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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국제종자저장고, 침수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 실시
전 세계 종자 93만여 개 보관, 시리아 내전 피해로 종자 외부 유출 허용하기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작물 종자저장고인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Svalbard Global Seed Vault)’가 대대적인 보강 공사에 들어갈 예

정이다. 지난해 10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으로 입구

에서 창고로 향하는 터널 부분이 침수됐다. 이로 인한 입구의 방수

벽 설치와 터널 접근로에 대한 기초공사 등 보강공사에 50억여 원

의 비용이 들 예정이다. 이번 침수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

으며, 씨앗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스피츠베

르겐 섬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북위 78도의 북극권으로 북극점

에서는 약 1,300km 떨어진 곳이다. 종자저장고는 이곳 해발 130m

의 영구 동토층 바위산 120m 깊이에 3개의 저장 시설을 두고 있다. 

다가올 기후변화, 핵전쟁, 소행성 충돌, 천재지변 등 지구적 규모의 

재앙으로부터 주요 식물의 멸종을 막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만

들어졌으며,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여 ‘최후의 날 저

장고(doomsday vault)’라고 부르기도 한다.

저장고 시설은 노르웨이 정부에서 2008년 2월 26일 건립했고, 유

엔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북유럽 

유전자 자원센터(NordGen)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총 450만 종류의 작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

를 갖추고 있다. 품종은 평균 500개의 종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

대 25억 종자를 보관실에 저장할 수 있다. 현재 국제종자저장소에

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져온 종자 샘플이 93만여 개에 이른

다. 옥수수, 쌀, 밀, 사탕수수와 같은 주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주

요 독특한 품종에서부터 가지, 상추, 보리, 감자 등 유럽 및 남미 품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에서도 2008년 6월 9일에 아시아 

최초로 국내 종자 5,000종을 입고시킨 바 있다.

이곳에 들어온 종자는 맞춤형 3중 포장 패키지로 상자 안에 봉인되

어 최적의 보관 온도인 영하 18도를 유지하는 창고 안의 선반에 보

관된다. 저장고는 지진이나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

게 지어졌으며, 전기 공급이 끊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연 냉

동상태가 유지된다.

국제종자저장고는 지난 2015년 9월에 처음으로 종자 샘플의 외부 

유출이 허용된 바 있다. 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ICARDA)가 시

리아 내전으로 피해를 본 종자를 대체하기 위해 국제종자연구소에 

맡긴 종자 샘플의 일부를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다. 요청한 종

자 샘플은 325개 상자 가운데 130개 분량이다. 지난 2월엔 국제종

자저장고가 북극에 문을 연지 거의 10년 만에 전 세계 각지에서 새 

종자 5만개가 반입되기도 했다.

1 북극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2 내부 보관 창고로 이어진 터널. 3 국제종자저장고 내부 보관 창고. 3중 포장 패키지로 상자 안에 봉인되어 선반에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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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News

국내에서 개발한 해저 탐사로봇 크랩스터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크랩

스터(Crabster)는 게(Crab)와 가재(Lobster)의 합성어로 6개의 다리와 

초음파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다관절 해저보

행로봇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8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경인테크와 

함께 다관절 해저보행로봇 ‘크랩스터’ 개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해저보행로봇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게 되고, (주)경인테크는 30억 원을 지불하고 CR200(200m급)

의 기술을 이전받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5억 2천만 원을 

들여 해저에서 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

봇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천해용(200m급) 크랩스

터인 CR200을 개발한데 이어, 작년 12월에는 심해용(6,000m급)인 

CR6000이 북태평양 필리핀해 수심 4,743m 지점에서 테스트를 거쳤

다. 6,000m급 해저보행로봇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에 개발한 CR6000

이 유일하다.

크랩스터의 다관절의 다리는 깊은 수심의 해저 지면에서 조류의 영향

을 별로 받지 않고 보행이 가능하다. 추진체계가 프로펠러 방식이 아

니어서 이동할 때 개흙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시야를 탁하게 하는 교

란현상을 최소화하므로 탐사 효율이 높다. 또한, 본체에 장착된 음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 150m 반경 이내의 물체를 탐지할 수 있고, 

초음파 카메라를 통해 전방 15m 이내에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크랩스터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여 해저 탐사 시 자원과 생물들을 

발견하고 채취하며, 해저 유물 발굴 또는 해양 재난 구조활동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클랩스터 CR6000은 앞으로 

탐사 실적을 쌓은 후 해저 열수광상, 열수 분출공, 해저화산, 침몰선 

등 일반 장비로는 정밀 탐사가 어려운 극지역 등 심해 탐사활동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형 심해 로봇 크랩스터 상용화 추진한다
심해용 로봇 기술 세계 유일…해저 4,700m 바닷속 테스트 성공

왼쪽 수심 200m 내에서 

해저 탐사가 가능한 크랩스터 

CR200. 오른쪽 CR6000. 

내압성이 강화된 수심 

6000m급 심해용 크랩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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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빙하 속 핵폐기물…지구온난화로 노출 위기
미군 군사시설 캠프 센추리 지역, 2090년엔 눈과 얼음 급격하게 감소

냉전시대 미군이 그린란드 북서부 만년빙 아래에 건설한 비밀 핵 

군사시설이 최근 그린란드 지역의 급속한 온난화로 인하여 향후 수

십 년 내에 모습을 들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한창이던 1959년에 미 육군 공병단은 

당시 덴마크 영토였던 그린란드 빙하 밑에 비밀작전을 수행하기 위

한 캠프 센추리(Camp Century)라는 지하기지를 건설했다. 캠프 센

추리는 얼음 밑 8m 깊이에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하터널로 군인

과 과학자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자체 전력 공급을 위

한 소형 원자로까지 반입했다.

미군은 북극에서의 건설 방법과 극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

고 설치 목적을 밝혔지만 실제는 캠프 센추리에서 소련을 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빙하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탓에 터널이 일그러지거나 붕괴할 가능

성이 커지면서 완전 폐기됐다. 당시 미군은 디젤 20만 리터를 비롯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2,400만 리터의 폐수, 그리고 양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능 폐기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을 남겨둔 채 철수했다. 이

들 시설이 매년 쌓이는 눈과 얼음으로 영원히 묻혀있을 것이라 판

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지하 12m였던 기지는 현재 35m로 깊

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면서 핵폐기물 노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2003~2010년 사이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 층이 20세기 전체 기간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녹

고 있으며, 올 6월 중 기온은 섭씨 24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16년 지구물리학연구지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호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 미군 

군사 기지 위의 눈과 얼음이 이번 세기 안에 녹으면서 얼음 밑에 묻

혔던 쓰레기가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ASA가 공개

한 사진에 따르면 현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온이 상승할 

경우 2090년대에는 진한 붉은 색의 해안지역에서 매년 3m가 넘는 

두께의 얼음이 사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연한 분홍색을 띠는 캠프 

센추리 주변 지역 역시 얼음 감소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대로 방치되어 몇 십 년 안에 캠프 센추리가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 1950년대와 2090년대 각각 지표면을 덮고 있는 눈과 얼음의 부피 변화. 2090년이 되면 붉은 색 해안지역은 얼음이 사라지고, 분홍색을 띠는 

캠프 센추리 지역은 눈과 얼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출처=NASA) 2 NASA의 레이더 관측 자료. 얼음 밑 30m 깊이에 묻혀있는 폐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출처=NASA) 3 냉전시대의 그린란드 센추리 캠프.(출처=구글어스)

2

1 3

1950년대

캠프 
센추리

캠프 
센추리

20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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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가 남극 로스해(Ross Sea)에서 빙하가 사라진 경로를 찾

아내 빙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극지연구소는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탐사한 해저 지형자료를 분석한 결

과 로스해 중앙 부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빙하가 현재 해안선과 평

행한 방향으로 후퇴하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점을 찾아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해저지형에는 과거 빙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흔

적이 남아있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로스해 지역이 동남극과 서남극 

대륙빙하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빙하기 동안 로스

해가 서남극 대륙빙하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사라진 빙하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기존학설을 뒤집는 해석이다. 

현재 바다인 로스해 지역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바닷물에 잠기

게 되었다. 빙하가 바다에 잠기면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빙하 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 

현재 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연구대원으로 있는 이재일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난화에 따른 남극 빙하의 후퇴와 해수면 변

동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질학 분야의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 지올로지

(Geology) 5월호에 게재됐다.

남극 로스해 빙하 ‘사라진 경로’ 밝혀졌다
극지연구소·뉴질랜드 연구팀, 기존 학설 뒤엎는 결과 지올로지 5월호에 게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 탐사한 해저 지형자료.

“해저지형에는 과거 

빙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번 연구결과는 로스해 지역이 

동남극과 서남극 

대륙빙하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음을 보여준다.”



8 

고래가 바다에 적응한 비결은 뭘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밍크 고래 골밀도 유전자 FGF 최초 분석

사람과 같은 포유류인 고래가 평생을 수중에서 적응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고래가 바다의 수중생활에 기여한 유전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하 KIOST)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원래 육상에서 생활하던 

유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동물)가 수천만 년 전 해양으로 서식처를 

옮기면서 진화한 고래는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적·생리적 변화를 

겪는데, 급격한 골밀도 변화도 그 중 하나이다. 고래의 경우 골밀도와 

관련된 유전자에서 저산소 환경에 반응하는 부위가 사람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소가 적어지면 유전자가 많이 활성화되

어 골밀도를 낮추는 것이다.

얕은 물가에서 생활하던 수천만 년 전의 고래는 높은 골밀도를 갖고 

있어 뼈가 추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수중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현

재의 고래는 매우 낮은 골밀도로 인해 부력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지

만 골밀도를 조절하는 원인 유전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에 KIOST 이정현 박사 연구팀이 발견한 섬유아세포성장인자

(Fibroblast Growth Factors: FGF) 유전자의 진화분석으로 고래가 바

다의 수중생활에 적응하는 비밀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고래가 

잠수하여 저산소 상태가 되면 간에서 FGF23의 발현을 유도하여 낮은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진화하였다고 밝혔다. 인간이나 고래류와 같은 

포유류는 FGF 유전자 22종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혈관형성, 상처치

유, 배아발생, 세포분화, 신호전달, 대사조절기능 등 다양한 생리조절

작용에 관여하는 성장인자로 질병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 저산소증에 의해 FGF23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저산소증과 관련된 인간 

질병의 원인과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OST 주요 과제인 ‘해양·극한 유전자 신기능 발굴 및 활용기술개발’

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융합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017년 1월호에 실렸다.

저산소 저항성 획득
· 고래 진화과정 중 FGF11 유전자가 긍정적으로 선택됨
· FGF11 프로모터에 모든 포유류에 보존된 HRE* 존재
*HRE(Hypoxia-Response Element) 
 저산소반응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부위

외이(external ear)소실
· 고래 진화과정 중 귀와 치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FGF3 유전자가 긍정적으로 선택됨
· FGF3 C- 말단 Arg 밀집 부위 소실

체모 소실
· 고래와 아프리카 코끼리에서
  모낭특이적으로 발현되는
  FGF22 유전자가 불활성화 

골밀도 감소와 부력 획득
· 골밀도 조절기능을 가진 FGF23 프로모터에
  모든 포유류에 보존된 HRE 발견
· 고래목 특이적인 HRE 수 증가
· 잠수시 저산소에 의해 고래 간에서 FGF23 발현 증가

가슴지느러미 팔꿈치 골말단 유착과 조타기능 향상
· FGF9 단백질 동협중합체 형성 저해 돌연변이는 사람과 쥐를 팔꿈치,
  무릅 관절 골말단 유착을 초래
· 고래의 FGF9에 동협중합체 형성을 저해하는 고래 특이적 
  아미노산 변이 (D203G) 존재

해양환경에 적응한 고래의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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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지난 해 75년 만에 탄저병

이 발생했다. ‘시베리아 역

병’으로 알려진 탄저병이 야

말로네네츠 지역에서 발생

한 것은 1941년 이후 처음

이다. 탄저균이 땅속에 묻

혀 있다가 따뜻한 날씨 때

문에 되살아난 것으로 파악

되면서 기후변화 재앙이 시

작됐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 2016년 8월 1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중북부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에서 12세 소년(목동)이 탄저병으로 숨졌으며, 8명이 탄

저균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탄저균이 발견된 이 지역에서는 

이미 순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은 탄저병 발생 이후 이 마을에 소개령이 내려 주민들을 다른 곳

으로 이주시키고, 세균전 훈련을 받은 병력을 해당 지역에 파견했다. 

러시아 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 이상 고온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서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 사체가 그대로 노출돼 병이 퍼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탄저균이 발견된 지역에선 최근 이례적으로 35℃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녹은 동물 사체 등에서 나온 탄

저균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

고 있다. 탄저균은 얼어붙은 

사람이나 동물 사체에서 수

백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 또한 

러시아 당국은 순록의 탄저

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사

례가 늘면서 이 지역에서 

사육하는 순록 100만여 마

리 중 25%를 도살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인류학자인 올가 무라슈코(Olga Murashko)는 “대규모 순록 도살은 

이곳 자치족이며 순록을 키우며 살아가는 네네츠족의 생계를 위협하

고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잃게 할 것”이라면서 “순록 도살과 

다른 지역 강제 이주는 최근 이 지역에서 늘고 있는 가스 개발과 연관

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러시아 서시베리아에 자리한 야말로네네츠 자치구는 남부의 산림지

역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3이 북극권에 속하며 툰드라로 덮여 있다. 

세상 끝(야말) 툰드라의 얼음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네네츠족이 

사는 이곳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 지역 탄저병 발생…지구온난화의 저주인가?
자원개발과 이상고온으로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네네츠족 수난 당해

1 떼죽음 당한 시베리아 순록.(사진 : segnidalcielo.it)

2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위치도.

