE/CEE): 국제규범 준수 및 ATCM 동의 획득

○ 심부빙하 빙하시추/빙저호 열수시추 운용 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GPS, 항공 레이더 탐사, 육상 탄성파 탐사를 통하여 빙하, 빙저호 및

빙하 하부지형 특성 규명과 육상 탄성파 탐사를 통하여 빙저호의 수리학적 특성 규명

- 열수시추 기술개발: 한·영 공동 프로그램을 통한 2,000m 빙저호 열수 시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그린란드 EGRIP 프로그램을 통한 3,000m 급 빙하시추기술확보

○ 첨단분석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다중 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MC-ICP-MS:

Multi 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극지 

빙설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원소 동위원소 비 분석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개별 초미세입자의 불활성기체 및 산소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936km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936km의 과학루트를 확보함으로써 남극내륙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내륙연구 지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남극 내륙 진출 루트 상 3개 중간 보급지 구축

- 남극 빙원능선지대(Ice divide) 빙하구조 탐사를 통해 내륙 연구 수행 기초자료 확보

○ 빙저호 시추 후보지 탐사

- 위성자료 분석, 항공 레이더 탐사, 육상 탄성파 탐사 등 전 방위 지구물리 탐사를 

통한 빙저호 시추 후보지의 기반암 지형도 작성 및 수괴 규모 파악

- 남극 내륙 빙저호 연구 수행을 위한 정밀 탐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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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저호 연구 수행 기반 마련

○ 첨단 분석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극지 빙설시료 등 극미량의 극지 환경 시료로부터 다양한 동위원소 비를

분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 국내 최초 레이저 가열 초미세입자 불황성기체 분석 기술 개발

- 첨단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극지연구분야 국제 경쟁력 제고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

- 장보고과학기지–심부빙하 시추후보지(1,300km)–콩코르디아 기지(1,500km)를 잇는

1,500km 남극 내륙 진출 루트 확보

- 남극내륙진출 루트 상에 원활한 남극내륙연구 보급품 수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다수의 중간 연구/보급캠프 및 남극내륙 연구거점캠프 구축

- 남극내륙 빙상의 빙하구조 탐사자료 축적을 통한 남극내륙 거대과학 연구주제 발굴 지원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확보 및 내륙기지 건설 추진 동력 제공

- 1,500km 육상 보급로 및 연구지원 거점을 활용한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정밀 탐사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주변 항공/육상 IPR 탐사를 통한 3,000m급 시추지점 확보

- 1,500km 육상 보급로 및 연구지원 거점 기반 내륙기지 건설 추진 동력 제공

○ 빙저호 탐사 기술 활용

- 빙저호 수괴 규모 파악을 위한 육상 정밀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 한-영 열수시추기 공동 개발을 통한 열수시추시스템 활용 기술 개발

- 남극 내륙 빙저호 정밀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 빙저호 연구 프로그램 추진

○ 첨단 분석기술 개발 활용

- 초미세입자 및 극지 빙설시료 등의 동위원소 비 분석 정밀도 향상

- 철, 셀레늄 동위원소 등 신규 기후/ 환경 프록시 개발

- 지속적인 첨단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공동 프로그램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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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The Antarctic Korean Route Expedi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Deep Ice Coring and Hot Water Drilling 
II.  Purpose and Necessity of R&D
 ○ The expedition of the Korean Antarctic inland traverse route for the Antarctic inland researches  - Jang Bogo station built in February, 2014 at Victoria land of East Antarctica is the turning point for the Korean Antarctic researches and expeditions  - Since the global trend of Antarctic researches are multidisciplinary large scale researches, KOPRI needs to develop new scientific projects in big scale to lead global polar researches  - For various researches in Antarctic inland, a traverse route through which researchers are able to reach inland has to be initiatively developed
 ○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deep ice core drilling and hot water drilling for sub-glacial lake  - Until now, only several advanced countries have possessed the knowhow of management of large infrastructures such as traverse route, inland station and airline network in Antarctica, and thus KOPRI should first of all secure those knowhow in order to carry out Antarctic inland researches  - A hot water drilling system for sub-glacial lake is one of the cutting edge polar technologies. The development of a hot water drilling system enables KOPRI to maximize its research capability  - A deep ice core drilling through 3,000m thick ice sheet is the representative technology of Antarctic researches only available at the top of East Antarctic ice divide region by very few countries such as France-Italy, Russia, Japan and China. This technology is essential for inland researches of KOPRI 
 ○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s for new ice core proxies and ultra-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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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 For the productive multidisciplinary researches in Antarctic inland, it is highly required to develop analytical ability for extreme polar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ultra-fine particles in snow and various proxies in ice core together with training of polar experts  - The development of new analytical ability for Antarctic environmental samples has to be accompanied with most recent analytical instrument and technology
III.  Contents and Extent of R&D
 ○ The expedition of Korean route  - The expedition of Antarctic inland traverse route   : The traverse fleet composition 100% establishment and 1,100km inland traverse route from Jang Bogo station achievement  - GPR survey   : The safe route for inland traverse securement through the radar survey for crevasses  - Environment estimation (IEE/CEE)   :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the Antarctic expedition and the securement of agreement of ATCM
 ○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deep ice core drilling and hot water drilling for sub-glacial lake  - The survey for sub-glacial lake hot water drilling site using GPS system, air-borne radar survey and seismic survey   -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for hot water drilling through KOPRI-BAS cooperation program  - The securement of 3,000m deep ice core drilling technology by attending Greenland EGRIP international deep ice core drilling camp
 ○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s for polar environmental samples  - The development of new analytical methods for isotope proxies ice cores using MC-ICP-MS (Multi 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system for noble gases and oxygen isotope ratios in individual ultra-fine particles of Antarctic snow samples
IV.  R&D Results
 ○ The expedition of Korean route  - 936km long Korean route including science route and logistic route i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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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inland fuel and stuff supply depots are established on the Korean route  - The investigation for ice structure of ice divide area is performed and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Antarctic inland researches has been acquired
 ○ The survey for sub-glacial lake hot water drilling site  - The sub-glacial lake beneath 2,000m thick ice sheet is found at D2 area where 460km far from Jang Bogo station through GPS system, air-borne radar survey and seismic survey  - The geophysical survey technologies for further independent sub-glacial lake researches have been secured ○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s for polar environmental samples  - The most advanced analytical systems for isotope proxies in ice cores and ultra-fine particles in polar snow samples have been established  - The first laser heating analytical system for noble gas of ultra-fine particles in polar snow samples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 Enhance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in polar researches of KOPRI with the new analytical technologies
V.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 The Korean Antarctic inland traverse route development  - Securement of safe route connecting Jang Bogo station, Korean deep ice core drilling site and Dome C Concordia station  - Establishment of multiple supply depots and inland research camp for Antarctic inland researches  - Contribution for large scale Antarctic inland research programs by providing fundamental ice structure and basic environmental information 
 ○ Contribution for the Korean deep ice core drilling program and Antarctic inland station construction  - Precise geophysical survey for the first Korean deep ice core drilling site   - Confirmation of deep ice core drilling site by air-borne and ground radar survey  - Provision of 1,500km supply route for Korean Antarctic inland station construction  
 ○ Application of sub-glacial lake drilling technology  - Investigation of seismic survey data for understanding hydraulic structure of sub-glacial lake  - Improvement of hot water drilling system by KOPRI-BAS cooperation program  -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sub-glacial lake drilling program based on the secured geophysical surv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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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 2014년 2월 장보고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남극대륙 탐사 및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남극대륙 진출 후발국으로 단기간 내에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이슈(예를

들어, 심부빙하/빙저호 시추)를 개발하여 극지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남극 내륙에서 다양한 분야의 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륙진출 육상루트

(Korean Route) 개척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기술적 측면

○ 남극대륙 빅토리아랜드에 2014년 2월 준공된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과학연구의 최전선임. 남극대륙 연구가 거대화, 융복합화 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극지연구소도 국제적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대형연구주제(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등)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 다학제간, 융복합 대형탐사를 위해서는 남극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육상루트(Korean
Route)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극한 환경에서 각종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함

○ 2012년 기준 남극 빙상 하부에 위치가 알려진 379개의 빙저호에 관한 직접 시추를 통한

탐사/연구는 남극 진출국 중 미국(2013년 1월) 만이 유일하게 성공하여, 우주탐사에 버금가는
최고수준의 기술력, 탐사지원이 필요한 연구과제로서 극지연구소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 과제임

○ 3,000m급 심부빙하 시추는 남극내륙 고원에서 수행되는 고난위도 시추 프로젝트로서 일본,

프랑스/이태리, 러시아, 중국 등 일부 내륙진출 국가들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내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2. 경제·산업적 측면

○ 남극 내륙에서의 대형 인프라 운영 기술(육상루트, 내륙기지, 항공망)은 그동안 선진국들만의

영역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장보고기지를 확보한 우리나라로서는 우선적으로 습득/개발

해야할 새로운 도전영역임. 극한환경에서의 인프라 기술 확보는 극지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남극내륙 진출은 극지연구소 3대 핵심가치(글로벌이슈대응, 실용화, 미래도전) 구현을 통
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극복과 기득권 확보라는 큰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빙저호 하부에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빙저호 퇴적물을 시추를 통해 획득, 분석을 통한

고기후 복원은 현재 급격히 진행 중인 남극 빙상의 붕괴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가적 경제-사회적 피해 경감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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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적 측면

○ 남극내륙 운석, 지질, 미생물, 심부빙하/ 빙저호 시추를 위해서는 탐사지역까지의 새로운

육상루트를 확보하고, 항공망과 연계한 입체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탐사지역까지의 새로운 육상루트 확보 후 기지로부터 원격으로 떨어진 캠프를 2, 3여개월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시스템(카라반 등) 구축이 필요함

4. 사회·문화적 측면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극지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인류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남극내륙으로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함

○ 혹한의 땅인 남극대륙에서의 탐사활동은 우주탐사에 비견할 만한 인류의 도전정신과

탐험정신을 실현하는 모험의 장으로써,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적 관심사를 집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방송 매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미래

비전 제시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의 호응 및 동참 유도가 가능한 융복합–개방형 연구사업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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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및 단계별 성과목표

가. 최종목표

1. 남극내륙 탐사활동 지원을 위한 코리안루트 개척

2. 남극 내륙 미개척 분야인 빙저호와 심부빙하 시추 장비 및 운용기술 개발

3. 극미량 빙하코어, 초미세입자 연구를 위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

○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내륙 진출 루트 개척: 장보고기지-심부빙하시추후보지(1,500km 지점)

- GPR 탐사: 크레바스 탐지 등 안전루트 확보

- 환경영향평가(IEE/CEE): 국제규범 준수, ATCM 동의 획득

○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운용 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GPS, Ice Radar, 탄성파 탐사를 통한 빙저호의 수리학적 특성 규명과

심부빙하 시추 후보지 탐색

- 2,000m급 빙저호 열수시추 및 운용기술개발

- 3,000m급 심부빙하 시험시추 및 운용기술개발

○ 첨단분석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최첨단 빙하코어 프록시 개발

- 초미세입자분석기술개발: 초미세고체입자의불활성기체, 산소동위원소조성분석기술개발



- 21 -

나. 성과목표

(1) 1단계 성과목표(2017.01.01.∼2020.12.31.)

○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장비구축 100% 완료 및 장보고기지로부터 ∼1,500km 지점을

육상 트래버스를 통해 진출

- GPR 탐사: 육상 이동로 간 빙하 내에 존재하는 크레바스 탐지를 통하여 안전 확보

- 환경영향평가:

코리안루트 탐사를 위한 초기 환경영향평가서(IEE) 작성 및 활동 승인 획득

열수시추 및 빙저호 탐사를 위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CEE) 작성 및 ATCM 동의 획득

○ 심부빙하/빙저호 시추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Ice Radar를 이용한 빙하구조, 빙저호 및 빙하 하부지형 특성

규명과 육상 탄성파 탐사를 통한 빙저호의 수리학적 특성 규명

- 열수시추 기술개발: 한-영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2,000m 빙저호 열수 시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그린란드 EGRIP 프로그램을 통해 3,000m 급 빙하시추

기술확보 및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시험시추

○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다중 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MC-ICP-MS: multi 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극지 빙설시료 및 환경시료 내 극미량원소 동위원소 비 분석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개별 초미세입자의 불활성기체 및 산소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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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성과목표(2021.01.01.∼2023.12.31.)

○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심부빙하시추를 위한 안정적 보급로 확보, 남극점 진출(3,000km)

- GPR 탐사: 코리안루트 상에 존재하는 크레바스 탐지 및 안전 진출루트 확보

- 환경영향평가: 열수시추 및 빙저호 탐사 수행 시 최종 CEE에 따른 사후모니터링 수행 및

ATCM 보고와 탐사 종료 후 현장 복원 및 환경감사ㆍ보고

○ 심부빙하/빙저호 시추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Ice Radar를 이용한 심부빙하코어 시추 후보지 빙하구조 특성 규명

- 열수시추 기술개발: 한–영 공동 2,000m 급 빙저호 열수시추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심부빙하시추 캠프 운영과 시추실시(연간 500m)

○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MC-ICP-MS를 이용한 극지 빙설시료의 철, 크롬,

몰리브데늄 등 신규 미량 중금속 동위원소 비 프록시 분석기술 개발 및 빙하코어의

신규 동위원소 비 프록시 기록 복원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눈과 얼음 내 초미세입자의 기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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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성과목표(2024.01.01.∼2026.12.31.)

○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심부빙하시추를 위한 안정적 보급로 확보

- GPR 탐사: 코리안루트 상에 존재하는 크레바스 탐지 및 안전 진출루트 확보

- 환경영향평가: 심부빙하시추를 위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ATCM 동의 획득.

심부빙하시추 수행 시 최종 CEE에 따른 사후모니터링 수행 및 ATCM 보고. 심부

빙하시추 종료 후 현장복원 또는 캠프 유지에 따른 환경모니터링 및 보고

○ 심부빙하 시추기술개발

- 심부빙하시추(연간 500m) 및 2026년 완료

○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심부빙하코어의 극미량 동위원소 비 변화기록 분석을

통해 과거 기후환경변화와 생지화학적 순환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규명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심부빙하 내 초미세입자의 기원 연구 및 기후변화와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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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별 상세 목표 및 내용

구분 년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1차년도 2017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 장보고기지∼300km 진출

- 장비 구성 50%

○ GPR 탐사

- GPR탐사를통한안전이동로확보

○ 환경영향평가

- 코리안루트 탐사IEE작성및제출

- 열수시추를위한 CEE 사전준비

- 300km

- 장비구성

- 300km

- 환경성 평가

- CEE 준비

3,500,000

심부빙하/빙저호

시추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 N1, N2지역(3,700 km2) 항공

Ice Radar 탐사

- 빙저호 분포 및 규모 파악

○ 열수시추 기술개발

- 500m급 열수시추기 설계

- 2,000m 공동 열수시추 추진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 그린랜드 EGRIP에 기술인력

파견으로 최신 심부빙하시추

기술 습득

- N1, N2지역

- 현장조사

- 500m급

- 2,000m

- 기술 습득

1,000,000

첨단분석

기술개발

○ 미생물 단일세포 분석기술개발

- 저온청정랩 구축

- 저농도 시료 정량분석 셋업

- 호수시료채집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 청정실험환경 구축

- 미량원소 동위원소비 DB 구축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 초미세입자 전처리 기술 개발

- BrF5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

추출 기술 개발

- 기반구축

- 방법정립

- 시료확보

- 기반구축

- 기반구축

- 기술개발

- 기술개발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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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2차년도 2018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 장보고기지∼700km 진출

- 장비 구성 60%

○ GPR 탐사

- GPR탐사를통한안전이동로확보

○ 환경영향평가

- 현장 기초자료 획득 및 분석

- 중점 항목 선정 및 평가

- 700km

- 60%

- 700km

- 자료분석

- 선정 및 평가

2,400,000

심부빙하/빙저호

시추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 N1, N2지역의정밀 Ice Radar 탐사

- 빙저하부지형도작성(N1, N2지역)

○ 열수시추 기술개발

- 한-영 2,000m 공동 열수시추

착수 및 인력파견(2019연기)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 EGRIP 현장참여 및 기술습득

- N1,N2지역외

- N1,N2지역외

- 2,000m

- 참여여부

1,250,000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 MC-ICP-MS 분석시스템 구축

- MC-ICP-MS를 이용한 극지

빙설시료 납, 스트론튬 및 네

오디뮴 동위원소 비 분석효율

향상 연구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 불활성기체레이저가열시스템구축

- 클린룸 설치

- 기반구축

- 기술개발

- 기반구축

- 기반구축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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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3차년도 2019

코리안루트

개척

○ 남극횡단루트 개척

- 장보고기지 ∼1,100km 진출

- 장비 구성 80%

○ GPR 탐사

- GPR탐사를통한안전이동로확보

○ 환경영향평가

- CEE 작성을 위한 추가자료

획득 및 국문 CEE 초안 작성

착수

- 계획된 활동에 대하여 42차

ATCM에 문서(IP) 제출

- 1,100km

- 80%

- 1,100km

- 자료분석 및

CEE초안작성

착수

- 문서제출

2,200,000

심부빙하/빙저호

시추기술개발

○ 시추후보지 탐지

- 육상 탄성파 탐사 실시(반사법)

- 탄성파 탐사를 통해 빙저호

규모 규명

- 호수의저수량등수리적특성파악

○ 열수시추 기술개발

- 영국 BEAMISH 열수 시추

현장 파견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탐사

- 심부빙하시추 캠프 준비

- 현장연구

- 규명여부

- 파악여부

- 개발여부

- 탐사여부

- 준비여부

1,100,000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개발

- MC-ICP-MS를 이용한 빙설

시료 내 황 동위원소 비 분석

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분석기술개발

-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 추출 기술 개발

- 개발여부

- 개발여부

9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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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연구개발로드맵

가. 총 연구기간 로드맵

나. 4개년 로드맵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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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현재국내에는이와관련된핵심기술(남극횡단수송장비, 열수시추기술, 심부빙하시추기술등)을

보유한 전문 기관·또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임

○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빙저호 탐사에서는 영국 BAS에서 추진하는 2,000m급

열수시추를, 일본의 심부빙하 시추기술을 공동 활용 하는 등 검증된 제품을 국외에서 제작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국산 제품으로 개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물류 분야의 경우 기존 육상 물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물류시스템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남극 육상에서의 물류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1. 관련 연구개발 현황

○ 남극 제2기지를 활용한 일반적인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과제를 수행하여 장보고

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8개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ICEE Jang Bogo

(Interaction, Change, and Evolution of Environments around Jang Bogo Station) 프로그램제안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기술료 사업: 남극 제2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활용 기술개발에 관한

기획연구, 극지연구소 수행

○ 장보고과학기지 준공과 더불어 남극내륙에서 수행될 대형 융복합 연구 기획

- 극지연구소, 2013, 연구정책사업, 장보고기지 활용 남극연구 선도기지 구축 및 대륙탐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014년 9월 해양수산부 R&D 2개 사업을 착수하여 2차년 연구 수행

-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 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2014∼2017, 20억/년)

-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형성과정 연구(2014∼2017, 20억/년)

○ 2015∼16년 남극 Korea Route 개척과 빙저호 탐사를 위한 기획연구 수행

- 코리안 루트 개척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GPR 탐사, 육상 이동 탐사)

- 난센 빙붕 지역에서 GPR 탐사를 통해 크레바스 지도를 제작하였고, 장보고기지로부터

약 180km 지점까지 육상 루트 탐사 실시

<장보고기지부근 브라우닝패스 근처에서 GPR 탐사를 통해 얻은 크레바스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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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계탐사를 통해 확보한 내륙진출 코리안루트>

 2015/16 항공 GPR 탐사 루트

 2016/17 K-route 루트

 육상 GPR 탐사 라인

장보고기지

<항공/육상 GPR 탐사 측선 및 크레바스(예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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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5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플러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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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에서 내륙 횡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의 아문젠-스콧 기지, 러시아

보스톡 기지, 일본 돔 후지 기지, 중국 곤륜 기지, 프랑스/이태리 콘코르디아 기지 등이

있음

○ 남극에서 빙저호를 성공적으로 시추한 나라는 미국의 Willans lake 시추와 영국의

Rutford ice stream 시추가 있음

○ 심부빙하시추는 프랑스-이태리가 공동으로 콘코르디아 기지에서 82만 년 된 EPICA 빙

하코어를 시추하여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빙하코어기록을 복원하였으며, 일본의 돔 후지

기지, 러시아의 보스톡 기지 등에서도 각각 72만년과 42만년 된 심부빙하를 시추하였음

1. 남극 횡단 프로그램

○ 미국

- 미국은 로스빙붕에 위치하고 있는 맥머도 (Mc Murdo) 기지로부터 남극점에 있는 아문젠

–스콧(Amundsen-Scott) 기지까지 항공보급을 해오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예산절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어 육상 트래버스를 통한 보급으로 연간 30여억 원을 절감하고 있음

○ 이태리/프랑스

- 이태리와 프랑스는 남극 Dome C에 콘코르디아(Concordia) 기지를 월동 연구기지로 운영하고

있음. 프랑스 뒤몽 드 우르빌(Dumont d’ Urville) 기지에서 콘코르디아 기지까지 육상루트를

통한 연료 및 물자보급은 프랑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태리 마리오 쥬켈리(Mario

Zucchelli) 기지에서는 경비행기를 이용한 인력수송 등을 담당하고 있음

<프랑스 뒤몽 드 우르빌 기지와 콘코르디아 기지 사이의 트래버스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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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PRIC (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를 중심으로, 장성(Great Wall) 기지, 중산

(Zhungshan) 기지, 곤륜(Kunlun) 기지등 3개의기지를확보하고있음. 최근남극대륙중산기지와

곤륜기지 사이에 하계전진 기지인 태산(Taishan) 기지를 개소하였음

- 현재 중국은 장보고기지와 인접한 Inexpressible Island에 제5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IP를

제출한 상태로 2014/15 시즌부터 기지건설을 위한 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18 시즌에는 쇄빙선 설룡호를 이용해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가건물을 건설하였음

- 남극대륙 기지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항공기(Basler)를 확보하여 빙상연구 분야에서

최근 다수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18년 6월독일에서개최된 COMNAP 미팅에서제5기지건설후동남극중산기지와연결하는

대륙횡단루트를 건설하고자하는 계획을 발표함

<2018 COMNAP 미팅에서 발표된 중국 PRIC의 대륙횡단루트 개척 계획>

○ 일본

- 1967년 쇼와기지로부터 남극점까지의 트래버스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추후 돔후지(Dome Fuji) 기지 건설이 가능하였음

- 1995년 남극 Dome F 지역에 캠프를 건설하고 월동을 하면서 심부빙하시추를 실시

2503m까지 시추하였으나 중간에 실패하였음

- 2004년 Dome F 캠프를 돔후지 기지로 개명하였고 이후에 심부빙하시추를 위한 보급횡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기지 유지를 위해 매년 대륙 횡단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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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빙저호 연구

○ 러시아

- 러시아는 동남극 보스톡 기지에서 1975년에 처음으로 호수의 존재를 확인하여 보스톡

호수로 명명함

- 보스톡 심부빙하 시추를 통해 1998년 3580m 깊이까지 빙하를 시추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빙저호 시추를 추진하였으나 2007/08 시즌 3,668m 깊이의 척빙지대까지 시추한 후 시추 기술

문제와 호수 오염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작업을 중단함

- 척빙시료를 대상으로 하여 미생물, 화학 분석을 진행하여 1 ml 당 약 100개의 세균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10℃의 저온에서 자라는 미생물 배양을 성공하였으며,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호열성 미생물과 유사한 점과 지층의 온도 분석을 통하여 지열에 의하여 호수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 2011/12 시즌, 얼음과 물의 경계면에 도달하였으나 얼음을 뚫자마자 물의 압력에 의해

호수물이 시추공으로 분출 및 부동액(kerosin)이 호수로 유입되어 빙저호 수괴의 오염이

발생함. 이후 2015년 1월 시추에 성공하여 빙저호 시료채집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남극 빙저호 위치도 (Siegert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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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서남극의 약 3,400m 두께 빙하 아래에 위치한 Ellsworth 호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탐사를

진행하여 이 호수가 길이 12km, 표면적 30km2, 최대수심 150m로 약 50만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음을 보고. Ellsworth 호수는 러시아의 보스톡 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써

수리학적 특성이 단순하고 연구 장비의 운반, 설치 및 보관이 용이한 장점을 지님

- 1996년에 빙저호의 존재를 확인한 후, 영국 BAS 연구팀은 5단계의 정수 시스템 및 자외선으로

멸균한물 6만리터를 5미터길이의실린더티타늄탐사기를시추공으로내려보내는시추계획을

세웠으나 탐사 중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2012년 12월에 시추를 중단 하였으며,

이후 시추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연구비 확보를 모색 중임

- 2018/19 시즌, BEAMISH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연구팀은 서남극 럿포드 빙하(Rutford Ice

Stream) 지대에서 약 2,000m 빙하를 시추한 후 호수 퇴적물 채취에 성공함

<영국의 Ellsworth 빙저호 열수시추 장면>

○ 미국

- 서남극 로스빙붕 가장자리에 위치한 Whillans 빙저호는 800m 두께의 빙하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 표면적이 60km2, 평균 수심은 2m, 수온은 4.9℃로써 로스해와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지님

- 2007년 ICESat 위성 원격탐사 자료를 통해 빙하 하부의 유체 활동으로 인해 얼음 표면에

변형이생긴것이밝혀짐. 이후, 지구물리탐사 및 GPS 등으로지형조사가자세히 이루어지면서

미국 전역의 13개 대학과 8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3개의 빙저호 시추관련 대형 연구과제가

NSF 지원을 통해 추진됨

- 2013년 1월 미국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빙저호의 물과 퇴적물 채집에 성공하여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2014년 네이처에 연구결과 발표함

- 현재 미국은 Mercer 호수를 대상으로 두 번째 빙저호 시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구물리탐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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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hillans 빙저호 열수시추 장면>

3. 심부빙하 시추기술

- 심부빙하시추는 1960년대부터 남·북극 빙하연구 선진국들이 북극 그린란드, 남극 대륙에서

다양한 빙하시추 활동함. 현재까지 심부빙하시추를 실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영국, 일본, 호주, 중국으로 8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3,000m 이상 급으로

시추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함

○ 그린란드 심부빙하시추

- 1955년 최초로미국 SIPRE (the U.S Army Snow, Ice and Permafrost Research Establishment)

팀에 의해서 실시

- Camp Century Bed Rock 시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팀이 Camp Century에서

실시하여 약 1,390m 시추(Thermal Drill 사용)

- Dye-3 심부빙하시추: 미국, 덴마크, 스위스가 공동으로 1979~1981년 사이에 덴마크가

개발한 ISTUK 시추기를 활용하여 약 2,040m까지 시추

- GISP, GRIP: 미국과 덴마크가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쌍둥이 코어를 시추한 프로그램으로

깊이 3,029m까지 시추. 약 105,000년 전 까지의 고기후 복원

- NGRIP: 2003년까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한 국제 공동 프로그램으로 약 3,085m까지 빙하

코어를 시추하였고 이를 통하여 약 123,000년 전 까지의 고기후 복원

- NEEM: 2007∼2012까지 14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도 최초로

국제공동 심부 빙하시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1명의 시추기술자와 2명의 과학자를 파견

하였음

- EGRIP: 미국–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공동으로 시추하는 프로그램이며 2018년까지 약

2,600m의 빙하코어를 시추한 후 Bed Rock의 퇴적물 회수 예정

- 지난 50여 년간 그린란드의 심부빙하코어를 통해 Dansgaard–Oeschger 기후이벤트, 영거

드라이어스 등 과거 128,500년까지의 기후·환경변화 기록 복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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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 Century Bed Rock 시추모습>

<그린란드의 심부빙하 시추 지점 및 시추 캠프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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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심부빙하시추

- Byrd 심부빙하시추: 1966년 미국의 버드 (Byrd) 기지에서 2,164m 깊이의 남극 최초 심부

빙하코어 시추

- Vostok 빙하코어: 1970년 구소련의 연구팀에 의해 러시아 보스톡 기지에서 심부빙하코어

시추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3,350m 깊이의 남극 최장 심부빙하코어를

시추하여 과거 420,000년간의 기후·환경변화 기록을 복원함

- EPICA Dome C: 1997~2005년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도하여 3,270m 깊이의 심부

빙하코어를 시추하였으며, 과거 820,000년간의 기후·환경변화 기록을 복원하여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빙하코어 기록을 제시함

- Dome Fuji: 일본의 NIPR에 의해1995∼2006년 동안 3,035m 깊이의 심부빙하시추가 진행

되었으며, 과거 720,000년의 기후·환경변화 기록을 복원함

- Kunlun (Dome A): 중국 PRIC의 연구팀에 의해 지난 2004/05 시즌부터 동남극 최고봉인

Dome Argus 주변의 곤륜 기지에서 심부빙하시추가 진행되고 있음

- WAIS Divide: 2006∼2011년 동안 미국 남극 프로그램(USAP: United States Antarctic

Program)에 의해 남극 빙상 (WAIS: West Antarctic Ice Sheet)에서 3,405m 깊이의 빙하코어를

시추하여 과거 62,000년 동안의 기후·환경변화 기록을 고해상도로 복원함

- 상기한 빙하시추 프로그램 이외에 Law Dome, Siple Dome, Talos Dome 등 1,000m 급의

다양한 심부빙하시추 프로그램이 진행됨

- 최근, 과거 1,500,000년 동안의 기후·환경변화 기록을 남극 심부빙하코어 시료로부터 복원하려는

시도가 프랑스–이탈리아 주도의 Beyond EPIC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일본, 호주, 러시아,

중국 등 극지연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음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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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남극횡단 루트 확보

가. 2017/18 시즌 육상루트 ∼300km 진출

(1) 탐사 개요

○ 확보거리: 장보고기지기점 이동거리 300km David 빙원 상부 지점(이하 D1)

표시 등급 고려사항

S1 주의구간 별다른 문제없이 전진 가능

S2 경계구간 빙붕, 고각도 빙하계곡, 아이스지대 등 썰매 견인 필요 구간

S3 위험구간
크레바스 존재 지역 GPR 탐사 및 항공정찰을 통한 기문 작업, 썰매

중량 제한

S4 고위험구간 대형 크레바스 지역, 접근 불가

<2017/18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결과>

○ 총 수행기간: 2017년 10월 20일∼2017년 12월 20일(62일, GPR 탐사포함)

- 출국·입남극 및 사전준비: 10월 20일∼11월 04일(16일)

- 트래버스 수행: 11월 05일∼11월 20일(16일)

- 하역 및 차년도 탐사준비: 11월 21일∼12월 07일(17일)

- 출남극(아라온 이동항해) 및 귀국: 12월 08일∼12월 20일(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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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ate 계획 세부일정 소요일 비고

1 10/20 한국출발 ->
뉴질랜드 도착

- 인천공항-오클랜드-크라이스트처치 2
2 10/21
3 10/22

식량구입 - 현지 식량 구입 및 포장 2
4 10/23

5 10/24
입 남극(Safair항공) - 기지 생활교육, 휴식 2

6 10/25

7 10/26

장비 점검 및 탐사
준비

- 코리안루트 헬기 정찰, 통신장비 테스트
- 챌린저 테스트 운행, PB, 스키두 점검
- 개인 피복/장비 점검, 필드 안전 훈련
- 캠프 준비, 야영부식정리

4
8 10/27
9 10/28

10 10/29

11 10/30

타른 플랫 및
코리안루트 정비

- PB 2대, 썰매이용 02굴삭기 운영
- 타른플랫 평탄작업(모레인지역)
- GPR 탐사 수행

4
12 10/31

13 11/1

14 11/2
15 11/3 장비점검 및

탐사준비(예비일)
- 연료탱크 1대, 썰매, 컨테이너 출동 준비
- 캠프준비, 네비게이션 시스템 최종점검

2
16 11/4

17 11/5

루트탐사운행
(JBG-D1)

- 기지출발 45km 진행완료

11

18 11/6 - Tarn Flat 캠핑, 모레인 평탄화 작업

19 11/7 - Tarn Flat 빙하 경사 계곡 이동

20 11/8 - 100km, PB1호기 컨테이너 크레바스 함입상황
21 11/9 - 크레바스 합입상황 해제 재정비 후 이동

22 11/10 - 160km 지점 통과

23 11/11 - 227km 지점 통과, 악기상으로 진행불가
24 11/12 - D1 지점 도착 N1 대형 크레바스 발견

25 11/13 - D1 캠프대기 및 우회로 모색 (항공정찰)

26 11/14 - D1 캠프대기 항공정찰 수행
27 11/15 - 눈시료(핸드오거-1) 채집 및 KAWS-5 재가동

28 11/16

루트탐사운행
(D1-JBG)

- 캠프철수시작, 140km 하향 이동 완료

5

29 11/17 - 110km 햐향 이동 완료, 위험구간 대기

30 11/18
- 크레바스 위험구간 이동 완료 및 Tarn Flat
경사로 구간 PB1호 유류탱크 썰매 추돌상황

31 11/19 - 기지귀환시작
32 11/20 - 기지귀환완료

33 11/21

탐사 장비 점검 및
정리

- 중장비 및 캠프 장비 정리 4
34 11/22
35 11/23

36 11/24

37 11/25

2018-19 시즌 탐사
준비

- 2018-19 시즌 탐사 준비
- 아라온 입고 장비 및 자재 활용 계획 수립

5

38 11/26

39 11/27

40 11/28
41 11/29

42 11/30

기지보급품 하역작업

- PB 1대, 탱크썰매컨테이너 4대, 카라반 1세트,
굴삭기 1대, 단열컨네이너 1개 하역

- PB 1대 조립
- 장비 컨테이너 정리

8

43 12/1
44 12/2

45 12/3

46 12/4
47 12/5

48 12/6

49 12/7
50 12/8 아라온 출남극 - 장보고-리틀톤 이동항해 및 귀국 13 (12/20)

<2017/18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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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장비

- 동력: 피스텐불리 2대(일반형 2대), 챌린저 1대, 스노우모빌 1대(스키두), 굴삭기(03) 1대

- 비동력: 유류탱크썰매 1대, 컨테이너썰매 1대, 숙소컨테이너 썰매 1대

<설상차, 피스텐불리 일반형> <챌린저외부 보관 및 배터리 탈거>

<스노우 모빌(스키두)> <굴삭기 03 모델, 모레인 평탄작업 활용>

<컨테이너썰매와 숙소컨테이너 썰매> <견인중인 연료탱크 썰매>

○ 총 참여인원 : 연구원 8인, 중장비대원 2인, 안전요원 2인, 철도연 2인(총 14명)

- 트래버스: 연구원 3인1), 중장비대원 2인2), 안전요원 2인3) (총 7명)

- 미생물연구, GPR 탐사: 연구원 2인4), 연구원 2인5) (총 4명)

- 기지지원 및 공동연구: 연구원 2인6), 안전요원 1인7) (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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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성명 직급(직책) 역할 활동지역

1 극지연구소 이종익1) 책임연구원 탐사총괄 traverse

2 극지연구소 정지웅1) 선임기술원 기술&연구 traverse

3 극지연구소 전성준1) 기술원 기술&연구 traverse

4 극지연구소 김홍귀2) 기술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traverse

5 극지연구소 김옥선4) 선임연구원 미생물 현장연구 총괄 Dry Valley

6 극지연구소 조안나4) 연수연구원 미생물 현장연구 Dry Valley

7 극지연구소 박교식2) 일용직 중장비운영 및 관리 traverse

8 극지연구소 한상우3) 기술원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traverse

9 극지연구소 이주한5) 책임연구원 GPR 탐사 총괄 JBS, BP

10 극지연구소 주현태5) 연수생 GPR 탐사, 현장조사 JBS, BP

11 OBK 유한규3) 교장 탐사안전총괄 traverse

12 OBK 김동화6) 선임강사 탐사안전관리 지원 JBS, BP

13 철도연 이석7)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현장조사 JBS

14 철도연 이영호7)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현장조사 JBS

<2017/18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참여인원 세부정보>

○ 남극 투입 및 철수

- 입남극: 크라이스트쳐치 → 장보고과학기지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7.10.24. 6 SAPAIR 이종익. 정지웅. 김홍귀. 전성준. 한상우. 박교식