3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역의 네네츠족.(사진 : CNN)

3

1

2

야말로네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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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지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다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5월 17일~18일 개최, 극지연구 전문가 150여 명 참석 성황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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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지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다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5월 17일~18일 개최, 극지연구 전문가 150여 명 참석 성황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I n t e r n a t i o n a l 

Symposium on Polar Sciences)이 지난 5월 

17~18일 양일간 ‘극한지 생명: 회복탄력성, 적

응, 응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 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칠레, 뉴질랜드 등 15개국 150여 명의 극

지연구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극지 생물의 다양성과 진화 연구, 극지 생물의 

환경적응 기작과 고유의 생명현상과 같은 기초

연구부터 유용 극지 생물자원 발굴과 극지 유래 

신규 생물 소재 개발 등에 관한 응용연구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심포지엄은 총 6개 세션, 

초청 기조강연 2건(극지어류와 황제펭귄 생태학 분야의 전문가), 

구두 발표 31건, 포스터 발표 29건 등으로 구성, 다양하고 심도있

게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국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신진연구

자 프로그램과 칠레와의 남극협력강화 및 공동연구프로그램 개발

을 위한 한-칠레 남극 협력워크숍, 뉴질랜드와 공동연구 및 관측

계획 개발을 위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원탁회

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극지연구소는 양국 간 국

제협력 확대와 우수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극 관문 도시인 칠레 푼타아레나스와 뉴질랜

드 크라이스트처치에 각각 한-칠레 남극 협력센

터(’16. 2월 개소)와 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 

(’14. 11월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은 극지연구소가 극지연

구 최신 동향 파악과 공유, 네트워킹 및 구체적 

공동연구 협의를 위한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매

년 양일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쇄빙연구선 아

라온호와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등과 같은 극지 인프라를 활용하

여 수행한 연구활동을 통해 획득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역량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은 “남극 생명의 진화와 생존은 남극연구

과학위원회에서 선정한 차세대 주요 과학연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극한지 생명의 특성을 응용한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각국

간의 활발한 연구협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은 극지연구소가 

극지연구 최신 동향 파악과 공유, 

네트워킹 및 구체적 공동연구 협의를 

위한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매년 양일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와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등과 

같은 극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한 

연구활동을 통해 획득한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역량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 제23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이 

지난 5월 17~18일 극지연구소에서 

국내외 극지연구 각 분야 전문가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2 포스터 세션 시상식에 함께한 

전현직 극지연구소장.(맨왼쪽 윤호일 

현 소장, 맨오른쪽 김예동 전 소장)

3 극지연구소 본관 1층 홀에서 열린 

만찬. 김예동 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심포지엄 2일차에 제날드 

쿠맨(Gerald Kooyman)이 

‘1902~2016년 로스해 황제 펭귄의 

자연사’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4



우리가 바로 남극의 주인!
사진 · 김완수 펭귄 사진작가

GALLERY

남극의 펭귄



하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이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기 훨씬 이전부터 펭귄과 물개, 

갈매기 등 수많은 남극의 동물들이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땅에선 뒤뚱뒤뚱, 

바다에선 지느러미 같은 날개를 이용해 날쌘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는 펭귄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친근한 남극의 마스코트이다. 오랜 세대에 걸쳐 공존이라는 지혜로운 생존본능으로 

남극의 주인이 된 펭귄들의 평화로운 생활은 언제나 그 자체로 고귀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펭귄 호수. 

갈색 털의 어린 펭귄들과 어른 펭귄들이 

겨울 채비를 위해 털갈이를 하고 있다.



위 _ 펭귄 항공모함.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거대한 해빙 위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래 _ 두 마리 동시에 뽀뽀하기! 쌍둥이 펭귄(?)을 둔 엄마 펭귄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다. 



위 _ 예술적 키스. 서도 앉아도 누워도 우아함이 돋보이는 킹펭귄 무리.

아래 _ 빙산 위에 올라탄 펭귄 무리들. 해빙은 이들에게 생존의 터전이다.





위 _ 로켓 펭귄. 바다에서 점프한 젠투 펭귄 한 마리가 앞선 일행을 뒤따른다.

왼쪽 페이지 위 _ 우리 엄마 아빠야! 아기 황제펭귄의 자부심 가득한 포즈.

왼쪽 페이지 가운데 _ 우리 집에 왜 왔어? 두 마리 펭귄이 서식지를 침범한 물개를 노려보고 있다.

왼쪽 페이지 아래 _ 하나 둘 셋! 기념 촬영하는 단란한 턱끈 펭귄 가족.



18 

남극기지 현황  
글 사진 · 김성중(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대장), 임정한(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대장)

우리나라 남극기지
세종기지 VS 장보고기지 ❶

세종기지킹조지섬

기지 위치와 발자취

1

남극에 자리한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       세종기지는 남극반도 북서단 남극 쉐틀랜드 군도 킹조

지섬의 바톤 반도(남위 62도 13분, 서경 58도 47분)에 자리하

고 있다. 세종기지 주변에는 연간 상주기지인 프레이기지(칠레 

공군), 필데스기지(칠레해군), 벨링스하우젠기지(러시아), 장성

기지(중국), 아르띠가스기지(우루과이), 깔리니기지(아르헨티나) 

등이 있으며, 하계에만 운영하는 칠레 남극연구소의 에스쿠데

로기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하였고, 

1986년 5월 남극의 기지 후보지를 찾던 중 현재의 위치를 찾

아 1988년 2월 17일에 세종기지를 준공하였다. 이후 1988년부

터 매년 해양학, 대기과학, 고층대기물리, 생물학, 그리고 지질

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기지를 배경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 2010

년 지역급 GAW(Global 

Atmosphere Watch) 관측

소로 등재되었고, 남극조약

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해

양과 육상의 환경 모니터링

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

지 주변 나렙스키 포인트

가 171번째 남극 특별보호

구역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세종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연간 약 30m로 빠르게 빙붕이 후퇴하고 있음

을 밝혀냈다. 그리고 급속한 온난화에 따른 해양 수궤 특성 및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였고, 세종기지 주변에 서식하는 항산화 

성분인 라말린을 응용한 화장품과 약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조류와 펭귄을 대상으로 한 동물 행동학 연구도 진행했다.

또한 세종기지는 우리나라 외부 연구기관에도 기지의 인프

라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세종기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목적 실용위성 관제 네트워크를 활

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는 풍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세종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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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기지는 남극 북빅토리아랜드(Northern Victoria 

Land) 테라노바만(Terra Nova Bay)인 남위 74̊ 37’, 동경 

164̊ 13’에 자리하고 있다. 남극 중심부와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30년간 운영된 해양기반의 세종기지의 지리적 한계

를 극복하여 빙하, 대기 구성 물질 조성 등의 기상 대기과학 연

구, 우주과학 연구, 운석 탐사, 지체 구조 및 지구물리 연구, 로

스해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육상 생태계의 변화 연구, 곤드와

나 초대륙 경계부의 지질현상 등의 대륙기반의 특성화된 극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보고기지는 남극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2번째 과학기지

로 건설됐다. 계기가 된 것은 2007~2008 IPY의 과학적 성과

를 기반으로 지구시스템에서의 남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다. 

특히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POST IPY를 대비한 과학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한민

국도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응하여 인류의 공익에 기여하고자 

남극 과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다.

이를 위하여 2007~2008년에 장보고기지의 건설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호주와 러시아의 쇄빙연구선을 이용하

여 동남극 라스만 힐스의 브로크니스 반도, 동남극 엔더비 랜

드, 서남극 아문센해 린지 섬 일대, 서남극 마리버드랜드의 해

안 기반암 노출 지역인 케이프 벅스 및 레닌 그라드스키 누나

탁 지역을 조사하여 1차로 케이프벅스를 선정하였으나, 정밀조

사를 통하여 최종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으로 결

정했다.

이후 2011년 2월에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CEE) 초안을 제

출하고, 2011년 남극시즌 공사 착공 준비를 마치고 2012년 6월

에 국제사회(ATCM :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관한 의사결정

권을 행사하는 국제기구)의 과학기지 건설 동의를 획득하였다.

장보고기지는 2012년 11월~2014년 2월에 기지 건설을 진행

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에 준공식을 거행하고 현재 4차 월

동대가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장보고기지는 주변 350km 반경 유일한 상주기지로서 혹독

한 남극 환경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1~3차 월동대의 기지 

건설 후 연구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장보

고기지는 대륙기반의 연구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4차 월동대는 기존의 8개 연구 분야에서 K-ROUTE 

등 남극의 대륙기반 연구의 다양화와 연구심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보고기지는 전 국민적인 성원과 기지 건설에 관여한 모든 

참여인의 뼈를 깎는 땀과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징적인 공

간이다. 이는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공헌이며, 

극야와 추위,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과학자료 확보와 기지 유지

를 위하여 월동하는 17명 대원들의 마음의 장이다.

테라노바만 장보고기지
장보고기지 전경.



●       세종기지에는 현재 월동대의 생활공간인 생활관동이 

기지 전면에 자리하고 있다. 생활관동 1층에는 식당, 휴게실, 병

원, 도서관이 있고 2층에는 타 기지와의 교류를 위한 통신실, 

대장 집무실, 총무 집무실, 그리고 월동대원들의 침실이 구비

되어 있다. 기지 좌측에는 기지 유지를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전면에는 15인승 고무보트 4대를 보관할 수 있는 보트창고동

이 있고, 우측에는 275kw 발전기 3대가 교대 운전을 하며 기

지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동, 월동 기간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와 해수담수화기기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는 기계동이 있다.

생활관동 뒤편 좌측에는 지질 및 지구

물리 시료 처리를 위한 지질/지구물리 연

구동(현재 공사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운

영 중)이 있고 우측에는 해양과 생물 시료 

실험과 대기과학 자료 처리를 위한 생물/

해양 연구동이 자리하고 있다.

연구동 뒤편에는 남극 하계시즌에 연구

를 위해 파견되는 국내외 연구진의 침실이 

있는 숙소 1동과 숙소 2동이 위치해 있지

만 숙소 1동은 내년 하계시즌에 완전 철거될 예정이고, 숙소 2

동은 향후 기념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 신구 중장비 

보관동이 있고, 기지 동편으로 약 800m 떨어진 곳에 체육관

동과 장비 보관동이 있다. 또한 기지 뒤편에 대기환경 관측을 

위한 대기 관측동과 고층대기 관측을 위한 고층대기 관측동이 

있고, 기지 서편에는 지질/지구물리 관측동과 세종위성 관제

소가 있다.

세종기지는 30년간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부식에 

따라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소음과 

진동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주요 건

축물에 대한 재건축을 결정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988년에 준공

된 하계 연구동 2개동과 하계숙소 2개동을 

철거하고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는 증축공

사가 진행되었다. 현재 신축 하계연구동은 

95% 정도 완공된 상태로, 올 12월 세종기

지 30주년 창립기념일 즈음에 맞춰 준공되

면 인근 기지 중 가장 최첨단 기지 인프라

로 거듭날 예정이다.

세종기지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축 

1 2016년 세종기지 시설물 위치 현황.

2 2017년 하계에 진행된 

신축연구동 건설 장면. 

기지 건물과 설비

2

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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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대륙의 장보고기지는 총면적 4,458㎡로 

건물 16개로 구성돼 있다. 하계 기간에는 최대 60명, 동계 기간

에는 1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영하 40도의 기온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16개로 분리된 최첨단 

연구시설로서 태양광·풍력 에너지 이용과 발전기 폐열을 활용

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물로 설계되었다. 기지 건설에 총 

1,047억 원이 들었다.

주요 시설로 생활시설과 연구시설을 갖춘 본관동, 관측시설

(독립연구동), 발전동, 정비동, 보트 창고 등이 있으며, 그 외 비

상 대피동, 집수실과 해수탱크, 유류탱크, 각종 안테나와 타워, 

헬리포트 등을 갖추고 있다.

본관동은 기지의 신경인 통신실, 대장·총무실, 식당, 병원, 대

원 숙소, 온실,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 인원은 

60명으로 하계에 연구원과 월동대원이 생활한다. 본관동은 강

풍에 견디기 위하여 독특한 날개구조이며, 실내온도 유지를 위

하여 건물에 중공층을 둬서 외기 노출을 최소화

했다. 

장보고기지는 월동기간 저온과 극야로 외부활

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의 월동생활이 내부

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본관동은 장보고기지 시

설물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동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 3대, 전력

을 관리하는 전기실, 담수를 생산하는 기계설비, 

오폐수를 관리하는 시설 등 기지 유지와 관리

를 위한 모든 제반 시설이 있는 곳이다. 발전기는 

275kw 3기가 교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 50kw 

공사용 발전기가 있다. 장보고기지는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전기생산과 난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에너지 효율

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 발전기의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수를 

공급하고 있다.

장보고기지에서 운영하는 중장비는 굴삭기 2대, 휠로우더 2

대, 지게차 2대, 카고 크레인, 크레인, 피스텐블리 2대(12인승), 

첼린저 2대가 있다. 또한 스노우모빌, ATV, UTV 등의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정비동엔 하계 연구기간에 이용할 헬기 2

대가 보관되어 있고, 기지 내 유일한 여가생활 시설인 당구장

과 골프장도 있다. 또한 보트창고에는 하계기간 수송과 해양연

구에 필요한 20인승 고무보트(MK 6) 2대가 있고, 기지 연안에

서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잠수장비와 시설이 있다.

또한 기지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월동대원 17명의 생존

을 위한 공간인 비상대피동이 있는데, 이곳에는 발전기와 생활

용수가 비치돼 있다.  

장보고기지비행선 모양의 최첨단 연구시설

  장보고기지 건물 배치도. 

본관동
가스저장소

비상대피동비상발전동

경계층관측동

상층대기관측동

저유탱크
발전동

위성통신안테나

정비동

다목적캡슐하우스

해수집수실보트하우스 및 
해양관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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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연구활동
글 사진 · 김성중(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대장), 임정한(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대장)

●       현재 세종기지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연구

는 해양, 대기, 고층대기, 지질, 생물 분야가 있다. 

세종기지는 남극반도의 킹조지섬에 위치하기 때

문에 주변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생물 화학적 특

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에는 육상의 생물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기지 주

변 나렙스키 포인트의 펭귄마을이 171번째 남극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세종기지가 관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 분야: 남극 반도의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양 물리, 화학적 특성 변화와 해

양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부두 앞

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수온, 염분, 엽록소 농도를 

분석하고 있다.

대기과학 분야: 남극 반도의 전반적인 온난화에 

반해 세종기지의 기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

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대기의 기온, 

풍속, 풍향, 기압, 강수량 등을 상시 관측하고 관

측 자료의 계절 및 연간 변화를 분석 하고 있다.

고층대기 분야: 세종기지는 극지역이라는 장점 

때문에 고층대기의 관측에도 유용한 지역인데, 

세종기지에 다양한 광학장비를 설치하여 고층대

기의 이미지와 온도 바람 등을 상시 관측하고, 유

성레이다를 이용하여 고도 70km에서 110km까

지의 중성대기 바람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생물 분야: 하계 기간에는 눈이 많이 녹아서 육

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남극 지의류, 현화식물, 선

태류 등이 눈과 기온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파

악하는 연구를 한다. 또한 기지 주변에 분포하는 

이끼류의 종들을 세분화를 통해서 식생도감 등

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겨울에는 기

지 주변의 봉우리에서 동결 토양 시료 채취를 통

해 미생물 군집파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질 분야: 세종기지 주변은 온난화에 따른 융빙

이 다른 남극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기지 주

변 빙벽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또한 제4기 육상 변화 연구를 위한 암석 채

집 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1 해수의 특성 실험 및 분석.