2017.10.27. 1 SAPAIR 김동화

2017.10.31. 4 SAFAIR 김옥선, 조안나, 이주한, 주현태

2017.11.03. 2 SAFAIR 이석, 이영호

- 입남극: 크라이스트쳐치 → 장보고과학기지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7.11.10. 2 SAFAIR 이석, 이영호

2017.11.15. 1 SAFAIR 정지웅

2017.11.21. 4 SAFAIR 김옥선, 조안나, 이주한, 주현태

2017.12.8./
2017.12.16

6 아라온 1항차 이종익. 김홍귀. 전성준. 한상우, 박교식,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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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사항

○ 남극 내륙 진출을 위한 안전루트 개척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약 30km 지점 브라우닝 패스 지역 크레바스 내부구조 확인 후

기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GPR 탐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중장비의 중량 및 견인 조건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여 크레바스 우회 경로로 선단(설상차, 챌린저, 썰매 등) 이동

<크레바스 확인을 위한 1번(SAL-3, 기지로부터 30km 지점)위험구간 GPR 탐사>

<1번 위험구간 크레바스 지점 탐침, 하강기 활용 크레바스 규모 정밀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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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른플랫(Tarn Flat) 빙퇴석 지역을 선단이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굴삭기를 활용

하여 평탄화 작업 수행. 블루아이스(blue ice) 지대 경사구간 통과 시 선단차량 후미에

하중이 집중되어 챌린저 고무트랙의 슬립현상 발생. 스파이크 트랙이 설치된 설상차

(피스텐불리) 2대를활용하여챌린저와연료탱크썰매를급경사면이끝나는빙원지역까지견인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60km 지점 타른플랫 평탄화작업>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70km 지점 경사구간 챌린저 견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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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95km 지점에서 연료탱크 썰매의 좌현 후미 스키날이 크레바스에

빠진 상황 발생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2km 지점에서 화물 썰매의 우현 후미 스키날이 크레바스에 빠진

상황 발생. 챌린저에 탑재된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 썰매를 바로 세운 후 설상차로 견인

하여 상황 해결한 후 크레바스 지점에 기문작업 실시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2km 지점 화물 썰매 크레바스 함입상황 발생>

<장복과학기지기점 100km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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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과학기지 기점 200km 지점 화이트아웃으로 인한 대기>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2km 지점부터 D1 빙저호 시추후보지(장보고기지 기점 300km)

진출 완료 후, D2, N1, N2 지역의 우회로 확보를 위한 항공 정찰 수행. 정찰 결과 다수의

크레바스 지대가 확인되어 안전상의 이유로 육상 탐사 중단

<빙저호 시추후보지 인근 중형 크레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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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빙저호 시추후보지 베이스캠프 구축>

<D1 빙저호 시추후보지 베이스캠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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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및 물 안정동위원소 비 분석 연구를 위한 남극 내륙 빙설시료 채집

- 탐사 루트의 4개 지점에서 청정복 착용 후 각 분석 목적에 맞게 준비된 시료용기를 이용하여

표층 눈시료 채집

- D1 빙저호 시추후보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응을 위한 9m 길이의 펀코어 시료 2개 채집

<핸드오거를 이용한 10m 주상 눈시료 채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표층 눈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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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ocation
Elevation
(m)

Box
no.

bottle
acid

organic ion bio Description

hand Augar
(1)

74°48'10.92"S
157°55'49.50"E

1930

HSD
#35-46

_ _ _ _
D1G
1-9

HSD
#35-47

_ _ _ _
D1G
10-18

hand Augar
(2)

74°48'10.92"S
157°55'49.50"E

1930

HSD
#35-48

_ _ _ _
D1B
1-9

HSD
#35-50

_ _ _ _
D1B
10-18

D1 surface
snow

74°48'10.92"S
157°55'49.50"E

1930
HSD
#35-49

_ K213 T79 D1 　

KRS1
74°48'10.92"S
157°55'49.50"E

1777
HSD
#35-49

685 K214 T80 KRS1 　

KRS2
74°52'7.30"S
160°46'29.98"E

1237
HSD
#35-49

686 K215 T81 KRS2 　

KRS3
74°59'11.79"S
161°45'4.94"E

930
HSD
#35-49

687 K216 T82 KRS3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시료 채집 정보>

○ AWS 유지보수 및 로컬 데이터 자료수집

- D1 빙저호 시추후보지에 설치된 AWS 가동여부 확인. 배터리 전압 및 케이블 점검. 데이터

수집 전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로컬 데이터 수집 및 GPS 자료 확보

<D1 빙저호 시추후보지 AWS 재가동 및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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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km 지점 타른플랫에 차년도 탐사를 위한 연료, 물자 및 탐사장비

전진기지 구축

<장보고과학기지기점 100km 타른플랫 1번 데포 구축, 챌린저 보관>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km 타른플랫 연료 및 물자 전진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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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른플랫 경사구간 연료탱크 썰매와 설상차 간 추돌상황>

<탐사선단 장보고과학기지 귀환>



- 55 -

나. 2018/19 시즌 육상루트 ∼700 km 진출

(1) 탐사 개요

○ 확보거리: 장보고기지기점 이동거리 700km 구간 안전루트 확보(육상+항공)

- 육상루트(0∼500km): 장보고과학기지–232km 베이스캠프–D2 빙저호 시추후보지–

Elephante Moraine 블루아이스 지대

- 항공루트(500∼700km): Elephante Moraine 블루아이스 지대–빙원능선지대

표시 등급 고려사항

S1 주의구간 별다른 문제없이 전진 가능

S2 경계구간 빙붕, 고각도 빙하계곡, 아이스지대 등 썰매 견인 필요 구간

S3 위험구간
크레바스 존재 지역 GPR 탐사 및 항공정찰을 통한 기문 작업,
썰매 중량 제한

S4 고위험구간 대형 크레바스 지역, 접근 불가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결과, 700km 루트 확보>

○ 총 수행기간: 2018년 10월 17일∼2018년 12월 19일(64일, 1차 탐사대)

○ 총 수행기간: 2018년 10월 17일∼2019년 02월 09일(116일, 2차 탐사대)

- 출국, 입남극 및 사전준비: 10월 17일∼11월 02일(17일, 1·2차 탐사대)

- 탐사(트래버스) 수행: 11월 03일∼12월 02일(30일, 1·2차 탐사대)

- 아라온 1항차 출남극 및 귀국: 12월 08일∼12월 19일(17일,1차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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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 및 차년도 탐사준비: 12월 03일∼2019년 02월 06일(66일, 2차 탐사대)

- 출남극(미국 맥머도 기지 항공편) 및 귀국: 02월 07일∼02월 09일(3일, 2차 탐사대)

일자 방문기관(활동사항) 비고

2018.10.17.

∼2018.10.18.
- 인천공항 출발호주 시드니 경유 호바트 도착

2018.10.19.

∼2018.10.22.
- 코리안루트 남극 하계 탐사활동 준비

2018.10.23. - 호주 호바트 출발→남극 장보고 기지 도착

2018.10.24.

∼2018.12.07.
- 남극 코리안루트 내륙 진출루트 탐사

2018.12.08.

∼2018.12.16.
- 아라온 1항차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2018.12.17.

∼2018.12.18.
- 코리안루트 탐사 지원 물품 확보 및 아라온 2항차 선적

2018.12.19.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출발→오클랜드 경유 인천 도착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1차 탐사대 세부일정>

일자 방문기관(활동사항) 면담자

2018.10.17.

~ 2018.10.18.

- 인천공항 출발

- 호주 시드니 경유 호바트 도착

2018.10.19.

~ 2018.10.22.

- 코리안루트 남극 하계 탐사활동 준비

- 카라반 제작 완료 검수 및 발전기 시동테스트

- 현지물품 구매

- 입남극 관련 항공기 이용 안전 브리핑(이태리 담당자)

Peter

(카라반제

작자)

2018.10.23.

- 호주 호바트 출발

- 남극 장보고 기지 도착

- 기지 내 생활 안전 숙칙 교육

5차월동대

2018.10.24.

~ 2018.11.02.

- 남극 코리안루트 내륙 진출루트 탐사 준비

- 피스텐불리 2대 차량 내부제설 작업 및 일상점검

- 연료탱크썰매 연료 보충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2차 탐사대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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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장비

- 동력: 설상차 2대(일반형 2대), 챌린저 2대, 스노우모빌 2대(스키두)

- 비동력: 유류탱크썰매 3대, 컨테이너썰매 2대, 숙소 카라반 0.5세트

○ 총 참여인원: 연구원 9인, 중장비대원 3인, 안전요원 4인, 의료대원 1인, 철도연 2인, 외부

자문위원 2인(총 21명)

- 트래버스: 연구원 4인1), 중장비대원 3인2), 안전요원 4인3), 의료대원 1인4)(총 12명*)

- 연구원 2인1*) 및 안전요원 2인3*) 기지 및 교대업무 수행(총 4명*, 트래버스 인원 포함)

- 현장자문, GPR 탐사: 연구원 1인5), 자문위원 2인5*), 연구원 2인6)(총 5명)

- IPR 탐사, 탄성파 탐사, 공동연구: 연구원 1인7), 연구원 1인7*), 연구원 2인8)(총 4명)

일자 방문기관(활동사항) 면담자

2018.11.03.

~ 2018.12.02.
- 남극 코리안루트 내륙 진출루트 탐사

2018.12.03

~ 2018.12.03.

- 코리안루트 탐사 물품정리

- 월동대 하역작업 지원준비

2018.12.04.

~ 2018.12.07.
- 아라온 1항차 하역작업 참여

2018.12.08.

~ 2019.01.24.

- 코리안루트 보급물품 정리

- 2019-20 년도 코리안루트 사전 탐사준비

- 운행차량 오일 교환 및 점검

- 아라온 2항차하역 보급물품 정리

2019.01.25.

~ 2019.01.28.
- 이태리 보급선박 코리안루트 장비 하역작업

2019.01.28.

~ 2019.02.06.

- 코리안루트 탐사 운행 장비트렉조립

- 카라반 스키 조립 및 연료탱크 썰매 조립

2019.02.07. - 출남극(맥머도기지 경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2019.02.09.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인천공항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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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선단>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대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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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속 성명 직급(직책) 역할 활동지역

1 극지연구소 이종익1) 책임연구원 코리안루트 탐사 총괄 traverse

2 극지연구소 이강현1*) 선임기술원
헬기 운항 조율 및 원격

탐사지원
빙하코어시료채집

traverse
JBS

3 극지연구소 김홍귀2) 기술원 중장비 운영 및 관리 총괄 traverse

4 극지연구소 한상우3) 기술원 탐사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traverse

5 극지연구소 전성준1) 기술원
통신 및 루트지도 작성

빙설시료채집
traverse

6 극지연구소 곽호제1*) 기술원
통신 및 루트지도 작성
빙하코어시료채집

traverse
JBS

7 극지연구소 김예동5) 책임연구원
빙저호 물리탐사자문 및

현장점검
JBS

8 극지연구소 이주한6) 책임연구원 GPR 현장조사 및 결과 해석 JBS, BP

9 극지연구소 이춘기7) 책임연구원 IPR 현장조사 결과 해석 JBS

10 서울대학교 이강근5*) 교수
빙저호 물리탐사
과학기술자문

JBS

11 인하대학교 홍성민5*) 교수
심부빙하 시추 후보지
과학기술자문

JBS

12 OBK 유한규3) 교장
코리안루트 탐사
안전관리 총괄

traverse

13 OBK 김동화3*) 선임강사
탐사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지원

traverse
JBS

14 OBK 이영호3*) 선임강사
탐사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지원

traverse
JBS

15 세종크락샤 김동명2) 기술원 중장비 운영 및 관리 traverse

16 세종크락샤 김형균2) 기술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traverse

17
고대구로병
원

김남렬4) 교수
의료 위험요인 예방

및 의료활동
traverse

18 철도연 박재현8) 책임연구원
이동식 교량 및 고단열
컨테이너 현장조사 및

성능평가
JBS

19 철도연 김영주8) 선임연구원
이동식 교량 및 고단열
컨테이너 현장조사 및

성능평가
JBS

20 극지연구소 김진석7*) 기술원 탄성파 탐사 현장조사 JBS

21 극지연구소 주현태6) 연수생 GPR 현장 결과해석 JBS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참여인원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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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투입 및 철수

- 입남극: 호주(호바트) or 뉴질랜드(크라이스트쳐치)→장보고과학기지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8.10.23. 14 A319LR
이종익. 이강현, 김홍귀, 한상우, 전성준, 곽호제, 유한규,

김동화, 이영호, 김동명, 김형균, 김남렬, 박재현, 김영주

2018.10.30. 2 A319LR 이주한, 이춘기

2018.11.03. 2 A319LR 이강근, 홍성민

2018.11.06. 1 A319LR 김예동

2018.11.20. 1 C-130 주현태

2018.12.21. 1 아라온 김진석

- 출남극: 장보고과학기지→호주(호바트) or 뉴질랜드(크라이스트쳐치)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8.10.29. 2 A319LR 박재현, 김영주

2018.11.06. 3 A319LR 이주한, 이강근, 홍성민

2018.11.21. 2 C-130 김예동, 이춘기

2018.12.16. 7 아라온 이종익, 이강현, 전성준, 곽호제, 유한규, 김동화, 김남렬

2019.02.03. 1 아라온 주현태

2019.02.07. 6 C-130 김홍귀, 한상우, 이영호, 김동명, 김형균,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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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현장파견

- 극지연구소 K-루트 사업팀과 극지의학회 및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측과 남극 코리안루트

의료인력 파견 요청에 관한 공문 수·발신 및 월별 활동 보고서 작성

<2018/19 시즌 남극 코리안루트 의료인력 파견 승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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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0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8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단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김남렬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고대구로병원 직위(급)
교수

외상외과 과장
학력 박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8.10.15.

∼2018.10.31.

- medical need assessment 의 기초 자료 획득

- 탐사 참가자 사전 문진

- 탐사 루트 일부 구간 GPR작업 현장 현장 의무지원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0.15. - 현지 탐사 내용 브리핑 참여하여 진행될 탐사의 내용 파악 1일

10.16. - 탐사 참여자 인력 구성 및 신원 확인, 2일

10.17. - 15일, 16일 내용을 통한 medical need assessment 의 기초 자료 획득 3일

10.18. - 탐사팀 합류 확인 시점의 가용 의료자원 현황 파악, 4일

10.19.
- 필요 의료 장비 및 의료 소모품, 약품 등 구매 협의

- 카라반 제작 검수 참관
5일

10.20. - 장보고 기지 내 5차 월동대 약품 및 의료 장비 현황 파악 6일

10.21.
- 19일,20일 시행 결과 도출된 내용으로 미비된 약품은 장보고 기지에서 지

원하기로 5차 월동대 파견 의사와 협의 진행
7일

10.22. - 일부 품목 고대구로병원에서 협찬 진행 8일

10.23. - 2018년 10월 17일 출국, 오스트레일리아 Hobart 도착 9일

10.24. - 장보고기지 파견 의사와 약품 및 물품 제공 내용 협의 및 재고 파악 10일

10.25. - 장보고 기지 의료실에서 물품 인수 / 한국 발 공수 물품 도착 인수 11일

10.26.
- 의료 물자 packing 완료/ 탐사 참가자 의료 지원 및 데이터 활용 동의서

설명 및 서명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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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PE18110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원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11월 01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일자. 내 용 비 고

10.27. - Ski-doo 운행 교육/ 탐사 참가자 사전 문진 완료 13일

10.28.

- 작년 건기연 트레일러 및 오일탱커 확인 및 오일 충전 작업 의료 지원:헬기,

JBS에서 85km 지점, 참가자 5명 , 오일 29 드럼 공수 후 탱커에 주입 작업

완료 , 환자 및 이상 상황 없음

14일

10.29.

- 철도연 제작 단열콘테이너에 탐사 물품 선적 작업 참여: 문제점–음식류

및 분뇨 저장 통 같은 공간에 반입. 분뇨통 이용 이후 분리 필요할 것으

로 보임. 음식 식자재 박스는 단열 콘테이너 아닌 일반 콘테이너에 적재

하는 것이 냉장보관에 유리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려 요할 것으로 보임.

15일

10.30. - 캐러반 발전기 연결 후 작동 여부 확인 작업 참여, 통신 연결 작업 참여 16일

10.31.
- 탐사 루트 일부 구간 GPR작업 현장 현장 의무지원(장보고기지 발 35km

지점/ 헬기, 참여인원 10명, 특이 환자 발생 없음)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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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1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8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단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김남렬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고대구로병원 직위(급)
교수

외상외과 과장
학력 박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8.11.01.

∼2018.11.30.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탐사 대원들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발생할 육체 및 정신 건강상의 장애

요소 파악

- 탐사 대원/ 작업 환경/노출된 자연환경/탐사 기간 중 생활

환경 관찰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이의 감쇄 방안 제언

- 본격적 남극 내륙 탐사 및 내륙 체류 시 의료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1.01. - 탐사 팀 사전 건강 조사 및 의료 필요도 정리 1일

11.02. - 탐사 출발 전 최종 의료목록 브리핑/회의 2일

11.03. - 탐사 출발, 탐사과정 응급상황 대비 의료대기 3일

11.04. - 대원진료: 요통–투약 4일

11.05.

- 손 위생에 대하여 대원들 주의 환기/ 기지에 손소독제 요청/ 조리자에게

손 위생 주의 환기 후 폴리글러브 착용케 함: 탐사 간 손 위생이 매우

불량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대응

5일

11.06. - 대원진료: 상기도염/ 족부진균증 진료 후 처방 6일

11.07.

- 단장 탐사팀 합류 후 향후 진행 계획 논의

- 대원진료: 상기도염–투약

- 기지 의료용품 보급 요청(의료용 연고통)

7일

11.08.
- 대원진료: 요통–휴식/ 찜질/ 투약: 상기도염 호전되지 않고 기침

심해져 투약 변경/ 작업 가능 판단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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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비 고

11.09.
- 대원진료: 상기도염 투약: 좌측 이개 동상–감염 방지 위해 투약 및

관리에 대하여 교육
9일

11.10. - 전 대원 대상 동상에 대한 병태적 특성 및 예방 교육 시행 10일

11.11. - 수저 및 일부 식기 소독: 끓는 물 11일

11.12.

- 대원진료: 좌측 이개 동상 부위 염증-항생제 증량 투약 및 dressing:

손가락 천부 열상–compressive dressing

- 차량(챌린저 1대)크레바스에 추락 하여 차량 탑승자 진료–외상없음/

PTSD에 대하여 교육/ event 1∼2주 지나면서 증상 발생 시 재평가 및

치료 등 요함 설명

12일

11.13. - 대원진료: 좌측 동상 염증 악화로 pus formation–I&D 13일

11.14. - 항생제(cefradine)부족으로 기지에 보급 요청 14일

11.15. - 베이스캠프 의료 위생교육 15일

11.16. - 기지발 232km 지점 도착 후 의료장비 점검/ base camp로 정함 16일

11.17. - 대원진료: 요통 : 파스 처방 후 무리 않게 교육/ 작업에 문제 없음 17일

11.18.

- 480km scouting traverse 진행 팀에 대하여 D2 지점 근방으로 헬기로

지원/ 진행 중인 대원 4명 건강 상태 확인(영하 30∼35도/ 강풍 속에

작업 중 동상 위험성 높음 확인)

18일

11.19.

- scouting traverse 대원 복귀하고 대상자 건강 확인 : 1명 속쓰림과 우측

이개 chilblain 진료

- 수저 및 일부 식기 소독 시행

19일

11.20.

- 대원진료: frostbite (G-2) with bullae (2X10cm sized X 2) on left

thigh posterior aspect d/t direct contact to metal parts of toilet device

/ 동상 연고 도포 후 medifoam으로 closed dressing

- 일반 대원 대상으로 영하 20도 이하의 기온에서 금속에 직접 접촉의

위험성 교육함

20일

11.21.
- 전대원 대상 medical condition / new developed Sx에 대한 문진표 작성

/ BP, pulse, oxygen saturation 기초 검진 시행
21일

11.22. - 대원 진료: 설사 및 abdominal colick, 코 부위 frostbite 22일

11.23.
- 대원진료: 파견 전 시행한 G-fiber 검사 결과 Gastric ulcer 진단 후

PPI투약 중인 대원 약 소진되어 동종으로 투약 처방
23일

11.24. - 기지 복귀 후 의료용품 사용량 파악 24일

11.25. - 기지 복귀 인원 건강상태 문진 26일

11.26. - 전체 탐사 잔류팀 기지복귀/ 잔류팀 기지복귀 인원 문진 27일

11.28. - 진료 데이터 정리/ 의료 물자 정리 28일

11.29. - 탐사 현장 중간 점검 시 고혈압으로 측정된 대상자 재측정 29일

11.30. - 의료 위생교육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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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PE18110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원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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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Bag (Red) Trauma Bag (Red) Medicine Bag (Blue)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상부 포켓
surgical

glove
3 상부 포켓

surgical

glove
5 상부 포켓

surgical

glove
2

상부 내부

포켓
H/D 1L 1

Ridoar

Gauze
3 patch

상부내부

포켓
H/D 1L 1

H/S 1L 1
Tegaderm

10X12cm
10 patch 수액세트 2

수액세트 2
상부내부

포켓
H/S 1L 1

angiocath

20G
2

angiocath

22G
3 N/S 1L 1

angio cath

22G
2

토니켓 1
Lidocaine

1%
2 amp 알콜 스압 적당량

앞포켓 AED 1
Lidocaine

2%
2 amp dressing set 1 개

main 포켓

mini

thoracosto

my set

1 Main 포켓
GR splint

5X45“
2

메디폼

5X5cm
10매

CHD ball 1 bottle
GR splint

5X30“
2 거즈 4X4 5 pack

Neck

collar
1

SAM

splint 36“
3 거즈 2X2 10 pack

Intubation

Bag

(main

포켓)

Laryngosc

opy /

Blade

1
SAM

splint 18“
3

토니켓

(고무줄)
1

I-gel #3 1
SAM

splint 9“
3

Oral Pill

bag

(앞포켓)

cefradin

500mg
30 cap

I-gel #4 1
SAM

finger
3

Augumentin

375mg
20 T

ET tube

#7.5
1

Betadine

ball
1 bottle

Trimebutine

100mg
20 T

ET tube

#8
1 CHD ball 2 bottle

Somerin

(methyl

prednisolone

) 4mg

100 T

stylet 1 Cool strap 1 Macperan 100 T

syrinege

10cc
2

Skin

stapler
3 set

Nexium

20mg
14 T

airway #4 1 EB 4“ 4
Ventoline

puff 18gm
1 bottle

설압자 10 전면 포켓
Micropore

Skin tape
5 Loperamide 20 Cap

IV Bag_1

(main

포켓)

Angio

cath 18G
2

비멸균

forcep
1 발사르정 14 T

Angio

cath 20G
2

Mayo

Scissors
1

Opthalmic

Sol 14mL
2 bottle

Angio

cath 24G
2

Instrumen

t Bag

(전면포켓)

Surgical

Instrument

개별

포장

Injection

Bag

(main

포켓)

phenylamine

2mL
5 amp

Syringe

3cc
5 Nylon 2-0 3

Tranexamic

acid 500mg
5 amp

Syringe

5cc
3 Nylon 3-0 5

Tramadol

50mg
5 amp

Syringe

10cc
3 Nylon 4-0 3

Ciprofloxaci

n 200mg
4 bottle

수액세트 3 Nylon 5-0 2 Main 포켓 Tiropa 30 T

토니켓 1 Vicryl 2-0 2 Gasmotin 30 T

Epinephri

ne 1mL
5 amp Vicryl 3-0 2 보나링A 30 T

<참고> 탐사팀 의료 Ki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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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원 색인: 극지연구소 구입  
장보고 기지의무실 
고대 구로병원 지원 

* ambu bag 다른 bag 에 지참 
** 따로 보관 

Emergency Bag (Red) Trauma Bag (Red) Medicine Bag (Blue)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위치 내용물 수량 구입원

Dexa 5 mL Vicryl 4-0 2
Tyrenol

650mg
30 T

Adalat 10T
Black Silk

3-0
3 미가펜 20 Cap

IV Bag_2

(main

포켓)

Syringe

3cc
6

Chromic

3-0
2 Actifed 20 T

Syringe

5cc
5

Chromic

4-0
2 Alegra 20 T

angiocath

20G
3 Gauze 4X4 5 pack Mucostene 30 T

angiocath

22G
3

irrigation

syrine 30cc
3 코데닝 30 T

angiocath

24G
3

상부 내부

포켓
Gauze 2X2 10 pack

라미실 크림

1% 15gm
2 tube

수액 세트 2 Gauze 4X4 8 pack
Vaseline

100mL
2 bottle

상부 포켓

면반창고

(ET tube

고정용)

1 roll
syringe

10cc
10

멜팅 크림

20gm
5 tube

micropore

skin tape
2 수액세트 3

에스로반

연고 10gm
3 tube

AMBU

bag *
1

angio cath

20G
5

Fucidine

oint 5gm
2 tube

측정기

Pouch **
혈압계 1

Dressing

set
2

Celestone G

cream 15gm
1 tube

Pulse

Oximeter
1 우측 포켓 EB 10cm 6

Hydrocortis

one oint 1%

28gm

1 tube

고막형

체온계
1 좌측 포켓 EB 15cm 5

실마진 1%

크림 500gm
1 bottle

접촉형

전자체온

계

1 EB 10cm 2 Trast patch 5 box

청진기 1 파스
10

patch

예비

건전지
6 물파스 1 bottle

연고통 적당량

syrup 통

60cc
적당량

설압자 적당량

면봉 적당량

포비돈 ball 1 bottle

앞 포켓
Micropore

skin ta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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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2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8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단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김남렬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고대구로병원 직위(급)
교수

외상외과 과장
학력 박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8.12.01.

∼2018.12.22.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탐사 대원들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발생할 육체 및 정신 건강상의 장애

요소 파악

- 탐사 대원/ 작업 환경/노출된 자연환경/탐사 기간 중 생활 환

경 관찰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이의 감쇄 방안 제언

- 본격적 남극 내륙 탐사 및 내륙 체류 시 의료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남극 활동 종료 후 남극 탐사 기간 중 발생한 의료 수요에 대

한 통계 작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준비 과정의 feedback

- 아라온호 항해 중 의료 수요 파악

- 최종 보고서 작성을 통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2.01.
- 대원 진료: 치핵

- 시료 채집 현장 의무지원
1일

12.02. - 야외 활동 의무지원 2일

12.03. - 대원진료: 요통–투약 3일

12.04. - 탐사 의료 물자 정리 및 재고 확인 4일

12.05. - 대원 진료: 아라온 하역 작업 중 열상-봉합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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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비 고

12.06.

- 탐사팀 의료 물자 중 장보고 기지 반출분 재고량 파악 후 기지 의무실 반

납(김남렬/고보람 기지 의사)

- 월동대 및 탐사 팀 의료 지원에 대한 발전 계획 간담회(김남렬/ 기지 의사/

기지 구급 대원)

- 고대 의료원 협찬 의무 물자 일부 장보고 기지 의무실 기증

6일

12.07.
- 출남극 준비/ 개인 정비

- 의료 보고서 작성
7일

12.08. - 아라온호 탑승/ 출남극 8일

12.09.

- 아라온호 의무실 담당자 (이항사)와 운항 중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협의:

탐사팀 소속 이외 승선 인원에 대하여 응급시 의무 지원 / 비응급 질환시

단순 medical consultation

- 아라운 운항 중 K route 탐사팀 소속 인원에 대한 의무 지원 협조 방안 협의:

투약 등 아라온호 의무실 시설 이용

9일

12.10. - 대원 진료: 당뇨–혈당 측정 및 투약(metformin 500mg) 10일

12.11. - 대원 진료: gingivitis–투약 11일

12.12. - 대원 진료: 발가락 열상–드레싱/ 안검염–투약 12일

12.13.
- 대원 진료: sore throat

- 비대원 진료: sea sickness
13일

12.14. - 대원 진료: 당뇨–혈당 측정 및 투약 조절 14일

12.15. - 대원진료: 안검 열상–드레싱 15일

12.16.
- 뉴질랜드(Christchurch) 도착

- 전 기간 의료 지원 데이터 취합 및 분석
16일

12.17. - 대원진료: 갑상선–의료 자문 17일

12.18. - 대원진료: 목통증 및 열감–투약 권고 18일

12.19. - 귀국 19일

12.20. - 최종 보고서 데이터 분석 20일

12.21. - 귀국 후 최종 보고서 작성 21일

12.22. - 귀국 후 최종 보고서 작성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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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PE18110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원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12월 23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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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사항

○ 총 5개 크레바스 위험구간 안전루트 확보 및 통과 전략 수립

- 브라우닝 패스 지역 크레바스 위험구간 통과 시, GPR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레바스

지점 기문작업 실시 후 우회 경로로 선단(설상차, 화물썰매 등) 안전 이동

<2018/19 시즌 남극 코리안루트 탐사선단 빙원지대 이동>

- 타른플랫 경사구간 통과 시, 설상차 2대와 챌린저2대를 활용하여 화물썰매 및 연료탱크

썰매 견인

<타른플랫 경사구간 연료탱크 썰매 견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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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km 지점에서 선단 후미의 유류탱크썰매 1대를 견인하던 챌린저

좌측 트랙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설상차 및 챌린저로 바로 세운 후

함입차량이 자체 구동하여 탈출하였으며, 해당 지점에 기문작업 실시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km 지점 크레바스 위험지역 챌린저 함입상활 발생>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km 지점 기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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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리안루트 탐사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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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232km 지점까지 2개의 크레바스 발견하여 기문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232km 지점에 베이스캠프 구축한 후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Elephant

Moraine 블루아이스 지대를 경유하여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720km 지점까지 육상 및 항공

탐사 수행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232km 지점 베이스캠프 설치>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500km 지점 육상 탐사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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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과학기지 기점 700km 지점 항공정찰 및 표층눈시료 채집>

○ 차년도대비총 2개전략거점(장보고과학기지기점 90km, 232km 지점, 이하 90데포, 232데포) 확보

- 2019/20 하계 탐사 시 탐사 효율 향상을 위해 연료, 물자 및 주요 탐사장비 배치

- 90데포(74°56'13.47"S, 162°22'10.77"E): 챌린저 2대, 연료탱크 썰매 1대

- 232데포(74°47'56.74"S, 157°56'1.11"E): 연료탱크 썰매 2대(1.5Tk), 스노우모빌 2대

○ 장보고과학기지 복귀 후, 아라온 및 이태리 선박을 통해 보급된 탐사장비 하역, 조립, 테

스트 완료. 월동 예정 장비의 배터리 분리, 방풍 및 방설 작업 등 월동을 위한 작업 수행.

중장비 인력 3인 1조 수행

<90데포의 챌린저 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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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데포의 연료탱크썰매 2대, 고단열 컨테이너 1대 배치상황>

○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항공레이더 탐사

- 232데포를 거점으로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항공레이더 탐사 수행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데포구축 지점 및 IPR 탐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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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와 미생물, 물 안정동위원소 비 분석연구를 위한 남극 내륙 빙설시료 채집

- 코리안루트 탐사 중 정차 혹은 현장캠프 구축 시, 2인 혹은 3인 1조로 청정실험복 착용 후

표층 눈 시료 채집

- D2 빙저호 시추후보지에서 전동드릴을 결합한 핸드오거를 이용하여 8m 길이의 펀코어

시료 채집

No.

Sampling info. Bottle info.

notes
Time  (UTC+13) Point Ion WI Microbes

yy/mm/dd hh:mm
Latitude  

(N)

Longitude  

(E)

Elevation  

(m)
125ml 125ml whirl pak

1 2018-11-03 12:00:00 74° 41.536' 163° 44.459' 54 1 1 　 Browning Pass

2 2018-11-03 17:15:00 74° 46.355' 163° 41.593' 272 2 2 　 Vegetation Island

3 2018-11-04 20:40:00 74° 58.437' 162° 46.414' 60 3 3 　 Tarn Flat

4 2018-11-07 8:30:00 74° 55.221' 162° 23.183' 235 4 4 　 80km

5 2018-11-07 8:49:00 74° 55.220' 162° 23.187' 233 - - KR18-TF80km 80km

6 2018-11-08 12:30:00 74° 58.560' 162° 18.203' 616 5 5 　 　

7 2018-11-12 17:55:00 74° 58.764' 161° 56.208' 1052 6 6 　 103km camp 0m

8 2018-11-12 18:01:00 74° 58.766' 161° 56.211' 1126 - - KR18-TF103km 103km camp

9 2018-11-12 18:10:00 74° 58.785' 161° 56.203' 1052 7 7 　 103km camp 50m

10 2018-11-12 18:15:00 74° 58.807' 161° 56.201' 1030 8 8 　 103km camp 100m

11 2018-11-12 18:17:00 74° 58.829' 161° 56.224' 1007 9 9 　 103km camp 150m

12 2018-11-12 18:20:00 74° 58.764' 161° 56.234' 991 10 10 　 103km camp 200m

13 2018-11-13 10:00:00 74° 59.398' 161° 40.716' 986 11 11 　 　

14 2018-11-13 12:05:00 74° 56.332' 161° 20.452' 1109 12 12 　 　

15 2018-11-13 13:13:00 74° 54.634' 161° 08.728' 1165 13 13 　 　

16 2018-11-13 15:43:00 74° 52.685' 160° 51.013' 1231 14 14 　 　

17 2018-11-13 17:03:00 74° 51.200' 160° 37.102' 1314 15 15 　 　

18 2018-11-13 18:47:00 74° 50.322' 160° 14.709' 1402 16 16 　 　

19 2018-11-14 14:05:00 74° 49.208' 159° 49.288' 1486 17 17 　 　

20 2018-11-14 18:35:00 74° 47.419' 158° 50.687' 1594 18 18 　 205km camp 0m

21 2018-11-14 19:10:00 74° 47.492' 158° 50.694' 1593 - - KR18-TF205km 　205km camp

22 2018-11-14 19:15:00 74° 47.509' 158° 50.758' 1539 19 19 　 205km camp 50m

23 2018-11-14 19:18:00 74° 47.519' 158° 50.836' 1539 20 20 　 205km camp 100m

24 2018-11-14 19:22:00 74° 47.527' 158° 50.910' 1539 21 21 　 205km camp 150m

25 2018-11-14 19:26:00 74° 47.526' 158° 51.002' 1539 22 22 　 205km camp 200m

26 2018-11-16 　 74° 47.929' 158° 56.006' 1762 23 23 　 　

27 2018-11-17 18:10:00 74° 45.910' 156° 25.588' 1885 24 24 　 　

28 2018-11-17 20:44:00 74° 50.986' 155° 30.591' 1969 25 25 　 　

29 2018-11-17 22:14:00 75° 02.267' 155° 20.211' 1983 26 26 　 　

30 2018-11-18 0:45:00 75° 11.365' 155° 44.712' 1890 27 27 　 　

31 2018-11-18 5:30:00 75° 45.353' 155° 49.037' 1910 28 28 　 　

32 2018-11-18 7:11:00 75° 57.289' 155° 57.326' 1924 29 29 　 　

33 2018-11-21 10:46:00 74° 47.980' 157° 56.076' 1771 - - KR18-TF232km 232km camp

34 2018-11-18 11:40:00 75° 20.313' 155° 32.125' 1914 - - D2 firn core about 400km

35 2018-11-21 15:12:00 74° 47.945' 157° 55.978' 1771 30 30 　 232km camp  0m

36 2018-11-21 15:15:00 74° 47.956' 157° 55.895' 1771 31 31 　 232km camp 50m

37 2018-11-21 15:18:00 74° 47.967' 157° 55.807' 1771 32 32 　 232km camp 100m

38 2018-11-21 15:21:00 74° 47.974' 157° 55.714' 1771 33 33 　 232km camp 150m

39 2018-11-21 15:24:00 74° 47.982' 157° 55.621' 1771 34 34 　 232km camp 200m

40 2018-11-29 13:00:00 76° 59.592' 153° 17.480' 2378 35 35 KR18-TF600km 600km

41 2018-11-29 13:40:00 76° 54.037' 149° 47.065' 2454 36 36 KR18-TF700km 720km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환경시료 채집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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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입자 분석을 위한 청정눈시료 채집>

<핸드오거를 이용한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8m 펀코어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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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20 시즌 육상루트 ∼936 km 진출

(1) 탐사 개요

○ 확보거리: 장보고기지기점 이동거리 936km 구간 안전루트 확보 완료

- 과학루트(0∼733km, 육상탐사): 장보고과학기지–D2 빙저호 시추후보지–Elephante Moraine

블루아이스 지대–빙원능선지대(중부빙하 시추후보지)

- 보급루트(733∼936km, 항공정찰):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300∼503km 지점

<2019/20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경로(총 탐사거리 936km)>

○ 총 수행기간: 2019년 10월 24일∼2020년 01월 03일(72일, 1차 탐사대)

○ 총 수행기간: 2019년 10월 24일∼2020년 02월 09일(109일, 2차 탐사대)

- 출국, 입남극 및 사전준비: 10월 24일∼11월 06일(14일, 1·2차 탐사대)

- 탐사(트래버스) 수행: 11월 07일∼12월 22일(46일, 1·2차 탐사대)

- 이탈리아 선박 출남극 및 귀국: 12월 23일∼2020년 01월 03일(12일, 1차 탐사대)

- 하역 및 차년도 탐사준비: 2020년 01월 01일∼02월 01일(32일, 2차 탐사대)

- 출남극(미국 맥머도 항공기) 및 귀국: 02월 02일∼02월 09일(8일, 2차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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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방문기관(활동사항) 비고

2019.10.24.