2 대기환경 관측 장비 점검.

3 세종기지 뒤편 

가야봉 토양 샘플링.

세
종

기
지

해
양

 및
 육

상
생

태
 중

심
 연

구

연구 분야와 활동

1

21 3

우리나라 남극기지
세종기지 VS 장보고기지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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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로스해 테라노바만은 

남극 역할 규명과 남극 태평양권 기후변화 연구를 

위한 이상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또

한 로스해는 심층수 형성과 전 지구 기후변화의 

결과, 가장 빠르게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해역으

로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기상 및 대기화학 분야: 지구 기후변화 과정의 

이해와 예측을 위해서는 대기 복사 강제력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 구성 물질에 대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이를 위

해 장보고기지에서는 WMO/GAW 지구급 관측

소를 운영하며 지구 기후시스템 이해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빙하학 및 눈 화학 분야: 장보고기지를 거점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한 서남극 해안지대의 눈층과 빙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서남극 기후

와 환경변화 복원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기후 및 지질연대학: 로스 빙붕과 테라노바만 

주변부, 심해 지역의 주요 퇴적 작용과 해양 퇴적

물에 나타난 기록에서 과거 해양 환경(해수면, 해

양 순환, 심층수 형성 등)의 변화를 규명하여 제4

기의 지구적 규모의 과거 해양과 기후변화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지각구조 및 지구물리 연구: 장보고기지 인근에

는 다양한 종류의 빙권 요소들이 잘 발달되어 있

고, 멜버른산은 남극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활화

산 중 하나다. 멜버른산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발

생하는 미세지진활동을 지진계, 음향계, 촬영장

치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하고 있다.

극지 고층대기의 동역학적 특성 연구: 테라노바

만의 지자기 위도는 77̊ S로 극관(polar cap) 내

부에 위치하여 극지 고층대기 연구수행에 적합

하다. 특히 극관 내부에서의 동역학적 특성연구

를 위해서는 이온권-열권 바람의 동시 관측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미국, 뉴질랜드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로스해 장기 모니터링 연구: 로스해는 웨델해와 

함께 남극의 심층수 형성 지역의 하나로, 심층수 

형성과 전 지구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염분농

도가 낮아지는 곳이다. 이 지역의 염분 농도와 관

련된 해양과 대기의 주요 매개변수의 구분과 심

층수 형성 속도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해양관측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장기 모니터링 연구: 

테라노바만 인근 육상생태계에 대한 생물다양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생태계 장

기 모니터링 연구는 향후 기지 활동 및 남극 지역

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와 

생물반응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극운석탐사: 지구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운석은 

남극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운석연구팀은 이탈리아의 연구팀과 협력하여 북

빅토리아랜드 지역의 운석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1 기상 관측을 위한 

오존존데비앙을 

운용하고 있다.

2 전리권의 전자 밀도를 

측정하는 

VIPIR 송신안테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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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규모 증축 공사를 통해 지질지구

물리 및 대기 연구를 위한 실험실과 생물 해양 

시료 분석을 위한 실험실이 최첨단 시설 내에 설

치되고 있다. 내년 하계에 연구동이 준공되면 주

변 기지에는 없는 많은 연구 시설을 갖출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 분야: 해수 채집을 위해 고무보트에 부착하

여 해양의 수온, 염분,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CTD를 비롯해서 해수를 직접 끌어들여 이산화

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과 생물의 성장 과정

을 연구할 수 있는 수족관이 있으며, 각종 해양 

시료 처리를 위한 종합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대기과학 분야: 대기의 기온, 기압, 풍속, 풍향, 습

도 측정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두 개의 타워가 

있고, 해양과 대기의 열과 가스의 교환량을 측정

하기 위한 플럭스 타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

기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네펠로미터, 입자

계수기, 라돈농도 측정 장비 등을 비롯해서 대기 

중 각종 가스농도 측정을 위한 CRDS가 설치되

어 가동 중이며 구름응결핵 계수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오존 분석기, 수은분석기 등이 

있다. 

고층대기 분야: 고층대기의 영상을 측정할 수 있

는 전천카메라를 비롯해서 일정고도(87km와 

94km)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SATI가 설치되

어 있다. 또한 250km까지 온도와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훼브리-페롯 간섭계와 고도 70km에서 

110km까지의 중성대기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유성레이다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생물 분야: 기지에서 약 3km 떨어진 나렙스키 포

인트가 171번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세

종기지에서 관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생물의 유

전 정보 분석을 위해 시료를 급속 냉동시키는 액

체질소 발생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펭귄이나 도

둑갈매기 등 조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생물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지질 분야: 지중의 전기저항 값을 측정하여 지중

의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빙붕의 변화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도 설치 운영 중이다. 

세
종

기
지

대
규

모
 증

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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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
구

 설
비

도
 확

충

연구 시설과 장비

2

1 생물의 성장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세종아쿠아존.

2  우주광학관측동.

3 액체질소발생기. 

생물의 유전정보 

분석을 위한 

시료 급속 냉동 장치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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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기지에는 대기, 우주관측, 지구물리 

등 대륙기반의 극지역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관측 분야: 장보고기지는 2014년 세계기상

기구(WMO)의 종간기상 관측소로서 남극의 기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상 및 고층대기를 연구

하고 있으며, 라디오존데비양동, ASW, 경계측관

측동, 자동종관기상관측시스템타워(ASOS 타워)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대기과학 분야: 장보고기지에는 대기분석을 위

한 관측 인프라가 기지 전역에 걸쳐 설치되어 있

는데,  브루어오존분광계용 플랫폼, 복사계 플랫

폼, 대기구성물질관측동, 30m 워컵 타워(walk-

up tower) 등이 관련 연구관측 시설이다. 또한 에

어로졸 특성 분석을 위한 고용량 에어로졸 샘플

러,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산소 동위원소를 고해

상도로 관측하는 이산화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

기, 초음파를 대기 중에 쏘아 하층 풍향·풍속의 

연직구조를 관측하는 SODAR 등과 같은 특이한 

계측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과학 분야: 지구 주변 자기권을 포함하여 

태양 및 태양-행성간 공간을 비롯한 자기권 하

부의 플라즈마권, 고층대기 등의 방대한 범위

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태양으로부

터 방출되는 자기력선과 함께 플라즈마 형태

의 입자들을 동반하는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과

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VIPIR(권리

권의 전자 밀도 측정), Newtron Monitor(우주에

서 들어오는 중성자 관측기 측정), Search Coil 

Magnetometer(자기장 변화량 측정) 등 특이한 

관측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구물리 분야: 캠벨 빙하, 난센 빙붕, 데이비드 

빙하, 드라이갈스키, 빙설 지역과 같은 다양한 빙

권 요소들과 활화산인 멜버른 화산 등에 접근이 

가능한 장보고기지에서는 본격적인 남극대륙에

서의 지구물리 연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지

진계, 초전도중력계 등 다양한 지구물리 관측 장

비가 운영되고 있다.

해양생물과학 분야: 테라노바만의 해양환경 변

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클로로필 

농도 측정 및 미세조류 정량분석을 위한 고정 표

본을 제작하였고, 소형 동물플랑크톤 정량분석

을 위한 루골 고정시료, 초소형 식물플랑크톤과 

박테리아 정량 분석용 고정시료와 소형 동물플

랑크톤 정량 분석을 위한 고정 표본 제작 등의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 내 영양염을 

자동 분석해주는 영양염 자동 분석기 등의 장비

를 갖추고 있다.  

2

1

1 지상 및 고층대기 

기상 관측을 위한 

오토존데비양.

2 초음파를 대기 중에 

쏘아 하층 풍향·풍속의 

연직구조를 관측하는 

SODAR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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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연구대
글 사진 · 김성중(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대장), 권도윤(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대원)

●       세종기지는 기지운영을 담당하는 대장과 총무가 있고,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연구반, 기지운영 지원과 의료를 담당

하는 지원반, 그리고 기지의 전반적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반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 대장은 세종기지의 총괄적인 운영과 국제 협력을 담당

한다. 총무는 물자 관리와 운영 실무를 담당하며 기지 운영 전

반에 필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연구반인 지질연구원은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반 전체를 

총괄하며 동시에 지질과 지형, 연안 퇴적 작용을 조사하고 암

석과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물연구원은 유전자 분석과 생태계 변화 파악을 위한 생물 

및 토양 시료 채집 등을 한다. 고층대기연구원은 고층대기 관

측 장비 운영과 자료 수집 분석을 담당하며 야간에 전천카메

라로 하늘을 관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대기연구원은 대기의 

환경 변화 감시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과 자료 분석을 담당하

고, 기상청에서 파견된 기상 대원은 대기 관측과 기지 주변 날

씨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해양 대원은 해양 시

료를 채집하여 수온, 염분, 엽록소 농도를 분석하는 임무를 수

행하고 있다.

운영지원 부서 소속인 통신대원은 외부 기지와의 유무선 통

신 기기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담당하고, 해상안전대원은 해

양 수송 지원과 시료채집을 위한 지원 임무를 맡고 있다. 조리

대원은 대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으며, 의료대원은 대원들

의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 검진과 의약품 관리를 담당한다.

유지반인 기계설비대원은 보일와 냉동냉장시설, 해수담수화

기기를 관리하는 설비 대원과 유류 및 상하수도 배관과 보일러

를 담당하는 기계설비 대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크레인, 굴삭기, 스노모빌 등의 중장비를 담당하

는 중장비 대원이 있다. 전기 대원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의 

배선과 전기설비 운용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기지 내 전기 생

산을 위한 발전기의 운영과 관리는 발전담당 대원이 맡고 있다.

세종기지 제30차 월동연구대

대원 현황과 구성 

1

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연구대원들. 

우리나라 남극기지
세종기지 VS 장보고기지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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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기지 4차 월동대는 총 17명으로 대장, 총무반, 연

구반 및 유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장(임정한)은 기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지시 및 통제를 맡고, 총무(이형근)

는 기지 내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외 15명의 월동대원이 월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반: “장보고기지 살림은 우리가!”

총무반은 총무를 중심으로 한경석(의료), 이진하(조리), 권도윤

(전자통신) 대원이 있으며, 기지 운영 제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형근 총무는 세종기지 17차로 월동한 경험이 있으며, 한경석 

대원은 30년 경력의 외과의사, 이진하 대원은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전속 쉐프였던 유능한 조리장이다.

유지반: “우리가 없으면 기지가 안 돌아간다!”

장보고기지의 시설을 담당하는 유지반은 박성재 유지반장을 

중심으로 기지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박성재 유

지반장과 류준한 대원(기계설비)은 2015년 세종 28차 월동대

로 함께 근무했으며, 다시 의기투합하여 장보고기지에서 뭉친 

의리의 사나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파견 나온 구조전문가 

구차돌(안전) 대원과, 하홍필(전기), 김정규(중장비), 이규진(발

전) 대원이 유지반을 구성하고 있다.

연구반: “장보고 ‘과학’기지의 존재 이유!”

연구반은 기지 내 연구시설의 유지 및 연구를 담당하며 연구

반장 김한우 박사(생물)와 기상청에서 파견 나온 송수환(기상) 

대원, 그리고 김민욱(지구물리), 배효준(대기과학), 정세헌(우주

과학), 배덕원(해양)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로 대륙기반의 

극지과학 분야로 북반구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남극만의 독특

한 환경을 이용하여 남반구 중심의 연구를 진행한다.

1 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연구대원들.

2 수요체육활동. 야외에서 

장보고 마라톤을 하고 있다.
장보고기지 제4차 월동연구대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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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 연중 외부 활동 가능

●       남극기지에서의 생활은 기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

종기지가 자리한 킹조지섬은 저기압이 수시로 발생하고 통과

하는 지역이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많은 눈과 바람을 동반

하는데, 통상 동풍이 불면 남극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

문에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반대로 북풍 혹은 서

풍이 불면 기온이 영도 근처까지 올라가는 특징을 보인다. 또

한 세종기지는 남위 약 62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지 때도 4

시간 정도 해가 떠 있다. 따라서 기온이 낮아도 바람이 약하면 

외부 활동에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세종기지에서는 연중 외

부 활동이 가능하다.

외부활동으로는 주변 기지와의 교류와 기지 내부에서의 활

동으로 나눌 수 있다. 주변 기지와의 교류는 하계 때 기지 창립 

기념일 행사, 신구 대원 임무 교대식 등의 행사가 있고, 동계에

는 각종 기념일(러시아기지 전승기념일, 필데스기지 전몰해군 

기념일 등), 동지 축제, 필데스 해군기지에서 5월 바다의 달에 

개최하는 바다의 달 기념 체육대회, 프레이 공군기지에서 주최

하는 남극 올림픽 등이 있다.

올해는 특히 기지별로 기지 대장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

하며 교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하계 때는 

주변 기지에 많은 과학자가 방문하곤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은 

외부 기지에서 세종기지로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기

지 과학자들이나 대원들과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기지 내에서도 주중에는 기지 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해 유지

반 대원들은 분주하고, 연구반원들은 해양 시료 채집, 토양 시

료 채집, 외부 관측동에 있는 장비의 관리, 빙벽 모니터링을 위

한 카메라를 설치 등을 한다. 또한 주 1회 체육관동에서 체육

활동을 하며, 눈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전 대원이 공동으로 제

설작업을 할 때도 많다. 주말에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자율적

으로 활동을 하며, 날씨가 허락하면 기지 뒤편에 있는 세종봉

과 백두봉 트레킹, 마리안 소만의 빙벽 트레킹 등을 하고, 동계

에는 눈썰매 타기, 스키 타기 등을 한다. 

월동생활

2

2

1

3

1 칠레공군기지(프레이)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각 기지 월동대장들. 

오른쪽 두 번째가 김성중 대장.

2 폭설로 제설작업에 나선 월동대원들.

3 칠레해군기지(필데스)에서 

주최한 바다의 날 기념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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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 내부 활동 위주의 월동생활

●       하계 기간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현상이 발

생하고, 얼어붙은 바다가 녹기 시작한다. 가끔 기온이 영상으

로 올라갈 때면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다. 이때 하계대원들도 들

어와 기지가 북적북적해진다. 겨우내 하지 못했던 기지 유지보

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필요한 식량, 물자 등을 재보급받

기도 하는 등 기지에 활력이 넘친다. 다만 많이 바쁜 시기라 여

가를 즐기기에는 제한사항이 많다. 설날에도 오전에 간단히 합

동차례를 지낸 이후 바로 공동작업(물자하역)에 투입될 정도다.

2~3월 하계대원들이 철수하고 다시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된다. 심지어 펭귄이나 남극도둑갈매기

들도 기지 주변을 떠나 따뜻한 곳을 찾아간다. 반경 350km에 

사람은 물론 동·식물조차 없는 곳에 월동대 17명만 남겨진다.

기온은 나날이 하강하여 영하 35℃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며 

30m/s를 넘나드는 블리자드가 몰아치기도 한다. 5월을 기점으

로 약 3개월간 해를 볼 수 없는 극야에 접어들면 주요 연구활

동, 긴급 유지보수, 제설작업 외에는 실내활동이 주가 된다.

일과 후 개인시간에는 인터넷이 느리긴 하지만 지인들과 연

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다목적실에서 영화를 시청하기도 한다. 

몇몇 대원들은 최근 기타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식당 한켠에

는 장보고 도서관도 마련돼 있다. 특히 극야 기간에는 매주 남

극대학을 운영하면서 각 대원들이 교대로 각자 전문분야 위주

로 강의를 하며 지식을 나눈다.

또한 체육활동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축구, 족구, 배드민턴 

등을 다 같이 하면서 체력을 기른다. 실내  체력단련실을 비롯

해서 식당에 탁구대, 중장비보관동에 당구대와 스크린골프 시

설 등도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 장보고기지에서의 즐거움은 별 관찰이다. 하루 종

일 캄캄한 남극의 겨울이 되면 은하수가 하늘에 떠오른다. 운 

좋으면 오로라도 볼 수 있다. 본관 4층 통신관제실에 구비된 

적도의식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도 볼 수 있다.  

극야기간에는 대원들이 강의하고 

참여하는 남극대학을 운영한다. 

장보고기지에서 

바라본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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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일주 탐방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였나요.

2007년도에 <세계 신 7대 불가사의를 중심으로 한 세계여행 3, 

3, 7 공식 세계여행> 책을 냈어요. 3대 세계폭포, 3대 세계미항, 

7대 불가사의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는 <세계 7대 자연경관 견문록> 책을 또 냈습니

다. 당시 제주도 홍보대사로서 세계 자연경관 후

보지로 선정된 28곳을 전부 탐방했어요. 아마존, 

마터호른, 그랜드캐년, 엥겔폭포 등을 비롯해서 

킬리만자로는 5박 6일에 걸쳐 직접 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대 자연경관에 왜 남극과 북

극이 빠졌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문센

이 남극점을 밟은 지 100여 년이 지났고, 이제 극지방도 여행자

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여행지

를 한국인으로서 총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월에 북극점에 

갔고, 이듬해 남극점을 밟았습니다.

 남·북극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느낌은 어

땠나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북극점에 간 사람은 제가 

처음일겁니다. 러시아 쇄빙선을 타고 갔는데, 당

시 온도가 영상 5도였어요. 깜짝 놀랐죠. 남·북극

에 가면 처음엔 영하 수 십도쯤 되는 줄 알았거든

PEOPLE & LIFE

민간인 세계 최초 남극 일주 10번 한 
펭귄 사진작가  김완수

익산을 세계 펭귄
문화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남극전문 여행가이자 펭귄 사진작가로 유명한 

김완수씨가 지난 3월 17일 30여일의 10번째 남극 

탐방을 마친 후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세계 

최초 민간인 남극일주 최다기록(10차)을 인증 받은 

것이다. 세계 기네스북에도 곧 등재될 예정이다. 

익산농기계 대표인 김완수 작가가 처음 남극 탐방에 

나선 것은 2013년 1월. 김 작가는 10여 차례 남극 

탐방 동안 남극점을 비롯한 민간인으로서 갈 수 있는 

70여 곳의 남극 주요 지역을 모두 다녀왔다. 7차 남극 

탐험 후엔 펭귄들의 생활과 가족, 사랑을 담은 사진집 

<스토리텔링 펭귄 포토북>을 냈으며, 오는 8월경에는 

10차례의 남극 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황제펭귄의 

생일파티> 등 총 5권의 책을 연이어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작가는 고향인 전북 익산을 ‘세계 펭귄 문화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디터 · 강윤성  사진 ·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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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이듬해 

겨울에 남극  사우스조지아섬에 들어갔어요. 남극에 첫발을 내

딛었을 때 펭귄 30여만 마리를 만났어요. 이때도 충격이었죠. 이 

지구는 ‘인간만의 나라가 아니라 펭귄의 나라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남극 10차 탐방 때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이번 남극행은 뉴질랜드의 인버카길을 출발해서 남미 아르헨티

나의 우슈아이아에 입항하는 남극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32일

간 항해했습니다. 사실 9차 탐방에 연이어 출발했어요. 총 60여

일이 됩니다. 남극대륙의 시작이자 아델리 펭귄의 남극 최대 서

식지인 케이프 아델리를 비롯해서 장보고기지, 이탈리아와 독

일 기지, 미국 기지 등을 다녀왔어요. 또한 눈이 없는 사막인 드

라이 밸리에서는 박제가 된 물개도 봤죠. 로스해의 무수한 유빙

과 빙산 등 남극해의 웅장함과 아름다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남극 탐방은 아내와 함께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혹시, 남극 탐방 중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이번 9차 탐방 때 메르츠빙하를 지나는데 파도가 너무 심했어

요. 배가 40여도나 기울어질 정도로 끔찍한 파도였어요. 아내

와 함께 이곳에서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

다. 또 한 번은 남극점의 아문센-스콧기지에 갔을 때입니다. 그 

당시 외부 기온이 영하 30도나 됐어요. 실내와 온도차가 심해 

카메라도 내·외부용으로 2대를 사용했죠. 사진 촬영을 마치고 

기지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 아는 체하는 거예요. 제 옷 상의에 

달린 태극기를 보고 제가 한국인인걸 알아 본거죠. 기지에 자

원해서 샵 매니저를 하고 있던 재미교포였어요. 남극점에서 한

국인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죠.

 앞으로도 남극에 갈 계획이 있는지요?

남극에서 민간인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은 다 갔습니다. 남극의 15

개국 기지와 70여 곳의 주요 지점을 다녀왔거든요. 갈수만 있다

면 영하 80도 된다는 남극에서 가장 추운 러시아의 보스톡기지

를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도 밟

아보고 싶습니다. 보트를 타고 기지 앞까지 갔지만 허가를 못 받

아 내리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만 봤거든요. 우리나라 기

지도 홍보차원에서라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특히 장보고기지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당이거

든요. 기지 주변에 멋진 빙하나 빙산도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황

제펭귄 서식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펭귄 관련 포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동물이 펭귄입니다. 

10차례 남극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펭귄 관련 다양

한 책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경 <황제펭귄

의 생일파티>를 시작으로 <날으는 펭귄코코-3D 효과

북> <호기심 펭귄> <털갈이 펭귄> <엄마찾는 아기펭귄>

등 총 5권이 연이어 나옵니다. 또한 익산을 세계적인 펭

귄문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세계 펭귄의 

날에 제가 설립한 펭귄월드에서 ‘펭귄 문화의 수도 익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앗, 뜨거! 펭귄’ 뮤지

컬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펭귄의 위기를 통해 지구온난화

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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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대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남극에 오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기계실에서 시

설유지보수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월동대

원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저의 지식

과 기술이 우리나라 극지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다행히 대원으로 뽑혀 세종기지의 시설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지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월요일 조회시간(월~금 아침 08:30 조회 실시)에 

주간 업무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고 9시부터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유지반(세종기지

는 총무, 연구, 유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예로 

들자면 발전, 전기, 냉장, 냉동, 기계설비, 중장비, 

해상안전 대원들이 각자의 맡은 업무 영역에서 단

독으로 혹은 협업을 통해 그날의 주어진 업무를 수

행합니다. 업무 종료는 오후 6시이고, 식사 후 자유

시간이 주어집니다. 야간(18:00~익일 09:00)에는 

당직자가 통신실 1명, 기계동에 1명 정위치하여 기

지 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중에 하루 

2~3시간 체육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1~2번 조촐

한 회식도 합니다.

PEOPLE & LIFE

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대원  최동수

제가 ‘남극의 갖바치’라고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는 현재 제30차 월동연구대가 1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월동대는 연구원을 

비롯해서 기상, 발전, 기계설비, 전기설비, 중장비, 전자통신, 해상안전, 조리,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끈끈한 동료애와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외부세계와 단절된 남극의 

기나긴 겨울을 지혜롭게 이겨낸다. 특히 세종기지에서 기계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최동수 대원(45세)은 

독특한 취미활동으로 유명하다. 월동생활 중 틈틈이 만든 지갑이나 핸드백 등 가죽 공예품을 

대원들에게 선물을 하곤 하여 ‘남극의 갖바치’라 불린다. 이메일을 통해 최동수 대원을 만나봤다.

에디터 · 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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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담당 대원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온실, 보일러, 배관

설비, 기타 시설물 관리와 연구 활동을 지원

합니다. 아침에 제일먼저 온실에 들러서 재

배 중인 채소를 돌봅니다. 기지 내 식물공장

에 상추, 고추, 오이 등 많은 채소를 키우고 있

습니다. 논이나 밭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요, 하루도 쉬지 않고 관심을 줘야 잘 자

랍니다. 후에 유지반 사무실에 들러 커피 한 잔하며 팀원들과 세

세한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남극에서 월동생활 중 힘들었던 점과 재미있었던 점은?

하계시즌이 되면 상주 인원이 80~90명으로 늘어나는데, 기지 

전체 인터넷 사용량이 1메가바이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11월 27일 아내와 공항에서 헤어진 후 4월 초까지 화상통화를 

할 수 없었던 점이 못내 답답했습니다.

재미있었던 일은 남다른 애정 표현을 곧잘 하는 이현수 대원

이 생일 축하 이벤트로 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현수막과 하트

모양의 조명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철거하기 아깝다며 

각 대원들 또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발송했는데, 하필이면 저와 비슷한 옷을 입은 

대원의 사진을  전송하는 바람에 발각되고 말았어요. 

또한 비상대피소를 운영 중인 세종기지 인근 위버반도에서 얼

음 동굴을 발견 했을 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종기지에서 볼 수 있는 밤마다 쏟아지는 별무리와 은하수

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남극의 갖바치라 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세종기지와 장보고

기지 대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눈나라 얼음

나라’ 웹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자유기

고를 하면서 조선시대 가죽장인인 갖바치를 

제목에 차용하였고, 기사를 읽은 젊은 대원

들이 장난으로 불러준 것이 전부입니다. 절대 제 

기술이 장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

길 바랍니다.

 가죽공예는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 선물 받은 대원들의 반응은?

기지에서 생일을 맞이한 대원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이 월동연

구대의 오랜 전통입니다. 고민 끝에 한국을 떠나기 전 몇 개월

간 집 근처 공방에서 가죽공예 개인교습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죽 사용이 많지 않고 틈틈이 시간을 내면 만들 수 있는 장지

갑, 반지갑, 카드지갑, 명함지갑 같은 소형 소품 제작 기술을 연

마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녀석을 만날 때도 있는데 유혹(?)을 꾹 참고 선물하면 받은 이

가 그만큼 만족해합니다. 제 월동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월동대원으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

극지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인 기지 시설을 최고의 상

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원들과의 관계 또한 

더욱 돈독히 하여 어린 대원들에게 든든한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미천한 재주를 너무 뽐낸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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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바이칼호 단독 종단

PEOPLE & LIFE

냉동실 바이칼호에서 
한 달간 홀로 살아남기
러시아 시베리아 남동쪽에 자리한 바이칼(Baikal)호는 세계 최대 담수호이자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다. 남북 길이가 636km, 동서 폭이 79km, 수심은 최고 

1,637m에 이른다. 이곳에 여성 산악인 김영미씨가 홀로 종단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지난 2월 22일 바이칼 남쪽 쿨툭(KULTUK)에서 출발, 23일 만인 3월 16일 

북쪽 세베로바이칼스크(SEVEROBAYKALSK)까지 724km에 이르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인 최초 단독 종단이었다.

글 사진 · 김영미(㈜영원무역,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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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kal

바이칼호의 심장이라 불리는 

알혼섬을 횡단한다. 파도가 

바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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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이름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살아 있는 대자연이다. 얼

어붙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란 무엇일까? 2,500만 년

의 긴 세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액

체화석이 신비롭다.  출국 4개월 전부터 바이칼의 날씨를 확인

했다. 1월에 들어서자 한밤중의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내려가

는 한파가 호수 위를 점령했다. 냉동실에 하룻밤 동안 온도계를 

넣어 봤다. 영하 16~20도의 온도에 냉동실 속 식재료들은 돌

덩이처럼 꽁꽁 얼어버렸다. 바이칼에서의 1개월은 냉동실 생활

과 같을 것이란 상상을 해본다. 얼어붙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

다. 나는 꿈의 장소를 향해가고 있다. 얼어붙은 피곤한 꿈을 깨

우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 

완주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시도해 보지 않는다면 더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

바이칼호 용트림에 밤새 도망쳐 걷기도

혼자 잠드는 첫날 밤, 많은 기대를 품고 기다려 왔던 오늘이다. 

끝없는 얼음 수평선이 주는 적막함, 시베리아다운 것들과 고독

은 이미 그곳에 존재했다. 90kg의 짐은 첫날부터 나를 시험했

다. 저녁식사 후 찾아온 저체온증 때문에 침낭 속에서도 온몸

을 떨었다. 나는 지금 혼자다. 손을 뻗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

양을 컨설팅해 주는 길주현 박사가 특별 제작해 준 피로회복용 

파시코2를 뜨거운 물에 타마셨다. 떨림이 정지되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안도감이 깊은 잠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2,500만 년

의 액체화석에 몸을 기대었다. 얼음 속에 갇힌 물이 요동쳤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구의 소리였다. ‘꽈쾅-!’ 굉음은 청명한 대

기를 뚫고 허공을 향해 구멍을 냈다. 균열의 진동이 어깻죽지

를 지나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이어 틈사이로 어항 속 공기방울

소리가 올라왔다. 텐트를 세 번이나 뛰쳐나가 무거운 카고백과 

썰매를 20m나 멀리 떨어뜨려 놨다. 텐트고정용 스크루 구멍으

로 물이 솟구쳐 얼음이 ‘쩍’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몰

려왔다. 

20일째에는 얼음 갈라지는 소리와 물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요

란해 도저히 그 자리에서 잠들 수 없었다. 저녁 9시에 텐트를 

접어 새벽 1시까지 7km나 도망쳐 걷기만 했다. 얼음 위에 텐트

를 치고 23일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지 내 자신도 도저히 믿

을 수 없었다.

운행 초반에는 파리에서 온 탐험가 3명과 며칠 동안 만나고 

세베로 바이칼스크(도착)

스뱌토이노스

알혼

울란우데

리스트비얀카

이르쿠츠크

쿨툭(출발)

우스트바르구진

여성 산악인 김영미는? 