~2019.10.25.
- 인천공항 출발–호주 시드니 경유–호주 호바트 도착

2019.10.26.

~2019.10.27.
- 현지 코리안루트 탐사활동 준비 및 입남극

2019.10.28.

~2019.10.04.
- 코리안루트 하계 탐사활동 준비

2019.11.05.

~2019.12.22.
- 코리안루트 남극 하계 탐사(빙원 캠프)

2019.12.23.

~2019.12.31.
- BASSI 1항차 장고보과학기지–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2020.01.01.

~2020.01.01.
- BASSI 1항차 장고보과학기지–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2020.01.01.

~2020.01.02.
- 탐사자료 정리 및 귀국 준비

2020.01.03.

~2020.01.03.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출발–오클랜드 경유–인천 도착

<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1차 탐사대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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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방문기관(활동사항) 비고

2019.10.24.

~2019.10.25.
- 인천공항 출발–호주 시드니 경유–호주 호바트 도착

2019.10.26.

~2019.10.27.
- 현지 코리안루트 탐사활동 준비 및 입남극

2019.10.28.

~2019.10.04.
- 코리안루트 하계 탐사활동 준비

2019.11.05.

~2019.12.22.
- 코리안루트 남극 하계 탐사(빙원 캠프)

2019.12.23.

~2020.01.31.
- 장보고기지 코리안루트 하계 탐사활동 정리 및 차년도 탐사 준비

2020.02.01.

~2020.02.01.
- 장보고기지–맥머도기지 이동

2020.02.02.

~2020.02.06.
- 맥머도기지 출남극 대기

2020.02.07.

~2020.02.07.
- 맥머도기지–크라이스트처치 이동

2020.02.08.

~2020.02.08.
- 뉴질랜드 입고 피스텐불리 검수

2020.02.09.

~2020.02.09.
- 크라이스트처치–인천공항 이동

<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2차 탐사대 세부일정>

○ 활용장비

- 동력: 설상차 6대(일반형 3대, 크레인 2대, 캐빈 1대)챌린저 2대, 아틱트럭 3대, 스노우모빌 2대

- 비동력: 유류탱크썰매 5대, 유류 수송 블레더 2세트, 컨테이너썰매 7대, 카라반 2 set, 고

단열 컨테이너 1대, 냉동냉장 컨테이너 1대

○ 참여인원 : 연구원 9인1)(K-루트 4인, 탄성파탐사 4인, 미생물연구 1인), 중장비대원 5인2),

안전요원 5인3), 의료대원 1인4), 철도연구원 2인5), 천문연구원 1인6), 탐사보도 2인7)(총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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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선단(캠프 배치)>

<2019/20시즌 코리안루트 탐사대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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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 속 성 명 직급(직책) 역할

1 극지연구소 이종익1) 책임연구원 탐사총괄

2 극지연구소 이강현1) 선임연구원 연구&기술

3 극지연구소 전성준1) 기술원 연구&기술

4 극지연구소 곽호제1) 기술원 연구&기술

5 극지연구소 강승구1) 선임연구원 탄성파탐사

6 극지연구소 주현태1) 연수생 탄성파탐사

7 극지연구소 김관수1) 연수생 탄성파탐사

8 극지연구소 황슬기1) 일용직 탄성파탐사

9 극지연구소 최용회1) 연수연구원 미생물 연구

10 극지연구소 김홍귀2) 기술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총괄

11 극지연구소 김정규2) 중장비요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12 극지연구소 김영진2) 중장비요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13 극지연구소 이상로2) 중장비요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14 극지연구소 이현수2) 중장비요원 중장비운영 및 관리

15 극지연구소 한상우3) 기술원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16 OBK 유한규3) 교장 현장 안전관리 총괄

17 OBK 정태훈3) 안전요원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18 OBK 이영호3) 안전요원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19 OBK 유기환3) 안전요원 안전관리 및 캠프운영

20 홋카이도대학 서동경4) 의사 현장 의료 관리

21 철도기술연구원 이영호5) 선임연구원 고단열컨테이너, 모바일교량현장점검

22 철도기술연구원 양근율5) 책임연구원 고단열컨테이너, 모바일교량현장점검

23 천문연구원 정종균6) 선임연구원 현장 천문관측 장비 운용

24 다음카카오 윤태호7) 언론 취재 지원 및 탐사 보도

25 다음카카오 송지환7) 언론 취재 지원 및 탐사 보도

<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참여인원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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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일정 및 장비 인프라 현황>

○ 남극 투입 및 철수

- 입남극: 호주(호바트) or 뉴질랜드(크라이스트쳐치)→장보고과학기지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9.10.28. 15 A319LR

전성준, 곽호제, 주현태, 김관수, 정태훈, 이강현,

김홍귀, 한상우, 김정규, 김영진, 이상로, 이현수,

이영호, 유기환, 최용회

2019.11.01. 7 A319LR 이종익, 유한규, 서동경, 윤태호, 송지환, 이영호, 양근율

2019.11.04. 1 A319LR 강승구

2019.11.08. 1 A319LR 정종균

2019.11.22. 1 C-130 황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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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남극: 장보고과학기지→호주(호바트) or 뉴질랜드(크라이스트쳐치)

일자 인원 이동수단 명 단

2019.11.11. 2 C-130 이영호, 양근율

2019.11.22. 1 C-130 이상로

2019.12.09. 2 아라온 최용회, 강승구

2019.12.11. 1
맥머도

(USAP-1)
정종균

2019.12.23. 11 BASSI
전성준, 곽호제, 주현태, 김관수, 정태훈, 이종익,

유한규, 서동경, 윤태호, 송지환, 황슬기

2020.02.07. 8
맥머도

(USAP-2)

이강현, 김홍귀, 한상우, 김정규, 김영진, 이현수,

이영호, 유기환

○ 의료인력 현장파견

- 극지연구소 K-루트 사업팀과 극지의학회 및 일본 홋카이도 대학병원 측과 남극 코리안루트

의료인력 파견 요청에 관한 공문 수발신 및 월별 활동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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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시즌 남극 코리안루트 의료인력 파견 승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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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0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9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팀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서동경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홋카이도대학병원 직위(급) 전공의 학력 학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9.10.26.

∼2019.10.31.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탐사 대원들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발생할 육체 및 정신 건강상의 장애 요소 파악

- 탐사 대원/ 작업 환경/노출된 자연환경/탐사 기간 중 생활 환경

관찰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이의 감쇄 방안 제언

- 본격적 남극 내륙 탐사 및 내륙 체류 시 의료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0.26. - 전임자로부터의 탐사 의료 인계사항 요약, 정리, 브리핑 1일

10.27.
- 남극 탐사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고산병 모니터링 계획 수립(레이크루이스

스코어, 산소포화도)
2일

10.28. - 한랭손상 예방 계획 수립 3일

10.29. - 대한민국(인천) 출발–호주(시드니) 경유 4일

10.30.
- 호주(시드니) 경유–호주 (호바트) 도착

- 연구사업책임자로부터 탐사 대원들의 의학적 유의사항 인계
5일

10.31. - 입남극 항공기 탐승을 위한 안전교육 이수 및 현장 피복 수령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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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04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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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1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9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팀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서동경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홋카이도대학병원 직위(급) 전공의 학력 학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9.11.01.

∼2019.11.30.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탐사 대원들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발생할 육체 및 정신 건강상의 장애

요소 파악

- 탐사 대원/ 작업 환경/노출된 자연환경/탐사 기간 중 생활 환경

관찰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이의 감쇄 방안 제언

- 본격적 남극 내륙 탐사 및 내륙 체류 시 의료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1.01. - 입남극 대기 7일

11.02. - 입남극 8일

11.03. - Medical Bags setting. 9일

11.04. - 브라우닝 패스 탐사, 피스텐불리 운전 훈련 10일

11.05.
- 헬기팀 책임자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Medical Evacuation (Medevac)

plan design 11일

11.06. - 물리치료기 테스트, Medical Bags 적재 12일

11.07.

- 마리오주켈리기지 대장과 고정익항공기를 통한 Medevac plan design,

Medevac시 필요한 활주로 재원 인계받음

- 대원진료(대원A): 동상에 의한 우측 midface 표피미란, 바셀린드레싱.

- 대원진료(대원B): 우측 족관절부 통증, 경과관찰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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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비 고

11.08.

- 대원진료(대원C): 흉곽통증(우측 10th 늑골골절) 셀레콕시브 14정.

- 대원진료(대원D): 인후통, 기침. 상기도염, 레보투스 60cc, 코데닝 6정,

스테로이드 6정, 타이레놀 6정

- 대원진료(대원A): 동상부 메디폼 드레싱

14일

11.09.

- 대원진료(대원D): 오그멘틴 6정 추가

- 대원진료(대원A): 메디폼 드레싱 교체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15일

11.10. - 수저 및 일부 식기 소독: 끓는 물. 16일

11.11.

- 대원진료(대원E): 상기도염 AAP 9정, 마가펜 9정

- 대원진료(대원D): 상기도염 추가투약, 레보투스 30cc, 코데닝 3정

- 대원진료(대원F): 상기도염 코데닝 6정, 뮤코스텐 6정, 자가보유 중인

이부프로펜 200mg 2정씩 투약하도록 교육

- 상기도감염 만연으로 인해 약품소비량이 많아 보급 요청, 소메론, 트

라셋세미, 타이레놀서방정 30정, 피록시캄 20mg/1ml 10 ample, 덱사메

타손 5mg/1ml 10 ample

17일

11.12.

- 대원진료(대원G): 하안검 농포. 마이봄샘 농양 또는 다래끼 등 감별진

단. 따뜻하게 하고 경과관찰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18일

11.13. - 대원진료(대원E): 상기도염. 코데닝 12정. 19일

11.14.

- 대원진료(대원E): 상기도염, 미가펜 6정

- 대원진료(대원H): 상기도염, 알레그라 6정, 타이레놀 5정, 소메론 5정,

미가펜 5정, 트리돌 5정
20일

11.15. - 대원진료(대원I): 우측 제2 수지 선단 귀열. 바셀린 드레싱 21일

11.16.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22일

11.17.
- 중장비 대원 1인을 팀원에서 제외시키는데 있어서 트래버스 책임자에게

의학적 의견 전달함 23일

11.18. - 샤워실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청소 시행 24일

11.19. - 기지 월동의사가 트래버스팀 방문. Back up 대책 상의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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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비 고

11.20.

- 대원진료(대원E): 비특이적 우측 어깨통증, active shoulder flexion 가

능하며 limitation of ROM없음, 셀레콕시브 6정

- 대원진료(대원J): 좌측 제1 족지 선단을 카라반 계단에 부딪혀 타박상,

피하출혈. 작설감(-), 변형(-). distal phalanx에 피하출혈 및 압통.

bony fragment 만져지지 않음. 1.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투약 중, 흡

연가. 외기온도 약 영하22도로 차량 내부도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

초 순환 고려하여 compression하지 않기로 함. subcuatneous

hemorrhage로 인해 local soft tissue pressure가 상승한 상태로

resting시에 경미한 통증이 있으나 보행 가능함. 경과관찰 하기로 하

고 skin tension으로 인해 일부 skin necrosis 생길 수 있다고 설명.

수상 부위는 distal phalanx로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가

될 가능성이 큰 관계로 굳이 X-ray 촬영을 위해 기지로 이송할 필요

는 없다고 판단함

- 타 대원이 사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트래버스 선단의 위생상태, 환자 병력 고려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함.

자체판단으로 침습적인 민간요법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

26일

11.21.

- 대원진료(대원J): 전일 주의 줬음에도 불구하고 타대원이 자체적으로

사혈 시행. 트래버스 책임자에게 보고함. infection sign(-), close

observation 시행하기로 함.

- 대원진료(대원D): postinfectious cough, 레보투스 시럽 60cc

- 대원진료(대원K): 챌린저에 장시간 좌위로 요통. 쿨파스 7매

27일

11.22.

- 대원 진료(대원E): 우측 제 2 수지 선단 이물(대나무 가시). 제거

- 대원 진료(대원D): postinfectious cough, 레보투스 시럽 60cc추가

- 대원 진료(대원J): 압통 및 통증 개선됨. 감염징후 없이 관찰 종료
28일

11.23.
- 대원진료(대원E): 우측 어깨 관절통. 셀레콕시브 12정

- 대원진료(대원C): 우측 늑골골절, 세레콕시브 14정 29일

11.24.

- 대원진료(대원I): 우측 손목 통증, 카메라 장시간 파지로 인한. 핫파스

1 pack

- 생활 용수 배양 시료 채취(배양은 글리세롤액에 고정하여 미생물학자

대원F박사에게 의뢰), 저수조, 씽크대, 샤워기 3군데서 시료 채취함

30일

11.25. - 의료용품 상태 및 재고 확인 31일

11.26.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32일

11.27. - 대원진료(대원K): 안면 통증. 태양광에 의한 1도 화상. 경과관찰 33일

11.28. - 의학적 특이사항 없음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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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일자 내 용 비 고

11.29.

- 대원진료(대원K): 비특이적 우측 배부 근육통증. 소메론 6정, 셀레콕시

브 6정

- 케이루트 전진조 4인에게 의약품 전달. 소메론, 셀레콕시브, 아세트아

미노펜, 코데닝

35일

11.30. - 전성준 총무에게 산소포화도 측정법 인계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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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항공기

- 2019년 기준, 11월 20일까지는 Basler, 11월 20일 이후로는 twin ottur.

2) 활주로면 준비

- 피스텐불리의 블레이드로 평탄한 면을 만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챌린저가 설면 위를

수차례 왕복하여 평탄한 면을 만든다.

3) 활주로 재원

- 활주로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into the wind(ex. 바람 방향이 270도에서 불어오

는 서풍이라면 활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활주로명 09).

- 활주로 길이: 최소 890m, 가능하면 1400m 확보.

- 활주로 폭: 35m.

- 활주로 표식: 양측 100m 마다 검은색 bag을 놓아 활주로 외곽선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4) 착륙 정보 제공

- VHF: 118.8MHz, HF 5341KHz, call sign은 Terra Nova Bay.

- Wind direction, wind speed, ceiling, horizontal visibility, runway width, runway

length, marker interval 000m, GPS information of touch down zone.

5) 기타사항

- 연료는 Jet A1이며 주켈리기지에서 트래버스팀까지 직선거리가 400km 이내면 refuel

없이 왕복 가능하다.

- 주켈리에서 Dome C 편도이동시 Basler로는 3.5시간, Twin ottur로는 5시간 소요.

- 크라이스트처치로 급히 후송이 필요할 경우 McMurdo로 바로 이송할 것을 고려한다.

McMurdo – Christ Church는 daily.

<참고> 마오주켈리기지 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한 Medevac시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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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cal Bags-2

- AED Bag/ Airway Bag/ Trauma Bag/ Medicine Bag

- 전임자의 조언에서 크게 변화 없이 위와 같이 정리.

-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ED Bag

- AED *2/ 혈압계 *1/ 체온계 *2/ Pulse oximetry *1/ 방온포 *1/ 여분 배터리 AA

*2/ mini thoracostomy set

(2) Airway Bag

<참고> 탐사팀 의료 Kit(Medical Bag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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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bu bag *1/ Endotracheal tube 7.5 *1/ Endotracheal tube 8.0 *1/ Stethoscope

*1/ 10cc Syringe for air cuff *1/ Stylet *1/ Lubrication Gel *1 / Oral Airway

Red, green, yellow each *1/ Laryngoscope *1/ Laryngoscope blade size 2 *1/

Laryngoscope blade size 3 *1/ Trauma Bag

(3) Trauma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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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ssing set *3/ Povidone stick *10/ Neck Collar *1/ Stapler *3/ SAM splint 18

inch *2/ SAM splint 36 inch *2/ SAM splint finger *3/ Betadine swab(box) *1/

Hexidine swab(box) *1/ Alcohol swab(box) *1/ 5*30inch splint *1/ 5*45inch

splint *1/ 7.0 glove *5/ EB 10cm *3/ EB 15cm *3/ Steri strip *1/ Coban *1/

Suture set *1(nylon, needle holder, forcep)/ 핫파스 *10/ irrigation syringe*2/ 뿌

리는 파스 *1/ 물파스 *1/ 메디폼 소 10매 *1/ 매디폼 대 10매 *1/ 케토톱 7매 *2/

리도아거즈 *2

(4 )Medicine Bag

- IV set *5/ IV Pheniramine(4mg/2ml) *5/ IV 트라넥삼(500mg/5ml) *5/ IV 덱사메

타손(5mg/1ml) *5/ IV 에피네프린(1mg/1ml) *5/ 3cc syringe *20/ 10cc syringe

*10/ 라미실크림 *2/ 스티모린 *2/ 에스로반 *2/ 멜팅F *4(동상)/ 쎄레스톨 *1

(betamethasone)/ Synthotop *2(eyedrop)/ 국소마취용 리도카인 *1/ 쿨밴드 10 *3

(반창고)/ HD 1000cc *2/ HS 1000cc *2/ NS 1000cc *1/ 토니켓 *2/ 레보투스 시

럽 *1/ 유리아크림 *1/ IV cath 20gage, 24gage/플라스터 *2/ 테가덤 *5/ 실마진

500g *1/ 경구약 pack, 셀레콕스 100T

(5) D2(빙저호 시추후보지) 상비약

-타이레놀 50T/ 베아제 50T/ 코데닝 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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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문가 활용보고서 (12월)

과제명

(부서명)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과제번호

(계정번호)
PE19110

책임자명 이 종 익 활용부서 K-루트 사업팀

• 활용 국내전문가 인적사항

성명 서동경 국적 대한민국

소속기관 홋카이도대학병원 직위(급) 전공의 학력 학사

• 활용 결과

활용기간 내 용 활용형태

2019.12.01.

∼2019.12.31.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탐사 대원들 건강/질병 예방 및 치료

- 남극 내륙 탐사 기간 중 발생할 육체 및 정신 건강상의 장애

요소 파악

- 탐사 대원/ 작업 환경/노출된 자연환경/탐사 기간 중 생활

환경 관찰을 통한 위험 요소 파악 및 이의 감쇄 방안 제언

- 본격적 남극 내륙 탐사 및 내륙 체류 시 의료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자문

• 활용 실적

일자 내 용 비 고

12.01.
- 스카우팅팀 4인 건강상태에 이상 없음 확인.

- 인계했던 의약품 반환 받음.
37일

12.02.
- 대원진료(대원C): 소화불량. 가스모틴 2정.

- 대원진료(대원I): 두통. AAP 1정.
38일

12.03. - 대원진료(대원I): 우측 제 4 수지 선단 갈라짐. 반창고. 39일

12.04.
- 대원진료(대원C): 우측 상완 신근측 근육통. 파스 7매.

- 대원진료(대원K): 우측 제3 수지 원위지 이물. 제거.
40일

12.05.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41일

12.06. - D2도착, 시추팀에 인계한 의약품 재고 확인. 42일

12.07.
- 저수조내 유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저장된 생활용수 전량 폐기, 내

부 청소 후 다시 확보함.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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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용 비 고

12.08.
- 대원진료(대원L): 상기도염. 소메론 6정, 트리돌 9정, AAP 9정, 뮤코스텐

9정, 슈다페드6정
44일

12.09.

- 대원진료(대원M): 좌측대퇴굴곡근 통증. 업무 중. 쿨파스 7매, EB 1EA.

- 대원진료(대원D): 우측 전완근 통증. 업무 중. 핫파스 7매.

- 대원진료(대원N): 우측 승모근 부위 통증. 업무 중. 쿨 파스 7매.

45일

12.10.
- 232 depot. 챌린저 1호 크레바스에 빠짐. 탑승자(김정규) 건강상태에 이

상 없음을 확인.
46일

12.11. - 중장비팀 항공유 작업 지원. 작업 후 건강상태 체크. 47일

12.12. - 생활용수 확보 및 위생상태 확인. 48일

12.13. - 샤워실 및 화장실 위생 개선 위한 청소 작업. 49일

12.14.
- 총무에게 잔류 작업팀이 사용할 비상 의약품 인계. 8인 기지 복귀. 건강

상태에 이상 없음을 확인.
50일

12.15. - 기지 월동 의사에게 트래버스 경과 전달함. 51일

12.16.
- 트래버스 책임자에게 트래버스 중 식기류 위생에 관한 의견 요청 받음.

의학적으로는 위생상태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함.
52일

12.17.

- 대원진료(대원O): 우측 전완 연부조직 종양. 초음파, 병력, 신체진찰 소견

상 악성 소견 없어 의학적으로 적출할 필요성은 적으며 희망시 적출하도

록 교육.

53일

12.18.

- 케이루트 잔류조 헬리콥터 및 육상으로 2회에 걸쳐서 기지 복귀함. 건강

상태 확인. 중장비대원(대원M) 요통 및 좌측 헴스트링 통증이 심하여 기

지 월동의사에게 물리치료 의뢰함.

54일

12.19.
- 잔류조 복귀시 의약품 및 의료기구 지참하지 못하여 이후에 반납 및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 사실을 월동의사에게 설명.
55일

12.20. - 월동의사에게 medical bags 내용물 서류상으로 인계. 56일

12.21. - 출남극 인원에게 필요가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 작성. 57일

12.22. - 월동 의사에게 출남극 선박에서 사용할 의약품 요청. 58일

12.23.

∼12.31.

- 출남극 선박.

- 두통, 멀미, 소화불량 등.
59-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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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비용 내역

지급계정명
(계정코드) 적용등급 S / A / B / C

내역

항목 금액 산출내역

자 문 료
강 사 료 원
항 공 료 원

체 재 비 원
국내숙박비 원

국내교통비 원
합 계 원

＊첨부자료: 활용 증빙자료(자문보고서) 1부.

위와 같이 국내전문가 활용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03일
책임자: 이 종 익 (인)



- 111 -

(2) 수행 사항

○ 장보고 기지 기점 총 936km 내륙 지점까지 안전 루트 개척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약 30km 지점 브라우닝 패스 지역 내 위험구간 로봇 GPR(기술지원실),

설상차 GPR 및 탐침결과를 바탕으로 크레바스 지점 기문작업 실시 후 우회 경로로 선단

(설상차, 화물썰매 등) 안전 이동

<크레바스 탐지용 자율주행 로봇 GPR(기술지원실)>

<우회로 표시를 위한 크레바스 지점 기문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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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전체 선단(이동대열)>

- 타른플랫 모레인 지역 위험구간을 아틱트럭으로 사전정찰한 후 돌파.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00∼232km 지점까지 위험구간에 대하여 2개의 크레바스 발견하여 정밀기문작업 실시

<2019/20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장비–아틱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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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간 정밀기문작업 실시상황>

-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232km 지점에서 연료탱크 썰매 2대를 견인하던 챌린저의 좌측 트랙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챌린저 및 설상차로 견인함과 동시에 함입차량이

자체 구동하여 탈출하였으며, 해당 지점에 정밀 기문작업 실시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232km 지점 챌린저 함입상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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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리안루트 탐사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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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빙저호 시추후보지역에 베이스캠프 구축한 후 Elephant Moraine 블루아이스 지대를

경유하여 장보고과학기지 기점 총 936km 육상 및 항공 탐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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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과학기지 기점 936km 개척 지점 GPS 좌표 정보>

○ 차년도 대비 총 3개 전략거점 확보(장보고과학기지 기점 115km, 237km, 505km 지점)

- 2020/21 하계 탐사 시 탐사 효율 향상을 위해 연료, 물자 및 주요 탐사장비 배치

- 115데포(74°59'2.60"S, 161°49'9.50"E): 설상차 4대, 아틱트럭 1대, 연료탱크썰매 3대, 화물

수송썰매 3대, 카라반 2세트

- 237데포(74°47'58.99"S, 157°56'2.56"E): 아틱트럭 2대, 연료탱크썰매 1대, 고단열컨테이너 1대

- 505데포(76°18'37.55"S, 156°17'28.73"E): 연료탱크썰매 1대

<115데포 장비 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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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데포 장비 배치상황>

<505데포 장비 배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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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빙저호 및 과학루트 700km 지점 남극내륙 기상환경 특성 파악을 위한 AWS 설치

<AWS 설치–D2 빙저호 시추후보지>

<AWS 설치–장보고과학기지 기점 733k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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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빙저호 시추후보지 설치 AWS 수집 자료(데이터 원격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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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베이스캠프 구축 및 빙저호의 수괴 특성 파악을 위한 탄성파 탐사 수행

<D2 빙저호 시추후보지역 베이스캠프 설치>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육상 탄성파탐사 폭약 설치를 위한 천부열수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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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빙저호 시추후보지 육상 탄성파탐사 전경>

○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지원(미생물, 지화학, 물 안정동위원소 비 분석연구 등)을 위한 남극

내륙 빙설시료 채집

- 코리안루트 탐사 중 정차 혹은 현장캠프 구축 시, 3인 혹은 4인 1조로 청정실험복 착용

후 표층 눈 시료 및 펀코어 시료 채집

<환경영향평가 및 연구지원 시료 채집-핸드오거를 이용한 펀코어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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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루트 구간별 태양복사 특정 파장값 수집 및 에어로졸 측정

○ 남극 내륙 천문연구환경 예비 조사

- Multi-GNSS 시험: GPS, GLONASS, Beidou, Galileo 항법위성 신호 측정

- 천문관측 대기 요란 측정: 태양 시상(Seeing) 소형 망원경 측정

- 고에너지 입자 측정: Polar Cusp/Cap 지역 중성자 입자 관측

- 대기광 측정 전천 카메라, GPS 신틸레이션 수신기 등 장보고 기지 내 천문 관측장비 점검

<카라반 내부에 설치·운영된 천문연의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232데포에서 촬영한 태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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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연-극지연 공동 개발 남극 내륙 탐사 신기술 시범 운영 지원

- 스마트 고단열 컨테이너 시작품 코리안루트 탐사 투입에 따른 내구성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 모듈형 브릿지 시작품 현지 조립 및 시운전

<232데포에 배치되어 있던 스마트 고단열 컨테이너>

<모듈형 브릿지 시작품 현지 조립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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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과학기지 복귀 후, 아라온 선박을 통해 보급된 탐사장비 하역, 조립, 테스트 완료.

2019/20시즌 활용 장비 정비 및 월동 예정 장비의 배터리 분리, 방풍, 방설 작업 등 차년도

탐사 대비 작업 수행

<아라온 1항차 보급 후 조립 완료된 화물운반썰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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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륙탐사 장비 확보

가. 주요 장비 구축 현황

- 2020년 2월 현재, 설상차(피스텐불리) 6대, 트랙터(챌린저) 2대, 굴삭기 1대 등의 중장비와

아틱트럭(현대싼타페 3대, 도요타하이룩스 1대) 4대, 스노우 모빌 4대의 경량차량, 연료 및

보급품 운반을 위한 썰매 12대, 연료보급용 탱크 썰매 7대, 카라반 2세트(숙소동+발전동/

2개/ 1세트) 등으로 구성

- 2019년 12월 설상차 2대, 연료탱크 썰매 2대, 화물썰매 5대 장보고 기지 입고

- 2020년 설상차 2대 및 연료탱크 썰매 2대 추가 구매를 위한 2019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NPEC) 심의 통과

장비명
수량(대)

규격 용도
’17 ’18 ’19 계

설상차 2 2 2 6
Pisten Bully
300 Polar

- 루트 개척 시 노면 제설 및 평탄화
- 보급 물품 썰매 수송
- 평탄한 노면에서 최대 30톤 견인 가능

굴삭기 0 1 0 1 0.3 m3
-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한 노면 정리 작업
- 썰매에 실어 수송하여 루트 초반의 노면 및
모래인 지역의 상태에 따라 평탄 작업 수행

헬리콥터 0 0 0 2 AS350
- 난센 빙붕 초입 크레바스구간 GPR탐사
- 내륙 탐사캠프 연구 인원 및 보급품 수송

트랙터 2 0 0 2 Challenger
- 유류탱크 등 중량화물 수송
- 2013/14년도 기지보급
- 평탄한 노면에서 최대 50톤 견인 가능

아틱트럭 0 4 0 4
현대 싼타페
개조 차량

- 아이슬랜드 아틱 차량개조
- 현대 싼타페 차량 3무상지원
- 하이룩스-1대 구매
- 육상 GPR 탐사 등 고속 탐사 활동

스노우
모빌

4 0 0 4
- 컨테이너에 탑재하여 빙저호 후보지 까지
운반하여 주변 탐사 및 빙저호 후보지
탄성파 탐사 활동 시 사용

연료탱크용
썰매

1 2 2 5 무동력 - 12,000L 탱크(항공유 수송)

연료탱크
블레더

0
2
set

0 2 무동력 - 5,000L 튜브형 항공유 탱크(4개 1set)

운송용
썰매

3 2 2 7 무동력
- 20ft 컨테이너 2대
- 탐사 장비, 캠프 물자 및 연구장비 수송

카라반
2
set

2 무동력
- 탐사인원 숙식 등 내륙 탐사 캠프 활용
- 55kW 자체 발전기 가동 전력공급

계 - - 차량 17대, 헬리콥터 2대, 썰매 16대

<2017∼2019년 연간 코리안루트 탐사장비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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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노우모빌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4 4

용도 - 빙원 레이더 탐사장비 장착 빙저호 시추후보지 주변 탐사 활용

특이사항
- 2호기 미션 고장으로 2017/18년도 교체
- 현 상태 양호 하며 상시 운행 가능함
- 2020년도 현재 기지 내 컨테이너 입고 관리보관 중

보급·활용 - 기지주변 설원에서 안전운행 교육 실시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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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굴삭기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7/18 1 0.3 ㎥

용도
- 타른플랫 구간을 설상차량과 썰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노면평탄과 장애

물 제거 작업

특이사항
- 지게발 을 교환 장착 할 수 있어 남극내륙에서 의 중량물 상하차작업 가능

- 국내산 장비로 부품 구매와 관리가 용이함

보급·활용

- 2017/18년 7월 구매 완료

- 남극내륙까지 운송문제를 고려하여 소형굴삭기를 구매

- 2017/18년도 1대 아라온 선박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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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상차: 남극 내륙 현장에서의 사용 용도에 맞추어 여러 조합의 차량으로 구성

보급년도 차량구성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6 틸러장착 2
- 경비행기 이착륙시 활주로 제설과

표면 평탄작업용

2017/18 크레인2 /캐빈1 3
- 화물운송 및 내륙 현장에서의 중량의

화물 상하차

2018/19 기본형 1 - 경량의 화물 수송

2019/20 크레인1/ 캐빈1 2
- 인원 수송과 혹한의 대피 공간

- 현장에서의 중량물 화물 상하차 가능

용도

- 비상연료 드럼적재 가능 / 운행차량 및 헬리콥터 운행 연료보급용

- 제설작업과 화물썰매 수송에 필수장비

-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고려 각장비의 기능을 다르게 구성함

재원
- 중량: 12ton

- 폭: Without track : 2500./ Over steel tracks : 4260㎜

특이사항 - 혹한 환경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엔진, 냉각수, 유압유 히팅장치 설치

제작진행

- 2017.9.3.∼2017.9.11. 독일 본사에서 검수 및 정비관련 교육실시

- 코리안루트 사업팀의 요청 사항에 맞는 장비로 출고

- 무전기. GPS, 등 탐사목적에 적합한 액세서리 부착

보급·활용

- 보급선박의 물량을 고려하여 1,3항차로 나누어 보급

- 1항차 호주 호바트 1대분 선적, 3항차 뉴질랜드 2대분 선적 기지투입

- 트렉, 블레이드, 퀵마운트 분리 보급되어 남극 현장에서 조립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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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설상차 구매 사양 및 가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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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도입 설상차(피스텐불리)에 대한 교육실시(2017.09.∼2019.09.)