2017 바이칼 700km 도보 종단(23일 / 724km)

2013 암푸1(6840m) 세계 초등정 (윈디꿀르와르루트)

2009 로체(8516m) 등정

2008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6 에베레스트 북동릉 등반 

2004 12월~2008년 5월(3년 5개월) 

 세계 7대륙최고봉 국내 최연소 등정

2002 백두대간 하계 일시종주(51일)

1999 강릉대학교 산악부 입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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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길 반복했다. 일행 중 한 명이 다리를 다

쳐 치료를 해줬다. 그들은 썰매 두 대를 연결해 

3명의 짐을 싣고, 빈 썰매에 마뉴엘을 태워 알혼

섬에서 집으로 떠났다. 반대 방향을 향하는 내

내 허전함이 남았다. 다시 혼자가 됐다. 나 역시 

발목이 아팠다. 신발 위에 신은 체인 아이젠의 

쇠가 끊어질 정도다. 단단한 얼음 위를 쉼 없이 

걷다 보니 발목이 많이 부었다. 하지만 나를 썰

매에 태워줄 친구가 내게는 없었다. 스포츠 테

이핑 위에 다시 붕대를 감은 발로 달렸다. 두려

움과 멀어지는 방법이다. 몸의 통증보다 두려움

이 더 싫었던 까닭이다. 이곳에서 혼자라는 것, 

외로움이란 두려움 그 자체였다.

추위에 초콜릿바도 먹지 못하고 걷기만 할뿐

두려움은, 두렵다고 느끼는 자만의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 벗

어나자 사물을 의식하며 바라보게 됐다. 햇살이 호수를 따스

하게 내리쬈다. 사랑스러운 반짝임이 눈부셨다. 내 곁에는 아

름다운 것들이 한 가득 찼다. “햇님, 고마워. 

내일 또 봐!” 붉게 타오르며 사그라지는 태양

을 향해 소리쳤다. 고맙고 감사한 하루가 또 

지나갔다.

얼음 호수 위의 생활은 히말라야 수직등반

에서와 같은 테크닉이 필요치 않다. 대학산악

부 1학년 동계훈련보다 단순하다. 매일 아침 5

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텐트를 걷어 썰매

에 짐을 싣고 걷기만 하는 반복이다. 단순하지

만 혼자 텐트치고, 밥 하고, 얼음을 녹이고 장

비를 말리는 일은 무척 바쁘다. 단순한 일상도 

시간이 짧아 고독을 즐기겠다는 발상은 사치

였다. 밥 한 술 입에 넣고 침낭을 구겨 넣고, 밥 

한 술 입에 넣고 재킷을 입는다.

하루의 시작. 침낭의 지퍼를 열어 성애가 찬 영하 20도의 얼

음동굴 속에서 버너에 불을 붙이는 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

로 한다. 피곤하고 고된 일과는 작정하고 간 것이기에 있는 대

로 받아들인다. 매일 아침 나 자신과 실랑이를 가졌다. 침낭에

1 호수도 하늘도 산도 모두 하얗다. 

바이칼이라는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두 발로 도전과 

꿈을 새기고 있다.

2 바이칼은 물도 공기도 

하늘도 맑다. 별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보다도 더욱 반짝였다. 

3 바이칼 운행 23일째. 텐트에 

하루 운행 거리와 위치를 정리하던 

중 바이칼 호수를 그려 보았다.

4 저녁 6시 반이면 밤이 된다. 해가 

호수 너머로 지면 이내 온도가 

영하 25도로 곤두박질친다.

5 바이칼의 얼음은 투명 그 

자체다. 얼음을 녹여 하루에 

0.4ml의 연료로 5L의 물을 녹여 

식수로 사용했다. 

6 운행을 마치고 텐트를 친다. 

혼자 자는 텐트가 추워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스키도 커버에 씌워 

텐트 안에 들여 놓고 잤다.

2 3

654



 

38 

서 뭉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의 긴장이 느슨해졌다는 증

거다. 밥은 아침 6시 반과 저녁 7시 반에 하루 두 번을 먹었다. 

바람이 불고, 춥고 눈이 많은 날은 무척 허기졌다. 낮은 기온에

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마장동에서 구입한 고기를 요리해 동결건조 공장에서 블록으

로 만들었다. 삼겹살의 뜨거운 돼지 기름을 연거푸 떠먹으니 달

달한 기름에 노곤한 오장육부가 따뜻해졌다. 하루 먹을 식량으

로 대략 2kg(6,000kcal)을 준비했다. 식량의 칼로리는 높지만 

건조식이다 보니 매일 아침 설사를 했다.

썰매에 식량이 가득할 땐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 대신 몸이 

고됐다. 야릇한 상반관계다. 먹지 않은 두 가지 식품이 있었다. 

단백질바와 초콜릿바였다. 서서 바 한 개를 다 먹을 때까지 추

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는 식량은 짐이지만 썰매에

는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 햇볕이 내리쬘 때는 

쏠라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루 두세 번씩 위치

를 바꿔줬다. 단순한 활동에 나름의 규칙이 만들

어졌다.

바이칼의 심장, 알혼섬을 횡단하다

위험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매일의 에너지를 소

진할 수 있는 힘든 것을 해 보고 싶었다. 가벼워

지고 싶었다. 그래서일까? 복잡한 생각들이 버려지기 시작했

다. 아니다. 그것들은 자유를 얻었다.

20대에 7대륙과 8,000m 등반을 통한 수직의 등반을 경험했

다.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등반하던 형들은 죄다 에베레

스트 등정은 기본에 14개봉, 10개봉, 히말라야 신루트, 3극점을 

포함해 베링, 남극, 북극점까지 도달했던 사람들이 흔하다. 수

직과 수평을 종횡무진 오가던 산악인들이다. 어느 틈에 보고 

배웠는지 나도 한번쯤은 도전해 볼만 하겠다 싶었나 보다. 바이

칼을 종단하는 형식은 형들의 것을 보고 배운 대로 따라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형들이 그립다.

새벽에도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 바이칼 호수의 투명도는 

42m나 된다고 한다. 물만 맑은 게 아니라 공기가 맑아서 맑은 

날은 50km 거리의 산도 무지 가깝게 보인다. 거리감이 한국과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더 가깝게 보

인다. 이곳의 해발고도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

프(5,350m)보다 훨씬 낮은 400~500m다. 그런

데도 히말라야에서 보는 별보다 더 가깝게 느껴

졌다.

바이칼에는 336개의 강이 흘러들어 ‘앙가라

강’ 하나로 흘러 나간다. 때문에 유속이 세고, 그 

주변에는 난빙 구간이 많다. 썰매의 짐이 버거워 

1 2

1 아이젠을 차고 하루 평균 

30km의 단단한 얼음 호수를  

걷다보니 항시 발목이 아프고 

부어올랐다. 발목 보호를 위해 

스포츠 테이핑 위에 탄력 

붕대를 감고 있다.

2 2,000m대의 설산이 

둘러싼 바이칼 호수. 하루 한 

번 사진 찍기에 나의 썰매 

시비랴취까(시베리아의 

소녀)가 함께했다. 썰매 위에는 

항시 충전을 위해 쏠라판을 

펼쳐놨다.



 

짐을 세 번에 나누어 옮긴 다음 난빙 구간을 탈출하기도 했다.

알혼섬은 바이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바이칼의 가장 중

앙에 있고 호수 안에 있는 섬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다. 징기스칸의 무덤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설도 있으며 성

소로 유명하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넘쳐나 오지의 호젓함이 느

껴지지는 않았다. 알혼섬의 가장 끝, 하보이를 떠나 서에서 동

으로 횡단을 했다. 이르쿠츠크 주에서 부랴티아 공화국으로 건

너갔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인 1,500m의 

지대를 2일에 걸쳐서 통과했다. 이곳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하

고 평온했다. 또 눈이 많이 쌓여 가장 힘들었던 곳이다. 알혼섬

을 떠난 4일 동안 사람도 만날 수 없었으며, 이곳부터 마지막 

날까지 통신도 되지 않았다. 단지 나의 현 위치를 ‘SPOT’이라

는 위성에 송신해 다른 통신 없이도 나의 움직임을 10분 단위

로 온라인에 공유했다.

용기 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724km 완성

다음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바이칼의 표면 위에 모든 에너지

를 쏟아내고 싶었다. 마지막 남은 거리는 52km였고, 12시간 만

에 세베로 바이칼스크에 마지막 발자국을 찍었다. 처음부터 이 

날을 생각하며 많은 날을 준비했다. 피니시에서 다시 돌아서서 

새로 시작할 것만 같았던 또 다른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제 시작이다. 영하 25도에서 한뎃잠을 자다가 영상 23도를 

웃도는 50도의 극한 기온차이를 극복(?)하고 있다. 나른하니 자

도자도 졸렸다. 더이상 힘쓸 일이 없으니 몸에서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했다. 추위를 적응하는 것이 더 수월했나 보다. 

부은 발, 연필을 쥐어 잡기에도 뻣뻣했던 얼은 손도 제자리로 

짝을 맞추어 돌아왔다. 세베로 바이칼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두 

밤을 지나 32시간 만에 이르쿠츠크로 돌아왔다.

바이칼에서의 23일이 하룻밤의 꿈같다. 하루하루가 모두 

살아있다. 긴 잠을 자고 싶고, 달콤한 꿈을 꾸고 싶고, 아침에

는 그 꿈을 이야기하고 싶다. 바이칼이라는 커다란 하얀 백

지 위에 23.5cm 크기의 두 발로 타박타박 걸어 온 길이 그림 

같다. 용기 내어 내딛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봄이면 곧 녹

아서 사라질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이칼 호수 위에서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의 여행

을 갈무리한다. 처음, 두렵고 떨리는 한 걸음으로 시작했으나 

724km(GPS 측량 거리)의 마지막 발자국에서 또 다른 길(도

전)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 받았다. 또 다른 한 걸음

을 내딛기 위한 트레이닝이 시작됐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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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칼 탐사 장비와 먹거리

모든 짐의 무게는 90kg, 식량과 연료가 절반(46kg)을 차지했다.

막영구 : 텐트 1동(4.5kg), 스크류 6개, 매트리스(에어, 폼), 침낭

(내한온도), 텐트 슈즈, 눈삽 등 

운행구 : 썰매(170cmx60cm), 카라비너, 스위벨, 스틱, 산악스

키, 스키 스킨, 스키부츠1, 아이스바일1, 체인아이젠, 방한용 슈즈

(-30도), 중등산화, 스키고글, 썬글라스, 보온병1L, 수통1L, 랜턴, 

배낭 등

취사구 : 휘발류버너, 가스버너, 코펠 2개, 수선세트 등

전자장비 : 기상측정기(풍속, 기압, 고도, 습도 등), SPOT(10분 단

위 실시간 위치전송), GPS(실제 운행거리 기록 및 위성항법장치), 

IRIDIUM GO(위성전화기), 핸드폰, 쏠라 패널2, 태양열 배터리2(전

자장비 충전은 USB 충전방식으로 세팅), 보조 배터리1 등

카메라 장비 : 미러리스 바디, 200m 줌 렌즈1, 광각렌즈1, 삼각대

1, 액션캠, 예비 소형 카메라1 외 충전 및 액세서리 

식량 34kg : 1일 1.2KGX25일 = 30KG + 예비식량 3일 4KG 

연료 12kg : 휘발류 (옥탄가 98) 0.4리터X25일=10L, EPI 가스3통사진 · 김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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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낙(Qaanaaq)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까낙에 도착해서

도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린란드의 하늘을 독점하고 있는 

항공사인 에어 그린란드(Air Greenland) 사정과 기상 악화로 인

해 까낙까지 4일이나 연착되어, 일정은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

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까낙에 도착해서도 예정되어 있었던 3일

간의 개썰매와 바다표범 사냥 또한 날씨 사정으로 미루어졌다.

개썰매 사냥 방식 고집하는 마지막 사냥꾼들

인터넷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한 결과, 까낙의 날씨는 개썰매 여

행이 예정되어 있던 당일 오후부터 갠다고 나와 있었다. 그 사

실을 사냥꾼들에게 알리니, 그래도 날씨는 예측 불가하니 내일

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리 과학

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역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았다. 아

침부터 내린 눈은, 정오부터 그친다는 일기예보를 빗겨가고 하

루 종일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냥꾼들의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은 컴퓨터의 일기

예보를 뛰어넘고, 그린란드의 사냥꾼들은 아직 사냥하는 데 

있어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들은 분명히 있는 것

이다. 하지만 그런 사냥꾼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현

재 사냥을 나가는 50~60대의 사냥꾼들을 까낙에서는 마지

그린란드 최북단, 까낙의 마지막 
사냥꾼들과 바다표범 이야기
글 사진 · 김인숙(여행 작가)

PEOPLE & LIFE

그린란드 통신 ① 개썰매와 바다표범 사냥

까낙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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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사냥꾼 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2015년 8월 말부터 그린란드 대학교(Ilisimatusarfik)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나는 그린란드에서 생활한 지 이제 거의 2년

이 다 되어 간다. 현지인들이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신발, 장

갑, 혹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쯤은 갖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이었다. 내가 살

고 있는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바다표범 가죽 가방을 취급

하는 한 가게에 들러 몇 번이고 바다표범 가죽 가방을 둘러보

았다. 그리고 마음먹고 다시 가게에 들렀을 때, 내가 눈독을 들

이던 가방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그린란드의 관광 성수기로, 크루즈가 들

어올 때마다 관광객들은 기념품으로 혹은 개인 소장용으로 많

은 바다표범 물건들을 사간다. 가게 측에서는 나에게, 언제 물건

이 들어올지 모르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

줬다.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르게, 딱 일주일 후, 

가게에서 연락을 받았고, 원하는 가방을 구매할 수 있었다.

바다표범 가죽 가방 구매하고 증명서 받아

재미있는 사실은 구매할 때,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마

크가 들어간 한 장의 종이를 나에게 건넨 것

이다. 이 가방이 이누이트들에 의해 합법적

으로 잡힌 바다표범으로 만든 바다표범 

가죽 가방이라는 증명서였다. 유럽연합 

국가로 입국할 시, 이 가방을 가져간다

면 이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왜 아

직 이것이 필요한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바다표범 관련 제품들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바다표범 사냥이 이누이트와 원주민 공동

체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이해하여 2015년 이누이트와 원주민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서 합법적으로 그들에 의해 잡힌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라면 수입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 이 개정 사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다표범을 잡아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

들이 2009년의 수입 금지 타격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는 것을 이번 까낙과 일룰리셋(Llulissat) 방문을 통해 알게 되

었다. 나는 일룰리셋과 까낙에서 사냥꾼들을 만나 직접 인터

뷰를 할 수 있었고, 바다표범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4월 말에 들른 일룰리셋의 꽁꽁 언 항구에서는 버려진 바다

표범 가죽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왜 바다표범 가죽

들은 그렇게 항구에 버려져 있었던 것일까?