- 일일 및 주간 체크 현황

· 엔진오일, 유압 작동유, 냉각수, 각종 등화장치 및 소음상태

· 엔진오일 500 시간 사용 후 교체(JP-5 연료 사용)

· 토션바 분해(베어링 교환, 구리스 주입 요령) 5,000 시간 사용 후 점검

- 각부 유압장치 점검

· 장비의 주행상태 불량 및 유압장치의 상태가 원활치 않을 때 유압을 체크

· 게이지를 설치하여 고압과 저압 상태를 점검

· 장비 고장 시 수동으로 견인 방법

(스플라켓 중앙 볼트를 풀고 주어진 와셔를 이용하여 볼트를 다시 조임)

- 유압작동 솔로레이드 밸브 점검

· 저항 측정기 이용

· 큰 솔로레이드 밸브 측정값–약 17∼20(Ω)

· 작은 솔로레이드 밸브 측정값–약 14(Ω)

- 웨바스토 장치

· 차량의 자체 히팅 장치 용량이 부족할 때 연료을 이용하여 히팅 하는 장치

· 분해하는 방법과 내부 카본 소지 및 점화장치 세팅 요령

- 크레인 교육

· 유압파일로 필터 위치와 교환 시기 교육

* 처음 50시간, 이후 500 시간 마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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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센서, 틸트센서, 스폴포지션 센서 위치 및 점검

* 압력센서–0∼400(bar)

* 틸트센서–4∼20(㎃)

* 스폴포지션 센서–1∼4(V)

- 트렉 장착 교육

· 아라온 선적 시 트렉이 분리 되어 보급됨에 따라 트렉을 별도 조립장착

<설상차 구입장비 제조사 현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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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차 구입장비 제조사 현지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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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챌린저(트랙터)

보급년도 차량구성 수량(대) 용도

보급현황 2013/14
- 고무트렉
- 최대 5톤 견인 유
압크레인장착

2 - 연료탱크 썰매 및 화물썰매 견인

용도 - 견인수송 능력이 탁월하여 남극 내륙에서의 중량물 썰매화물 운송활용

재원

- 자체 중량: 30ton

- 15단 변속기어

- 길이: 6800mm, 폭: 3500㎜ 높이: 3800mm

특이사항 - 평탄한 노면에 50톤 화물 견인능력

제작진행 - 기지보급 완료 코리안루트 탐사 활용

보급·활용 - 2013/14 시즌 2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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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단썰매(화물수송용 썰매)

보급년도 구성 수량(대) 기타

보급현황

2016/17 2

2017/18 3

2018/19 2

2019/20 5 국내제작 화물썰매 1대 포함

용도
- 열수시추 및 빙저호 탐사 장비, 보급물품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운송

- 향후 내륙기지 건설시 자재 수송용

재원

- 구조: 6m Container Deck Frame

- 썰매 폭: 3,460㎜

- 썰매 길이: 10,305㎜

특이사항 - 호주 엘핀스톤 회사의 제품으로 내구성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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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썰매(엘핀스톤 사) 제작 도면>

<화물썰매 선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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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물썰매(엘핀스톤 사) 구매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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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제 연료탱크썰매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5/16 1 연료탱크 썰매
2016/17 2 연료탱크 썰매

2018/19 2 연료탱크 썰매

2019/20 2 12월 아라온 보급

용도 1대/ 12,000(L)항공유(JP-5) 적재 / 운행차량 및 헬리콥터 운행 연료보급용

재원

- 연료탱크 용량: 12㎥

- 자체 중량: 8ton

- 썰매 폭: 3,460㎜,

- 썰매 길이: 10,400㎜

특이사항
- 호주 엘핀스톤사에서 제작 하였으며 운송의 상황에 따라 컨테이너 에 적재

하여 보급 기지에서 최종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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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료탱크썰매(엘핀스톤 사) 구매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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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튜브형 연료탱크썰매(fuel bladder)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8/19 8 1개/ 5,500리터 연료운송 및 저장

용도 - 운행차량 및 하계숙소 운행연료 이송 동일 예산 대비 4배의 연료 수송 가능

특이사항 - 튜브형 연료탱크와 플랫형 썰매의 구성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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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인용 카라반

보급년도 수량 비고

보급현황
2017/18 1 set(1호) 숙소동(8인용) 1동 + 발전동(4인용) 1동

1세트 최대 12명 숙식 가능2018/19 1 set(2호)

용도

남극내륙 탐사시 숙소 및 주 생활공간으로 활용

1. 주거동

- 침실, 주방, 휴게실, 통신시설 구비

- 내부 전기 라지에이터 벽면 장착

- 총인원 12명 숙식 가능

2. 발전실 및 설비동

- 55kW 해상용 발전기 이용 전력공급

- 발전기의 엔진 냉각라인을 이용하여 눈을 녹여 물 생산과 전기 온수라인 설치

- 간단 샤워실 설치와 배설물을 태우는 방식 화장실 구비

특이사항 - 주거숙소용 1대, 발전실 1대로 2개 1 set 구성



- 147 -

<카라반 내부 모식도>

(9) 아틱 트럭(Arctic Truck)

- 현대에서 기증받은 싼타페 3대(AT38)와 유사시 구조 활동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도요타 하이룩스 1대(AT44) 등 총 4대의 극지 전용 차량 확보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7/18 1 산타페 히어로 차량

2018/19 3 산타페. 2대, 하이룩스 1대 , 트레일러 2대

용도
- 국내차량 싼타페를 남극 현지의 맞춤형으로 개조변경

- 기동성이 우수하여 중장거리 운행과 연구인력 및 주요 연구장비 운송에 적합

특이사항

- 주행중 타이어 공기압 자동 조절가능

- 38인치 광폭 타이어 장착

- 230L 대용량 연료탱크 장착

제작진행

- 코리안루트 탐사에 필요한 싼타페 개조차량 3대 국내자동차 업체 지원

- 본 사업 예산 투입 1대 추가제작 (하이룩스)

- 총 4대, 2개조 운영예정

- 2016/17년도 남극 탐사운행 차량 싼타페

- HERO 아이스슬란드 아틱트럭 사 에서 점검수리

- 2018년도 AT 2대 추가 개조변경 하여 2018/19 년도 하계시즌 보급

보급·활용

- 2017/18년도 아라온 보급선박 3항차 운행 시 컨테이너 입고 후 2대 기지 보급

- 2018/19년도 11월 하계시즌 장보고기지에 차량보급 완료

- 2019/20년도 싼타페 2대 하이룩스 루트탐사 운행

- 컨테이너 내부 입고 후 월동대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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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틱트럭–하이룩스> <아틱트럭–싼타페 히어로>

<아틱트럭–싼타페 실버> <아틱트럭–싼타페 레드>

<아틱트럭 코리안루트 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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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아이슬란드 아틱트럭 운영 교육

<아틱트럭 실내 교육 및 훈련지역 안내> <차량 부품 및 관련장비 작동방법 교육>

<아틱트럭 차체 하부구조 교육> <아이슬란드 빙원 고지대 이동을 위한 준비>

<아틱트럭 현장교육 및 상황별 조치방법> <아틱트럭 현장교육 및 크레인 작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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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슬란드 아틱트럭 운영 교육 수료증>

<아이슬란드 빙원 고지대에서 현장훈련> <빙원 현장훈련 이후 차량 유지관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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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 장비 구축 현황크레바스

(1) 도하용 조립식/모바일 교량

보급년도 수량 비고

보급현황
2017/18 1 set 조립식 교량

2018/19 1 set 모바일 교량

용도
- 남극내륙탐사중 크레바스 및 차량이 지나기 위험한 구간에 교량을 설치

하여 안전한 루트확보를 위한 가설 교량

특이사항

- 전체하중 30톤에 견딜 수 있는 설계 제작

- 현장에서 조립분해가 용이하도록 소조립 단위로 제작

- 모바일 교량의 경우, 하부 고무튜브 썰매형태의 교량으로 제작되어 경량의

화물을 수송하며 이동 중 크레바스 발견 시 현장 설치 활용

제작진행 - 제작완료 후 장보고기지 보급

보급·활용
- 상부패널과 하부빔으로 분류하여 우드박스 포장, 아라온 선적 보급

- 장보고기지까지 분리 보급 후, 2019/20 남극해빙 현장 조립 테스트

<조립식 교량>

<모바일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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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동. 냉장 컨테이너

보급년도 수량(대) 비고

보급현황 2018/19 1 탐사 식자재 보관용

용도 - 코리안루트 탐사 시 야영캠프 운영의 냉장, 냉동식품, 식자재 보관 컨테이너

특이사항

- 20ft 컨테이너 반을 이용하여 냉동. 냉장으로 분류 하여 사용

- 냉동은 남극내륙 외부의 낮은 기온을 활용

- 냉장은 4∼5도 유지 할 수 있도록 실내 난방 장치 설치

- 내부 식자재 보관 선반 제작 설치

<내부 식자재보관 선반제작설치>

(3) 위성 송수신 시스템 구축

(가) Iridium Open Port Pilot 시스템 특성

- 이리디움(Iridium)의 66개 저궤도(극궤도, LEO) 위성을 이용하여 개발된 글로벌 고속통신

네트워크로 극지방을 포함한 전세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 커버리지가 가능

- 인터넷연결(방화벽 불필요), 자체 이메일 계정(user@arionmail.net), 동시통화가 가능한

전용 위성 포트(RJ-11 port) 및 자체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데이터 송·수신과 위성 음성

통신의 동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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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디움 오픈포트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여 위성 신호를 찾기 위한 방향전환 및

음영 구역의 제약이 적음

- 단순한 모듈 구조로 1회 설치 후 추가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가 용의함

- 위성 데이터 속도의 경우 134Kbps(위성 신호 세기에 따라 변동가능)

(나) Iridium Open Port Pilot 시스템 구성 및 사양

- BED 메인 컨트롤러, BED 고정창치, 위성인터넷 전용 노트북

- 안테나 레이돔, 안테나 및 안테나 폴 마운트 브라킷(ADE, ADE cable, ADE pole mount)

- AC/DC 컨버터 및 고정장치, 전원 공급장치, 이메일 전용 방화벽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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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dium Open Port Pilot 시스템 구성도>

특징

- 남극, 북극 글로벌 커버리지 , 음성 및 고속 IP 데이터 동시 지원

- 고정 상태로 움직이는 부품 없음

- 글로벌 서비스 프로그램

- 간편한 설치 및 유지보수

데이터 - Iridium Open Port 광대역 서비스로 최대 134 kbps 양방향

유저인터페이스

- Data: 10 bast T RJ-45 Ethernet port

- Voice 1: RJ-11 (2 wire) POTS interface

- Voice 2: RJ-11 (2 wire) POTS interface

- Voice 3: RJ-11 (2 wire) POTS interface

전화통신 - 3개의 독립적인 음성라인

안테나(ADE)

- 높이: 203mm

- 지름: 570mm

- 무게: 12.5kg

- 안테나 유형: 6 개의 이중 요소 방위각 및 1 개의 천정 요소 배열

- 통합 스피커폰

- 조종장치: 전자적으로 전환 및 위상 조정, 수평선에서 수평선으로 조정

본체(BDE)

- 높이: 200mm

- 너비: 250mm

- 깊이: 55mm

- 무게: 1.35kg

- GPS가능한, 원터치 SOS버튼(프로그램가능)

- 가장 작은 이리디움 핸드셋

- 인체공학적 디자인

<Iridium Open Port Pilot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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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ridium Open Port Pilot 시스템 테스트 결과 및 활용 방안

- 총 2대 이리듐 시스템(ADE, BDE, 방화벽, 전용노트북 위성전화3대) 활용 예정, 1대의 시

스템에 1개의 고유 이리듐 유심 번호(usim No.) 및 이메일 계정 부여

Iridium Pilot System -1 Iridium Pilot System -2

system ID Kroute 0 system ID Kroute 1

Usim No.

(8988169777000283034)

usim No.

(8988169777000337307)

e-mail address kroute0@arionmail.net e-mail address kroute1@arionmail.net

- 위성 차폐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6월 극지연구소 소 운동장에서 총 2대

이리듐 시스템(kroute 0, kroute 1) 위성 통신 테스트 수행 및 이메일 전송 테스트 수행

<이리듐 시스템 송수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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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테스트 수행 결과 부여된 이메일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이메일 전송 확인

<이메일 송부 테스트>

- 향후 코리안루트 탐사에 활용될 카라반 상부 지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데이터 및

위성전화를 활용할 예정

(4) 운항 시스템 구축

(가) 항법선정 및 고려사항

-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대륙의 경우 지리적 극점{진북(true north), 진남(true south)}과 자

기적 극점(자북(magnetic north, 자남(magnetic south))의 차이에 따른 편각(Declination,

장보고 과학기지의 경우 약 +133° 편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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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자기 모델–Epoch 2015.0>

- 운항 시스템의 정확한 좌표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진북/진남을 방위 기준으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좌표값을 확인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코리안루트 운항 시스템 항법으로 선정

- GPS는 GPS 위성과 GPS 수신기의 거리를 계산하여 좌표값을 구하며 3차원 구형 형태인

지구 지표면의 좌표값은 3개의 GPS 위성이면 이론적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위성과

수신기 사이 신호의 송수신 시간에 따른 시간적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GPS 위성 신호를 획득해야 정확한 좌표값 산출가능

<GPS 수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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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항 시스템 전자기기 선정

- 남극탐사에 활용된 국외 운항 시스템 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GarminⓇ 사의 GPS

4000/5000 시리즈 모델로 확인

<Garmin 4000/5000 시리즈>

- 코리안루트 탐사 운항 시스템의 경우 주로 중장비(설상차) 및 차량(Arctic Truck 등)의

내부공간에 장착되어 경로 및 좌표 확인 용도로 이용될 예정으로 위 GarminⓇ 4000/5000 시

리즈 모델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안드로이드 OS 기반 태블릿 PC 모델을 GPS 플로터로

선정

- 안드로이드 OS 기반 태블릿 PC의 경우 익숙한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 구동이 가능해 사용자의 프로그램 활용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GPS

어플리케이션인 OruxMaps을 활용할 경우 강력한 성능의 GPS 플로터 활용이 가능

- OruxMaps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좌표정보에

따른 온라인 지도(구글맵, 구글위성 지도 등)를 화면에 전사(display) 하지만 남극대륙과

같이 원활한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오프라인 맵 확보가 필요

- OruxMaps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 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맵소스

xml 파일(onlinemapsources.xml) 소스 코딩 변경이 필요

-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방위를 확인하며, 태블릿 GPS 플로터의 좌표값을 교차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용 GPS(Garmin GPS 64S)를 부속장비로 선정, GPS 64S모델의 경우 유사 상황

발생 시 야외 및 혹한 환경에서 구동이 가능

- 태블릿 GPS 플로터의 GPS 리시버 모듈 비정상작동시 부차적으로 GPS 신호를받아 블루투스

송신이 가능한 GNSS GPS 리시버(Assen 社, RCV-3000)를 활용

- 태블릿 GPS 플로터와 GNSS GPS 리시버의 경우 자체 배터리와 5V 이상 USB 타입의

전원공급 장치를 통해 전력을 충전하며, 휴대용 GPS는 일반 AAA 타입 건전지로 구동

전력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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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루트 탐사 운항 시스템 구성 장치>

(다) 오룩스맵을 이용한 선단 운항 장치 시스템 필드테스트 비교 자료

구분

기기

/

프로

그램

오룩스맵/

삼성 갤럭시탭
Garmin GPS 64S

Google Earth Pro/

외장 GPS/ 노트북

GNSS GPS

Receiver

(RCV-3000)

사용

방식

- 오룩스 맵을 이용

하여트렉및웨이

포인트를 단말기에

입력후앱을실행

- 목표지점의 좌표와

트렉을 기기에 입

력 후 ‘To Go’

- 트랙이나 좌표정보

를 노트북에 저장

후 외장GPS를 이

용하여 위치 확인

- 블루투스로 단말

기의 장비를 연

결하고 GPS 신

호를 확인

장점

- 빠른 트랙 Update

- 간편한 조작법

- 위치파악 용이

- 지도 자동 변환

- 간편한 트랙 저장

- 극지방에서의

성능 검증 완료

- 사전에 저장하면

고화질의

지도확인 가능

- 기록 자료의

보관 및 이송

편리

- Compact Size

(62*41*17)

- GPS Sensitivity ↑

- Fast TTFF

(Time To Fist Fix)

- 적은 배터리 소모

단점

- 지도의 크기가

커질수록 해상도

떨어짐

- 작은 화면, 운행

시 방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운행 시

GPS트랙 저장이

원활치 않음

- 부피가 크고

조작이 불편

- 극지방에서의

성능 검증 전

활용

계획

-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 백업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 진행방향 확인용

(나침반 기능)

- 자료 취합용

- 회의용 자료 정리

- 백업용 GPS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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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리안루트 항법장치 시스템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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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별 코리안루트 탐사 선단구성

탐사 년도 운영장비 수량(대) 탐사 인원

2017/18

피스텐블리 2

- 중장비: 1명(외부)

- 안 전: 2명(OBK)

- 사업단: 5명

챌린저 1

건기연 숙소 컨테이너 1

식자재 및 공구류 컨테이너 1

연료탱크 썰매 1

굴삭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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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년도 운영장비 수량(대) 탐사 인원

2018/19년도

피스텐블리 2

- 중장비: 2명(외부)

- 안 전: 2명(OBK)

- 사업단: 5명

- 의 사: 1명

챌린저 2

카라반(숙소동) 1

식자재 및 안전장구 컨테이너 1

공구 및 부품 컨테이너 1

연료탱크 썰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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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년도 운영장비 수량(대) 탐사 인원

2019/20년도

피스텐블리 6

- 중장비: 4명(외부)

- 안 전: 4명(OBK)

- 사업팀: 7명

- 의 사: 1명

챌린저 2

카라반(숙소동+발전동) 2 세트

식자재 컨테이너 1

공구 및 부품 컨테이너 1

연료탱크 썰매 5

연구장비 컨테이너 (탄성파) 1

악틱트럭 보관 컨테이너 3

악틱트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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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코리안루트 차량운행일지(2019/20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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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내륙탐사 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가. 2018/19시즌 남극내륙탐사 대비 맞춤형 훈련

(1) 훈련 목표 및 개요

○ 훈련 목표

- 기지를 벗어나 남극 내륙 안에서 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본인과 팀원들이 함께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동 훈련은 참가자들에게 도전 의식을 함양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남극 내륙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대자연 속으로 참가자들은 들어가 자연과 호흡하며 하나가

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쳤을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 받게 됨

○ 훈련 개요

- 명칭: 2018년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위기대응훈련

- 일정: 2018년 07월 03일∼2018년 07월 06일(3박 4일)

- 장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 OBK 캠프장 일원

- 인원: 남극 하계탐사 인력 21명

- 팀 편성: 2팀(팀 별 10∼11명)

(2) 훈련 특징

○ 맞춤형 훈련

- 남극 안전 요원 활동 경험과 안전 훈련 모듈, 그리고 안전 요원 경험이 있는 강사를 훈련에

투입하여 실제 남극 내륙탐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필요한 남극 생존 기술을 현장감

있게 훈련한다.

○ 목적

- 팀의 목표를 명화하게 하여 이를 공유하여 강한 팀워크를 생성

- 남극내륙탐사 활동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기술을 습득, 안전사고 대응 능력향상

- 남극내륙탐사 활동에 있어 자부심을 체험하며 극지연구소에 대한 소속감 향상

○ 기대효과

- 팀 시너지를 바탕으로 팀 목표 달성을 극대화 함

- 개개인의 업무 능률 향상과 성과를 창출 함

- 극지 생존 기술을 습득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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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일정

일자 내용 비고

07.03.(화)

○ 남극 생존 기술 훈련 1

- 캠프사이트 구축 (위급상황 시 비상 쉘터 구축 요령 습득)

- 로프 매듭법

07.04.(수)

○ 남극 생존 기술 훈련 2

- 로프 등/하강 기초

- 로프 등/하강 숙달

○ 남극 생존 기술 훈련 3

- Pully System의 이해 및 실습

- Pully System을 이용한 크레바스 상황 구조 시뮬레이션

07.05.(목)

○ 팀워크 향상 산행

- Expedition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팀 단위 대응 훈련

- 개인의 안전 의식과 팀 협업 능력 강화

- 구조 기술 습득

07.06.(금)

○ 남극 생존 기술 훈련 4

- 고립, 조난 대비 훈련(Solo)

○ 종합 훈련 평가

수료

(4) 훈련 내용

○ 남극 생존 기술 훈련 1

<훈련 교장 도착> <캠프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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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생존 기술 훈련 2, 3

<야외 막영 및 취사> <팀 빌딩 나이트 미션 수행>

<훈련 장비 지급 및 기초 매듭법 교육> <개인장비 착용 및 사용법 교육>

<등/하강 기초 교육> <등/하강 심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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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향상 산행

<도르레를 이용한 Pully 구조 시스템> <Pully 구조 시스템 실습>

<크레바스 구조 시뮬레이션>

<산행 계획 수립/ 검증> <산행 (오대산 노인봉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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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생존 기술 훈련 4 , 종합 훈련 평가

고립, 조난 대비 훈련 종합 훈련 평가

(5) 설문 조사

<산행 (오대산 노인봉 일대)> <산행 중 응급환자 발생 및 구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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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평가

- 훈련 기간 내내 비가 오는 관계로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를 비롯한 ‘안전’에 신경을 기울임.

- 남극생존기술 훈련: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것으로 목표가 진행되었으나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훈련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정책기준: 본 훈련은 남극내륙탐사 활동에 필요한 기초 과정이란 인식하에 남극 내륙탐사

활동자는 필수 이수 과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며 훈련 내용을 필수, 선택 항목으로 분류,

참가자들의 의무 또는 필요에 따라 참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 됨

나. 2019/20시즌 남극내륙탐사 대비 맞춤형 훈련

(1) 훈련 목표 및 개요

○ 목표

- 남극내륙탐사에 필요한 소속감과 팀워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또 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발전을 경험

- 팀 단위 활동, 한라산 산행과 캠핑, 남극 생존 로프 기술 훈련은 남극내륙탐사 중에 발생

가능한 크고 작은 위험에서 본인과 팀의 안전을 유지하고 탐사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함

○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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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목표를 명확하게 공유하여 강한 팀워크를 생성

- 남극내륙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술을 습득하여 개인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

- 남극내륙탐사에 자부심을 부여하며 극지연구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

○ 개요

- 일시: 2019년 06월 25일∼2019년 06월 28일(3박 4일)

- 참가 인원: 20명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교래 자연 휴양림 야영장, 한라 생태 숲, 녹고뫼 오름, 단산, 중문

색달 해수욕장 등

- 팀 편성: 3개 팀

- 참가자 현황

No. 성명 팀 비고 No. 성명 팀 비고

1 이종익

1

2일 참가(6/27∼28) 11 정종균

22 곽호제 〃 12 주현태

3 김홍귀 〃 13 한상우

4 서동경 〃 14 강필모

3

5 이강현 〃 15 김재승

6 전성준 〃 16 김병훈

7 최용회 〃 17 김진석

8 김예동

2

2일 참가(6/27∼28) 18 나지성

9 강승구 3일 참가(6/26∼28) 19 박상범

10 김관수 〃 20 김윤섭 2일 참가(6/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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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 일정

시간 6월25일(화요일) 6월26일(수요일) 6월27일(목요일) 6월28일(금요일)

주제 팀워크 강화 남극로프생존기술 개인성찰

05:00

제주도착 및 중식

한라생태숲 이동

기상/ 조식(취사) 기상/ 조식(취사) 기상 및 이동 Solo

(중문 색달해수욕장)
06:30

07:00 베이스캠프 철수 캠프1 출발

10:00 2일차 산행

(녹고뫼 오름)/

펜션(캠프1/

중식(행동식)

남극로프생존기술훈련

-기초 매듭법

-단산 릿지 등반

-암벽 등하강 훈련

수료식&Closing

12:00
Opening/

1일차 산행

(한라생태숲→교래

자연휴양림야영장(

베이스캠프))

중식(갈치조림)/

공항이동

15:00
캠프1도착/

체크인

개인정비/

Debriefing

제주 출발

17:00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캠프2) 이동/

힐링 요가

김포 도착 및 해산

18:00

베이스캠프 도착/

Camp Craft/

석식(취사)

만찬

20:00

나이트 세션

(팀 별 회의)

- 남극탐사시환경을

위한행동

- 남극탐사 팀워크

나이트 세션

(팀 별 회의)

-2일간의 우리 팀의

팀워크

-Round the world

22:00 개인 정비 및 취침

(3) 훈련 내용

(가) 팀워크

○ 훈련 1∼2일차 산행: 미션 수행을 통해 팀워크 강화

- 1일차: 4개 지점 확인으로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보급함을 찾아 열어라

- 2일차: 한라산 백록담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라(기상 악화로 캠프 1 전원 안전 복귀 변경)

※ 한라 생태 숲에서 오프닝과 아이스 브레이킹 후 1일차 산행 실시

※ 2일차 산행 코스 변경(한라산 백록담→녹고뫼 오름): 한라산 둘레길 동백길 코스와 녹고뫼

오름 2개의 Contingency plan 중 녹고뫼 오름을 선정. 탈출로 확보 및 상황에 따른 코스

조절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음

- 기상 악화에 따른 집중 호우로 실질적인 위기대응훈련 경험



- 180 -

<2019년도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교육 팀워크 훈련 1일차 산행 코스–11km>

<2019년도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교육 팀워크 훈련 2일차 산행 코스(7km) 및 안전안내문자>

(나) 남극 로프 생존 기술

○ 목표: 탐사 시 크레바스에 사람 또는 장비가 빠진 경우 구조 또는 자가 탈출을 위한 기술 습득

○ 팀편성: 기초 로프 매듭법 교육 훈련 이수 실력에 따라 팀 편성 후 맞춤형 훈련

- 릿지 팀: 김홍귀, 전성준, 한성우, 김진석, 박상범, 이강현, 강필모

- 등하강 팀: 곽호제, 서동경, 최용회, 강승구, 김관수, 정종균, 주현태, 김재승, 김병훈, 나지성

<남극로프 생존기술 훈련 교육장–단산 바굼지오름(15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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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olo

- 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

- 탐사 시 발생 할 수 있는 고립 또는 조난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높임

<단독생존훈련 교육장–제주 중문 색달해수욕장>

(라) 훈련 식단

날짜 조식 중식 석식

6/25

전복 뚝배기

에너지바/ 젤리/ 초콜릿/
소시지/ 생수 0.5*2/
이온음료 0.5*1

생수 조별 1.5*5

6/26

샐러드/ 닭가슴살/
삶은 달걀/ 오렌지주스

견과류/ 비스켓/
에너지바/ 초콜렛/ 젤리/
사탕/ 사과/ 소시지

쌀밥/ 소고기/ 김치/
라면/ 고추 간장 절임

오렌지 주스(조별 2ea)
생수 0.5*2 / 이온음료

0.5*1
생수 조별 18.9*1

6/27

비빔밥

견과류 / 구운계란
에너지바 / 초콜렛
젤리 / 사탕 / 사과 /

소시지

제주식 백반
(흑돼지 수육)

생수 0.5*1/ 이온음료
0.5*1

생수 조별 18.9*1

6/28

식빵/ 치즈/ 과일쥬스/
딸기쨈

신 예촌
(갈치조림)

생수 0.5*1/우유2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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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디브리핑

- 2019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위기대응훈련 교재를 활용하여 팀 담당 OBK 강사가 진행하여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

- 산행, 캠핑, 남극로프기술습득 등의 아웃도어 활동이 갖는 의미, 목표를 분명히 하고 팀원간의

상호 친밀감을 형성

- 아웃도어 활동 종료 시를 포함하여 하루 일과 마무리에 진행

· 탐사경험 /비 경험자간의남극과학위원회(SCAR)의 육상과학현장연구를위한행동강령(CoC)

(2017, Beijing, ATCM 40/CEP20 WP18)에 대한 의견 교환의시간: 1일차(6월 25일)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교육 디브리핑>

(바) 안전

- 모든 교육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

- 위험 관리는 사전 예방에서 시작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 매뉴얼 및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 조치하는 것을 원칙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교육 안전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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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 사진



- 184 -



- 185 -

(4)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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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 분석

긍정적인 요인 보안 및 발전 방향

○ 안전–부상자 없음

일정 중에 집중 호우란 악천후와 강도 높

은 남극로프생존기술 훈련이 포함되어 있

었음에도 참가자 건강 문제는 없었음

○ 훈련 장비의 신규화

최신 로프 생존 기술 장비와 집중 호우 속

에서도 내구성과 방수성이 높은 텐트, 우비

등의 장비를 교체하여 보다 높은 훈련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 훈련 장소 변경

(강원도 오대산→제주도 한라산)

참가자 이동의 편리함과 시간 절약, 국내

최고봉인 한라산 백록담 산행이라는 팀워

크 강화에 분명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훈련 효과를 높일수 있는 계기 마련

○ Contingency plan의 세밀함 부족

상황 별 대처 방안이 있었지만 참가자에게

정보 전달이 미흡하였고 실행이 자연스럽

게 진행되지 못해 이에 대한 치밀한 행동

수칙과 효과적인 전달 발법 마련이 필요

○ 프로그램 적합성

설문조사 응답자 중 88%로 동 프로그램이

남극내륙탐사 맞춤형 위기대응훈련으로 적

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 설문 조사 응답률 저조

프로그램 설문 조사와 개인 저널을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전

반적인 참가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어려움.

차후에는 아날로그 방식(종이 설문지)으로

대체 또는 담당 강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

○ 개인 저널 작성

개별 지급된 훈련 교재로 참가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남극탐사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

○ 훈련의 연속성

개인 별 업무/출장 등으로 훈련 중에 참가

자의 출입이 발생하여 훈련의 연속성과 분

위기 유지의 어려움. 향휴 참가 예정자 일

정을 고려한 훈련 일정 선택이 필요

4. 남극내륙탐사 캠프 운영

가. 탐사 캠프 규모 및 운영기간

(1) 2017/18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캠프 비고

운영 기간 - 2017.11.05.∼2017.11.20.

위치 - 장보고 기지 기점 300km 코리안루트 상 캠프운영

설치 규모

- 건기연 숙소 컨테이너 1동

- 빅돔(코오롱) 1동

- 화장실 텐트 1동

사용 연료 - 가스 (LPG, 이소부탄), 휘발유, 화이트가솔린

체류 인원 - 6명 교체 인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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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19 시즌

코리안루트 탐사 캠프 및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캠프 비고

운영 기간 - 2018.11.03.∼2018.12.02

위치 - 장보고 기지 기점 500Km 코리안루트 상 캠프운영
D2 캠프

(75°19'56.10" S, 
155°31'12.72" E)

설치 규모

- 트래버스용 카라반 모듈 1동

- 예비용 빅돔(코오롱) 1동

- 예비용 화장실 텐트 1동(Polar tent)

코오롱 신형 빅돔

사용 연료 - 가스 (이소부탄), 휘발유, 화이트가솔린 15kW 발전기 사용

체류 인원 - 8명 교체 인원 미포함

(3) 2019/20 시즌

Korean Route 육상 탄성파 탐사 비고

운영 기간 - 2019.11.07.∼2019.12.18. - 2019.11.21.∼2019.12.07.

위치
- 장보고 기지 기점 730km

코리안루트 상 캠프운영
- 75°25'7.01"S, 155°27'40.32"E

설치 규모

- 트래버스용리빙카라반모듈1동

- 발전 카라반 모듈 1동

- 예비용 화장실 텐트 1동

- 트래버스용리빙카라반모듈1동

- 발전 카라반 모듈 1동

- 예비용 빅돔(코오롱) 1동

- 예비용 화장실 텐트 1동

코오롱 신형 빅돔

사용 연료
- 가스(이소부탄), 휘발유,

화이트가솔린

- 가스(이소부탄), 휘발유,

화이트가솔린
55kW 발전기 사용

체류 인원 - 12명 - 12명 교체 인원 미포함

(4) 총평

- 코리안루트 육상 탐사와 탄성파 탐사는 내륙탐사를 위해 제작한 트래버스용 카라반을 활용

(회의 및 식사를 위한 공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이닝 텐트를 설치할 필요 없이 비교적 간

편하게 캠프를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음)

- 카라반에서 연료는 주로 식사 준비와 탐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장비 충전에 필요한 발전

기의 가동을 위해 JP5를 사용, 탄성파 탐사 캠프의 경우 열수시추기용 발전기 운영을 위

해 휘발유를 추가로 사용함

- 캠프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반, 분뇨, 일반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배터리, 사용한 흡착포 등) 등은 최대한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분리수거하여 장보고기지로 운반

- 캠프 이동 및 철거 시에는 캠프 위치를 가능한 원상태로 복구하고 위치를 기록하여 복귀

시 가능한 동일 지점에 캠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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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탐사 식량

(1) 제조 공정 및 포장 단위 개선

<코리안루트 내륙탐사 식자재 포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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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메뉴 사진 레시피

소고기약고

추장

비빔밥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나물류를 각각 데우

듯이 볶아준다. 소고기를 넣은 고추장도 기름

을 두른 팬에 살짝 볶아준다. 기호에 맞게 나

물과, 고추장을 올린 후 참기름을 두른다.

소고기

무국

냄비에 고기와 무, 간장, 다대기를 넣고 중불

로 볶아준다. 고기가 익으면 대파를 넣고 육

수 농축액과 물 3리터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한 후 20분쯤 끓인다.

장어덮밥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장어와 소스(1/2)을 넣

은 후 졸여준다. 따뜻한 밥을 준비하여 공기밥

(400g햇반기준 2개) 두공기로 나누어 담고 후

리가게를 뿌려준다. 장어를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 올린 뒤 날치알을 올려준다. 초생강과 와

사비, 나머지 1/2을 졸인 소스를 추가한다.

달걀말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주의한다.

미소

된장국

3리터의 물에 미소된장을 풀어 넣은 후 끓어

오르면 팽이버섯과 쪽파,유부를 넣어 한소끔

끓여준다. 오래 끓일수록 텁텁하다.

간장게장+

숙회+김

간장게장을 뚜껑을 따고 아가미를 제거 후

뚜껑 중앙의 모래집을 제거한다.(기호에 맞게

청양다짐고추와 깨, 참기름을 뿌려서 김에 싸

서 날치알을 올린다.) 끓인 물에 오징어와 브

로콜리를 데친 후 초장과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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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사진 레시피

뿌팟

퐁커리

소프트 쉘크랩의 물기를 제거 후 전분가루를

묻힌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170도로

가열한 후 크랩을 2-3분정도 노릇하게 튀겨

낸다.(전분을 넣었을때 3~5초 안에 올라오는

정도) 새팬에 양파, 당근, 샐러리를 볶는다.

양파가 투명해지면 마늘, 후추, 카레가루를 넣

고 볶아준다. 절단꽃게와 크림소스를 넣고 중

약불로 15분정도 끓인다. 달걀과 크래미를 넣

고 섞은 후 1분정도 끓인다.

레몬연어스

테이크

감자 껍질을 벗겨 전자레인지에 1분정도 돌

린 후 식기 전에 버터(1/2)와 생크림을 넣어

으깨어 매쉬를 만든다. 기름을 조금 두른 팬

에 남은 버터를 녹인 후 연어와 아스파라거

스, 마늘을 넣고 노릇하게 구워준다. 접시에

매쉬를 올리고 아스파라거스, 마늘, 레몬, 연

어를 보기 좋게 담고 레몬소스를 곁들인다.

봉골레

냄비에 소금 한큰술을 넣은 후 물을 끓인다.

끓는물에 7분30초간 면을 삶은 후 면을 건져

낸 후 올리브유를 1/2뿌려준다. 마늘을 편썰

기하여 건고추, 파슬리와 함께 오일에 넣고

볶아준다. 야채와 바지락을 넣은 후 센불에

올려 양파가 투명하게 변할 때까지 볶아준다.

파스타면과 치킨스톡,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

어 빠르게 익혀 마무리한다.

단호박

샐러드 +

모닝빵

피클

단호박 샐러드를 해동시킨다. 모닝빵은 반으

로 가른 후 오일을 두르지 않은 팬에 굴려가

며 노릇하게 구워낸다. 모닝빵을 반으로 갈라

단호박 샐러드를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는다.

피클은 하루 전에 해동하여 요리와 곁들인다.

훈제오리

무쌈

쌈무를 전날 해동시킨다. 팬에 오리를 볶은

후 쌈무에 싸서 머스터드에 찍어 먹는다.

녹두 닭죽

삼계탕과 대파를 솥에 넣어 데운다. 데운 녹

두밥을 기호에 맞게 말아준다. 양념소금으로

기호에 맞게 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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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사진 레시피

불고기

낙지 전골

팬에 야채, 불고기 양념낙지를 넣은 후 육수

농축액을 넣고 물 4리터를 넣은 후 끓여준다.

불쭈꾸미

대패

삼겹살

팬에 삼겹살을 넣고 볶다가 삼겹살이 익으면

불쭈꾸미를 넣어 볶아준다. 명이나물과 고추

장아찌를 곁들인다. 삼겹살과 쭈꾸미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밥+신김치+김가루를 넣어 볶

는다.

얼큰

왕만두

전골+우동

사리

물3.5리터에 육수 농축액을 냄비에 부어 섞어

준다. 다대기 2/3정도를 넣고 야채, 고기를 넣

은 후 끓여준다. 야채가 반쯤 익으면 만두를

넣고 끓인다.

왕새우

비프

스테이크

팬에 오일을 두른 후 반으로 가른 미니양배

추와 방울토마토를 넣고 익혀준 후 소금간을

살짝 해준다. 야채를 익힌 팬에 기름을 더 두

르고 중강불에서 고기를 굽는다. 새 팬에 오

일을 두른 후 새우를 안까지 충분히 익힌다.

소스는 전자렌지에 살짝 데우거나 팬에 약불

로 끓여준다. 구워진 스테이크 위에 새우, 양

파절임을 올리고, 소스를 뿌려준 후 마늘칩과

방울토마토를 올려 마무리한다.

로제

스파게티

소금 0.5큰술을 넣은 물이 끓으면 면을 7분

30초간 삶은 후 면을 건져서, 올리브유1/2를

넣고 버무려 준다. 양파, 마늘 꼭지를 제거

후 편으로 썰어준 후 팬에 나머지 올리브유

를 두르고, 마늘, 양파를 넣어 볶다가 해산물,

버섯을 넣어 볶아준다. 소스와 다대기를 넣어

끓이다가 면을 넣어 볶아준다

허니

바게트

버터구이

바게트를 먹기 좋게 자른 후 마른팬에 노릇하

게 굽는다. 다른 팬에 버터, 허니소스 파슬리

를 넣은 후 버터를 녹인 후 구운빵에 바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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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사진 레시피

해물탕

물 2.7리터를 넣은 후 농축육수와 다대기 2/3

를 잘 푼 후, 냉동야채를 넣어 끓여준다. 야

채를 넣은 물이 끓어오르면, 해물을 넣어 끓

인다. 1/3 남은 다대기를 이용해서 기호에 맞

게 간을 한다.

골뱅이

무침과

소면

골뱅이캔 육수에 진미채를 적신다. 골뱅이와

진미채 초절임 야채를 넣고 골뱅이소스와 섞

은 후 참기름 참깨로 마무리 한다. 소면은 끓

는물에 삶아 익힌 후 물로 깨끗이 씻는다.

칠리크랩

동봉된 올리브유를 팬을 두르고 노릇하게 꽃

빵을 구워준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양파

와 샐러리, 꽃게를 볶아준다. 꽃게를 넣고 센

불에서 볶다가 소스를 붓고 10분정도 볶아준

다. 쪽파와 달걀물을 넣어 5분정도 저어가며

끓여준다.

양지쌀국수

냄비에 물을 넣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은 후

물이 끓으면, 쌀국수를 넣어 5분정도 삶은 후

찬물에 헹군다. 4리터의 육수에 농축육수를

넣고 끓인다. 육수 끓인물에 핏물을 닦아낸

차돌 고기와 숙주를 데친다. 그릇에 면, 고기,

숙주를 담은 후 육수를 부어 기호에 맞게 쌀

국수 소스 및 야채와 곁들여 먹는다.