일룰리셋 항구에서 만난 헬리붓 그린란드(Halibut Greenland) 

소속 낚시꾼 파비아 한슨(Pavia Hansen)은 배 위에서의 인터뷰

에서 내가 유럽연합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2009년에 

1 사냥꾼 네망이축이 썰매 개들을 돌보고 있다.

2 바다표범 가죽 가방 구매 후 받은 증명서.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 시 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3 네망이축과 알렉이 니히의 바다표범 사냥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 페이지 그린란드 최북단 까낙에서 마지막 사냥꾼들과 개썰매를 이용한 

바다표범 사냥에 나섰다.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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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표범 사냥에 사용된 

전통방식의 사냥 도구와 

바다표범이 만들어 놓은 구멍.

2 사냥꾼들이 바다표범 사냥 후 

까낙 마을로 복귀하고 있다.

3 북극 설원에 세워진 까낙의 교회. 

4 바다표범 사냥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까낙의 사냥꾼 니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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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표범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킨 유럽연합을 언급했다. 그 이

후로 바다표범 가죽에 대한 가치는 급락하였고, 보통 바다표범

을 잡으면 고기는 가족을 위해, 가죽은 항구 주변의 갈매기들

을 위해 둔다는 것이다. 그러면 갈매기들이 가죽에 남아있는 고

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일룰리셋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표범 사

냥을 나갔다면, 까낙에서는 꽁꽁 언 바다 위를 달리는 개썰매

를 타고 바다표범 사냥을 나갔다.

쿼터제 도입으로 사냥꾼 수 감소

까낙의 상황도 일룰리셋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바

다표범의 고기는 가족과 썰매 개들을 위해 남기고, 값어치가 

떨어진 가죽은 팔지 않고, 이 역시 가족과 썰매 개들을 위해서 

남겨둔다고 했다. 썰매 개들에게 바다표범 

가죽을 먹이면 개들 뱃속의 벌레들이 가죽

의 털에 엉겨 배설물로 나오게 만들기도 한

다고 한다. 하지만 털 상태가 좋지 않은 바

다표범을 사냥할 때도 있어, 가죽은 항상 옷

이나 장갑으로 쓸모 있게 사용되는 것은 아

니었다.

하지만 단순히, 잡은 바다표범을 팔아 경

제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

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렇게 현 세대들이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들에게 장래에 사냥꾼보다는 공부를 하여 다른 직업을 갖

기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자연스럽게 사냥꾼의 수는 감

소하고 현 사냥꾼들처럼 전통방식을 이어나갈 세대가 없어지

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젊은 유능한 사냥꾼들이 있지만, 사냥만으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한 예로, 우리의 사냥 여행에서 통역을 도

와준 알렉은 까낙의 유일한 바(Bar)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개썰매를 나갔을 때 한 번에 세 마리의 바다표범을 잡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냥꾼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그린란드에서는 북극곰, 일각고래, 바다코끼리에 대

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바다표범에 대한 쿼터제는 시

행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인즉슨, 바다표범의 수가 제한을 두

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부하다는 것이다. 처음 쿼터제가 도입

되었을 때, 사냥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미 날

씨 사정으로 인해 사냥을 못 나가는 때가 많은데 쿼터제를 도

입하다니, 두 번 죽이는 격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매년 쿼터가 

늘고 있어 현재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까낙의 사냥꾼들은 그린란드 정부조차 현지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바다표범에 대한 쿼터제도 머지

않아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기도 했다. 바

다표범은 일 년 내내 사냥이 가능한 동물로 전통적으로도 그

린란드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버릴 것이 없는 고마

운 동물이다

황홀하고 신기했던 까낙 여행

여행이 한 단락 마무리 된 지금, 주변 사람

들이 북쪽으로의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면 

너무 환상적으로 좋았으며 가장 좋았던 곳

은 까낙이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서 펼쳐지는 창문 밖 풍경이 너무 비현실적

으로 아름다웠다. 까낙 마을 앞에 펼쳐지는 

5월 초, 중순의 꽁꽁 언 바다와 24시간 하

늘에 떠있는 해를 보며 ‘지구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하고, 같은 그린란드에서의 생활이 2

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황홀하고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2010년에 홀로 떠나 온, 첫 그린란드 여행은 남그린란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살면서 언제 또 와보랴’라는 생각으로 조금의 

금전적인 무리를 감수하면서도 북쪽인 일룰리셋으로 향했던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룰리셋과 타 

지역의 그린란드 사람들조차 잘 닿지 못하는 까낙을 떠나면서

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이유는 여름에 다시 까낙으로 돌아

올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누크는 내가 떠났을 때 보았던 하얀 누크

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도로의 눈은 녹아 있었고, 더 이상 오로

라를 볼 수 없는 캄캄하지 않은 어슴푸레한 새벽 같은 밤이 계

속되고 있다. 이렇게 여름이 찾아왔다. 나는 다시 그린란드 남

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여름 여행을 준비한다. 

까낙의 상황도 일룰리셋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바다표범의 고기는 

가족과 썰매 개들을 위해 

남기고, 값어치가 떨어진 

가죽은 팔지 않고, 이 역시 

가족과 썰매 개들을 위해서 

남겨둔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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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 요리 BEST 4

PEOPLE & LIFE

월동의 힘! 요리에 달렸죠!
남극 대륙에 자리한 장보고기지에는 현재 17명의 월동대원들이 기지를 지키고 있다. 

이곳은 시시때때로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한지역 중 

한 곳이다. 가장 가까운 상주기지조차 4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고립된 기지생활을 하며 극야를 비롯한 긴긴밤을 보내야 하는 월동대원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체력을 유지할까. 그들의 주식이 아닌 별미 BEST 4를 소개한다.

글 사진 · 이진하(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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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쯤이었다. 장보고기지 조리대원이 되기 위해 지원서를 제

출하고 몇 차례의 시험을 거친 후 가슴 졸이며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

다. 다행히 합격을 하고 기본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수없이 들은 이

야기가 있다. ‘남극기지의 월동대원들은 고립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생

활하기 때문에 쉽게 예민해지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리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리대원은 맛있는 

음식을 통해 대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엄마’같은 역할을 해주어

야 한다.’

남극에서 엄마의 손맛 챙기는 조리대원 

남극에 온 지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음식을 만드는 데 많

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른 대원들의 도움으로 잘 해냈던 것 같다. 음

식 또한 입에 잘 맞는지, 아니면 그냥 참고 먹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나 그릇을 깨끗이 비워주는 대원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 까

닭에 필자 역시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더욱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살을 에는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생활하는 

대원들에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준비했던 요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아

래에 소개한 네 가지 요리 외에도 대원들이 즐겨먹는, 먹고 싶은 ‘희망

메뉴’를 보드에 적어 종종 식단을 준비하곤 했다. 

1 장보고기지 식물공장(수경재배온실).

2 식물공장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좌)와 오이(우)

3 · 4 이진하 쉐프가 기지 앞 남극바다에서 건진 

빙하 조각을 깨며 요리를 만들고 있다.

왼쪽 페이지 요리를 즐기는 장보고기지 

4차 월동연구대원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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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찹스테이크

이 요리는 육류를 좋아하는 대원과 해산물을 좋아하는 

대원들의 기호를 한 메뉴로 맞춰주기 위해 개발한 메뉴이다. 

육류 요리가 나오는 날에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대원들이 

실망을 하고, 해산물 요리가 나오는 날에는 육류를 좋아하는 

대원이 실망하는 것을 보고 고심한 끝에 육해공을 한곳에 

모아봤다. 부드러운 안심에 사과와인 소스를 곁들였다. 

닭다리살 구이에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 해산물 요리에는 향긋한 허브로 맛을 더해 소금과 

후추만으로 해물의 맛을 한층 끌어올렸다. 게다가 

남극에서는 정말 금값이나 다름없는 신선한 채소를 

추가했다. 채소는 장보고기지 4차 월동대 류준한 대원과 

젊은 연구대원들이 직접 기지에서 정성들여 수경재배한 

것들이다.

유자소스 김치샐러드와 인삼튀김

이 요리는 대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추위와 강한 바람 속에서 늘 작업을 

하는 대원들의 기초 체력을 보강해주고자 

만든 요리이다.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생각한 

것은 연령대가 다양한 대원들의 입맛을 고려해 

쌉쌀하면서도 향이 강한 인삼을 보다 부드럽게 

즐길 수 있게 함이었다. 이를 위해 인삼을 

바삭하게 튀기고, 아삭한 맛을 살려주기 위해 

김치와 달콤 상큼한 유자를 소스로 곁들여 

주었다. 특히 체력이 어느 때보다도 빨리 

소모되는 극야 기간에 종종 만들었다. 인삼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 대원들과 건강식으로 즐기는 

장년층 대원들까지 고루 좋아하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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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찜샐러드

기나긴 밤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극야기간에 

남극에서는 일과가 끝나도 여전히 밤이 지속될 

뿐이다.  그 시간에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줄 

술 한 잔이 생각날 때, 대원들을 위로해줄 

안주로 개발한 안성맞춤 메뉴다.

야들야들 담백하게 삶은 삼겹살에 

식물공장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와 

새콤달콤하고 매콤한 간장 소스가 일품이다. 

흔하고 흔한 보쌈과 수육에 질린 입맛에 새롭게 

다가선 삼겹살의 새로운 모습에 대원들도 

감탄하곤 했다. 생일이나 기지 회식 때면 빠질 

수 없는 메뉴이기도 하다.

빙하조각을 띄워서 먹는 물회

빙하로 팥빙수를 만들어 먹고, 빙하 조각을 술에 넣어 칵테일을 

만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다. 하지만 이런 메뉴들은 

남극에 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이미 많은 대원들이 

먹어봤던 것이라 다소 식상해졌다.

이런 메뉴들과 달리 음식도 뭔가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물회에 빙하조각을 넣어 육수로 응용해 

보았다. 빙하 조각은 물이나 술에 들어가면 빙하가 녹으면서 

독특하게 ‘톡톡톡’  튀는 기포 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더구나 

청정지역에서 얻은 자연의 얼음으로 이냉치냉의 남극을 맛볼 수 

있다.

비록 신선한 회를 구할 수 없어 한국에서 가져온 냉동 상태의 

횟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맛은 어디 곳의 물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이라 자부한다. 이 

요리에도 5월의 남극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신선한 야채를 

사용했다. 바로 오이와 파프리카이다. 이 또한 식물공장에서 

가뭄에 콩 나듯 수확한 귀하디귀한 야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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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에피소드

PEOPLE & LIFE

북극의 극성스러운 모기떼
겨울의 북극은 오로라가 우리를 반겨주지만, 여름의 북극은 모기가 우리를 맞아준다. 

북극은 늘 춥고 눈으로 덮여있는 세상을 상상하지만 여름에는 낮의 기온이 

영상 30도를 넘나들기도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도 나타난다. 

더군다나 북극 툰드라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모기가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글 사진 · 권민정(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연수연구원)

북극에서 모기장을 쓰고 

식물을 채집하는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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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천국으로 변하는 북극의 여름 

여름에 북극에 모기가 많은 이유는 북극의 많은 지역이 습지이

거나, 습지가 아니더라도 물이 고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북극 

툰드라 지역은 지형이 평평한 편이어서 겨울 동안 쌓인 눈이 

녹으면 지형이 낮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눈이 녹은 지

점에 그대로 고이게 된다. 그리고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겨

울 동안에 얼어있던 땅의 표층은 녹지만 땅속 깊이에는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동토층이 존재한다. 이 동토층이 토양의 물이 

땅속 더 깊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지표면에 

물이 고이게 되어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된

다. 또한 이렇게 고인 물은 백야 현상 덕분에 하루 종일, 그리고 

여름 내내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모기 유충들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모기의 종에 따라 다르지만 북극에 주로 서식하는 모기는 

겨울이 시작되어 물이 얼기 전에 물에 알을 낳고, 알 상태로 겨

울을 견뎌 다음 해 날씨가 따뜻해지면 유충으로 성장한다. 알

에서 깨어 성충이 될 때까지는 3~4주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

에, 얼었던 물이 녹기 시작하는 5월쯤부터 시작해 6~7월에는 

모기떼가 한창 극성을 부린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름에 갓 태

어난 동물의 몸에 피가 묻어 있을 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의 살벌한 모기떼가 어린 동물에게 달려들고 피를 빨아먹

어 이들을 죽이기도 한다. 한 순록 개체가 하룻동안 모기에게 

빼앗기는 피가 300밀리리터나 된다는 연구도 있다.

모기떼와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연구현장

박사 과정 동안 처음 시베리아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 모

기가 많으니 잘 준비해서 가라는 동료들의 말이 조금은 과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기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 집에 

위 한 연구원이 모기장을 쓰고 물 샘플을 처리하고 있다.

아래 북극의 초원에서 연구 현장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기떼.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름에 갓 태어난 동물의 몸에 피가 묻어 있을 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의 살벌한 모기떼가 

어린 동물에게 달려들고 피를 빨아먹어 

이들을 죽이기도 한다. 한 순록 개체가 하룻동안 모기에게 

빼앗기는 피가 300밀리리터나 된다는 연구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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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구멍을 모기장으로 막아도 집 안

에는 늘 모기가 많았다. 아직 사람들의 손을 피하

는 진화를 덜 했는지 생각보다 모기를 잡는 것은 쉬웠지만, 집

에 들어와서부터 침대에 누울 때까지 평온한 밤을 위해 늘 쉬

지 않고 모기를 잡아야 했다. 그래도 집안은 그나마 쾌적한 편

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갈 때는 모기떼로 인해 몰골이 참담해진다. 

얼굴은 그나마 모기장 재질이라 앞을 볼 수 있고 공기라도 드

나든다. 하지만 온몸은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촘촘

한 천으로 만들어진 모기 방지 옷을 옷 위에 걸쳐 입어야 하는 

까닭에 땀으로 범벅이 된다. 벌레 퇴치제가 혹여나 땀과 함께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뒤범벅되고 만다.

게다가 운이 나빠 모기가 소매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

면 온몸이 사정없이 뜯기는 수도 있다. 가끔 새벽 시간에 현장

에 나가 일을 해야할 때에는 모기가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하

기 때문에 벌레 퇴치제로 손을 적셔도 계속 모기에 뜯겼다. 사

람도 모기에 시달렸지만, 필자가 늘 가지고 다녔던 이산화탄소

와 메탄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모기에 시달렸다. 장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쿨러가 설치되어 있었는

데, 한쪽 쿨러로 모기가 빨려 들어가 장비 안쪽이 온통 모기 사

체로 뒤덮였던 적이 있었다. 쿨러에 갈린 모기 사체가 마를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장비 안쪽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쿨러에도 모

기장을 붙여 더 이상 모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두었다. 