소고기

고추잡채

팬에 고추기름을 부은 후 소고기를 넣어 볶

다가 야채를 볶는다. 고기와 야채가 익으면

소스 2/3를 추가하여 볶는다. 꽃빵을 찜기 또

는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해물

누룽지탕

전날 해동한 후 누룽지탕을 약불로 데운다.

누룽지를 팬에 살짝 데운 후 누룽지탕에 넣

어 끓인다.

백골뱅이

버터볶음

기름을 넉넉히 두른 팬에 마늘을 1분정도 볶

는다. 새송이와 골뱅이를 넣고 볶는다. 새송

이와 마늘이 익을때쯤 고추와 버터를 넣고

중약불에 1분정도 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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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캠프용 부식 관리

- 기지 저장 부식(2019/20 재고)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연어 1 BOX 기지 조리식, 인터락

인터락 김치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황태해장국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순대국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육개장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부대찌게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소고기 무국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오징어국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해물파전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유부초밥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비빔밥 4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마파두부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간장게장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나가사끼 짬뽕 2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순대곱창전골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에그샌드위치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마라전골 3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순대국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해물누룽지탕 2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어복쟁반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마라상궈 2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수육 야식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오리로스 야식 4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팩오리 야식 4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족발 야식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삼겹살 야식 3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곱창 야식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목살 야식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갈비찜 3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닭김치찜 3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코다리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김치찌개 4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닭계장 2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갈비탕 1 EA 기지 조리식, 인터락

닭볶음탕 3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쌀국수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마파두부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나시고랭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동파육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잡채밥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해물파전 1 EA 기지 반조리식, 진공 팩

소고기  20 EA 기지 완제품, 개별 포장

양고기 4 EA 기지 완제품, 개별 포장

연어 3 EA 기지 완제품, 개별 포장

베이컨 10 EA 기지 완제품, 개별 포장

메뉴 사진 레시피

국물 닭발

물을 조금 넣은 팬에 국물 닭발을 넣어 데워

준다. 맨밥에 김가루 참기름 깨를 넣은 주먹

밥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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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저장 부식(아라온 3항차 구매)

분류 품목 수량 단위 총중량(Kg) 비고

소고기 (오븐 구이용) 100 EA 35 350g/PACK

연어 (오븐 구이용) 30

양고기 80 EA 40 500g/PACK

베이컨 3

베이글빵 10 PACK 4 4EA/PACK

토스트용 식빵 Original (700g) 15 EA 10

토스트용 식빵 곡물 (700g) 15 EA 10

냉동 핫도그 150 EA 10

냉동 피자 30 EA 10

구이용 모듬 소시지 10 종류별

오트밀 5 종류별

시리얼 5 종류별

소고기 스테이크용 양념 (액상) 8 EA 2

양고기 양념 (액상) 8 EA 2

소금 4 EA 1

후추 4 EA 1

스테이크용 양념 (분말) 2 EA 2

믹스 견과류 10 EA 10 종류별로 믹스 된 제품(플라스틱 통)

치즈 10 Camembert Etc 종류별

슬라이스 치즈 4

버터 4 EA 6

마가린 4 EA 6

Oyster Bay Pinot Noir 30 EA 22.5 6EA/BOX

Oyster Bay Sauvignon Blanc 18 EA 13.5 6EA/BOX

팩와인 20 EA 60 3Ltr/PACK

콜라 36 병 54 1.5L (오리지널)

환타 36 병 54 1.5L 종류별

사이다 36 병 54 1.5L

봉지스넥 류 6 150g * 40 종류별

크레커 류 4 100g * 40 종류별

쵸코바 류 5 50g * 100 종류별

사탕류 류 5 모듬 종류별

전지분유 4 봉 4

핫쵸코 가루 4 봉 4

요거트 가루 4 봉 4

과일 주스 가루 (오렌지,사과,파인 등) 6 봉 6 종류별

비누 20 EA 5

치약 40 EA 6

커피
Hummingbird Nectar Plunger Grind Plunger

Certified Organic 500g
30 EA 15 커피 메이커 및 상세 이름 확인 必

538합계

냉동

Dry

- Test용 부식(110 데포 보관)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카레밥 건조식 3 EA 110데포 TEST 용

곤드레밥 건조식 3 EA 110데포 TEST 용

백미 건조식 2 EA 110데포 TEST 용

미역국 건조식 1 EA 110데포 TEST 용

김치찌개 건조식 4 EA 110데포 TEST 용

추어탕 건조식 1 EA 110데포 TEST 용

닭계장 건조식 1 EA 110데포 TEST 용

식빵 현지부식 8 EA 110데포 TEST 용

베이글 현지부식 5 EA 110데포 TEST 용

소시지 현지부식 2 EA 110데포 TEST 용

피자 현지부식 1 EA 110데포 TEST 용

소고기 현지부식 10 Kg 110데포 TEST 용

에그샌드위치 1 EA 110데포 TEST 용

순대곱창전골 1 EA 110데포 TEST 용

주먹밥 3 EA 110데포 TEST 용

나시고랭 3 EA 110데포 TEST 용

곤드레밥 2 EA 110데포 TEST 용

막걸리 5 EA 110데포 TEST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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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 관리 (안전, 캠프)

(1) 장보고 기지 장비 컨테이너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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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라반 백업용 숙소 컨테이너 외부 판넬 작업

<코리안루트 내륙탐사 비상숙소 재정비>

<코리안루트 내륙탐사 안전장비 컨테이너 정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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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프 준비용 컨테이너 장비리스트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비고

오픈드럼 30L 10 EA

후라이팬 대 2 EA 2EA 지질 대여

주전자 대 1 EA 1EA K루트 데포

대 4 EA

소 2 EA

플라스틱 접이식 2 EA

종이변기 2 EA

간이변기 2 EA

발전기 1KW 2 EA

엔진톱 3 EA

날진 1L 18 EA

국밥공기 13 EA

접시 / 대 4 EA

접시 / 소 14 EA

냉면그릇 7 EA

국자 1 EA

숟가락 20 EA

젓가락 40 EA

작은접시, 컵 40 EA

주걱 8 EA

식칼 2 EA

집게 2 EA

가위 1 EA

고무장갑 1 EA

직화오븐 3 EA

냄비 4 EA

찜기 3 EA

코펠세트 5 SET

압력밥솥 3 EA

들통 1 EA K루트 데포 2개 사용, 1개 확인 필요

20kg 5 EA

6kg 7 EA

5.4kg 1 EA

3kg 2 EA

화이트가솔린 10 EA

MSR 버너 2 EA

가스버너 1 EA

가솔린 연료통 12 EA

ZIPPO 연료 1 EA

이소가스 72 EA

핫팩 다수 EA

은박 돗자리 3 EA

뽁뽁이 3 롤

코펠 4 SET

투버너 1 EA 2EA 막영컨테이너, 1개 확인 필요

화장지 16 롤

크린렉스 (소) 13 EA

행주 4 EA

수세미 1 EA

위생장갑 300 짝

피피로프 1 BOX

샘플백 다수 EA

마이비대 1 BOX

물티슈 다수 EA

식기

주방도구

LPG

브루스타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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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사 준비용 컨테이너 장비리스트

위치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비고

작업용 의자 11 EA

탐침봉 2 EA

토치 1 EA

자석테이프 1 EA

대 21 EA

중 7 EA

소 9 EA

스크류 케이스 5개 1조 3 EA

작업장갑 다수 EA

쥬마 좌 7 EA

우 20 EA

고정용 고무 10 EA

캠 1 SET

튜브 하강기 16 EA

8자 하강기 17 EA

그리그리 5 EA

신형 3 EA

구형 3 EA

하켄 11 EA

텐트 조임끈 다수 EA

D형 잠금 56 EA

O형 잠금 14 EA

알 21 EA

퀵 2 EA

바일 4 EA

피켈 11 EA

도르레 13 EA

레드맨 2 EA

스노우바 6 EA

집신 6 조

체인 29 조

보온용 울 2 EA

크람폰 23 조

MSR 버너 2 EA

가스 버너 1 EA

작업등 1 EA

가스 레귤레이터 2 EA

요구조자용 벨트 1 EA

화이트 가솔린 11 EA

MSR 통 11 EA

스덴 휘발유 통 3 EA

지포기름 1 EA

바람박이 2 EA

보조쟈일(30m) 4 동

8mm 다이나믹 60m 2 동

9mm 다이나믹 60m 3 동

9mm 스태틱 200m 4 동 지질팀

10mm 스태틱 200m 2 동

11mm 스태틱 100m 4 동

12mm 스태틱 60m 1 동

12.5mm 스태틱 100m 1 동

6mm 롤 슬링 1 롤 20m

구조용 위치 1 BOX

스틱 15 조

우측

스크류

비너

아이젠

쟈일

정면

피피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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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사 준비용 컨테이너 장비리스트-계속

위치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비고

기저귀 28

하단 13

허리 4

상단 1

풀바디 1

간이들것 1

요구자용 들것 1

줄사다리 3

지질 허리쌕 2

확보줄 21

데이지체인 9

로프 보호대 5

6mm 패츨 15

7mm 칠성 14

코드슬링 17

테이프 슬링 25 빠택 10개 포함

텐트 폴대 수선기 1 조

구급낭 5

크레바스 깊이 측정 자 2

수평계 1

고무망치 6

지질 헤머 3

지질 망치 1

정 2

나무톱 3

큰톱 11

갓다 1

막 1

모 3

플라스틱 4

접이식 3

곡괭이 1

빠루 3

목공용 드릴 4

32 2

10 2

드릴날 1 SET

공구세트 1 SET

노가다 망치 2

오함마 1

얼음 정 1

태양광 2 SET

응급 비상용품 스페어 다수

42 4

43 3

44 4

45 1

47 1

40 3

41 1

43 8

44 1

45 1

보텍스 1 조

좌측

중앙

벨트

프루직 코드

삽

함마드릴

삼중화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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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복 및 막영구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배낭 70L 10 EA 피복 컨테이너 1개 주현태

행거 2  SET 피복 컨테이너

행거 스패어 2 SET 피복 컨테이너

3단 철재 선반 1 SET 피복 컨테이너

침낭 9 EA 피복 컨테이너

침낭 영하 18도 3 EA 피복 컨테이너

우모 상/하의 M M 15 SET 피복 컨테이너

우모 상/하의 L L 2 SET 피복 컨테이너

실내화 9 SET 피복 컨테이너

개인짐 1 EA 피복 컨테이너

조끼 9 EA 피복 컨테이너

작업복 6 EA 피복 컨테이너

90 1 EA 피복 컨테이너

95 2 EA 피복 컨테이너

100 7 EA 피복 컨테이너

105 2 EA 피복 컨테이너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스키 SET 2 SET 막영구 컨테이너

사각 매트리스 12 EA 막영구 컨테이너 한솔 6EA

키친테이블 3 EA 막영구 컨테이너

ODC 텐트 3 EA 막영구 컨테이너

접이식 의자 2 EA 막영구 컨테이너 사각

캠프 수납장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야전침대 7 EA 막영구 컨테이너

大 8 EA 막영구 컨테이너

小 8 EA 막영구 컨테이너

접이식 의자 6 EA 막영구 컨테이너

롤매트리스 4 EA 막영구 컨테이너

빅돔 텐트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신형 폴대 스페어 포함

빅돔 텐트 스패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빅돔 텐트 폴대 스패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1.5W 1 EA 막영구 컨테이너

3.0W 2 EA 막영구 컨테이너

투버너 3 EA 막영구 컨테이너

대나무팩 다수 EA 막영구 컨테이너

썰매 2 EA 막영구 컨테이너

방한화 구형 다수 EA 막영구 컨테이너

폴라텐트 2 EA 막영구 컨테이너

폴라텐트 그라운드시트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오토바이 헬멧 7 EA 막영구 컨테이너 새것 4개

전동드릴 18V 2 EA 막영구 컨테이너 K루트 크래바스 탐지용

코박스 2 조 막영구 컨테이너

960 상부 투도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1200 상부 원도어 2 SET 막영구 컨테이너

응급구조키드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카라반 실내화 3 EA 막영구 컨테이너

오븐거치대세트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텐트슈즈 6 SET 막영구 컨테이너

팬히터 1 EA 막영구 컨테이너

물통 40 EA 막영구 컨테이너 짬통 2개 포함

대나무 폴 200 EA 막영구 컨테이너

대나무 폴 노끈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원피스

에어매트리스

라디에이터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배낭 70L 10 EA 피복 컨테이너 1개 주현태

행거 2  SET 피복 컨테이너

행거 스패어 2 SET 피복 컨테이너

3단 철재 선반 1 SET 피복 컨테이너

침낭 9 EA 피복 컨테이너

침낭 영하 18도 3 EA 피복 컨테이너

우모 상/하의 M M 15 SET 피복 컨테이너

우모 상/하의 L L 2 SET 피복 컨테이너

실내화 9 SET 피복 컨테이너

개인짐 1 EA 피복 컨테이너

조끼 9 EA 피복 컨테이너

작업복 6 EA 피복 컨테이너

90 1 EA 피복 컨테이너

95 2 EA 피복 컨테이너

100 7 EA 피복 컨테이너

105 2 EA 피복 컨테이너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보관위치 비고

스키 SET 2 SET 막영구 컨테이너

사각 매트리스 12 EA 막영구 컨테이너 한솔 6EA

키친테이블 3 EA 막영구 컨테이너

ODC 텐트 3 EA 막영구 컨테이너

접이식 의자 2 EA 막영구 컨테이너 사각

캠프 수납장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야전침대 7 EA 막영구 컨테이너

大 8 EA 막영구 컨테이너

小 8 EA 막영구 컨테이너

접이식 의자 6 EA 막영구 컨테이너

롤매트리스 4 EA 막영구 컨테이너

빅돔 텐트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신형 폴대 스페어 포함

빅돔 텐트 스패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빅돔 텐트 폴대 스패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1.5W 1 EA 막영구 컨테이너

3.0W 2 EA 막영구 컨테이너

투버너 3 EA 막영구 컨테이너

대나무팩 다수 EA 막영구 컨테이너

썰매 2 EA 막영구 컨테이너

방한화 구형 다수 EA 막영구 컨테이너

폴라텐트 2 EA 막영구 컨테이너

폴라텐트 그라운드시트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오토바이 헬멧 7 EA 막영구 컨테이너 새것 4개

전동드릴 18V 2 EA 막영구 컨테이너 K루트 크래바스 탐지용

코박스 2 조 막영구 컨테이너

960 상부 투도어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1200 상부 원도어 2 SET 막영구 컨테이너

응급구조키드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카라반 실내화 3 EA 막영구 컨테이너

오븐거치대세트 1 SET 막영구 컨테이너

텐트슈즈 6 SET 막영구 컨테이너

팬히터 1 EA 막영구 컨테이너

물통 40 EA 막영구 컨테이너 짬통 2개 포함

대나무 폴 200 EA 막영구 컨테이너

대나무 폴 노끈 1 EA 막영구 컨테이너

원피스

에어매트리스

라디에이터

(6) 90캠프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비고

코인티슈 300개 8 BOX

물티슈 26 EA

키친타올 68 EA

키친봉지 1 BOX

설거지 세트 1 EA

화장지 72 EA

지퍼백 3 BOX

사다리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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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0캠프

품명 사양 수량 단위 비고

청통 10 EA

소박스 20 EA 식자재 컨테이너

화장실 1 SET 1동 내피없음

빅돔 1 EA

레드폴 100 EA

플라스틱 삽 4 EA

모삽 2 EA

청통 4 EA

곡괭이 1 EA

들것 1 EA

로프 200*13 1 EA

썰매 2 EA

휴지 2 SET

키친타올 1 SET

오토바이 헬맷 2 EA

함마 1 EA

코인티슈 300개 8 BOX

물티슈 26 EA

키친타올 68 EA

키친봉지 1 BOX

설거지 세트 1 EA

화장지 72 EA

지퍼백 3 BOX

사다리 2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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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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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물리탐사(GPR 탐사)

- 레이더 탐사를 통해 빙하 내부의 구조, 크레바스, 만년설선, 빙하 내부의 수로 및 빙하의

유동 등 자료 획득 가능

- 눈에 보이지 않는 히든 크레바스(hidden crevasse)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정밀한

육상 GPR 탐사를 통해 크레바스를 탐지하여 안전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레이더 파는 지하 구성 물질(암석, 눈, 얼음, 공기) 상태에 따라 유전율 차이로 인해 반사파

생성. 반사파 신호에 따른 기반암 깊이 및 크레바스 탐지

<GPR 탐사 신호의 반사된 회절파 원리>

가. 2017/18 시즌 난센 빙하지역 육상 GPR 탐사

○ 일시: 2017년 11월 01일∼2017년 11월 07일

○ 장소: 난센 빙하 지역(74° 43' 24.97"S, 163° 41' 13.67"E)

○ 탐사 방법: 설상차에 장착한 250MHz GPR탐사 수행

○ 탐사 목적: 브라우닝 패스지역 빙하 흐름에 따른 크레바스 추적 관찰

○ 탐사 방법: 설상차 전면부에 연결대를 사용하여 250MHz GPR 안테나 장착. 설상차 주행시

표면 굴곡에 의한 충격이 GPR 수신 장비에 전달되어 자료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격 흡수용 에어튜브를 GPR 안테나 크기에 맞게 제작하여 에어튜브 안에 안테나를

장착. 설상차가 주행할 때 표면 굴곡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에어튜브가 대부분 흡수하여

GPR 자료 품질 향상

<빙하 지역에서 설상차를 이용한 GPR 탐사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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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GPR 탐사용 에어튜브 제작 설계도>

<코리안루트 탐사용 설상차에 GPR 장비를 장착한 모습(에어튜브 안에 GPR 안테나를 장착)>

○ 탐사 결과: GPR 단면도에 나타난 크레바스 분석 및 빙하 흐름에 따른 크레바스 탐지. 총

10km 구간에서 45개의 크레바스 탐지, 크레바스의 폭은 1∼11m 정도로 다양함

<크레바스 예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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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8/19시즌 브라우닝 패스 육상 GPR 탐사

○ 일시: 2018년 10월 30일∼2018년 11월 06일

○ 장소: 브라우닝 패스 지역(74°42'30.32"S, 163°43'21.58"E–74°46'08.41"S, 163°41'39.55"E)

○ 탐사 목적: 브라우닝 패스지역 빙하 흐름에 따른 크레바스 추적 관찰 및 추가 루트 확보.

추가 루트를 확보하여 비상시 또는 왕복 트랙이 가능하도록 함

○ 탐사 방법: 2017/18시즌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상차에 250MHz GPR 안테나를 장착하여

탐사수행

<2018/19시즌 코리안 루트 GPR 탐사 수행 작업>

JBS JBS

추가 탐색 루트

<2018/19 시즌 브라우닝 패스 지역(직선 10km) 탐사 결과 및 추가 탐색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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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결과: 총 10km 구간에서 45개의 크레바스 탐지. 크레바스의 폭은 1∼11m 정도로 다

양하며 2018년 브라우닝 패스 지역에 많은 강설량으로 인해 snow bridge가 두꺼운 편임.

추가 루트 구간으로 탐사를 수행하여 진행방향의 수직으로 발달된 크레바스의 방향 및

크기 추정. 빙하 흐름(약 50m/년, Rignot et al., 2011)에 따른 2017/18시즌 탐지된 크레바

스와 비교

- GPR 단면도에 나타난 크레바스 분석

<2017/18 시즌 크레바스 탐사결과(45개) 와 2018/19 시즌 크레바스 탐사결과(45개) 비교 및 이동 경로>

<2018/19 시즌 육상 레이더 크레바스 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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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bridge: 약 3.3m

크레바스 폭: 약 4.5m

크레바스 깊이: 약 17m

크레바스 위치: -74°42'40.06", 163°42'51.04"

Snow bridge: 약 4m

크레바스 폭: 약 1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41.20", 163°42'42.60“

Snow bridge: 약 6.5-8m

크레바스 폭: 약 3.3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42.07", 163°42'39.03"

Snow bridge: 약 4m

크레바스 폭: 약 1m

크레바스 깊이: 약 40m

크레바스 위치: -74°42'46.36", 163°42'27.69“

Snow bridge: 약 6m

크레바스 폭: 약 1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47.62", 163°4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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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bridge: 약 4m

크레바스 폭: 약 2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49.70", 163°42'17.69"

Snow bridge: 약 4m

크레바스 폭: 약 2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51.53", 163°42'13.78"

Snow bridge: 약 2.8m

크레바스 폭: 최대 1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54.66“

크레바스 위치: 163°42'7.39"

Snow bridge: 약 3.2-5m

크레바스 폭: 약 5.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2'56.92“

크레바스 위치: -163°42'3.08“

Snow bridge: 약 6.2m

크레바스 폭: 약 5.5m

크레바스 깊이: 약 30m

크레바스 위치: -74°42'58.54“

크레바스 위치: 163°4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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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bridge: 약 6m

크레바스 폭: 약 4.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32", 163°41'54.09"

Snow bridge: 약 2.3-8m

크레바스 폭: 약 10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3.09", 163°41'50.91"

Snow bridge: 약 5.8m

크레바스 폭: 약 3.8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6.24", 163°41'44.91"

Snow bridge: 약 5m

크레바스 폭: 약 1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6.82", 163°41'43.73"

Snow bridge: 약 6m

크레바스 폭: 약 3.8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7.56", 163°4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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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bridge: 약 2.8m

크레바스 폭: 약 3.5m

크레바스 깊이: 약 10m

크레바스 위치: -74°43'10.52“

크레바스 위치: 163°41'36.54"

Snow bridge: 약 2.8m

크레바스 폭: 약 2.3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0.93“

크레바스 위치: 163°41'35.43"

Snow bridge: 약 8m

크레바스 폭: 약 2.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1.44“

크레바스 위치: 163°41'33.12"

Snow bridge: 약 3.7m

크레바스 폭: 약 2.3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1.86“

크레바스 위치: 163°41'31.24"

Snow bridge: 약 4.6m

크레바스 폭: 약 2.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2.19“

크레바스 위치: 163°41'29.38"

Snow bridge: 약 4.2m

크레바스 폭: 약 1.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2.99“

크레바스 위치: 163°41'25.30"

Snow bridge: 약 4.3m

크레바스 폭: 약 4.8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3.71", 163°41'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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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bridge: 약 4.3m

크레바스 폭: 약 6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5.76", 163°41'16.91"

Snow bridge: 약 3.5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18.27", 163°41'15.10“

Snow bridge : 약 3.4m

크레바스 폭 : 약 4.5m

크레바스 깊이 : 약 20m

크레바스 위치 : -74°43'19.28", 163°41'14.02"

Snow bridge: 약 2.5m

크레바스 폭: 최대 11.4m

크레바스 깊이: 약 20m

크레바스 위치: -74°43'21.27", 63°41'11.85"

Snow bridge: 약 4m

크레바스 폭: 약 10m

크레바스 위치: -74°43'22.72", 163°4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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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20 시즌 무인장비를 활용한 육상 GPR 탐사

○ 일시: 2019년 11월 01일∼2019년 11월 10일

○ 장소: 브라우닝 패스 지역(74°42'30.32"S, 163°43'21.58"E–74°46'08.41"S, 163°41'39.55"E)

○ 탐사 목적: 17/18시즌, 18/19시즌에서 사용하던 설상차에 장착하여 크레바스 탐지를 실시 할

경우 설상차의 이동 속도(5km/h)를 고려하면 크레바스가 확인 되고 1∼2초(7m 이내)이내

설상차가 크레바스에 도달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을 고려하여 원격 조정 소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크레바스 탐지를 실시

○ 탐사 방법: 무인장비(원격 조정 소형자동차)에 장착한 250MHz GPR탐사 수행

- 국내 UGV (Unmanned Ground Vehicle) 사전 점검 및 남극 현장 UGV를 이용한 위험

구간 육상 GPR 탐사 실시

○ 탐사 결과: 총 10km 구간에서 폭 1∼10m의 히든크레바스 40 여개 이상 탐지. 기존 설상차를

이용한 방법 대비 표면 굴곡에 의해 자료에 잡음이 가해짐. 원격 조정 소형 자동차가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 방향을 잃어 일부 구간 수동 조작을 하였음.

<국내 UGV 주행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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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브라우닝 패스 지역에서 UGV와 GPR 안테나 체결 모습>

<지정된 루트를 향해 자율 주행 중인 UGV>

- 빙하 단면 GPR 탐사 자료를 통해 크레바스 위험도 분석

<2019/20 시즌 육상 GPR 탐사 결과 중 위험도 높은 크레바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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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영향평가

가. 빙저호 시추를 위한 CEE 사전 준비

- 열수시추 및 빙저호 탐사를 위한 ‘마스터 플랜’에 맞춘 연도별 CEE 계획 수립

- CEE를 위한 기초 자료 획득 항목 선정 및 2017/18, 2018/19 현장 조사 시 확보 필요 자료

항목 세부 항목

시추

후보

호수의

baseline

condition

지구물리

탐사

- 위치

- 지구물리 조사를 통한 활용 가능한 자료(현지 조사자료, 기존

자료(해당시)), 획득 방법, 자료의 종류, 참고문헌 등

- 호수를 덮고 있는 빙상 표면에 대한 자료

- 호수 바닥의 topography

- 호수를 덮고 있는 빙하 층상구조

- 호수 깊이, 수량

- 기저면 퇴적물 정보(두께 등)

- 호수물의 순환, 호수의 수문학적 정보(수계 구조 등)

- 빙하의 흐름 (GPS stations 등 활용)

시추빙하와

눈시료

- 빙하코어 자료(chemistry data, 두께에 따른 연대예측 등)

- 호수 위 눈시료의 화학 자료(호수물의 생지화학적 특성 예측

자료로 활용됨, 빙하 두께로부터 호수 폐쇄시기 예측 등, 영

국의 Ellswarth Lake의 경우 20 m core 3개 분석, Barrett et

al., 2009)

- 빙하코어의 미생물 조성

- 눈시료의 미생물 조성

기상 자료

- 기상 조건(기온, 강설, 풍향, 풍속 등 1년 자료, 적어도 시추

활동 시기의 자료)

- 참고 가능한 주변 AWS 자료

- 연평균 적설량(빙하팀)

기타

조사자료

- 주변에 가까운 누나탁이 있는 경우 동식물상 조사자료

- 주변에 타국의 연구활동지역(장비설치, traverse route 등)

- 호주 접근 지역에 대한 요약

- 시추 및 탐사에 적용될 기술들

- 열수 시추 기술

- 장비 개발

- Probe과 Probe mounted corer에 대한 설명

- Topside 장비들과 퇴적물 코어장비

- 샘플링 전략

- 현장 분석과 실험실 분석 방안

- 미생물학 및 생물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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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빙저호 시추 마스터 플랜에 맞춘 CEE의 국내외 절차

- 2019년 상반기, 2018/19시즌까지의 자료 분석과 동시에 국문 CEE 초안 작성 착수

- 2019/20 하계 시즌, CEE 작성 중 보완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추가 확보

- 2020년 7월, 국문 CEE 초안 작성 완료 및 영문 초안 작성

- 국문 초안 외교부 제출로 국내 절차 수행

- 환경부 ‘남극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평가서 심의

- 검토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1월~12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평가서 공개

- 2020년 12월, 영문 CEE 초안 작성완료

- 2021년 1월(44차 ATCM 개최 최소 120일전) CEP 및 남극조약사무국에 영문 초안 제출

- 44차 ATCM 45일전 영문 CEE 초안을 포함한 문서(Working Paper) 제출 및 필요시

CEP의 회기간협의체(ICG)에서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 및 수정사항을 담은 문서

(Information paper)를 회의 30일전 제출

- CEP (24차) 심의 및 ATCM (44차) 동의 획득

- 회의시 제안된 추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final CEE 작성 및 2021/22 시즌 활동 최소 60일전

최종 CEE의 남극조약사무국 제출

항목 세부 항목

시추

후보

호수의

baseline

condition

기타

조사자료

- 유기 지화학적 분석 및 Hydrochemistry

- 퇴적학 및 palaeo-analysis

- 현장과 실험실 자료의 통합 방안 등

- 탐사 캠프와 로지스틱 계획

- 캠프의 전반적인 규모와 위치 등

- 인력 규모와 구성 (역할별 구분)

- 전력 공급 방안 및 예상되는 연료 소모량 등

- 운영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 물 공급

- 통신

- 장비와 인력 수송 및 철수 방안

- 폐기물 발생 및 관리

- 비상 계획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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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토 절차 및 남극조약시스템의 CEE 검토 절차>

다. 현장 기초자료 획득 및 분석

(1) 지구 물리조사 자료 및 호수의 위치 추정

- 인공위성(Cryosat-2)의 고도 변화자료 및 IPR탐사 자료에 따른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

(75°24'21.73"S, 160°28'15.30"E)을 빙저호 존재 가능지역으로 선정

<2018/19 시즌 항공 레이더 탐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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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sat-2 위성탐사를 통한 D2 빙저호 시추후보지의 2013∼2017년 동안의 고도

변화자료(좌, Lee et al., 2016)와 2018/19 시즌 IPR 탐사자료(우)로 추정한 빙저 지형>

- 탄성파 탐사를 통한 빙저호 수괴 특성조사 수행

· 호수물 깊이와 지형 결정

· 호수 윤곽과 그 유역의 지형(지도 작성 자료)

· 호수 전반의 얼음 유동 관련 상세정보(지도 작성)

· 얼음과 물(ice-water), 물과 기반암(water-bed) 접점의 특성

· 호수 바닥의 퇴적물 두께 산정

· 상부를 덮은 빙상 내 빙하층의 기하학적 구조 등

(2) 호수물의 지화학적 조성 및 적설량 예측을 위한 빙하코어와 표면 눈시료 채취

- 핸드오거를 이용하여 10m 주상 눈시료 채취

- D2 지역에서 8m급 천부 빙하코어시료 1개 채집

- 표면 눈시료 채취(6개 지역)

- 눈시료 및 빙하코어의 화학 성분(Ca2+, Mg2+, Na+, K+, SO4442-, HCO3-, H+, NH4+ 및 NO3-)

분석 중

(3) 남극 표층 빙설시료의 물 안정 동위원소 분석

- 남극에서 표층 눈 시료는 빙하연구에 필수적이며, 눈 시료의 화학적, 동위원소적인 특징을

이해함으로서 이를 빙하연구에 확대하여 적용 가능

- 빙설시료의 물 안정동위원소 비는 깊이별 연대를 추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온도 및

다양한 남극환경의 지표(proxy)로 활용. 남극내륙탐사과정에서 지역별, 고도별 빙설시료

분석을 통해 대기환경 특성 파악

- 코리안루트 상 35개 지점에서 빙설시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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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빙설시료 채집> <코리안루트상빙설시료채집지점>

<표층 눈 시료 샘플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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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35개의 눈 시료를 상온에서 녹인 후, 샘플 별 0.45μm pore filter를 이용하여 필터링

한 뒤 레이저 분광기기(cavity ring-down spectroscope, L2140i, Picarro)를 이용하여 물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

- 표층 눈 시료 안정 동위원소 분석 결과, δ18O와 δD는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눈 시료의 안정 동위원소 조성이 감소하는 특징이 나타남

- 고도와의 상관관계의 경우, 남극 전지역의 표층 눈 시료(n=561)의 δD-Altitude의 기울기인

0.057 (V. Masson-Delmotte et al., 2008)과 비슷한 기울기 값을 가지는 것을 보아 현 연구의

결과가 남극 전체의 고도 효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 표층 눈 시료의 동위원소 조성의 시, 공간적인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다년간의 빙설시료

분석이 요구됨.

- 기상학적인 요인(온도, 습도, 해빙 등)도 물 동위원소 조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WS를 이용한 기상자료와의 비교연구 수행 필요

<레이저분광기와 코리안루트 경위도&고도와 표층 빙설시료의 물 안정 동위원소 비 비교>

(4) 남극 표층 눈 시료 미생물 군집 분석

- 10개의 눈 시료를 클린벤치 내에서 녹인 후, 각 시료 별로 약 1L의 시료를 0.2μm 크기

공극의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한 후 D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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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군집 분석 과정>

- DNA 시료의 농도분석 결과, 매우 낮은 농도값을 보여 빙설 시료 내에 생물량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

- 세균과 진핵생물의 마커 유전자들(세균 16S rRNA gene, 진핵생물 18S rRNA gene)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10개의 시료 중 2개의 시료(3-1, 3-2)에서만 세균 염기서열

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됨

<DNA 농도 측정 및 염기서열 분석 결과>

- 염기서열 데이터 분석 결과 Bacteroidetes 및 Firmicutes 문(phylum)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Bacteroidetes 의 하위 분류군에서는 Prevotellaceae 과(family)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Firmicutes 의 하위 분류군에서는 Streptococcaceae 및 Veillonellaceae 과가

높은 비율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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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빙설시료의 세균 군집 구성>

(5) 미생물 분리 배양 분석

- 표층 빙설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분리 배양을 위해 4종류의 배지(0.1xR2B, 0.01xR2B,

0.01xTSB, 0.001xTSB)에 용융시료를 접종하고 4℃에서 저온배양 실시

<미생물 저온 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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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경과 후, 눈 시료 중 5-1 시료를 접종한 4종류의 배지에서 비슷한 모양과 색을 나타내는

8개의 미생물 배양체 확인. 이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16S rRNA 유전자 전체

서열에 대해 염기서열 분석 수행

- 염기서열 분석 결과, 8개의 배양체는 모두 동일한 세균 종(Sphingomonas echinoides)으로

판명. 일반적으로 Sphingomonas 속에 속하는 미생물은 막대모양을 나타내며 polycyclic

hydrocarbons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고 해양 및 육상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됨

<8개 배양체의 16S rRNA gene 염기서열 및 분류학적 분석 결과>

- Sphingomonas echinoides와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미생물이 최근 남극의 암석 환경에서

발견되어 보고된 바 있음(Sphingomonas sp. strain AntH11; Gunnigle et al., 2015). 이와

관련하여 분석된 8개 배양체와 염기서열 유사도가 높은 미생물의 16S rRNA 유전자 서열을

Genbank에서 내려 받아 계통수 분석 실시

<미생물 배양체 계통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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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생물 배양체의 전장 유전체(whole genome) 분석

- 분리 배양된 Sphingomonas sp. strain 의 genomic DNA를 추출하고 PacBio Sequencing을

위한 QC 진행

- QC 후, PacBio Sequencing을 통해 획득된 조각 유전자 서열을 Assembly–Polishing–

Gene prediction–Gene annotation 과정을 거쳐 3개의 Circular contig 획득

<추출된 genomic DNA의 QC결과>

<De novo Assembly 과정을 통해 구축된 Sphingomonas sp. strain의 Circular genomes>

- Sphingomonas sp. strain의 Circular genome에서 단백질로 발현되는 기능 유전자(CDS)의

수를 예측한 결과, Contig_1에서는 3,952개, Contig_2에서는 171개, Contig_3에서는 125개가

확인됨. 이들 유전자의 세포내 기능 분류를 위해 GO category를 이용해 분석 실시

- Sphingomonas sp. strain의 기능 유전자(CDS)는 상위 카테고리 3개 (Biological process,

Cellular component, Molecular function)에서 각각 metabolic process, cell part, catalytic

activity에 속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가장 많음. 세부적인 물질대사 메커니즘 및 남극에서

분리된 다른 Sphingomonas sp. strain과의 기능 유전자 비교 등의 추가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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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Ontolog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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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Ontology table>-계속

라. 코리안루트 탐사 초기환경영향평가서(IEE) 작성 및 제출

- 2016/17시즌까지 취합된 현장자료를 중심으로 빙저호 시추후보지까지의 코리안루트 탐사

활동과 관련된 활동의 성격 분석

- 빙저호 시추후보지 지구물리 탐사 활동 분석 및 환경영향 평가

- 사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 저감 방안 수립 및 IEE 항목 작성

-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수준 확정, 초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외교부 제출(2017.8.24.)