북극 기온 2도 오르면 모기 개체수 50% 증가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낮은 평균 기온 덕분에 북극의 

모기들은 인간에게 위험한 말라리아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활동하기 불편하고 약간의 피를 잃어야 한다는 점 외에

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편의

를 위해서 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면 안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기를 먹고 사는 먹이사

슬의 위쪽 생태계를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한 가지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은 지구 온난화가 모기 개

체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생태계

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 지역에서의 기온이 2

도 올라갈 때마다 모기 개체수가 50%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온도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북극 지역이다.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

면 먹이사슬 위의 생물 개체수가 함께 늘어날 수도 있지만 모

기에게 피를 빨아 먹히는 동물의 개체수(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순록의 개체수)는 감소하면서, 지금의 생태계 구조가 무

너질 수도 있다. 또,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 온대 지방에서 모

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이 지금보다 

더 높은 위도까지 퍼질 수 있다. 

지난여름에는 시베리아의 모기떼를 만났는데, 올여름부터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쪽 지역의 모기떼를 만날 예정이다. 이곳

에서의 모기들은 시베리아 모기와 어떻게 다를지 기대 반 두려

움 반이다.  

위 모기가 뚫을 수 없는 촘촘한 천으로 된 

옷을 입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저만큼의 

모기에게 물릴 수 있다.

오른쪽 연구 장비에 달라붙은 모기떼들. 모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쿨러에도 모기장을 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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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이 머나먼 

남극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명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다치고 죽는 일이 생긴다. 남극에 들어오기 전 정말 경

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대원 중 누군

가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남극 밖으로 후송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불시에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오른팔 동맥폐쇄

그래서 입남극 이후 월동대장 이하 모든 대원이 특별히 안전에 

대해 신경을 써왔지만 환자 발생은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왔

다. 평화로운 일요일이었던 2017년 1월 29일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의무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세종기지 증축공사 의료담당으

세종과학기지 응급상황 발생

PEOPLE & LIFE

‘남극 가족’ 실감한 감동적인 응급조치
남극 세종기지에는 현재 30차 월동연구대가 1년 동안 월동생활을 수행하고 있다. 

남극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이곳의 의료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기지에 파견된 의료 대원과 원격진료를 통한 최소한의 의료조치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만약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남극의 기지에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실제 지난 1월 29일 세종기지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성공적인 조치를 통해 

극지에서의 대처법을 알아본다.

글 사진 · 백승민(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연구대 총무)

칠레 프레이기지로 이송을 위해 

소형 고무보트에 탑승한 환자(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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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지에 체류 중인 응급구조사가 오른팔의 엄청난 통증 때문

에 실신하기 직전이라는 연락이었다. 워낙 우려하던 일이었고 

특히나 의료적인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체류 중인 대원 자

신이 응급상황에 빠진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지라 머릿속에

는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일곱 글자만 떠오른 상황에서 환자 

상태를 보러 황급히 의무실로 달려갔다.

의무실에 도착하니 응급구조사는 창백한 얼굴로 오른팔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오른팔을 만져보니 살아있는 사람의 

팔이라고 여기기 힘들 정도로 체온도 낮고 심지어 맥박조차 없

는 상태였다. 월동대 의료대원인 외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정확

한 원인과 진단은 불가능하지만 우측 팔로 가는 동맥이 혈전

(피떡)에 의해 폐쇄되어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는 것이었다.

세종기지는 남극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각 분야 전문의 여러 명을 상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

국의 병원처럼 다양한 치료 및 진단기기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

다. 이런 상황에서 피가 돌지 않는 순환기 계통의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고무보트로 안개 낀 남극바다 헤치고 환자 이송

외과 전문의인 의료대원은 환자발생 시 대응 매뉴얼대로 극지

연구소와 의료지원 협약이 되어있는 길병원 응급실과 즉각 상

담을 가진 후 몇 가지 적절한 약품을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 오

른팔의 기능 보존에 앞으로 1~2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

에 혈관조영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종기지에서 

1,200km나 떨어진 칠레 푼타아레나스의 병원으로 후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푼타아레나스로 후송을 하려면 세종기지에서 고무보트로 

30분 거리에 있는 칠레 프레이 공군기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

데 신속한 후송과 요동이 심한 고무보트 탑승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칠레 공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

타깝게도 안개가 짙어 불가하다는 응답이 왔다.

월동대장은 헬기 운항이 불가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지만 환

자 후송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고무보트로 프레이기지 병

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푼타아레나스로 가는 항공

편이 마련될 때까지 대기하고, 아울러 프레이기지 병원에서 각

국 기지의 의사들이 협진할 수 있도록 주변 기지에 의료지원을 

요청하였다.

프레이기지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관조영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프레이기지로 이동하는 

고무보트 안에서도 마음은 내내 무겁기만 했다. 짙은 안개로 

인해 그토록 자주 왕복했던 항로였건만 육안으로는 목표 지역 

확인이 불가능해서 해상 GPS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칠레 프레이기지에서 4개국 의사들 협진 받아

마침내 무사히 프레이기지 인근 해변에 도착하자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해변에서 남극 가족(Antarctic Family) 혹

은 남극 공동체(Antarctic Community)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우리 기지의 응급환자 발생 소식

을 들은 타 기지 대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과 함께 비상등을 켜

고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환자가 고무보트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프레이기지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도 깜짝 놀랄 상황이 이어졌다. 칠레, 우루과

이, 중국 등 3개국의 각 기지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심전도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려준 주변 기지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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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하는데, 우리 의료대원까지 4개국 의사들의 협진이 이

루어졌다. 진단 결과는 대단히 나빴다. 혈전이 오른쪽 팔 동맥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며 최대한 빨리 푼타아레나스로 후

송하여 혈관조영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

른팔을 잃을 수도 있다고 나왔다.

여러 의사로부터 한결 같은 진단이 나오니 마음은 더욱더 타

들어 갔고 신속하게 푼타아레나스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월

동대장이 백방으로 항공편을 수소문했지만 당일 민간 항공편

은 모두 만석이라 수천만 원이 드는 소형 전용기를 전세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어렵게 확보한 항공편마

저 계속되는 안개로 인해 결항되었다.

환자가 한쪽 팔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황에서 

적합한 의료기기와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 비행기가 운항될 때

까지 무한정 대기하는 하룻밤은 정말 길었다. 의료대원은 환자

와 함께 병실에서 쪽잠을 잤고 필자는 밤늦게 인근 러시아 벨

링스하우젠기지로 이동해서 무전기에 귀 기울이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모두가 함께한 응급조치, 천만다행 해피엔딩

긴긴 밤이 지나가고 아침 일찍 환자를 살펴보러 병원에 가보니 

천만다행으로 그동안 투여했던 약물이 주효했던지 고통은 계

속 호소하고 있었지만 오른팔에 맥박도 돌아오고 어제보다 상

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이후 환자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푼타아레나스행 비행기는 이날도 날씨로 인해 결항

이 되었다. 다행히 저녁때가 되자 환자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그날 저녁 세종기지로 복귀했다. 다음날 세종기지에 하계연구

대로 2월 3일까지 체류 예정이던 윤의중 박사가 고맙게도 환자 

보호자를 자원했고, 기상 상황도 허락되어 1월 31일 환자는 보

호자와 함께 출남극하여 그날 저녁 칠레 푼타아레나스의 병원

(Hospital Clinico Magellanes)에 입원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출남극 비행기에 오르기 전 대한민국 응급구조사 최초로 세

종기지에서 근무한 환자분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시 입남극

하여 당초 계획된 2017년 4월까지 근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병원 진단 결과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여, 현재는 귀

국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남극세종과학기지 30차 월동연구대 최초의 응급환

자 발생은 천만다행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다. 불시에 발생한 응

급환자를 살리겠다는 남극 각국의 기지 대원들 모두의 즉각적

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래 대한민국, 칠레, 우루과이, 중국 4개국 

의사로부터 협진을 받고 있다.

오른쪽 칠레 프레이 공군 기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고심에 찬 김종익 의료대원.

밝은 모습으로 출남극하는 

보호자(윤의중 박사)와 

환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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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하계연구활동

PEOPLE & LIFE

남극에서의 연구는 사계절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남극의 혹독한 기후로 인하여 

대부분의 현장 조사와 시료 채집은 남극의 여름에 해당하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에 기지를 방문하는 연구원들을 ‘하계연구대’라 부른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이하 16/17년) 남극 하계기간 동안 세종기지를 방문한 

하계연구원들의 활동을 통해 하계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 이재일(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연구대 책임연구원) 

남 극  하 계 연 구 가 
극지연구 성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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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연구대는 극지연구소와 국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온 국내 

연구진들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국제공동연구가 많아지면서 

외국 연구진들이 체류하는 일도 많아졌다. 하계연구대는 보통 

3~4주, 길게는 두 달 정도 기지에 머물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서는 더 길게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월동대의 연구원들이 주로 기지 주변의 대기나 해양, 기상 

등 자연 환경이 일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고 기

록하는 일을 하는 데 비해, 하계연구대 연구원들은 보다 구체

적인 연구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기지 주변을 대상으로 한 과학 논문들도 대부분 하계 연구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계연구대 중에는 세종기지

의 과학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관측장비를 유지·점검하기 위해 

기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세종 아쿠아존과 우주환경광학관측동 신설

세종기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6/17년에는 생명과학, 고층대기, 대기과학, 지구물리, 해양 분

야의 현장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하계연구의 목적에 따

라 16/17년의 세종기지 하계연구활동을 크게 세 가지-인프라 

확충, 장비 설치·유지, 현장 조사-로 나누어서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인프라 확충 16/17년에는 증축공사로 바쁜 와중에도 연

구를 위한 기반 시설이 세종기지에 추가로 설치되었다. 특히 주

목할 만한 신규 시설은 두 가지로, 2017년 1월 부두 옆 측지관

측동 내에 조성된 수조실(‘세종 아쿠아존’으로 명명)과 2017년 2

월 고층대기 연구를 위해 설치한 우주환경광학관측동이다. 세

종 아쿠아존은 극지연구소 김진형 박사 주도로 조성되었는데, 

해양생물 배양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6개의 냉각 수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주환경광학관측동은 우주-고층대기

의 광학 관측을 위해 새로 건설된 컨테이너 관측동으로, 전천

카메라와 페브리-페로 간섭계 등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세

종기지의 모든 고층대기 광학관측기기는 이곳에서 운영될 예

정이다.

1 2017년 1월 냉각수조실 ‘세종아쿠아존’이 세종기지에 조성되어 

남극 해양생물 배양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해졌다.

2 펭귄 취식행동 연구. 펭귄 머리에 부착한 가속도계와 등에 

부착한 위치 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먹이를 먹는지 알 수 있다.(사진·이원영)

왼쪽 페이지 2017년 2월 세종기지에 설치된 우주환경 광학관측동. 

관측동 앞에 선 고층대기 연구원들. 왼쪽부터 감호식(충남대), 

김정한(극지연), 지건화(극지연), 첸유(Qian Wu, 미국 NCAR), 

이원석(30차 월동연구대 고층대기 대원).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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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세종기지 내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호의 지상관제소가 있

다. 이 지상관제소는 2005년 개소되었는데, 매년 관제소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양형

모·이동효 연구원이 관제소 관리를 위해 세종기지를 방문했다. 

극지연구소 박기홍 박사팀은 대기 연속 관측 장비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실시했다. 세종기지 지질·지구물리 연구동에는 대기 

중 라돈 함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라돈검출기가 설치되

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16/17년에 지질·지구물리 연구동이 철거

되고 하계연구동이 신축되면서 라돈검출기를 이전하게 되었다. 

극지연구소 홍상범 박사가 장비 분해 및 조립, 보정, 평가 요령

을 교육하기 위해 하계대로 세종기지를 방문하였다. 바톤 반도 

지역에는 환경 변화와 육상 생태계 변화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

한 일사량, 수분, 온도 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센서와 로거들

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의 유지·작업도 16/17 하계 기간

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장비로는 기지 가까이에 전기 비저항 모

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토양 내의 수분 분포와 연

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집 세종기지 주변에는 다양한 조류가 서

식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이원영 박사팀은 펭귄 취식 행동을, 

서울대 연구팀은 펭귄 번식 생태를, 극지연구소 정진우 박사는 

도둑갈매기 번식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두 달 이상 현장 조사

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는 카메라와 관측 장비 부착, 번식 지표 조사, 혈

액 및 깃털 시료 채취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극지연구소 

김정훈 박사는 호주 연구진과 함께 새로운 광역 모니터링 카메

라를 설치하여 남방큰풀마갈매기 번식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극지연구소, 강릉원주대, 포르투갈 에보라 

대학 연구팀은 극지 환경 변화에 따른 육상 생태계 변화 연구

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육상 생물 연구자 내에서도 내

생균류(지의류 안에 있는 균류) 다양성 연구, 식생도 작성, 섬모

충 바코드 시스템 작성 등 개인적인 연구 목표는 좀 더 다양하

1 세종기지 주변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한 

잠수 조사 장면 (사진·㈜인더씨코리아 이종락) 

2 마리안 소만 해양 조사. 보트 위에서 관측 장비를 바다 속으로 

내려 보내 온도, 염도 등을 측정하고 해수 시료를 채취한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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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소개했던 바톤반도 모니터링 센서 유지 보수, 토양 

비저항 모니터링 장비 운용 등도 육상 생태계 연구팀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 변화 연구를 위한 잠수 조사도 16/17년에 집중

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더씨코리아의 잠수 전문가들과 성균

관대 연구팀은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를 위한 잠수 조사 및 해

양생물 채집활동을 수행하였고, 하계기간 중 촬영한 영상을 소

개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극지연구소 김일찬 박사 연구팀은 극

지생물로부터 유용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16/17년

에는 육상과 해양 보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였

고 종 동정(생물 개체들을 개별종으로 구분) 작업도 함께 수행

했다. 극지 생물이 어떻게 저온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이와 

관련된 유전체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활용하기 위한 생물 채집

과 현장 생리 실험도 함께 이루어졌다. 극지연구소 해양 연구팀

은 2017년 2월 세종 기지 앞 마리안 소만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수차례 해양 환경 조사 및 해수 시료 채취 작업을 실시하였다.