<빙저호 시추후보지 탐사 및 시추 사전준비를 위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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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 ‘남극 내륙 코리안루트 개척과 빙저호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탄성파 탐사’를 위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100km 구간 코리안루트 탐사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 빙저호 시추후보지에서의 탄성파 탐사 및 기초 자료 획득을 위한 시료 채취관련 환경영

향평가

- 제안된 활동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유출 및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활동의 규모가 대규모 트래버스나 탐사활

동에 비해 크지 않고 기간이 짧아 그 영향은 사소하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측

- 활동 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저감방안의 이행으로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할 예정

- 2019/20 남극활동계획서와 함께 외교부 제출 완료

<외교부 제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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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환경영향평가 중점항목 선정 및 사전 평가

- 예측된 환경 영향 요소들이 남극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와 정도 도출

- 환경영향의 범위, 가능성, 지속기간, 강도, 중요도와 저감조치 또는 예방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중점 평가 항목 결정

활동내용
(Actions)

예상되는 환경 영향 요소들

대기오염물질
(먼지포함)

자연경관 소음 연료유출
폐기물 및
오수

빙상 또는
노출 지반에
대한 교란

외래종
유입

운송수단
- 육상
- 항공

X - X X - X X

X - X X - X

에너지공급 X - X X - - -

탐사활동 및
시료 채취

- - X - - X X

시추캠프
설치 및 운영

- X X X X X

연료 저장 - X - X - X -

<남극내륙탐사활동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 요소들(2018년 도출)>

환경영향
유발요소

자연환경영향의 종류 및 정도

대기
빙저호 고유

동식물상(미생물상)
빙저호
수질

주변 눈 및
빙상

지반 자연경관

대기오염물질 중 - - - - -

폐기물 및
오수

- 소 - 소 - -

소음 - - - - - -

연료 유출 - 소 - 소 소 -

빙상 및
노출지반에
대한 교란

- - - 소 소 소

빙저호 투입
연구 장비로
인한 오염

- 중 소 - - -

외래종 유입 - 중 소 - - 소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한 매트릭스 및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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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후보지 탐사

가. David 빙하 지역 빙저호 분포 조사

○ 조사 기간: 2016년 12월 28일∼2017년 02월 13일

○ 조사 장소: David 빙하 지역(75°18'34.12"S, 156°13'58.34"E 반경 70km)

○ 조사 목적: David 빙하지역빙저호시추후보지선정을위한 IPR (Ice Penetrating Radar) 조사

○ 조사 방법: 헬리콥터에 장착한 Ice Radar를 이용하여 빙저호 분포 조사

○ 조사 결과

- 기존 빙저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D1, D2 (Smith et al., 2009, Wright et al., 2012)

지역에서 호수 증거 미발견

- 기반암 반사 강도(Bed reflection power, Peters et al., 2007)는 높으나 호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평평한 반사면이 나타나지 않음

- 지형적으로 호수가 하류로 흐르는 채널(channel)로 연결되고, 배수 압력 정점 도달시 물이

해안가로 배수되는 활동적인(Active) 빙저호로 판단됨

<데이비드 빙하 하부 기반암 반사 강도(Bed reflection power)>

- 측선 GL0447a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N1, N2 빙저호 발견

· 평평하고 주변 기반암 반사 강도보다 강한 반사파가 나타남

· 기반암 반사 강도(Bed reflection power)가 최소 2dB 이상 높게 나타남

· 지형 특성상 비활동적인(Non-active) 빙저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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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 GL0447a에서 발견된 새로운 빙저호 N1, N2>

- 표면 및 기반암 DEM 구축

<데이비드 빙하 지역 표면 맵핑(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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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빙하 지역 빙하 하부 기반암 맵핑(mapping)>

나. 항공 IPR 탐사자료 처리 및 분석

○ 기간: 2018년 11월 09일∼2018년 12월 02일

○ 장소: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75°22'10.48"S, 155°27'47.91"E, 반경 20km)

○ 탐사 목적: 빙저호 시추 후보지 위치 확인 및 표면/기반암 지형도 작성

○ 탐사 방법: 헬리콥터에 장착한 60MHz IPR (Ice Penetrating Radar)탐사 수행

<AS-350 헬기에 설치된 IPR 장비>

○ 탐사 결과: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의 IPR 조사를 통해 지표면 지형도 작성, 빙하 하부

기반암 지형도 작성, 빙저호 후보지 위치 확인(75°25'56.84"S, 155°29'0.94"E, 반경 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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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지역 기반암 고도 역산 결과(좌), B측선의 레이더 결과(우)>

<D2 지역 기반암 고도 역산 결과(좌), C측선의 레이더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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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지역 빙저호 시추 후보지 기반암 고도 지형(좌), 빙하 두께(중간), 레이더 반사강도(우)>

다. 인공위성 자료 조사

○ 조사 지역: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75°24'21.73"S, 160°28'15.30"E, 반경 200km)

○ 조사 목적: 빙저호 시추 후보 지역에 대한 지표면 변화를 관측하여 빙저호 유무 판단

○ 조사 방법: 2011년부터 2018년까지 CryoSat-2 인공위성 자료 수집

○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에서 빙저호 수위 상승에

따른 지표면 고도 상승 변화가 관측됨(7년간 지표면 최대 약 25m 내외 상승)

<2011∼2018년 사이의 표면 고도 변화 관측 결과(Lee et al., 2016)>

라. D2 빙저호 시추후지 탄성파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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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기간: 2019년 11월 24일∼2019년 12월 07일

○ 탐사 장소: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75°22'10.48"S, 155°27'47.91"E, 반경 10km)

○ 탐사 목적: 빙저호 시추 후보지 위치 확인, 빙저호 존재 유무 및 수괴 규모 파악

○ 탐사 방법: 유선 케이블, 폭약(PETN)을 이용한 육상 탄성파 탐사

- 기상, 현장 상황 등에 따라 탐사 계획 및 지역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기본 계획(Plan A)과

대책 방안 계획(Plan B, C)으로 구성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탐사 탐사계획(Plan A∼C)>

<폭약(PETN) 설치 위치 표시 작업–가로 측선(X) 19개, 세로측선(Y)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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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1회 실시 후 유선 케이블 이동 및 다음 송신 지점 개요>

<탄성파 탐사 1개 측선에 대한 탐사 개요>

Line X (7 km) Line Y (4.5 km)

수신기 간격 15 m 15 m

중첩 수 1 1

송신 간격 360 m 360m

이동 횟수 18 11

최소 필요 송신 수 19 12

<육상 탄성파 탐사 측선에 따라 최소 필요한 송신 횟수>

- 2019/20 시즌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육상탄성파 탐사 수행 내용

<탄성파 케이블 펼침 작업> <수신기 이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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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결과: 2018/19시즌 데이비드 빙저호(D2) 지역의 IPR 조사를 통해 얻은 기반암

지형도를 바탕으로 빙저호 후보지 위치 확인(75°25'9.89"S, 155°27'31.91"E, 반경 2km내) 및

빙저호 존재 확인. 빙저호의 수괴 규모 파악을 위해 탄성파 자료 처리 중

- X 측선에서 19번의 송신으로 총 7km 자료 획득

- Y 측선에서 12번의 송신으로 총 4.5km 자료 획득

- Y 측선에서 AVO (Amplitude variation with offest) 분석을 위해 빙저호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원거리(far offset) 자료 획득

<수신기 매설 및 연결 작업> <뇌관 연결 작업>

<뇌관 송신 버튼> <현장 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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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획득 측선>

- 초동(직접파, 굴절파)으로 적설(Firn)과 얼음(Ice)에서의 탄성파(P파) 속도 계산

· 적설(Firn)의 P파 속도: 약 2,700 m/s

· 상부 얼음(Ice)의 P파 속도: 약 3,650 m/s

<탄성파 탐사 결과 단면도>

- 빙하와 물의 경계면

· 빙하와 물의 밀도, 속도 차이에 따른 P파 반사파가 뚜렷히 도출됨.

· 경계면에서의 반사파가 도출된 후 25m/s 뒤에 고스트 효과가 나타남

· 원시 자료에서 주시 시간으로만 계산하였을 때 빙저호의 깊이 약 8m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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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물의 경계면

<탄성파 탐사 결과 단면도–빙저호 존재 확인>

<탄성파 탐사 결과 단면도–고스트 효과>

마. 2019/20시즌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탄성파 탐사 대비 장비 운용 및 폭약 취급 자격 획득

(1)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공동 제작 열수시추기 테스트 및 운용 교육

○ 기간: 2019년 09월 23일∼2019년 09월 25일(3일)

○ 장소: 뉴질랜드 더니든 오타고 대학 및 현지 제작사

○ 참석인원: 이강현, 곽호제, 주현태

○ 교육내용

-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탄성파 탐사팀의 2018/19시즌 남극 프리슬리 빙하 탄성파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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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제작 천부 열수시추기 운용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장비 기본 제원, 주요 구성부의 역할, 연결, 분해, 시스템 내 유체의 흐름

· 발전기, 보일러, 고압조절 밸브 등 주요 구성부의 운전 및 컨트롤 방법

· 내륙 고원지대에서 시스템 내 수분의 동결 방지를 위한 부동액 충전 원리 및 방법

· 시스템 워밍업 및 부동액-열수 치환·순환 방법

· 남극 환경에서의 눈을 활용한 열수 생산 및 용융수 온도 유지, 히팅 방법

· 열수 시추 전, 후 장비 사용 프로토콜 및 열수시추 시뮬레이션

· 활용 시간에 따른 장비 점검 및 스페어 키트를 활용한 장비 유지·보수 방법

<이론 교육> <장비 구성 및 주요부 연결 교육>

<본체 운용 교육> <장비 사용 전, 후 부동액 충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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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 탐사용 인공에너지원(폭약) 취급·관리 자격 과정 이수 및 현지 탄성파 탐사 훈련

○ 일시

- 1차: 2018년 09월 17일∼2018년 09월 29일(13일간)

- 2차: 2019년 09월 26일∼2019년 10월 02일(7일간)

○ 장소

- 이론 교육: 뉴질랜드 더니든 오타고 대학교

- 실습 교육: 1차 뉴질랜드 더니든 와타로아, 2차 뉴질랜드 더니든 미들워치

○ 화약류 이론 교육 내용: 2019/20 시즌 빙저호 유무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탄성파 탐사에서

필요한 송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화약(PETN Booster)과 뇌관(detonator) 사용 이론 교육

훈련 실시(ICS사 대표 Rob Storrie, Global Seismic Solution 사의 교육 담당자 Nathan

Cotter 주관)

- Class 분류 번호 1–9, A-S의 정의

· PENT은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Class 1.1D, 뇌관은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Class 1.4S

<시스템 예열 교육(열수 및 부동액 순환 교육)> <열수 생산 교육>

<랜서, 노즐 연결 및 고압분사 교육> <장비 유지 관리(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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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산화성 물질

독물

방사선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물질

<위험물 Class 분류 체계>

- 뇌관(Detonator) 사용시 주의점

· 주변 화기 엄금. 발화점 120℃이므로 화재 또는 불꽃에 의한 폭발

· 정전기 주의. 정전기로 인해 뇌관 폭발 사례 있음

· 충격/마찰 주의. 예) 화약류 차량 적재 시 차량 간의 충돌 주의, 망치로 가격 금지

· 고출력 라디오 사용 주의. 고출력 라디오의 경우 뇌관 회로에 전류를 발생시켜 폭발 가능

· 충격 전파 속도가 빠른 물질일수록 높은 에너지(충격량)가 전파됨. 예) 철판의 경우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에너지가 높아 철판이 뚫리거나 찢겨짐. 모래, 흙의 경우 전파 속도가

느리므로 에너지가 낮고 대부분 흡수됨

· 시추공에 화약 장전 시 암석 표출 등과 같은 사유로 시추공 사이에 끼임이 발생할 경우

강제로 꺼내거나 밀어 넣을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원거리 발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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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에서 화약 사용시 below out 현상(내부 암석, 흙이 강한 압력으로 표출됨)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대피

· 시추공 내 물이 있을 경우 주변 압력과 기포로 인해 폭발 신호 후 1-2 분 뒤 below out

현상 발생할 수 있음

· 뇌관을 여러 개 동시 사용할 경우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사용 시 어느 뇌관이 불발 되어도

파악이 어려움

<화약, 뇌관 사용 방법, 취급 방법, 위험 특성 교육>

- 화약(PETN Booster), 뇌관(Detonator) 취급 주의점

· 단단한 보관소에 적재. 최소 5∼10mm 이상의 철판으로 구성된 컨테이너 사용(일반 화물용

컨테이너는 3mm 철판)

· 보관소 접지 설치. 번개, 정전기에 의한 사고 방지

· 허가 받은 자 외 절대 취급, 운반, 사용 금지

· 항상 최소 2인으로 중복 검사 및 일지 작성으로 분실 방지

· 컨테이너 내부 소화기 항시 비치

· Class에 해당되는 위험물 표시 스티커 부착. 화약(1.1D), 뇌관(1.4S)

· 오픈된 상자의 경우 남은 수량 확인 후 수량 표시 후 재포장

- 화약(PETN Booster), 뇌관(Detonator)의 수명(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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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에서 소비자까지 운송

· 기지 내 위험물 보관소 저장(항상 입/반출 날짜, 위험물 종류, 양, 관리자, 사용자 기록)

· 위험물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보관소 저장

· 위험물 사용(관리자, 사용자가 취급, 사용하며 안전 관리 및 사용량 기록)

· 폐기/회수: 화약의 경우 유효기간 5년, 뇌관은 2년. 제조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사용. 현장

사용 후 남은 위험물 회수 및 보관소 저장

○ 화약류 사용 실습 내용: 2019/20 시즌 빙저호 유무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탄성파 탐사에서

필요한 송신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화약(PETN Booster)과 뇌관(detonator) 사용 실습 훈련

(뉴질랜드 Otago 대학 Dave Prior 교수, Andrew Gorman 교수, Hamish 기술자, 뉴질랜드

Canterbury 대학 Andrew Stolte 연구원 주관. 09월 28일 – 10월 02일 5일간 실시)

- 현장 임시 탄약고 (Magazine) 설치

· 1m x 1m x 1m 크기의 12mm 철판 컨테이너 설치

· 화약(PETN)과 뇌관(detonator) 분리 보관

· 직사광선으로 폭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철판 컨테이너 환기 시설 열기

· 입고 수량, 이동 경로, 시간 확인 및 관리자 서명

<현장 임시 탄약고 설치>

- 폭발물 설치 및 발파

· 40m 거리 간격 41개 1m 깊이 홀 파내기

· Dave 교수(라이센스 보유자), Andrew 교수(라이센스 보유자), Hamish 기술자(라이센스

보유자)의 지도하에 이강현, 곽호제, 주현태 순으로 화약(PETN)과 뇌관(detonatoer) 체결 후

설치 실습 교육 진행

· 설치된 뇌관 안전 상태(양극 접지 및 도난 방지) 확인



- 261 -

<1m 깊이 발파공 타공 및 화약&뇌관 체결 후 매설>

- 폭발물 사용을 위한 탄성파 탐사 준비

· 지오폰 연결 및 탄성파 케이블 연결

· 12채널 케이블 8세트(96ch, 8m 간격 지오폰) 연결

· 5회 송신 후 roll 실시. 총 5번 roll 진행. 총합 41회 송신

<설치된 뇌관 전선을 트리거 박스에 연결(좌) 후 발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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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취급(사용, 저장) 및 운반 자격증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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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수시추 기술개발

가. 500m급 열수시추기 기술 개발

- 극지연구소에서는 ‘남극대륙 열수시추 기술 확보를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500m급 열수시추

기술을 확보한 바 있으나, 빙붕 열수시추에 대한 연구 수요가 있지 않아 500m급 열수시추기의

제작 보류. 추후 빙붕 열수시추 수요가 있을 때 제작 예정

- 500m급 열수시추기는 기본적으로 발전기, 물탱크, 히터, 윈치, 호스드럼, 시추기 랜서,

펌프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

- 1,000m 급 열수시추기의 경우, 500m 급 열수시추기와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나 각 장비의

용량이 커지며, 플러버 탱크, 펌프, 펌프 컨트롤러, 히터, 호스드럼, 윈치, 시추기의 기본적

요소에 장비를 연결하는 호스와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음

- 시추타워는 호스를 감고 푸는 역할을 하는 호스 드럼과 호스를 당겨주면서 시추기가

지표면에 수직으로 하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스트로 구성

<500미터급 열수시추 개념 설계도(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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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미터급 열수시추 개념 설계도(BAS)>

<호스드릴과 마스트 설계도(BAS, Abl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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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의 작업 흐름

① 발전기와 보일러 준비

20kVA 발전기 2대를 썰매 위에 설치하여 시추에 용이하게 활용가능하며, 시추시스템 전체에

전력 공급. 130kW 보일러 6대, 물탱크에 담겨 있는 물을 급속 가열하여 시추 랜서에 공급

② 물탱크 준비

공기를 주입하여 활용하는 플러버 탱크로

서 약 10,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음

③ 마스트 조립

호스가 지평선에 수직으로 하강할 수

있게 해주는 마스트 조립

④ 연료탱크 준비

보일러와 발전기가 소비하는 다량의 연료

공급을 위한 연료 탱크

⑤ 보일러 배기구 연결

6대의 배기구가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굴뚝형태의 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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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호스–드럼 이동작업

1,000m 길이의 호스를 풀기 위해 호스가

감겨져 있는 드럼을 움직이는 모습

⑦ 마중물 만들기

시추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

스템을 가동하는데 활용

⑧ 열수 만들기

보일러로 가열한 물을 순환시켜 플러버 탱크에

시추하기에충분한양의물을만들고있는모습

⑨ 시추기–마스트 연결

시추기가 시추하기 직전에 매달려 있는 모습

⑩ 열수시추 시스템

보일러 6대, 펌프, 호스 드럼 윈치 제어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추 장비 트렌치

⑪ 열수시추 홀

시추가 완료된 후 깊이 204m, 지름 약

35m의 시추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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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영 빙저호 공동 심부 열수시추 추진

(1) 한–영 연구협력 부속서 체결

- 2017년 6월 영국 BAS를 방문하여 BEAMISH 빙저호 시추 연구진과의 공동 워크샵 개최

- 양 기관의 프로젝트 소개 및 2,000m급 빙저호 공동 열수시추 협의

- 이를 위한 협력약정 부속서 체결

<KOPRI-BAS 협력약정 부속서(위), 6월 공동 워크샵에서의 사진(아래)>

- BAS의 Rutford Ice Stream에서 실시하는 BEAMISH (Bed Access, Monitoring and Ice

Sheet History) 프로젝트 이후 구체적 협력 일정 논의

(2) 1차 한–영 열수시추 공동연구 관련 정례회의

○ 일자: 2018년 04월 26일

○ 장소: 대한민국 극지연구소

○ 참석인원: 이종익, 이강현, 이원상, 이춘기(이상 KOPRI), David Vaughan (BAS)

○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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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의 서남극 BEAMISH 시추 프로그램 소개

- 극지연구소 코리안루트 프로그램 소개

- 2019/20 시즌 서남극 BEAMISH 프로그램 하계 현장연수 시, 극지연구소 연구원 2명 참여 합의

- BEAMISH 프로그램에서사용하고있는구형시추장비에대해극지연구소에서대체품준비협의

<Dr. David Vaughan 극지연구소 방문> <서남극 BEAMISH 열수시추지점>

<BEAMISH 열수 시추기 시스템 개념도>

(3) 2차 한-영 열수시추 공동연구 관련 정례회의

○ 일정: 2019년 04월 22일∼2019년 04월 24일(3일)

○ 장소: 영국 케임브리지 BAS

○ 참석인원

- KOPRI: 김예동, 이종익, 이강현, 전성준, 이원상, 박용철

- BAS: David Vaughan, Keith Nicholls, Andy Smith, Keith Makinson, Paul Anker, Mike D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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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내용

- 2018/19 시즌 서남극 BEAMISH 시추 현장연구 수행 결과 소개

- 2019/20 코리안루트 빙저호 시추 후보지 탄성파 탐사 계획 소개

- 2021/22 한-영-칠레 3국 공동 서남극 열수시추 프로그램 제안

- BEAMISH 프로그램 구형 열수시추장비 노후화에 따른 신규 열수시추 장비 공동개발 협의

<코리언루트 계획 소개> <KOPRI-BAS 열수시추장비 공동 개발 논의>

<BEAMISH 열수 보일러> <BEAMISH 열수 시추기>

<BEAMISH 열수 시추기 파손 현황> <BEAMISH 열수 시추기 부품 노후화>



- 270 -

다. 탄성파 탐사용 천부 열수시추기 국내 개발·제작 및 남극 성능 평가

(1) 용도

- 남극 내륙 약 380km 지점의 온도 조건(영하 30도)에서 열수(뜨거운 물)를 사용해 지름

약 10cm의 홀을 30m까지 뚫을 수 있는 장비

- 시추한 홀의 말단부에 인공발파원(폭약)을 매설하여 인공 지진파를 발생시켜 빙하 하부

구조를 연구하는데 사용

- 난센 썰매(폭 60cm, 길이 3.96, 최대 무게 500kg) 2대를 연결해 적재하여 이동하며 시추할 수

있도록 설계

- 2017년도에 제작 및 테스트 완료 후, 2018년도에 장보고기지로 보급, 2018/19시즌에 현장

테스트를 완료

(2) 장비 제원 및 사양

- 시스템 크기(무게): 1300*2500*1500 mm (약 500kg)

(가) 펌프&보일러 유닛(-30℃ 기준)

- 토출 압력: 10∼240bar, 3500psi

- 최대 허용 압력: 270bar, 3900psi

- 유량: 5GPM(약 19리터/분)

- 유량 조절 컨트롤러&매니폴더

- 보일러 전원: 220V(60=Hz, Altermator 220V 생성 발전기 보일러 전원용)

- 보일러 탱크: STS 155리터

- 프리셋 안전 릴리프 밸브

- 발전기용 연료(가솔린)탱크 1개, 보일러용(디젤) 연료탱크 1개

(나) 랜서(lancer) 및 노즐, 물탱크

- 영하 30도에서 활용 가능한 단열 물탱크(분리형, 400리터)

- 단열 부동액 탱크 180리터(고정형, 120L)

- 랜서(lancer): 열수가 분사되는 분출부로 최대 200psi까지 상승 가능하며, 1분만에 섭씨

100도까지 온도 상승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85℃에서 사용(도면 참조)

- 고압노즐: 경화스텐인리강 재질의∼275 bar 압력범위 작동, 0∼30° 스프레이 분사

(다) 호스 및 악세사리

- 메인호스: 200bar에서 사용 가능한 호스 100m(영하 30도에서 파손되지 않고 유연한 내부

6중 구조의 호스)

- 호스릴 시스템: 열수시추 간 호스를 꼬임없이 사용, 정리할 수 있는 장치, 스위벨 350bar

조인트 및 자유회전 휠 부착형(직경 460mm)

- 삼각대: 무게 25kg의 열수시추기 전용 삼각대, 최대하중 1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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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열수시추기 개념도>

<열수시추기 랜서 도면>



- 272 -

<열수시추기 본체> <열수시추기 랜서와 50m 호스>

<열수시추기 매니폴더> <랜서&노즐 열수 분사>

(3) 장비 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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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혼다 GX630): 23마력, 휘발유

ⓑ 발전기: 220V

ⓒ 엔진 스타트 배터리(12V-75Ah)

- 장기간 미가동시 방전 주의(방전 시 차량을 이용한 점프 또는 배터리 교체)

ⓓ 고압펌프 마중물 드레인 볼밸브

ⓔ 압력 게이지: 토출 라인의 압력 표시

ⓕ 고압 플런저 펌프: 최대 압력 240bar, 유량 최대 19L/분 펌프

ⓖ 압력 조절 밸브(Bypass V/V): 토출되는 물의 압력 조절

- 고압호스, 배관 연결 사용(Connection: 1/2" Bsp female)

- 스프링 위의 너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상승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 하강

- 유량을 전량 토출하지 못할 경우, Bypass 라인을 통해 펌프 inlet으로 회수됨

ⓗ 물 유입 호스: 물탱크와 연결되어 고압 플런저 펌프에 물 공급

ⓘ 경유 탱크: 보일러 가동을 위한 경유 저장 탱크, 보일러 가동 시 밸브 항시 열어둘 것

ⓙ 경유 드레인 호스

ⓚ Bypass 회수 라인: 고압펌프를 통해 토출되지 못한 물이 물탱크로 되돌아가는 라인

ⓛ 유입수 필터(세척 사용): 물탱크에서 고압 플런저 펌프로 공급되는 물의 불순물 제거

- 호스, 배관 연결 사용(Connection: 3/4" 20A Hose nipple)

- 펌프로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주기적 점검 필요(최소 주 1회)

- 급수압력을 최소 2∼3kg/㎠ 유지

ⓜ 안전 밸브(최대 허용 압력 350bar)

- 고압수가 토출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값보다 높은 압력이 생성되면 급수 라인 차단

ⓝ 급수 물탱크: 스테인리스스틸 180L 용량

ⓞ 유량 컨트롤 보드(①∼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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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압력 조정 밸브

② 압력 게이지: 400K, 63∮, D type

④ 고압 볼 밸브: 1/2", 15A

⑤ 미세 압력 조정 밸브(볼 밸브 open 상태에서 조정)

⑥ 압력 게이지: 400K, 63∮, D type

ⓟ 보일러 컨트롤 보드(보일러의 on/off, 온도 조절, 전압 확인 가능)

- 엔진의 정상적인 RPM 가동 시 3200 RPM 이상 시에만 발전기에서 220V 생성

- 보일러 점화 전 봉빌러 전압계 전압 220V 필히 확인 후 보일러 점화 가동

ⓠ 보일러: 스테인리스스틸 재질, 용량 155L

ⓡ 가솔린 탱크: 엔진 가동을 위한 휘발유 저장 탱크

ⓢ 풀리, 벨트, 벨트 안전 커버

- 전원 off 상태에서 점검구를 개방하여 벨트 장력 검사 가능(월 단위로 벨트 보호제를 도포할

경우, 마모를 줄이고 벨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

- 과다한 열 발생 및 마모가 심할 경우 점검하여 최소 분기마다 혹은 적절한 시기에 벨트를

교체해야 함(커버 개방 상태에서 운전 금지)

(4) 장비 사용 절차

(가) 작동 전 점검

① 물탱크 수위 확인 ② 물 공급 밸브 개방 확인

③ 엔진, 보일러 연료탱크 연료량 확인 및

밸브 개방 확인

④ 고압펌프 마중물 드레인 밸브 개방

(작동 전, 작동 마침 전 밸브 개방)



- 275 -

(나) 장비 작동

① (최초 시동 시, 냉간시)초크밸브 뽑고, RPM

가장 낮은 단계로 셋팅→시동키를 On 위치

로 돌렸다가 시동이 걸리면 시동키 원위치

② 고압펌프 마중물 드레인으로 물과 에어가

충분히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 후 잠금

③ 엔진 RPM 게이지를 서서히 올려주며, 보일러 컨트롤 보드의 전압 미터기 확인 → 전압

확인 후 보일러 전원 On(전압 200V 이상 일 때 보일러 전원 켜짐) → 전원등 점등 후

온도 레버 조절

④ 압력 조절 밸브로 목표(200∼240bar) 압력

조절(시계방향→압력상승)

⑤ 필요 시 유량 컨트롤 보드의 미세압력장치로

분출수의 압력 미세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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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 종료

① 보일러 컨트롤 보드의 온도 게이지 내려

온수 점등 해제 후 보일러 전원 Off

② 고압펌프 마중물 드레인 밸브 개방

③ 엔진 RPM 최소로 하강 ④ 적정 수준의 안정된 RPM 소리로 확인

후 시동키 OFF로 돌려줌

⑤ 노즐에 남아 있는 압력제거를 위해 랜서

잠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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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극 현장 성능 평가

○ 평가 기간: 2018년 12월 02일

○ 평가 장소: 장보고과학기지 앞 해빙 지역

○ 평가 목적: 향후 탄성파 탐사를 위한 발파공 타공(열수시추) 대비 장비 운영 시뮬레이션

및 운영 데이터 확보(소요 시간, 열수 소비량 등)

○ 평가 방법: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해빙(약 2.5m 두께)에서 시뮬레이션 타공 수행

○ 수행 사항

<시추기 운반> <시추기 조립>

<삼각대 설치 및 랜서 거치> <장비 시동>

<열수 생산 및 온도 점검> <분출수 압력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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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결과

시추 깊이(m) 열수 온도(℃) 분사 압력(bar) 소요 시간 물 소비량(L)

Test-1

2.5 m

70 15 3분 15초 35

Test-2 65 17 2분 20초 27

Test-3 70 18 2분 20초 27

Test-4 70 18 2분 18초 27

(6) 운전 및 유지보수 시 주의 사항

(가) 엔진

- 엔진오일은 매 사용 시 점검해야 하며, 최초 1개월 또는 20시간 사용 후 교환, 이후 6개월

마다 또는 300시간마다 교체(-15℃∼-25℃ 사이의 환경에서는 합성 5W-30오일 사용)

- 엔진오일 필터는 매 200시간 마다 교환

- 에어클리너는 매 사용 시 점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2년 또는 500시간 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교환. 폼 필터 엘레멘트는 따뜻한 비눗물로 세탁,

건조하여 사용. 종이필터 엘레멘트는 케이스 안쪽에서 압축 공기를 쏘아 청소할 수 있으나

심하게 더렵혀진 경우 교환

- 점화플러그는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점검, 1년 또는 300시간 마다 교환(16mm 점화플

러그 렌치 사용, 간극 0.7∼0.8mm). 점화플러그가 헐거우면 과열되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점화플러그를 과도하게 조이면 실린더 헤드의 나사를 손상시킬 수 있음(신품 장착 시

안착 후 1/2바퀴 더 조임, 재활용품 장착 시 안착 후 1/8∼1/4바퀴 더 조임)

- 공회전 속도 및 밸브 간극은 1년 또는 300시간 마다 점검·조정해 주어야 함

- 연료필터는 1년 또는 300시간 마다 교환

- 가솔린은 산회되며 보관 시 열화됨. 오래된 가솔린은 시동을 어렵게 하며 끈끈한 침적물로

연료 시스템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장비 보관 시에는 남은 연료를 배출해야함

<열수 시추> <시추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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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압 플런저 펌프

- 최초 펌프 오일은 50시간∼100시간 사용 후에는 가급적 펌프 오일 전량 교체(75W 90 &

RANDO 46), 이후 매 500시간 마다 펌프 크랭크 오일 필히 교체

- 공급수 필터는 최단 매일, 최장 주1회 점검 및 청소

- 탱크 내 물 공급 시 가급적 이물질이 없는 청수를 공급

- 사용 운전 전 물탱크 만수위 상태에서 물탱크로부터 펌프의 공급라인까지의 누수 점검.

물공급 라인의 누수는 공기 유입의 원인이 되며, 이 공기의 유입은 펌프의 치명적인 유해

요소임

- 운전 중인 펌프의 동력전달장치인 벨트가 마모될 경우 슬립(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과다한 열 발생 및 적절한 동력회전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 단위로 장력

점검 및 적절한 시기에 최소 분기마다 벨트의 장력을 확인 검사

-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도래 전 물탱크 내부의 물을 드레인 시킨 후 장비

작동 후 펌프를 약 15∼30초간 공회전 하여 내부의 물을 제거. 또는 물탱크 내부의 물 제거

후 부동을 넣어 장비를 작동시켜 장비 내부에 부동액을 채워둠

- 배관(고압)의 파열, 막힘은 압력저하, 펌프부하 등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으로 배관 점검

- 헤드와 케이싱 접합부의 하단으로 물이 누수 될 때(약 12개월), 바이패스(압력조절밸브)를

조정하지 않았는데도 처음 압력보다 압력이 현저히 낮을 때, 사용 후 300∼400시간이 경과

했을 때(압력이 낮아지지 않으면 계속 사용해도 무방) 패킹 교환 필요

- 펌프의 압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점검 후 교환 약 12개월), 펌프의 진동이 갑자기

심할 때 매니폴드 밸브의 교환 필요

(7) 고장진단 및 조치사항

증상 원인 조치사항

엔

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전기스타터(배터리 퓨즈)

· 배터리 방전(12V-36Ah)

· 퓨즈 끊어짐

· 배터리 재충전

· 퓨즈 교환

- 제어부 위치 점검

· 연료밸브를 닫힘 위치로 함

· 초크 열림

· 엔진 정지 스위치 off

· 레버를 열림 위치로 세팅

· 엔진이 따뜻하지 않은 경우,

노브를 닫힘 위치로 세팅

· 엔진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림

- 엔진 오일량 점검

· 엔진 오일량 부족(오일 경고 장

치가 엔진을 정지시킴)

· 권장 오일 보충

- 연료 점검

· 연료가 없음

· 오래된 연료(사용 후 잔여 휘발유를

· 재급유

·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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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원인 조치사항

배출하지 않고 엔진 오래 보관) 배출 후 청정 연료 주입

- 점화플러그 점검

· 점화플러그 결함, 오염 또는 부

적절한 간극

· 점화 플러그가 연료로 젖음(엔

진에서 연료 넘침)

· 전극의 간극 조정, 점화플러그

교환

· 점화플러그를 건조시켜 재장

착, 스로틀 레버를 최대 위

치로 하고 엔진을 작동시킴

엔진의 출력이

부족함

- 에어클리너 점검

· 에어클리너 엘레멘트가 막힘 · 에어클리너 엘레멘트 청소

또는 교환

- 연료 점검

· 오래된 연료(사용 후 잔여 휘발유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 오래 보관)

·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의 연료

배출 후 청정 연료 주입

고

압

펌

프

모터가 윙윙

소리를 내며

회전하지 않음

· 삼상일 경우 선 하나가 끊어짐

· 전압이 낮음

· 펌프 크랭크축이 달라붙음

· 삼상전원 선 체크 후 끊어진

선을 연결

· 입력전원확인및다른전원연결

· 펌프수리(케이싱 내부에 오

일이 없을 시 발생)

가동 중 모터가

정지함

· 과부하 계전기 트릭 · 입력전압 확인

· 과부하계전기 조정상태 점검

펌프는

동작하는데

물이 흡입되지

않음

· 급수 밸브를 열지 않음

· 흡입호스, 필터가 막힘

· 흡입 밸브가 막힘(매니폴드 밸브)

· 급수 밸브 오픈

· 막힌 곳 청소, 필터 청소

· 밸브 세척

펌프는

동작하나

압력이 약함

· 매니폴드 밸브에 이물질, 깨짐,

흠집, 찌그러짐

· 매니폴드밸브 하단 O링 손상

·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매니폴드 밸브 교환

· O링 교환

· 흡입호스가 꺾이거나 막혔는지

확인

펌프가 동작할

때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함

· 물 흡입구 쪽에 공기가 들어감

· 체크 볼트 풀림

· 호스밴드 재결합

· 체크 볼트 재결합

누수
· 패킹 마모, 손상

· 피스톤 파손

· 교환

· 교환

누유 · 오일씰 마모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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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탄성파 탐사 현장 참여

○ 탐사 기간: 2019년 01월 12일∼2019년 01월 31일(20일)

○ 탐사 위치: 프리슬리 빙하 지역(74°26'31.78"S, 163°28'34.27"E)

<2018/19 시즌 프리슬리 빙하 한–뉴질랜드 공동 탄성파 탐사 지역>

○ 탐사 목적: 빙하 두께 측정 및 빙저 하부 구조 파악을 통한 빙하의 흐름(거동) 분석

○ 탐사 방법: ApRES 관측 및 인공에너지원(폭약)을 사용한 육상 탄성파 탐사

○ 수행 업무

<탐사 장비 수송>

<탄성파 탐사 장비 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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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두께 측정을 위한 ApRES 관측> <ApRES 관측 결과 확인>

<3채널 지오폰 설치>

<발파용 홀 타공(핸드오거) 및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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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공동 천부 열수시추기 제작 및 천부 시추기술 교류

(1) 용도: 지구물리 탐사(탄성파 탐사)를 위한 발파공(shot hole) 천공

- 남극 내륙 환경(-30℃ 이하)에서 열수를 이용해 지름 약 10cm의 시추공을 30m 이상 뚫을

수 있는 시추장비

- 남극 코리안루트 상의 빙저호 후보지(D2) 탄성파 탐사 시, 인공 발파를 위해 발파공(shot

<열수시추기 설치> <열수 시추>

<열수시추공 센서 매설> <발파>

<실시간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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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천공하는데 사용

- 난센 썰매 또는 설상차(아틱트럭)를 이용하여 이동 시추가 가능한 경량 시추기로 30m급

국내 제작 열수시추기와 남극 탐사 현장에서 동시 또는 교차 운용 목적

- 2019년도 제작 및 테스트 완료 후 장보고기지에 보급하여 2019/20시즌 빙저호 유력 후보

지역(D2) 탄성파 탐사 시 발파공 천공에 활용

(2) 장비 제원 및 사양

- 시스템 크기(무게): 900*1200*800 mm (약 200kg)

<펌프&보일러 유닛> <랜서 및 노즐>

<호스 및 호스릴> <스페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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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개념도>

(가) 펌프&보일러 유닛

- 토출 압력: 40∼210 bar (580∼3,000psi)

- 유량: 7.5∼15L/분

- 엔진: 혼다 가솔린 엔진(GX390)

- 유량(압력) 조절 컨트롤러

- 직립 가열 코일식 보일러 최대 출력: 59kW

- 생성 열수 온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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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용(디젤) 34L 연료탱크 1개

- 12V 워터펌프 장착형으로 고정 물탱크 없이 흡입 라인을 통해 물 공급 가능

- 물 부족 및 과열 시 버너 자동 정지 센서

- 이동 견인이 용이한 강철 프레임

(나) 랜서(lancer), 호스, 기타 액세서리

- 랜서(lancer): 열수가 분사되는 분출부로 최대 200psi까지 열수 분사 가능

- 고압노즐: 경화스텐인리강 재질의 ∼275bar, 압력범위 작동, 0∼30° 범위 스프레이 분사

- 고압호스: 직경 3/8"(9.5mm), 최대 허용 압력 5000psi (350bar), 사용 허용 온도 ∼121℃

호스 50m*2 set+호스릴 및 고정용 액세서리

- 재순환(흡입) 호스: 워터펌프를 통한 흡입 라인 호스, VARIFLEX 3/4″(19.1mm) 300PSI

- 랜서 거치 삼각대, 스페어파트 등

(3) 장비 세부 구성



- 287 -

ⓐ 보일러 연료 탱크: 경유 34L

ⓑ 보일러 온도 조절 레버(30℃∼90℃)

ⓒ 워터 펌프 On/ Off 스위치

ⓓ 엔진 스타트 배터리(12V-18Ah∼30Ah)

- 장기간 미가동시 방전 주의(방전 시 차량을 이용한 점프 또는 배터리 교체)

ⓔ 엔진 에어클리너

ⓕ 엔진 매뉴얼 스타터

ⓖ 엔진(혼다 GX390): 13마력, 휘발유, 순수 출력 8.7kW/ 3,600rpm

ⓗ 엔진 연료 탱크: 휘발유 6.1L

ⓘ 키 스위치(전기 시동 시스템)

ⓙ 고압 펌프: 최대 압력 230bar, 유량 최대 15.0L/분 펌프. 작동압력 초과 시, 오버플로 밸브

자동 열림. 오버플로 밸브 고장 시, 안전 밸브 작동

- 고압수가 토출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값보다 높은 압력이 생성되면 급수 라인 차단

ⓚ 플로트 탱크: 탱크 내 수위에 따라 워터펌프를 자동으로 On/ Off 시키는 센서 장착

ⓛ 압력 게이지: 토출 라인의 압력 표시

ⓜ 압력 조절 밸브: 토출되는 물의 압력 조절.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상승하

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 하강

ⓝ 재순환 라인 밸브: 보일러를 거쳐 물탱크로 나가는 배수라인을 개방, 차단하는 밸브

ⓞ 고압 라인 밸브: 열수가 고압 분사되는 고압 분사 라인을 개방, 차단하는 밸브

ⓟ 고압 라인: 보일러를 거쳐 생산된 열수를 고압 분출하는 라인으로 직경 3/8"(9.5 mm), 최

대 허용 압력 5000 psi (350 bar), 허용 온도 ∼ 121℃

ⓠ 보일러: 직립 가열 코일식 보일러로 최대 출력 59 kW, ∼ 98℃의 열수 생산. 최대 출력

상태에서의 연료 소비량 5.6L/h. 센서를 통해 물이 있을 때만, 보일러 작동(과열 방지)

ⓡ 재순환 라인: 워터펌프를 통해 물을 유입하는 유입라인과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배수라

인으로 구성. 직경 3/4″(19.1mm) 최대 허용 압력 300 psi ( bar)

ⓢ 강철 프레임

- 고압호스, 배관 연결 사용(Connection: 1/2" Bsp female)

- 스프링 위의 너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상승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

력 하강

- 유량을 전량 토출하지 못할 경우, Bypass 라인을 통해 펌프 inlet으로 회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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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20시즌 현장 활용 매뉴얼(장비 사용 후 동결 방지를 위한 부동액 충전 상태)

<2019/20시즌 D2 빙저호 시추후보지 탄성파 탐사 시 활용한 천부 열수시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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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동 전 점검

① 물탱크(마중물) 수위 확인 ② 재순환라인(주황) 밸브, 압력 조절 밸브

개방, 고압라인(파랑) 밸브 차단 확인

③ 호스 위치 확인, 유입&배수&고압호스 마개 제거(유입라인 끝에는 필터 결합)

※ 최초 시동 시 모든 라인은 부동액탱크에 위치

④ 발전기, 보일러 연료 탱크 연료량 확인 ⑤ 12V 배터리 결합

※ 저온 환경에서는 사용 후 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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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워밍업 및 부동액-청수 치환

① 연료 밸브 레버 ON, 초크 레버 닫힘 위치 이동(최초 시동 시), 스로틀 레버 최소-최대

1/3지점 위치→엔진 스위치 ON→워터펌프 스위치 ON

② 배수라인으로 냉각수가 순환하며 에어가 충분히 빠져 나오는 것을 확인→보일러 ON

(약 40℃ 가열 설정)→재순환 라인 워밍업

③ 고압라인 개방 후 전체 시스템 워밍업(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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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압라인 차단→유입라인 부동액탱크에서 물탱크로 이동삽입

⑤ (부동액탱크의)배수라인에서 부동액이 나오다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배수라인을

물탱크로 이동(재순환라인 치환 완료)

⑥ 고압라인 밸브 개방→동일하게 부동액-청수 치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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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수 생산 및 열수 시추

⑦ (고압라인 치환 작업 완료) 고압라인 밸브 차단→랜서 결합→즉시 고압라인 밸브 개방→

랜서 물 분사 확인 후 물탱크 내에 거치→전체 시스템 워밍업 계속 실시

① 보일러 온도 상향 조정(약 50℃)→온도 체크하며 물탱크에 눈(냉수) 보충&용융→물탱크가

충분히 찰 때까지 반복(다량의 눈을 한번에 투입해 급랭되면 물탱크 전체가 얼 수 있음)

② 슬러시 형태의 용융수가 보일러 및 시스템을 순환하며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시스템 순환(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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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랜서를 물탱크→시추포인트에 설치된 삼각대에 이동거치

④ 재순환라인 차단→압력조절 밸브 잠금(압력 증가 ∼200bar)→보일러 온도 상향 조정

→랜서 및 호스를 컨트롤 하며 열수 시추

⑤ 시추 목표 깊이 도달→압력 조절 밸브 개방

→재순환라인 밸브 개방→보일러 온도

하향 조정

⑥ 호스릴을 통해 호스 및 랜서 회수→랜서

삼각대에서 물탱크로 이동거치

※ 연속 시추 시, ①∼④과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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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비 종료

① 고압라인 밸브 차단→랜서 분리(내부 물기

제거)→고압라인 밸브 재개방(동결 방지)

② 유입라인 물탱크→부동액탱크 이동삽입

→배수라인, 고압라인 폐액탱크 이동삽

입(물→물+부동액→완전한 부동액이 나

오는 것을 확인 후 부동액탱크로 이동)

③ 고압라인 밸브 서서히 차단하며 마개 결합 후 고압라인 밸브 차단

④ 압력 조절 밸브 차단→엔진 스토틀레버 하향 조정(rpm감소)→엔진스위치 OFF(워터펌

프는 도는 상태)→재순환라인(유입, 배수 모두) 마개 결합→워터펌프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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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 및 유지보수 시 주의 사항

(가) 시스템

- 매일 고압호스의 손상 여부(파열 위험)를 점검해야 함. 열수 시추 시, 열수로 인해 유연해진

호스가 고압상태에서 랜서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손상의 위험이 있음.

- 매주 고압펌프 오일을 점검, 매달 호스 연결부에 있는 각 필터를 청소.

- 시스템은 단단한 표면에 설치해야 하며, 경사진 곳은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평탄화 작업을

한 뒤 설치해야함

- 모든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시동을 걸 경우, 시스템 내 압력 증가로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시동 전 반드시 밸브 개폐 여부 확인

- 열수 시추 동안 고압 라인(열수 분출 라인)을 방치할 경우, 호스 주변의 눈이 녹아 물이

발생하거나, 녹은 물이 다시 얼거나, 호스가 파묻힐 수 있으므로 호스릴 또는 방수포(카

펫) 사용 권장

(나) 엔진

- 엔진오일은 매 사용 시 점검해야 하며, 최초 1개월 또는 20시간 사용 후 교환, 이후 6개월

마다 또는 300시간마다 교체(-15℃∼-25℃ 사이의 환경에서는 합성 5W-30오일 사용)

· 오일 교환 시, 엔진(오일) 예열 후 완전하게 드레인해야 함. 엔진 아래에 적절한 용기를

놓고 사용한 오일을 받은 후 오일 필러 캡 / 계량봉 , 오일 드레인 플러그 및 밀봉 와셔

제거. 사용한 오일을 완전히 드레인한 후 오일 드레인 플러그와 새 밀봉 와셔를 다시 설

치한 다음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단단히 조여 주어야 함(엔진 오일 용량 1.1L)

- 에어클리너(표준 이중 필터 엘레멘트 형식)는 매 사용 시 점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매해 또는 300시간 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교환. 폼 필터

엘레멘트는 따뜻한 비눗물로 세탁, 건조하여 사용. 종이필터 엘레멘트는 케이스 안쪽에서

압축 공기를 쏘아 청소할 수 있으나 심하게 더렵혀진 경우 교환

· 에어클리너가 오염되면 카뷰레터로 통하는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엔진 성능이 저하됨

(rpm 감소 및 불안정). 먼지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엔진을 작동할 경우(컨테이너 내부에

장비 설치 등)에는 정비 계획에 따른 기간보다 더 자주 에어필터를 청소해야 함

⑤ 물탱크 잔수 제거, 호스, 부동액탱크 등

주변 정리, 연료 보충 등 마무리

⑥ 다음 장비 사용시까지 배터리 분리 후

실내 보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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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전물컵은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청소해 주어야 함

- 점화플러그는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점검, 1년 또는 300시간 마다 교환(21mm 점화플러그

렌치 사용, 간극 0.7∼0.8mm).. 점화플러그가 헐거우면 과열되어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점화플러그를 과도하게 조이면 실린더 헤드의 나사를 손상시킬 수 있음(신품 장착 시 안착

후 1/2바퀴 더 조임, 재활용품 장착 시 안착 후 1/8∼1/4바퀴 더 조임)

· 규격: BPR6ES (NGK), W20EPR-U (DENSO)

- 공회전 속도 및 밸브 간극은 매해 또는 300시간 마다 점검·조정해 주어야 함

- 연료필터 및 탱크는 6개월 또는 100시간 마다 청소해 주어야 함

- 가솔린은 산회되며 보관 시 열화됨. 오래된 가솔린은 시동을 어렵게 하며 끈끈한 침적물로

연료 시스템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장비 보관 시에는 남은 연료를 배출해야함

· 연료를 넣어둔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 후 재사용 시, 연료의 품질 변화가 의심될 경우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에 남은 연료 제거 후 재급유해야 함

(다) 고압 펌프

- 매주 고압펌프 오일을 점검해야 하며, 최초 펌프 오일은 50시간∼100시간 사용 후에는

가급적 펌프 오일 전량 교체, 이후 매 500시간 마다 펌프 오일 필히 교체

- 탱크 내 물 공급 시 가급적 이물질이 없는 청수를 공급

- 사용 운전 전 물탱크 만수위 상태에서 물탱크로부터 펌프의 공급라인까지의 누수 점검.

물공급 라인의 누수는 공기 유입의 원인이 되며, 이 공기의 유입은 펌프의 치명적인 유해

요소임

- 운전 중인 펌프의 동력전달장치인 벨트가 마모될 경우 슬립(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과다한 열 발생 및 적절한 동력회전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 단위로 장력 점검 및

적절한 시기에 최소 분기마다 벨트의 장력을 확인 검사

- 동절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도래 전 물탱크 내부의 물을 드레인 시킨 후 장비

작동 후 펌프를 약 15∼30초간 공회전 하여 내부의 물을 제거. 또는 물탱크 내부의 물 제거

후 부동을 넣어 장비를 작동시켜 장비 내부에 부동액을 채워둠

- 배관(고압)의 파열, 막힘은 압력저하, 펌프부하 등을 유발하므로 주기적으로 배관 점검

(6) 고장진단 및 조치사항

증상 원인 조치사항

엔

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전기스타터(배터리 퓨즈) 점검

· 배터리 방전(12V-18∼30Ah)

· 퓨즈 끊어짐

· 배터리 재충전

· 퓨즈 교환

- 제어부 위치 점검

· 연료밸브를 닫힘 위치로 함

· 초크 열림

· 엔진 정지 스위치 off

· 레버를 열림 위치로 셋팅

· 엔진이 따뜻하지 않은 경우,

노브를 닫힘 위치로 셋팅

· 엔진 스위치를 On 위치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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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원인 조치사항

엔

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엔진 오일량 점검

· 엔진 오일량 부족(오일 경고 장

치가 엔진을 정지시킴)

· 권장 오일 보충

- 연료 점검

· 연료가 없음

· 오래된 연료(사용 후 잔여 휘발유

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 오래 보관)

· 재급유

·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의 연료

배출 후 재급유

- 점화플러그 점검

· 점화플러그 결함, 오염 또는 부

적절한 간극

· 점화 플러그가 연료로 젖음(엔

진에서 연료 넘침)

· 전극의 간극 조정, 점화플러그

교환

· 점화플러그를 건조 재장착, 스로

틀 레버 최대 위치 엔진 작동

엔진의 출력이

부족함

- 에어클리너 점검

· 에어클리너 엘레멘트가 막힘 · 에어클리너 청소 또는 교환

- 연료 점검

· 오래된 연료(사용 후 잔여 휘발유를

배출하지 않고 엔진 오래 보관)

· 연료 탱크와 카뷰레터의 연료

배출 후 재급유

엔진 시동 꺼짐

· 고압 펌프의 실린더 헤드의 온

도가 최대 허용 온도(80℃)에

도달(자동 시동 정지)

· 장비 꺼진 상태에서 약 50℃

까지 기기 냉각 후 재시동

고

압

펌

프

펌프는

동작하는데

물이 흡입되지

않음

· 급수 밸브를 열지 않음

· 흡입호스, 필터가 막힘

· 흡입 밸브가 막힘

· 급수 밸브 오픈

· 막힌 곳 청소, 필터 청소

· 밸브 세척

펌프가 동작할

때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함

· 물 흡입구 쪽에 공기가 들어감

· 체크 볼트 풀림

· 호스밴드 재결합

· 체크 볼트 재결합

누수(정상치:

3방울/분)

· 패킹 마모, 손상

· 피스톤 파손

· 교환

· 교환

누유 · 오일씰 마모 · 교환

보

일

러

작동 안함

· 연료가 없음 또는 필터 막힘

· 물 부족 또는 water shortage

safe guard의 필터 막힘

· 점화 스파크 없음

· 재급유, 필터 교환

· 물탱크 수위 확인, 필터 청소

· 투시창을 통해 점화 스파크

확인 불가능 시 제조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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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부빙하 시추 기술개발

가. 코리안루트 심부빙하코어 시추를 위한 국제 협력 논의

- 일본 NIPR 빙하팀과 심부빙하 시추기 제작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미국 UTIG와 Dome C 인근 심부빙하코어 시추후보지 지구물리 탐사방안 논의

- 영국 BAS, 프랑스 IGE 및 호주 AAD와 Dome C 인근 심부빙하코어 시추 협력방안 논의

<심부빙하 시추 예상 후보지>

나. 그린란드 EGRIP 심부빙하 시추 현장연구 참여

○ 현장연구 일정

- 1차: 2017년 06월 21일∼2017년 07월 26일

- 2차: 2018년 07월 18일∼2018년 08월 17일

○ 현장연구 수행 업무

- 수동 시추기를 이용하여 1.8m 주상 눈시료 및 10.45m 빙설(firn) 코어 시료 채취

- 독일 AWI 천부빙하코어 시추 작업 지원

- 시추빙하코어 기록(logging) 및 현장 분석 작업 수행

- 시추빙하코어 이송 및 캠프 마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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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눈시료 채취> <빙설 (firn) 코어 시료 채취>

<천부빙하코어 시추 지원> <심부빙하코어 ECM (전기전도도) 현장 측정>

<심부빙하코어 저장공간 정리> <리프트를 이용하여 시료 이송>

○ EGRIP 빙하시추 캠프구성 및 장비현황

- 지상 캠프 구성: 돔형 메인빌딩 1개, 대형 창고 캐빈 3개(중장비동, 작업동, 연구장비

보관동), 소형 숙소, 캐빈(3∼6인용) 10개, 발전용 캐빈 1개, 중형 돔형 발전동 캐빈 1개,

소형 돔형 캐빈 1개, 등산용 텐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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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RIP 빙하시추 캠프 항공 사진>

<EGRIP 빙하시추 캠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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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형 메인빌딩> <시추트렌치 입구>

<설상차 및 중장비 보관동> <작업동>

<연구장비 보관동> <소형 숙소 캐빈>

<무선 인터넷 안테나> <시료 운반을 위한 리프트>

- EGRIP 빙하시추 캠프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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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 트렌치: 벌룬을 이용하여 지하 공간에 트렌치 건설. 시추실, 시추기 정비실, 코어

기록실, 코어 보관실, 코어 현장 분석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

<EGRIP 빙하시추 캠프 시추 트렌치 개요도>

<시추기 및 컨트롤 캐빈> <시추기 정비실>

<코어 기록실> <코어 보관실>

<시추 트렌치 작업 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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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트렌치 현장연구: 빙하코어시료 절단/ 전기전도도 (ECM) 측정/ 라인스캐닝을 통한

빙하코어시료 상태 기록/ 물 안정 동위원소 비 측정/ 코어시료의 광학적 물리특성 측정

<수평 절단> <전기 전도도 측정>

<표면 연마> <라인스캐닝>

<물 안정 동위원소 비 측정> <물 안정 동위원소 비 자료>

<코어의 광학적 물리 특성 측정> <코어의 광학적 물리 특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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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 단일세포 분석기술개발

가. 저온 청정 생물랩 구축

(1) 저온청정 생물전용 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

- 남극 내륙의 빙저호, 빙하, 눈, 호수시료에는 생물량이 여타의 환경보다 현저히 낮기 때

문에(103cell/ml) 오염에 매우 민감하여 고도의 청정시료 처리실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생물랩에서는 공기 중에서의 생물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는 특히 생물량이

적은 시료 분석 시 매우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립된 공간과 특수 시설의

완비가 요구됨

<일반생물실험실과 클린벤치의 오염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기 포집 실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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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과 클렌벤치의 공기에서 검출된 세균 상위 우점 20종. 실험실 내 공기에 존재하는 세균은

대부분 병원성 세균이 검출됨. 클린벤치에 존재하는 세균은 대부분 Actinobacteria에 속함>

- 극미량의 생물시료는 기존의 분석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108∼109

cell로 농축해야 함. 눈, 빙하, 빙저호 시료는 최소 1000L 필요)하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단일세포 분리기의 경우에는 1ml의 매우 적은 양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고해상도의 분석

기기임. 이를 도입할 경우, 시료의 전처리 및 후속 분석을 위한 공간도 필요함

- 그러므로 앞으로 남극 내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빙저호, 심부빙하 생물 연구를 전용

저온청정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 저온청정 생물연구실 시설개요 및 설치할 연구장비

- 특수시설 설치 목적과 전기세 등 유지비를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저온청정 전처리실,

단일세포 분리실, 단일세포 배양 및 분석실로 3개 공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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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청정 생물랩 도면>

- 저온청정 전처리실: 생물량이 적은 시료(빙저호, 빙하, 눈 등)의 시료채취 시 발생한 오염

제거를 포함한 전처리 공간. Class 1000의 청정시스템에 저온유지 장치 설치(국내 유일).

클린벤치, 대용량 필터시스템, 냉동고, 작업대 설치.

- 단일세포 분리실: 생물량이 적은 시료에 필수 장비인 단일세포 분리분석기(첨부 3 NFEC

심사 완료) 설치 공간. 오염방지와 기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Class 1000의 저온 청정

시스템 구축(국내 유일) 단일세포 분리기, 분석용 컴퓨터, 클린벤치, 냉장고, MDA 전용

PCR

- 단일세포 배양 및 분석실: 단일세포 분리 된 세포 배양과 염기서열 분석 공간. 단일세포

분리기 처리 후의 전용 생물랩(현존하는 생물랩에서 다루는 시료 분석 불가). 초저온

냉동고, 냉장고, 전용 배양기, 실험대, 멸균기, 컴퓨터, 전기영동 및 촬영장치,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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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청정 생물연구실에 투입될 장비 목록 및 단일세포 분리기 심사결과>

나. 정량분석 방법 정립

- 눈시료를 대상으로 ① CARD-FISH (catalyzed reported deposition-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② Flow cytometry, ③ Q-PCR 방법으로 정량분석 테스트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남극 눈시료 8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미생물 정량분석 결과, 방법

간의 결과 차이는 크지 않으나, CARD-FISH와 같이 현미경으로 직접 계수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므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남극 눈시료에서는 미생물이 평균 15.2×103 cells/ml로 검출되었으며, 2018년 도입 예정인

SCS (single cell sorter)와 정량분석원리가 같은 Flow cytometry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며,

많은 시료를 분석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됨

- SCS 장비 도입 후, 남극 호수시료와 빙저호 시료에 대하여 Flow cytomery를 이용하여

예비 분석 후 SCS로 분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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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ytometry 분석 결과>

다. 호수시료 채집

- 맥머도 드라이밸리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극 특별관리 구역

(ASMA No. 2)으로 육상, 빙하, 호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드라이밸리에 존재하는 3∼5m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호수는 현재까지 탐사된 호수 중

빙저호와 가장 유사한 환경임. 빙저호 시료 연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호수시료로 단일

세포 분리기술을 개발에 활용할 예정임

- 본 활동에서 방문하여 호수시료를 채취할 지역은 이전 수행된 연구에서 연구적 가치가

가장 높은 세 호수를 선정하였음(Fryxell 호수와 Bonney 호수의 East Lobe와 West

Lobe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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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urdo Dry Valley 지역 내 호수 시료 채취 예정 지점(3개 지점)>

- 호수 시료를 채취는 11월 8일 Fryxell에서, 24일에는 Bonney호 양쪽에서 진행할 예정임.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교의 John Priscu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모니터링(LTER)

지점을 공동탐사할 계획임

- 채집방법은 호수 표면을 덮고 있는 얼음에 구멍을 뚫고 Niskin Sampler를 내려 Fryxell

에서는 수심 5, 7, 9, 15m에서 West Bonney에서는 5, 8, 14, 17, 30m, East Bonney에서는

5, 10, 13, 20, 30m에서 약 5L씩 채수할 계획임

- 채집한 시료는 당일 바로 장보고기조로 운반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후속

분석을 진행할 계획임

- 전처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위하여 장보고기지 내에서 수행할 예정임. 1. 단일세포

분리기술 개발을 위한 2L 시료 냉장보관하여 국내로 반입, 2. DNA와 RNA 분석을 위하여

2L를 0.2um로 여과, 3. FISH 관찰을 위하여 포르말린 고정 50ml, 4. 추후배양을 위한

Grylcerol stock(1ml × 5반복), 5. 생리분석을 위하여 API test, 6. 농후배양을 위하여

100ml 냉장보관하여 국내로 반입, 7. ATP 활성도 측정 8. Bacteriophage 분석을 위하여

1번에서 여과된 물을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여 여과, 9. DMS 분석을 위한 황산고정

(10ml × 3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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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기술 개발

가. 국내 MC-ICP-MS 보유기관 운영 현황 파악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MC-ICP-MS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기관의 기기 운영 현황 조사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Thermo Scientific사의 NEPTUNE Plus와 Nu사의 Nu Plasma II 등

2기의 MC-ICP-MS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NEPTUNE Plus는 일반적인 액상 시료의

미량 원소 동위원소 비 분석에, Nu Plasma II는 레이저 삭박장치 (laser ablation)를 연결하여

고체 시료의 미량원소 동위원소 비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주로 일반 환경 시료 및 다양한 산업 시료의 미량원소 동위

원소 비 분석에 MC-ICP-MS를 활용하고 있으며, class 1000 수준의 청정 부스를 설치하여

MC-ICP-MS 분석을 위한 시료의 컬럼 정제 전처리를 수행하고 있음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MC-ICP-MS 청정실험공간>

- 표준과학연구원은 Thermo Scientific사의 NEPTUNE Plus를 이용하여 미량원소 동위원소비

표준물질의 국산화 및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서

수행하는 동위원소 조성 및 원자 질량 측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정확한 동위원소 비 분석을 위해 금속 재질 사용을 최소화 한

class 100 수준의 비금속(metal-free) 청정실험환경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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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학연구원 MC-ICP-MS 청정실험공간>

- NEPTUNE Plus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수 및 해양 퇴적물 내 Pb,

Cu, Zn 등의 동위원소 비 분석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Li, Mg 등의 동위원소 비를 이용하여 하천의 해양 유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 화학적 풍화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현재 class 10,000의 청정 실험실 내에 설치된 class 1,000의

청정벤치 내에서 시료의 컬럼 정제 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내 기관 이전 후에는

class 10∼100 수준의 청정실험환경을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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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은 Nu Plasma II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로졸, 하천 퇴적물 및 식생 시료 의

Pb, Cd, Hg 동위원소 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MC-ICP-MS를 연결하여 수은의 화학종 별 동위원소 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시료 전처리 과정과 기기분석 과정을 각각 class 1,000과 class

10,000의 청정실험공간에서 진행함으로서 시료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음

나. 청정실험실 구축

○ 위치: 제2연구동 416호

○ 구축 일정

- 기술지원위원회 심의: 2018년 02월 27일

- 청정실험실 구축: 2018년 05월 13일∼2018년 05월 25일

- 시운전: 2018년 05월 26일∼2018년 05월 27일

- 정상가동: 2018년 05월 28일

○ 구성

- Class 1,000 청정실험 공간 (26.5 m2): MC-ICP-MS 장비 설치 및 운영

- 전실 공간 (6.5 m2): 청정실험복 비치 및 환복

- 유틸리티 공간 (6.5 m2): MC-ICP-MS 운영을 위한 제반 장비 설치

- 비품 비치 공간 (26.5 m2): MC-ICP-MS 유지 보수를 위한 이동 통로 및 비품 비치

<해양과학기술원 MC-ICP-MS 청정실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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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실험실 도면>

<기존 천정 판넬 제거> <청정실험실 벽체 공사>

<청정실험실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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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C-ICP-MS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분석 기술 개발

(1) MC-ICP-MS 분석 시스템 설치

○ 장비 특성

- 모델: NEPTUNE Plus (Thermo Scientific Co.)

- 모델패러데이 검출기 9기 및 이온카운터 5기의 국내 최다 검출기 장착

- 모델고성능 인터페이스 펌프 및 Z-type 콘을 장착한 고감도 분석 시스템 구축

- 모델Aridus II 탈용매화 유닛을 결합하여 최적의 분석 감도 확보

○ 장비 설치

- 입고: 2018년 07월 06일

- 장비 설치 및 성능평가: 2018년 07월 30일∼2018년 08월 10일

- 1차 사용자 교육: 2018년 08월 20일∼2018년 08월 24일

- 2차 사용자 교육: 2019년 01월 07일∼2019년 01월 10일

<비품 저장 공간 설치> <에어샤워 부스 설치>

<청정실험실 장비 입고> <마그넷 장착>

<장비 설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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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성능 평가

평가항목 기준 평가결과

진공도

Fore vaccum

High vaccum

Ion getter pump

< 3 × 10-3 mbar

< 2 × 10-7 mbar

< 2 × 10-8 mbar

2.31 × 10-4 mbar

1.15 × 10-7 mbar

3.72 × 10-9 mbar

원소별 분석 감도
88Sr
142Nd
178Hf
238U

> 20 V/ppm

> 10 V/ppm

> 10 V/ppm

> 40 V/ppm

31.4 V/ppm

14.1 V/ppm

16.8 V/ppm

64 V/ppm

분석 질량 안정도 (RSD) < 10%/hour 1.6%/hour

고해상도 분해능

고해상도 슬릿 전이율

분해능 (142Nd)

> 10%

> 8,000

13.7%

8,621

<장비 조립> <가스 배관 연결>

<장비 성능 평가> <1차 사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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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ICP-MS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참가

○ 기간: 2019년 05월 19일∼2019년 05월 26일(7일)

○ 장소: 독일 브레멘 장비 제조사(Thermo Scientific)

○ 교육내용

- MC-ICP-MS 장비 분석원리 및 운영 프로그램 학습

· Low resolution wet plasma를 이용한 우라늄 동위원소 비 분석 연수

· High resolution wet plasma를 이용한 철 동위원소 비 분석 연수

· Aridus II desolvation system을 활용한 극미량 납 동위원소 비 분석 연수

· Ion counter 검출기 분석 조건 최적화 및 활용 방법 연수

· Laser ablation-MC-ICP-MS 결합 시스템을 활용한 고체상 시료 분석 연수

- 납 동위원소 비 분석 시, 패러데이 검출기와 이온카운터 검출기를 각 동위원소 비에 적용

하는 방법으로 극미량 분석 정밀/정확도 향상 방안 제안

동위원소 검출기 번호 검출기 종류 amplifier
202Hg L3 이온카운터 ·
203Tl L2 패러데이 1011Ω
204Hg L1 이온카운터 ·
205Tl C 패러데이 1011Ω
206Pb H1 패러데이 1013Ω
207Pb H2 패러데이 1013Ω
208Pb H3 패러데이 1011Ω

<납 동위원소 존재 비를 고려한 검출기 조건>

평가항목 기준 평가결과

원소별 분석 정밀정확도
87Sr/86Sr

143Nd/144Nd

176Hf/177Hf

207Pb/206Pb

235U/238U

0.71022~0.71030

(RSD < 20ppm)

0.51237~0.51241

(RSD < 20ppm)

0.282145~0.282175

(RSD < 20ppm)

0.9145~0.9146

(RSD < 20ppm)

분석안정도 < 300

ppm/hour

0.710254

(9.8ppm)

0.51240

(4.7ppm)

0.282151

(7.7ppm)

0.91455

(4.5ppm)

81.8ppm/hour

이온카운터 검출기 성능

분석 전압

노이즈 레벨

검출기간 재현성

분해능

< 2,200 V

< 10 cpm

> 93%

< 5 ppm

1,850 V

0 cpm

95.73%

4.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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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CP-MS 생산업체 본사> <기기 소프트웨어 교육>

<기기 하드웨어 교육> <레이저 장치 활용 교육>

<극미량 시료 분석 조건 제시> <기기 전문 교육 수료>

(3) MC-ICP-MS를 이용한 극지 환경시료 납 동위원소 비 분석 조건 최적화

○ 기기 분석조건에 따른 농도별 분석 정밀, 정확도 비교 연구

- NIST981 납 동위원소 비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각각 시료도입장치(Spray chamber,

Aridus II 탈 용매화 장치), 검출기 조건(이온카운터, 패러데이 검출기), 검출기 보정 방법

(Yield 값 적용 및 amplifier 조건), 질량변이 보정 방법 등에 따른 농도별 분석 정밀, 정

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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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ICP-MS 분석 조건 조합

Method 시료도입부 검출기 Yield 보정/ Amplifier 질량변이 보정

① Spray chamber 이온카운터 재측정 SSB

② Spray chamber 이온카운터 재측정 Tl spike

③ Spray chamber 이온카운터 1회 측정 SSB

④ Spray chamber 이온카운터 1회 측정 Tl spike

⑤ Aridus II 패러데이 검출기 1013Ω SSB

⑥ Aridus II 패러데이 검출기 1013Ω Tl spike

⑦ Aridus II 패러데이 검출기 1011Ω SSB

⑧ Aridus II 패러데이 검출기 1011Ω Tl spike

⑨ Spray chamber 패러데이 검출기 1013Ω SSB

- 총 9가지의 장비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Spray chamber 시료 도입장치와

이온카운터 검출기 사용하여 처음에 측정한 yield 값을 모든 시료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정밀/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분석조건별 207Pb/206Pb 평균과 표준편차

Method 5ppt 10ppt 50ppt 100ppt

① 0.9149±0.0054 0.9146±0.0111 0.9146±0.0029 ·

② 0.9141±0.0063 0.9146±0.0111 0.9144±0.0040 ·

③ 0.9148±0.0036 0.9146±0.0024 0.9147±0.0012 ·

④ 0.9147±0.0055 0.9147±0.0092 0.9146±0.0013 ·

⑤ 0.9171±0.1443 0.9147±0.0011 0.9147±0.0027 0.9147±0.0015

⑥ 0.9148±0.0055 0.9145±0.0043 0.9148±0.0016 0.9147±0.0051

⑦ 0.9145±0.0116 · 0.9149±0.0030 0.9148±0.0027

⑧ · 0.9147±00050 0.9148±0.0016 0.9148±0.0013

⑨ 0.9139±0.1650 0.9140±0.0091 0.9148±0.0013 0.9147±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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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건에 따른 농도별 207Pb/206Pb 동위원소 비 분석 정밀/정확도 비교. 분석순서(Run

number)는 낮은 번호부터 분석조건 ①∼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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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건에 따른 농도별 207Pb/206Pb 동위원소 비 분석 정밀/정확도 비교. 분석순서(Run

number)는 낮은 번호부터 분석조건 ①∼⑨>

- 10ppt 이하의 농도에서는 모든 기기 분석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정밀/정확도가 낮게 나와서

추가적인 분석 정밀/정확도 향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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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C-ICP-MS를 이용한 극지 환경시료 스트론튬 동위원소 비 분석 조건 최적화

- NIST987 스트론튬 동위원소 비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분석 정밀/정확도 평가

- 기기 분석조건은 Aridus II 탈용매화 장비를 이용하여 감도를 향상시키고 각 동위원소

존재 비에 따라 1011Ω amplifier와 1013Ω amplifier를 패러데이 검출기에 연결하여 분석

- 기존의 참고문헌에서 보고된 일반 환경시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경우 대체로 유사한

정밀/정확도를 보였으나 극지 빙설시료의 50 ppt 이하의 농도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정밀

/정확도 향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컬럼 정제 등의 전처리를 통한 극미량 농도 수준의 분석 정밀/정확도 향상 방안에 대 한

연구 진행 중

- 농도별 스트론튬 동위원소 비 평균과 표준편차

동위원소 비 5ppt 10ppt 50ppt 100ppt 1ppb

87Pb/86Pb
0.7075

±0.0093

0.7100

±0.0040

0.7038

±0.0008

0.7104

±0.0006

0.7104

±0.0001

88Pb/86Pb
8.3274

±0.1504

8.3648

±0.0727

8.3596

±0.0149

8.3813

±0.0193

8.3785

±0.0025

KOPRI DCCI (Bazzano et al., 2017)

Instrument MC-ICP-MS MC-ICP-MS

Intensity 1.08V for 88Sr at 1 ppb 1V for 88Sr at 0.8 ppb

Intensity Stability

(RSD)
< 1.67% for single measurement <2% for single measurement

<1.2% for 3 hour measurement <5% for 5 hour emasurement

BIK signal 10.7∼13.6 mV 5 mV

Repeatability (1 ppb, 7 replicates) (0.8 ppb, 30 replicates)

RSD 0.66±0.20‰ 0.29±0.02‰

RSE 0.10±0.03‰ 0.04±0.01‰

BIK level 6.3±1.2pg/mL

<기존의 참고문헌과의 기기 분석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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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 스트론튬 동위원소 비 분석 정밀/정확도 비교>

(5) MC-ICP-MS를 이용한 극지 환경시료 황 동위원소 비 분석 조건 최적화

○ 황 동위원소 비 표준 용액 제조

- IEA-S-1과 IAEA-S-4 표준물질을 각각 80mg씩 질산 5ml에 넣은 후 90℃로 6시간 가열

- 혼합된 용액을 상온으로 식힌 후 ICP-MS를 이용하여 황 농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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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빙설시료의 황 농도 수준인 0.5∼10ppb로 희석하여 농도별 정밀/정확도 확인

- 황은 32S가 94.99%로 가장 높은 동위원소 존재 비를 갖고 있으며, 이외의 동위원소는 33S

(0.75%), 34S (4.25%), 36S (0.01%) 등 존재 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동위원소

존재비에 따른 적합한 검출기 조건 정립 필요

- 질량이 낮은 원소의 경우, 동위원소 비 분석 시 산화물 형태 간섭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

기 때문에 납, 스트론튬과 달리 고해상도(m/z >8000) 모드에서 분석 수행

라. LA-MC-ICP-MS 분석 시스템 구축

(1) LA-MC-ICP-MS 분석 시스템 구축 배경

- 레이저 삭마(laser ablation, LA) 장치는 고체 시료를 전처리 없이 정밀 분해하여 질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임. LA의 장점은 작은 고체 시료(광물, 화산재, 암석)를 확대

관찰하고 원하는 지점의 동위원소 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즉 시료 전체를

분해하여 액상에서 원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점 분석으로 원하는 지점의

동위원소비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LA 시스템은 현재 MC-ICP-MS에 연결되어

빙하에 포함된 미세입자 및 화산재 동위원소 분석(Yb-Lu-Hf, U-Th-Pb, Sr, Pb)에 활용될

계획

(2) LA-MC-ICP-MS 구축을 위한 실험실 준비

- MC-ICP-MS가 설치된 청정실험실에 LA시스템이 설치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cm

* 300cm의 충분한 공간을 준비함. 유틸리티는 3가지(전기, 배기, 가스)가 새롭게 공급됨.

전기는 MC-ICP-MS 장비가 사용하는 UPS(15KVA)와 연결 되었으며 상별 부하를 실측하여

사용량이 가장 적은 R-N 결선(220V, 10A)에 연결함. 가스(헬륨, 질소)는 스웨이즈락사의

고압가스용 배관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룸에서 가스를 공급하도록 설계함. 내외부에 설치된

레귤레이터 2기를 이용하여 레이저 장치에 사용되는 압력(Max 25psi)으로 조정 가능

하게함. 배기는 150mm 배관을 기존 덕트에 추가 연결하였으며 댐퍼로 최소 배기 흐름

(280L/m)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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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C-ICP-MS 분석 시스템의 최종 배치와 레이저 삭마 시스템(laser ablation system, LAS)>

(3) LA-MC-ICP-MS 시스템 구축

- 2019년 8월말 레이저 장비의 조립 및 설치가 진행됨. 3일간의 조립, 설치와 2일간의 성능

평가가 진행되었음. MC-ICP-MS와의 RS485 TTL통신을 연결하여 두 장비 간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

○ 장비명: Laser Ablation System: CETAC Analyte Excite (193 nm eximer laser)

○ 장비 설치

- 입고: 2019년 06월 20일

- 설치 및 성능 평가: 2019년 08월 26일∼2019년 08월 29일

- 사용자 교육: 2019년 08월 29일∼2019년 08월 30일

○ Analyte Excite 주요 제원

- 제조사: Teledyne CETAC Technologies

- 엑시머 레어저 광원

· 193 nm ATLEX 300 LR ultra-short pulse, < 5 ns 펄스, 펄스 간 안정성 < 2 % RMS

· 에너지 밀도 > 15 J/cm2, 반복율 1-300 Hz,

· 분석 스팟 1-155 μm, 30가지 스팟 크기 및 모양 선택

- ExiCheck:

· 레이저 가스(ArF) 자동 컨트롤 모듈

· 센서 모듈, 압력 센서, 흐름 제어 밸브, 통합 제어 패널 장착

- 2-Volume HelEx II Cell:

· 분해된 시료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장치(MC-ICP-MS)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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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잔존물 세척, 1초 안에 0.1% 미만으로 잔존물 세척

○ 이미징, 시료홀딩

- 확대 비디오 현미경 장착 (GigE 칼라 카메라, 2 μm 지름 해상도)

- 광원: 편광 반사광, 편광 투과광, 링 조명, 소프트웨어 컨트롤

- 100 x 100 x 50 mm (최대 150 x 150 x 50 mm) XYZ 스테이지 이동

- 제자리 분석, 미소 이동 분석, 현미경 상의 작은 물질 변화를 정밀 분해

<레이저 삭마 시스템(LAS) 설치 과정, CETAC Analyte Excite (193 nm eximer laser)>

<LA-MC-ICP-MS 설치: LAS을 기존 MC-ICP-MS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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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전면부(좌), 레이저&이미징 카메라&2-Volume HelExII Cell(우상), ExiCheck(우하)>

(4) LA-MC-ICP-MS 분석 시스템 테스트 결과

○ 레이저 빔 테스트

- LA을 이용한 분석은 다양한 크기의 고체 시료에 적용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점 및 선분석이

가능하여야함

- 에너지 밀도 7.45 J/cm2, 반복율 5 Hz, 타격 시간 1 s의 조건에서 1∼150 μm 빔크기의

다양한 시험 타격. 정밀도 높은 결과를 얻음

○ 표준광물시료(저어콘)에 대한 Yb-Lu-Hf 동위원소 분석

- 에너지 밀도 8.0 J/cm2, 반복율 10 Hz, 타격 시간 40 s, 50 μm 점분석

- 대상광물: 표준 저어콘 시료(91500, Plesovice, FC1)

- 171Yb, 173Yb, 175Lu, 176Lu, 177Hf, 178Hf, 179Hf, 180Hf 동위원소가 모두 분별되어 시그널이 확인됨

- 173Yb의 시그널이 미약하여 176Yb과 176Hf 구별하기 힘듦

- 질소 가스를 사용하여 분석 시그널 향상 및 정확도 높은 176Hf/177Hf 값을 구할 예정

- 향후 표준광물시료에 대한 U-Th-Pb 동위원소 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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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분석과 선분석을 위한 레이저 빔 테스트>

<Chromium_2.3 프로그램을 이용한 표준 광물(저어콘) 점분석(Yb_Lu-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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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CP-MS에서 확인되는 Yb-Lu-Hf 시그널>

<Iolite_v3로 정리한 표준광물시료(저어콘 91500, Plesovice, FC1)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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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미세입자 분석기술 개발

가. 미세조작기(micro manipulator)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샘플 처리

- 극지연구소에서는 수년간의 남극탐사를 통해 빙하 코어 및 표층눈과 같은 초미세입자가

포함된 샘플을 채집해 왔으며, 이를 분석 할 수 있는 장비(주사전자현미경, 불활성기체

질량분석기 등)를 운용하고 있지만 시료의 전처리가 불가하여 관련 분석기술 개발이 미

진함

- 이에 남극 내륙의 빙하 및 눈 시료에서 채취한 테프라(Tephra), 우주먼지(cosmic dust

particles)와 같은 초미세입자의 전처리를 위하여 미세조작기(micro Mnipulator)를 도입함

<극지연구소에 설치된 미세조작기의 모습>

- 미세조작기는 사람의 손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초정밀 전처리 작업을 현미경에 장착 가능한

기계팔을 통해 대신하는 장비로 초미세입자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설비임

- 금번에 도입된 기종은 Micro Support사의 Quick-Pro-3RH-K 모델로 현미경에 탈착이

가능한 독립형 미세조작기(stand-alone micromanipulator) 방식을 사용하여 현미경의 종류와

상관없이 현미경 좌우에 배치가 가능하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치를 변경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정밀 기계팔은 최소 0.1μm의 움직임으로 작동 범위 X축 20 mm, Y축 20 mm, Z축 30 mm

이내에서 조작이 되며 마우스 위치 제어 방식을 적용하였음. 4단계 이동 속도 조절, 위치

기억, 축 제한 기능 같이 높은 편의성의 제어기술이 적용되어 수μm 크기의 초미세입자의

분리 및 이동 같은 전처리에 매우 효율적임

- 특수 가공된 1μm, 5μm, 10μm 크기의 텅스텐 프로브를 정밀 기계팔에 장착하고 초미세입자

위로 이동시키면 정전기에 의하여 프로브 끝부분에 부착됨. 이때 기계팔의 제어는 수μm

범위에서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바닥면에 프로브 끝이 접촉하면 파손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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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조작기 사용의 상세 준비 과정은 아래 사진으로 설명함. 시료 사이즈에 따라 프로브의

종류를 결정하고 미세조작기에 연결하는 프로브 준비 과정과 조작패널을 설정하고 현미경과

이미징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프로그램 준비 과정이 필요함

- 미세조작기 프로브 준비 과정

A: 프로브 연결부를 준비 B: 시료 사이즈에 따라서 1μm, 5μm, 10μm의 프

로브를 선택하고 전용 홀더에서 분리

C: 프로브를 연결부에 장착하고 고정 D: 미세조작기 팔에 연결부를 끼우고 거리와

각도를 조절하고 고정

- 미세조작기 프로그램 준비 과정

A: 미세조작기기계팔과연결된조작패널을실행 B: 현미경의 카메라 위치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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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과정이 완료되면조작패널에서 움직임 배율을 설정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프로브가

장착된 기계팔을 시료와 최대한 근접시킴. 거리가 가까워지면 배율을 5X 이상으로 변경하고

시료 위로 움직이며 프로브 끝부분에 부착되도록 간격을 조절

- 시료가 부착되면 XYZ의 좌표를 기억시키고 원하는 방향과 높이로 조절하여 이동한 후

반대편 프로브를 사용하여 시료를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쓸어내려 탈착시킴

- 미세조작기 도입 및 관련 실험법 정립을 통하여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초미세 입자의 전

처리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미세조작기 사용법을 극지연구소 실험환경에 맞춰 매뉴

얼 화하고 관련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완료함

- 초미세입자의 분석을 위하여 내년도 제작 예정인 레이저 가열 홀더에 위 미세조작기사용

법을 적용할 예정임

나. BrF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 추출 기술 개발

- 신규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 도입과 함께 기존 산소추출라인(conventional line)의 재

구축 작업 완료. 산소추출라인의 재질을 Pyrex glass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 및 실험 라

C: 현미경 이미징 프로그램(Pixit Intergrator) 실행 D: 이미징 프로그램에서 시료가 확인 되도록

위치 및 배율 변경

A: 미세조작기에 1μm 두께의 프로브를 장착

하고 30μm 크기의 초미세입자 시료를 부

착하여 이동하는 모습

B: 시료의 탈착지점을 선정하고 반대편 프

로브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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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길이 축소를 통해 실험과정의 효율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향상됨.

- 표준시료(Juan de Fuca basalt (JFB) glass, UWG2 garnet) 2mg에 대한 반복 분석을 통

해 산소동위원소 분석 프로세스 재설정 및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실험 결과의 재현성

(reproducibility)과 정밀성(accuracy) 확인

Standard materials n

δ17OVSMOW δ18OVSMOW

Mean
Standard
deviation
(1σ)

Mean
Standard
deviation
(1σ)

JFB glass (2mg) 39 2.816 0.126 5.408 0.129

UWG2 garnet (2mg) 12 3.045 0.060 5.745 0.094

UWG2 garnet (1mg) 8 2.636 0.088 5.022 0.137

<표준시료 분석결과>

<Fuan de Fuca basalt glass의 산소동위원소 비> <UWG2 garnet의 산소동위원소 비>

- 사용된 표준시료 JFB glass와 UWG2 garnet의 산소동위원소 δ17OVSMOW, δ18OVSMOW

값(‰)은 각각 JFB glass = 2.77±0.07(1σ), 5.24±0.12(1σ) (Kusakabe and Matsuhisa,

2008), UWG2 garnet = 3.01±0.03(1σ), 5.78±0.06(1σ) (Starkey et al., 2016)로 알려져 있음.

재구축된 레이저불화방식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시료 2mg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값에 매우 근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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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G2 garnet의 추출된 산소량에 대한 산소동위원소 비>

- UWG2 garnet 1mg에 대한 분석결과 산소동위원소 δ17OVSMOW, δ18OVSMOW 값(‰)은

각각 2.636±0.088(1σ), 5.022±0.137(1σ)로 나타남. 그러나 2mg 분석결과에 비해 δ17OVSMOW,

δ18OVSMOW 값이 각각 0.409‰, 0.723‰ 낮게 나타남. 시료에서 추출된 산소의 양이 24μmol

이상일 경우 산소동위원소의 비가 거의 일정하지만 24μmol보다 적은 양을 분석할 때는

산소동위원소의 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산소동위원소비의 선형적인 감소는 적은 양의 산소가스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Instrumental fractionation에서 기인함. 따라서 적은 양의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는

Instrumental fractionation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보정계수를 얻기 위해서

15∼24μmol의 산소 시료에 대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음

다. 연속흐름장치(continuous flow) 라인 구축

- CO2 레이저와 BrF5를 이용하여 초미세입자에서 극소량 산소를 추출 및 정제를 위한 전

처리 라인 제작. 고진공(<1.0E-8 mBar) 환경에 도달하기 위해 터보펌프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효율적인 진공 시스템을 위해 2대의 로터리 펌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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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흐름 분석 시스템>

- 산소 가스 추출을 위한 전처리 라인은 고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반면, 극소량의 산소 가스를

질량분석기로 이동시키기 위한 연속흐름 라인은 Carrier gas (He)로 채워져 있음. 추출된

산소 가스가 고진공 라인에서 연속흐름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압밸브 시스템을

적용 및 설치. 공압밸브 개폐에는 압축공기(2∼7bar)가 필요하며, 세 개의 밸브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한 스위치 박스 제작

<공압 밸브> <공압밸브 동시개폐를 위한 스위치 박스>

- 극소량의 산소를 정제하고 질량분석기에서 집중된 Peak signal를 얻기 위한 GC Oven

및 Molsieve 5A Capillary PLOT column 설치. Capillary column의 양 끝단을 각각

Conflow IV device와 전처리 라인 쪽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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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Inlet 장착 및 Capillary 연결>

라. 레이저 가열 시스템 구축

<극지연구소 불활성기체 질량분석 시스템>

- 기존 불활성기체 동위원소 분석에서는 시료의 가열 방법으로 진공상태의 도가니에 시료를

떨어뜨려 도가니 전체를 가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기존의 방법은 도가니로부터 분출되는 가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바탕값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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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시료의 양이 수 mg에서 수 백 mg 임. 이는 미운석, 우주먼지와

같은 μg 단위의 초미세입자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초미세입자의 분석에는 시료만을 가열시켜 바탕값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레이저 가열

추출법이 필요함

- 초미세입자의 분석을 위하여 극지연구소 불활성기체 동위원소 실험실에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레이저 빔 크기의 최적화, 바탕값 측정, 운석 시료를 이용한 분석

테스트를 수행함

<레이저 가열 시스템의 모식도> <1064 nm 파장 레이저 및 시료 관찰용 현미경>

<진공 챔버 및 샘플 홀더> <레이저 컨트롤러>

<구축된 레이저 가열 시스템>

- 레이저 가열시스템을 위해 도입한 레이저는 1,064nm 파장의 빔을 평균 출력 0∼20W, 펄

스 진동수 1.6∼1,000 kHz의 범위에서 조절 가능함. 초미세입자 시료의 분석에는 30μm 이

하의 빔 사이즈를 필요로 하며, 빔 사이즈의 최적화 이후 실제 시료의 분석에서 15μm 크

기의 레이저 구멍이 생겼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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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빔 사이즈의 최적화와 실제 시료 분석 후의 레이저 구멍 크기>

- 구축한 레이저 가열시스템의 바탕값을 측정하였으며, 기존의 도가니 가열법의 바탕값과

비교해 He, Ne, Ar, Kr, Xe의 측정하는 모든 불활성기체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바탕값

이 낮음을 확인

- 10μg 이하 미운석의 불활성기체 방출량(Osawa et al., 2010)과 비교하여 구축한 레이저

가열시스템의 바탕값이 낮으며, 특히 헬륨과 네온에 대하여서는 추출 가스와 바탕값이

10배 이상 차이남

<불활성기체 추출 방법에 따른 바탕값과 미운석의 불활성기체 추출량 비교>

※ 미운석의 추출 가스량은 Osawa et al. (2010)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0μg 이하의 미

운석에 대하여 바탕값 이상의 가스가 나온 경우의 평균치임

- 운석 시료 Allende CV3 콘드라이트를 200μm 두께의 박편으로 만들어 구축한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함. 우주선 노출연대의 계산, 불활성기체의 성분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원소인 네온에 대하여 기존 발표된 Allende의 네온 동위원소 값과 비교 함

- 일부 분석 결과에서 동위원소 비 20Ne/22Ne과 21Ne/22Ne에 대하여 모두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나타남. 이는 20Ne+과 22Ne+에 대하여 같은 질량 대 전하 비율(m/z) 범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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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40Ar++과 CO2++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며, 레이저

가열시스템을 이용한 분석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바탕값의 유지, 측정과 더불어
40Ar++과 CO2++에 대한 보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Allende CV3 콘드라이트의 레이저 가열시스템을 이용한 네온 동위원소 분석결과>

○ 40Ar++과 CO2++보정

- 20Ne+과 22Ne+에 대한 40Ar++과 CO2++ 보정은 시간에 따른 20Ne, 22Ne, 40Ar, CO2의 변화량

측정을 통해 이루어짐. 정확한 보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온소스 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40Ar, CO2의 농도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20Ne+과 22Ne+의 변동값을 측정하여야 함.
40Ar와 CO2의 농도 조작은 질량분석부 내부의 기체포집 장치의 온도조절을 통해 이루어짐

- 연구기간에 걸쳐 20Ne과 22Ne에 대한 40Ar++과 CO2++ 보정값을 측정하였으며, 변동을

관측함. CO2++ 보정값의 경우 변동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40Ar++ 보정값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동이 나타남. 20Ne의 양이 1⨯10-12cc STP인 경우, 40Ar++에 의한 영향은 20% 정도임.
가스 추출량이 적은 초미세입자의 분석 시, 40Ar++ 보정값에 대한 측정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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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분석기간에 따른 40Ar++과 CO2++의 보정값 변화>

마.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한 초미세입자의 불활성기체 질량 분석

- 구축된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석의 파편, 단일 광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분석

시료는 DEW 12007 달운석과 FLE 13002 L3 콘드라이트에서 100μg 이하로 준비함

- 레이저 가열을 통해 입자가 녹는 과정은 레이저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를 통해 관찰이

가능함

- 일차적으로 레이저 가열을 마친 후, 홀더 내부 관찰을 통해 시료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찾아 가열해주며 시료가 녹은 부분도 이차적으로 가열해 줌으로써 불활성기체의 완전한

추출이 이루어지도록 조작함

<레이저 가열 중의 챔버> <레이저 가열 중의 시료>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한 초미세입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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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heating 4He 20Ne 36Ar 84Kr 132Xe

Weight (μg) 10-9cc/g 10-12cc/g

#1 12540 　 207 　 16 　 123 15

56.5 ± 1261 ± 21 ± 3 ± 24 ± 13

#2 8868 　 221 　 35 　 199 83

55.1 ± 894 ± 22 ± 5 ± 30 ± 18

#3 　 20685 　 280 　 132 　 1021 　 1333

9.7 ± 2110 ± 29 ± 21 ± 162 ± 172

#4 　 20002 　 214 　 43 　 255 　 95

58.7 ± 2007 ± 22 ± 5 ± 34 ± 18

#5 　 10030 　 226 　 42 　 257 　 69

44.7 ± 1012 ± 23 ± 6 ± 38 ± 20

#6 　 12585 　 206 　 46 　 306 　 91

32.6 ± 1270 ± 21 ± 7 ± 48 ± 27

#7 3819 　 127 　 19 　 38 -18

71.5 ± 387 ± 13 ± 3 ± 15 ± 10

#8 　 7745 　 225 　 17 　 97 　 42

64.1 ± 780 ± 23 ± 3 ± 20 ± 13

#9 　 6204 　 88 　 24 　 47 　 26

58.3 ± 627 ± 9 ± 4 ± 18 ± 14

#10 　 51532 　 410 　 49 　 1294 　 1683

62.2 ± 5159 ± 41 ± 6 ± 135 ± 172

Furnace heating 　 14286 　 181 　 41 　 117 　 128

254.3 mg ± 934 ± 8 ± 2 ± 5 ± 7

<L3 콘드라이트 FLE 13002의 100μg 이하 입자에 대한 불활성기체의 농도 분석 결과>

<레이저 가열 전의 시료와 홀더 표면> <레이저 가열 후의 시료와 홀더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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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heating 4He 20Ne 36Ar 84Kr 132Xe

Weight (μg) 10-9cc/g 10-12cc/g

#1 　 531 734 　 1293 1137 　 113

18.1 ± 94 ± 75 ± 130 ± 124 ± 12

#2 　 4932 15861 　 17262 8736 　 1133

6.6 ± 572 ± 1593 ± 1729 ± 898 ± 116

#3 　 10280 5370 　 2797 1532 　 236

52.2 ± 1035 ± 538 ± 280 ± 156 ± 24

#4 　 2125 4999 　 4772 5003 　 561

42.3 ± 226 ± 502 ± 478 ± 504 ± 57

#5 　 207911 295804 　 127610 68350 　 9193

36.1 ± 20801 ± 29616 ± 12761 ± 6839 ± 920

#6 　 23690 981 　 12 265 　 0

4.8 ± 2455 ± 110 ± 10 ± 107 ± 10

#7 　 78679 10311 　 5869 2823 　 479

14.7 ± 7893 ± 1035 ± 588 ± 294 ± 49

#8 　 14 27 　 50 99 　 14

44.5 ± 34 ± 5 ± 5 ± 16 ± 2

#9 　 231 126 　 155 -96 　 10

7.1 ± 169 ± 16 ± 19 ± 62 ± 7

Furnace heating 　 156066 181807 　 112752 54045 　 7568

213 ± 15636 ± 18188 ± 11316 ± 6186 ± 815

<달운석 DEW 12007의 100μg 이하 입자에 대한 불활성기체의 농도 분석 결과>

-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달운석 DEW 12007과 L3 콘드라이트 FLE 13002을 분석한

결과는 도가니 가열 결과와 비교해 넓은 변동 폭을 보임. 불활성기체의 농도뿐만 아니라

동위원소 비에서도 차이는 나타나며, 이를 네온 동위원소 비를 통해 제시함

- 이러한 결과는 운석 내부에서 불균질하게 불활성기체가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레이저

가열 시스템을 통해 더 작은 양의 시료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일단계 분석임에도 불

구하고 운석의 구성 물질에 따른 불활성기체의 분포와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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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운석 DEW 12007과 L3 콘드라이트 FLE 13002의 네온 동위원소 비 그래프>

- 기존의 극지연구소 불활성기체 분석 시스템에 레이저 가열 불활성기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초미세입자 분석을 위한 필수조건인 낮은 바탕값의 유지와 네온 동위원소에 대해

같은 범위에서 질량 대 전하 비율을 갖는 40Ar++과 CO2++에 대한 보정값의 측정과 변동

양상의 관측을 연구 기간 중 진행 함. 운석을 이용한 분석 테스트를 통하여 레이저 가열

불활성기체 분석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 μg, 수십 μg 단위의 입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레이저 가열 불활성기체 분석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확인함

바. 초미세입자 전처리 전용 청정실험공간 구축

- 크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불과한 초미세입자의 전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전용 실험 공간의 구축이 필수적임

- 초미세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공기 중의 작은 먼지에도 쉽게 오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오염은 초미세입자 분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400×2800×2600mm 크기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천장형 헤파필터(HEPA filter), 속도 가변형 FFU (Fan Filter Unit) 4기를 설치하고 프레임

둘레를 무정전 비닐과 PVC로 마무리한 클린부스(Clean Booth)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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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천장부 Fan Filter Unit 설치>

<Pre Filter, HEPA Filter 설치 <설치 완료>

<초미세입자 전용 클린부스 설치 과정>

- 클린부스 전면에 설치된 프리필터(Pre Filter) 2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공기 중 부유

먼지를 여과하여 천장부 헤파필터(집진 효율: 0.3μm 입자 기준 DOP 99.97% 이상) 4기로

보내주며 이곳에서 한번 더 공기중 미세먼지를 여과하여 수직층류 방식으로 실험공간 내부에

공급하여 양압(Positive Pressure)을 유지시켜 Class 1,000 수준의 청정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됨

- 천장면 FFU (Fan Filter Unit)에서 토출되는 공기는 보통 풍속 0.3m/s이상의 수직방향

층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초미세입자의 전처리임을 고려하여 실험 요건에 따라 풍속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FFU 속도를 가변 가능하게 설계하였음

- 클린부스 내부에는 초미세입자의 전처리에 필요한 초정밀 저울(UMT2, micro balance)과

미세조작기(Electric Micro Manipulator system, Quick Pro Series)가 장착된 실체현미경,

Class 10 수준의 클린도 확보가 가능한 Clean Bench가 설치되었으며 추후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초정밀절단기(Ultramicrotome)의 설치 장소를 확보하는 구조로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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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장비 설치가 완료 된 클린부스> <초미세입자 분리에사용되는 미세조작기(Electric

Micro Manipulator system, Quick Pro Series)>

<초미세입자 무게 측정용 초정밀

저울(UMT2, microbalance)>

<울파필터(ULPA Filter)가 장착된 청정도

Class 10 수준의 클린벤치>

<초미세입자 전용 클린부스와 내부 연구 장비>

- 클린부스 내부는 Plantower사의 PMS7003 미세먼지 센서와 아두이노(WEMOS D1)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먼지량을 자동 측정하게 만들고 특정 수치를 넘으면 사용자들의

핸드폰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먼지계측 시스템을 제작하여 설치함. 먼지계측 Data는

연구원들이 많이 쓰는 사무실 복도에 있는 모니터링 화면에 실시간으로 수치를 표시하여

클린부스 내부의 오염정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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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이 완료 된 먼지계측 시스템>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 3D모델링

중인 먼지계측 시스템의 외관>

<아두이노와 먼지센서로 구성된 먼지계측

시스템의 내부>

<먼지계측 시스템의 정보를 받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모니터링 화면>

<초미세입자 전용 클린부스의 먼지계측 시스템>

- 위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린부스 내부와 외부에서 측정한 각각의 Data를 시계열

그래프로 만들어서 비교해보면 외부 실험공간대비 월등하게 우수한 청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번에 설치한 클린부스는 초미세입자 전처리에 적합한

실험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

- 클린부스 내부와 클린부스 외부의 먼지계측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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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린부스 외부(산소동위원소 실험실)에서 측정된 0.3µm 초과 먼지수에 대한 시계열 그

래프(기간: 2018년 09월 27일∼28일, Data수: 3128)

B: 클린부스 내부에서 측정된 0.3µm 초과 먼지수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기간: 2018년 09월

27일∼28일, Data수: 4229)

○ 시료량 감소를 위한 전처리 라인 개선

- 기존부터 사용한 레이저 불화방식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은 약 2mg의 시료가 사용되며

추출되는 산소양은 약 30μmol임

- 약 2mg 자체표준시료(obsidian)의 누적 분석결과는 8.60±0.24‰(n=61, 2σ)인 반면에,

시료량이 감소할수록 산소동위원소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약 0.5mg을 분석한 경우

알려진 값에 비해 약 1.5‰ 낮게 나타남

- 시료량에 따른 동위원소 분별작용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적정 시료량은 약 25μmol임을 확인함

<추출된 시료량에 따른 자체표준시료(obsidian)의 산소동위원소 분석결과>

- 소량 시료의 산소동위원소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분별 효과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의 정밀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소동위원소비와 시료량의 선형관계의 원인으로 외부 공기의 유입(leakage) 가능성을 추측

- 이러한 외부효과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전처리 라인의 부품을 적절한 재질로 교체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시료량의 한계를 점차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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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 추출기술 개발

- CO2 레이저와 BrF5를 이용하여 초미세입자에서 극소량 산소를 추출 및 정제를 위한 연속

흐름(continuous flow) 전처리 라인 제작

- 실험 라인의 낮은 바탕값(background)를 획득하기 위한 고진공도 시스템과 극소량의 샘플

가스를 이동시키기 위한 연속흐름장치를 구상하여 실험 라인 설계 및 제작함

- 알루미늄 프레임에 스테인레스 스틸 밸브 및 파이프를 부착하였고 진공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피라니 게이지(pirani gauge)와 냉음극 게이지(cold cathode gauge)를 설치

<연속흐름장치를 이용한 레이저 불화방식 초미세입자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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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흐름장치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동위원소 분석시스템 모식도>

- 초미세입자에서 산소 가스 추출을 위한 전처리 라인은 고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반면, 극소

량의 산소 가스를 질량분석기로 이동시키기 위한 연속흐름 라인은 항시 헬륨이 흐르게 됨

- 추출된 산소 가스가 고진공 라인에서 연속흐름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압밸브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산소정제라인에 설치

- 공압밸브 개폐에는 압축공기가 필요하며, 세 개의 밸브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한 스위치

박스 제작하여 부착

<공압 밸브> <공압밸브 동시개폐를 위한 스위치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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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량의 산소를 정제하고 질량분석기에서 집중된 산소동위원소 신호를 얻기 위한 GC

Oven 및 Molsieve 5A Capillary PLOT column 설치

- 이 Capillary column의 양 끝단을 각각 Conflow IV device와 전처리 라인 쪽으로 연결하여

전처리 라인에서 질량분석기로 샘플 가스가 이동하는 동안에 순수한 산소만 분리되어 이온

소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GC Oven 내에 Capillary column 장착> <GC Inlet 장착 및 Capillary 연결>

- 초미세입자의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적외선 레이저 설치하여 갈바노미터 스캐너

(Galvanometer scanner)를 장착한 레이저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레이저의 물리적 요인들을

프로그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됨

- 초미세입자에 대한 정밀한 레이저 조사(irradiation) 및 효율적인 불화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레이저 시스템의 기능(Beam positioning, output, time etc.)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정

가능

<갈바노미터 스캐너를 장착한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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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컨트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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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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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총 연구기간 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세부연구

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1년차

(2017)

코리안

루트개척

○ 남극횡단루트

- 육상루트 ∼300km 진출

- 장비의 50% 구성

0.5

- 300km 진출 완료

- 구성완료

100
○ GPR 탐사

- GPR탐사를통한안전이동로확보 - 확보 완료

○ 환경영향평가

-코리안루트탐사IEE작성및제출

- 열수시추를위한CEE 사전준비

- 작성 완료 외교부 제출

- 사전준비

심부빙하

/빙저호

시추기술

개발

○ 시추후보지 탐사

- D1, D2지역 (3,700km2) 항

공 Ice Radar 탐사

- 빙저호 분포 및 규모 파악

0.35

- 탐사 완료

- 현장조사완료

100
○ 열수시추

- 2,000m 공동 열수시추 추진 - 연구협력 부속서 체결

○ 심부빙하 시추

- 그린랜드 EGRIP에 기술인력

파견으로 최신 심부빙하시추

기술습득

- 기술습득 완료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동위원소

- 청정실험환경 구축

- 미량원소동위원소비 DB 구축

0.15

- 구축미완(실험실 미배정)

- 기반구축 완료

80○ 초미세입자

- 초미세입자 전처리 기술개발

- BrF5를 이용한 초미세입자

산소 추출 기술 개발

- 기술개발 완료

- 기술개발 완료

계 1.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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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세부연구

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2년차

(2018)

코리안

루트개척

○ 남극횡단루트

- 육상루트 ∼700km 진출

- 장비의 60% 구성

0.5

- 700km 진출 완료

- 장비구성 완료

100
○ GPR 탐사

- GPR탐사를통한안전이동로확보 - 정밀GPR탐사안전로확보

○ 환경영향평가

- 현장 기초자료 획득 및 분석

- 중정 항목 선정 및 평가

- ATCM IP 제출

- 중점항목 자료 확보

심부빙하

/빙저호

시추기술

개발

○ 시추후보지 탐사

- D2지역의 정밀 Ice Radar 탐사

- 빙저하부지형도작성(N1, N2)

0.35

- 탐사 완료

- 작성 완료

80
○ 열수시추 기술개발

- 2,000m 공동 열수시추 착수

및 인력파견

- 영국 BAS 측 사정으로

2019년 파견으로 연기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 EGRIP 현장참여 및 기술습득 - 현장참여및기술습득완료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동위원소

- MC-ICP-MS 분석시스템 구축

- MC-ICP-MS를이용한극지빙설

시료 납, 스트론튬 및 네오디뮴

동위원소비분석효율향상연구 0.15

- 청정실험실 구축 완료

- MC-ICP-MS 도입

- 기본 성능테스트 완료 100

○ 초미세입자

- 불활성기체레이저가열시스템구축

- 클린룸 설치

- 구축 완료

- 기술개발 완료

계 1.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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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내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율(%)

구분

연차별 달성내용 연차별
계획대비
연구실적
달성율(B)
(%)

세부연구

목표
연구내용

가중치

(A)
달성실적

3년차

(2019)

코리안

루트개척

○ 남극횡단루트

- 육상루트 ∼1,100km 진출

- 장비의 80% 구성

0.5

- 1,100km 진출 완료

- 장비구성 완료

100

○ GPR 탐사

- GPR 탐사를 통한 안전 이

동로 확보

- 정밀 GPR탐사 안전로

1,100km 확보

○ 환경영향평가

- 현장 기초자료 획득 및 분석

- 중점 항목 선정 및 평가

- 2018년ATCMIP제출완료

- 중점항목 자료 확보

심부빙하

/빙저호

시추기술

개발

○ 시추후보지 탐사

- D2지역의 육상 탄성파 탐사

- 빙저호 수괴 규모 파악

0.35

- 탐사 완료

- 파악 완료

90

○ 열수시추 기술개발

- 2,000m 공동 열수시추 착수

및 인력파견

- 영국 BAS 측 사정으로열

수시추기공동개발로변경

○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탐사

- 심부빙하시추 캠프 준비

- Dome C 기지 방문 답사

및 캠프 운영기술 습득

첨단분석

기술개발

○ 극미량동위원소

- MC-ICP-MS를 이용한 극지

빙설시료 내 황 동위원소 비

분석효율 향상 연구

0.15

- 표준용액을 이용한

- MC-ICP-MS 황 동위

원소 비 분석 정밀 정

확도 평가 완료
100

○ 초미세입자

- 레이저 가열 초미세입자 불

활성 기체 분석기술 개발

- 레이저를 이용한 초미세입

자 산소 추출기술 개발

- 개발 완료

- 개발 완료

계 1.0 96.5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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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구분 주요 내용

향후

연구

방향

○ 장보고기지와 남극내륙연구 거점을 잇는 1,300km 육상 보급로 확보

- 장보고기지로부터 남극내륙연구의 거점이 될 심부빙하코어 시추 유력

후보지까지 1,300 km 육상 보급로 확보

- 남극내륙진출 루트상에 원활한 남극내륙연구 보급품 수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다수의 중간 연구/보급캠프 및 남극내륙 연구거점캠프 구축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확보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주변 항공/육상 IPR 탐사를 통한 3,000m급 시추지점

확보

○ 남극내륙진출 루트상의 빙저호 시추 후보지 탐사

- 빙저호 수괴 규모 파악을 위한 육상 정밀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 한-영 열수시추기 공동 개발을 통한 열수시추시스템 활용 기술 개발

○ 첨단 분석기술 개발

- 초미세입자 및 극지 빙설시료 등의 동위원소 비 분석 정밀도 향상

- 철, 셀레늄 동위원소 등 신규 기후/ 환경 프록시 개발

성과

활용

계획

○ 남극내륙진출루트 개척

- 본 과제를 통해 확보한 탐사장비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장보고기지 기점

1300km 남극내륙 진출루트 확보 및 다수의 남극내륙 지원 거점 구축

- 남극내륙 빙상의 빙하구조 탐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남극내륙 거대과학

연구주제 발굴 지원

○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확보 및 내륙기지 건설 추진 동력 제공

- 1,300km 육상 보급로 및 연구지원 거점을 활용한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정밀 탐사 및 3,000m급 심부빙하시추 후보지 확보

- 1,300km 육상 보급로 및 연구지원 거점 기반 내륙기지 건설 추진 동력 제공

○ 빙저호 탐사 기술 활용

- 남극 내륙 빙저호 정밀 탐사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 빙저호 연구

프로그램 추진

○ 첨단 분석기술 개발 활용

- 지속적인 첨단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공동 프로그램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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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otential Risks and Future Impact of a Large Leverett Glacier Crevasse

along the South Pole Travers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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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bility of Cargo Trains during Year Two of the Proof-of-Concept South

Pole Tr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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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asibility of Overland Traverse to Re-Supply Summit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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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posed Exploration of Subglacial Lake Ellsworth Antarc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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