하계연구원 총 38명 세종기지 방문

16/17년 세종기지를 방문한 하계연구원은 총 38인이었는데, 이

중 외국인은 3인으로 호주, 미국, 포르투갈 연구원이 방문하였

다. 내국인 중에서는 극지연구소 연구원이 23인으로 가장 많

았고 그 외에도 대학, 연구소, 업계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다. 

16/17년에는 세종기지 증축공사로 인해 세종기지의 인력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어 하계연구대의 규모가 약간 줄어들

었다. 하지만 현장 조사 열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뜨거웠고 연

구 기반 시설도 추가로 확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6/17년 세

종기지 하계연구대 모든 분들이 올 시즌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

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1 세종기지 생물해양연구동 

에 있는 습식 실험실. 

시료 전처리 및 기본 실험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다음 하계 시즌에 

생물해양연구동이 철거되면 

신축연구동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2 2017년 2월 23일 

하계대원들이 세종기지를 

떠나면서 16/17년 

세종기지 하계연구가 

마무리되었다.

2

1



남극이 녹고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쪽 약 50km 지점에 있는 난센빙붕 끝부분 붕괴과정이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현장 관측을 통해 확인됐다. 빙붕은 남극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100〜900ｍ 

두께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 붕괴한 빙붕은 빙산 2개로 쪼개져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번 빙붕 붕괴는 

앞으로 해수면 상승 원인을 규명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사진 · 이원상(극지연구소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장)

세계 최초 남극 ‘난센빙붕’ 붕괴 관측

POLAR SCIENCE

난센빙붕 끝부분 균열대에 생긴 난센폭포. 난센빙붕 상부에 형성된 거대한 강에서 

초당 수백 톤의 융빙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2014년 1월 13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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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지구적인 온난화로 인하여 이상 자연재해(태풍, 가뭄, 해양 산성화 

등)가 예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 

남극 반도 및 서남극을 중심으로 극지역 융빙(ice melting)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

세를 보인다.

해수면 상승은 해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과 더불어 육상빙(고산 빙하, 

극지 빙상 등)의 융해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균 해수면은 과거 

주로 해수 열팽창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보고된 IPCC 제

5차 종합보고서(2014)에 의하면 육상빙 용융이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 

기여도를 앞지르게 되었으며, 향후 정확한 해수면 변동 예측을 위해서는 불

확실성이 가장 큰 극지방 빙상이동에 관한 면밀한 관측 및 예측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빙붕 붕괴가 빙하 이동속도 가속화 주원인

남극 대륙의 빙상은 해양으로 향하는 거대한 얼음의 흐름인 빙하를 통해 대

부분의 얼음이 소실되고 있고, 이는 해수면 상승과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다만 남극 해안선의 약 74%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께 100~900m 정도의 

빙붕(ice shelf )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에 의해 가로막혀 있어 빙하 흐

름의 속도가 조절되고 있으며, 이러한 빙붕은 이미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이

므로 완전히 녹더라도 직접적으로 해수면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빙붕이 소멸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그리고 빙

붕의 안정도에는 어떠한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 바다에

서 빙붕 하부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수 및 온난화에 따른 대기온 상승은 빙

장보고기지 주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빙권변화 종합감시관측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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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의 안정도를 크게 감소시키며, 빙붕 끝부분 붕괴(ice front 

calving) 현상 역시 빙붕 안정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해안에서 코르크 마개와 같이 빙하 흐름을 저지하고 있

던 빙붕이 외부요인에 의해 안정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

인 붕괴로 이어지게 되면 육상에 남아 있던 빙하의 이동속

도가 급속히 빨라져서 결국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빙붕 안정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향후 해수면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결정적

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극지 과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빙권종합감시관측망으로 집중관찰 중 붕괴 관측

장보고기지 부근에서는 매우 다양한 극지환경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는데, 특히 기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난센빙붕에서 최근 남극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

이 잇따라 나타나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난센빙붕은 폭이 15km, 길이가 50km, 두께가 200~300m 

정도 되는 빙붕으로 지난 1999년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빙붕 

끝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관찰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장보고기지 부근 날씨가 유난히 따

2016년 4월 7일(UTC)

드라이갈스키 빙설

난센빙붕

장보고과학기지

2016년 4월 8일(UTC)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난센빙붕 끝단 붕괴 위치.(사진=MODIS 인공위성)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난센빙붕. 

2016년 4월 2일(빨간색), 9일(파란색) 

각각 촬영된 난센빙붕 끝부분 붕괴 

모습이다. 큰 빙산은 C33으로 

명명되어 소멸 시까지 인공위성으로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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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했고 비교적 지속 기간도 길어 난센빙붕 상부에 거대한 강

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초당 수백 톤의 용융수가 바다로 흘

러가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으며, 빙붕 끝부분 균열 폭은 더

욱 넓어졌다.

이 관측으로 주로 북극 그린랜드 등에서 대기온이 상승

하여 나타나던 현상이 남극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새롭

게 확인하였고, 때로는 빙붕 상부 용융수가 일시에 바다로 

배출되면 빙붕 안정도가 과거 수치모델 예측과는 다르게 회

복될 수도 있음을 밝혀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해양수산부 R&D 연구과제 수행 일환

으로 이 지역 일대에 다양한 관측 방법을 동원한 빙권종합

감시관측망을 구축해 집중 관찰하고 있던 중, 한국 시간으

로 2016년 4월 7일 오후 1시부터 4월 8일 오전 8시 사이에 

빙붕 끝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어 2개의 빙산으로 쪼개져 나

가는 모습이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되었다. 극지역은 쉽게 접

근하기도 힘들고 바람도 세고 매우 추워서, 장기간 연속적

인 자료를 얻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빙권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

장에서 실측하는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극지연구소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난센빙붕 현장 정밀관

측은 향후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예측하

는 모델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 모니터링으로 동남극 빙권 변화 규명해야

이미 많은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서남극을 중심으로 남극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

황이다. 동남극 지역은 이에 비해 비교적 빙권 변화가 서서

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

속될 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 없다.

지리적으로 난센빙붕은 서남극과 동남극 경계부분에 위

치하고 있는데, 난센빙붕 상부 거대한 강 형성 및 빙붕 끝부

분 붕괴와 같이 이례적인 현상이 속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동남극 빙권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 지역이라 여

겨진다.

남극 대륙 월동기지인 장보고기지 및 대한민국 최초 쇄빙

선 아라온호를 활용한 현재 진행 중인 다학제 현장관측을 

통해 남극 장보고기지 부근 빙권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극지연구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4년 1월 초 난센빙붕 균열 시작 모습.(사진=미국 LANDSAT)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장보고기지 부근 날씨가 유난히 

따뜻했고 비교적 지속 기간도 길어 

난센빙붕 상부에 거대한 강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초당 수백 톤의 

용융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으며, 빙붕 끝부분 균열 

폭은 더욱 넓어졌다.

장보고기지에서 

바라본 난센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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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온난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정도 빠르게 진행 

중이며(그림 1), 해빙의 면적과 두께도 현저히 줄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따뜻해지는 북극과 반대로 중위도에는 추운 겨울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예로 2009년 12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한파와 폭설이 동반되어 교통의 마비를 가져왔고, 2016년 1월

에는 제주에 영향 5도 이하의 폭설이 내려 공항이 결항되어 1

주일 정도 관광객의 발이 묶인 바 있다.

<그림 2>는 2016년 1월 유럽과 아시아에 한파가 났던 당시와 

평년과의 온도차이이다.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이 

빈번한 중위도 겨울철 한파는 급속히 진행 중인 북극의 온난화

가 원인이라는 결과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북극의 빠른 온난화와 중위도의 한파는 관계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극 온난화와 유라시아의 연계는 다른 지

역에 비해 더 강하고, 북극의 온난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중위

도의 기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수개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북극 온난화와 유라시아 한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관 관계

가 컴퓨터 모델에서 잘 재현될 수 있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

게는 3개월 정도 겨울철 기상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철 한파 예측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고 예측의 

정확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기사에서는 북극의 온난화와 한반도의 겨울철 한파의 연계에 

대한 것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최근 한파 예측이 종종 빗나가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겨울을 앞두고 한파나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 예측이 빈번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가 거론됐다. 급격한 온난화에 대한 지구의 반작용이란 해석이다.  

실제 몇 년 사이 한파와 폭설이 반복돼 고난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기상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예측들이 종종 빗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 김성중(세종과학기지 제30차 월동대장)

한파 예측 오류

POL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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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온난화가 한반도에 주는 두 가지 영향

현재까지 밝혀진 북극의 온난화가 일이 개월 후 한반도에 영향

을 주는 경로는 대략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극

의 온난화가 시베리아 기단을 강화시켜 나타나는 종관규모의 

경로이다. 북극의 해빙은 9월에 가장 많이 줄었다가, 10월부터 

다시 얼기 시작하여 11월 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 북극지역이 해

빙으로 덮이게 된다.

하지만 대서양은 저위도에서 따뜻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북대서양과 북극이 만나는 카라-바렌츠해에서 해빙이 가장 늦

게 얼게 된다. 11월부터 대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때문에 해빙

이 채 얼지 않은 카라-바렌츠해에서 대기와 해양의 온도차이

로 인해 많은 양의 열이 대기로 방출되고, 이는 이 지역에 기압

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고기압성 블로킹을 만들기 좋은 조건이 

된다.

카라-바렌츠해에서 시작된 블로킹은 주변 우랄산맥까지 영

향을 미치고, 수일 후에는 파동의 형태로 기압의 골과 마루를 

만들고 기존에 존재했던 시베리아 고기압을 더욱 강화시켜, 수

주일 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한파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좀 더 길게 그리고 북반구 전체에 강력하게 영향

을 미치는 행성파 규모의 영향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라-바렌츠해에서 해빙이 평년보다 덜 얼게 되면, 특히 12월 

초는 대기와 해양의 차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카라-바렌츠해

에서 대기로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되고, 이는 지역적으로 열적 

불균형을 유발하여 대기 상층으로의 행성파 활동을 강화시키

며, 약 2주 동안은 대류권 상부까지 영향을 주다가 약 1달 후에

는 성층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지역 성층권에서 활성화된 행성파는 북극의 기압을 증가

시키고 증가된 기압은 한두 달 후에 지면에 영향을 주면서 소

위 극와도(폴라보텍스)의 세기를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저

층의 제트기류를 남하시켜 중위도에 한파를 유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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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북극(파랑색)과 전지구 평균(빨강색)의 온도 

변화 추이. 북극의 온도변화가 전지구보다는 

크게 나타나며, 2000년대 이후는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 중이다.

 그림 2

한파가 발생했던 2016년 1월과 평년의 북반구 온도 차이. 유라시아의 

온도가 평년보다 9도 이상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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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층권을 통한 경로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과 북

미의 한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9년 12월, 2010년 2월과 

2016년 1월 북미 전역에 걸쳐 한파가 기록되었다.

기상 정보 오류로 한파 예측 정확성 떨어져

하지만 위에 기술한 두 가지 경로가 수치모델에서 잘 재현되

지 않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북극의 온

난화 정도에 대해 중위도에 나타나는 반응이 매번 비례해서 나

타나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같은 크기의 

북극 온난화가 있어도 대기의 반응이 카오스적으로 불규칙하

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두 번째는 수치모델의 다양성 때문에 북극의 온난화가 있어

도 대기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수치모델에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로를 일부만 재현한다

거나 혹은 대체로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물론 관

측 자료의 한계도 있다. 통상 종관규모의 예측에는 초기 조건

을 어떻게 주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극지역은 관측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부정확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

개월 단위의 계절 예측에서는 초기 조건뿐 아니라 경계 조건도 

중요한데, 특히 극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계 조건인 해빙의 면

적과 두께를 정확히 예측해야 하지만 이 또한 현재 수치모델링 

기술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위도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

움이 있다.

셋째, 행성파의 활성화로 극지역의 기압이 성층권까지 증가

하는 현상까지는 수치모델에서 대체로 잘 재현되는 경향이 있

지만, 성층권에서 표층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아직은 잘 재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수치모델의 부족함보다는 우리의 이해

가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갈길 먼 지구온난화 연구

마지막으로 앞에서 기술한 두 가지 경로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 외에도 북극의 영향뿐 아니라 중위도 혹은 저위도에서도 시

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들의 

역할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북극의 빠른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중위도에는 

잦은 한파가 나타나는데, 이는 북극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

기위한 초기단계이며 북극의 온난화에 대한 대기의 비선형적, 

카오스적, 다중적 반응으로 인해 중위도 겨울철 한파 예측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림 3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북극 온난화로부터 중위도 한파 발달 경로. 9월의 해빙 감소는 눈을 주변 시베리아로 공급하고, 11월부터는 카라-바렌츠해에서 많은 

양의 열과 수분이 대기로 방출되고, 이는 상층으로의 행성파 활동을 강화시켜 대류권(파란색 띠)과 성층권(보라색 띠)의 보텍스를 약화시키며, 1월부터 보텍스가 

느슨해지며 제트기류가 중위도로 남하하여 한파를 유발한다. 북극의 온난화는 동시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기단을 강화시켜(가운데 붉은 원) 유라시아에 한파를 

가져온다. Cohen et al.(2014)의 그림에 유라시아 한파 경로 추가하였음.(참고문헌: Cohen et al., Nature Geoscience, 2014, 7, 627-63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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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에 ‘지구의 날(Earth Day, 4월 22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지구온

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비하자는 언론 

기사들이 게재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의 등장은 미국 콜럼비아대학의 기후

학자인 월레스 브뢰커(Wallace Broecker) 교수가 1975년에 사

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Climate Change: Are we on the 

brink of a pronounced global warming?)에서 시작되었다. 당

시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안정적이었던 시기로서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

어날 것이라고 예견한 브뢰커 교수는 그야말로 대단한 선견

지명을 지닌 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용어의 

대중화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기후학자인 제임스 한센

(James Hansen) 박사가 1988년에 미국 의회에서 온실기체의 

증가와 기후변화의 상관성에 대해 증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IPCC 보고서, 지구온난화의 암울한 미래 예측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온난

화의 현상과 추세, 그리고 원인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연구결

과들을 집대성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

례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14년에 제5차 보고서가 발간

되었다. 현재로서는 IPCC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본다면 이 평가보고서

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우선 지구온난화의 부정적 영향은 대표적으로 해수면의 상

지구온난화의 두 얼굴

POLAR SCIENCE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오늘날 지구촌의 최대 화두이면서 인류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도 이제 

대중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지구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  

그 불편한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 홍성민 교수(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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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따른 연안지역의 침수와 섬나라들의 수몰에 따른 생존 위

협이다. 향후 이산화탄소의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경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

해지고, 지역에 따라 물 부족을 초래하며, 모기가 전파하는 말

라리아나 진드기가 매개하는 뇌염과 같은 질병이 확산되면서 

인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

난화가 현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2050년경 지구상의 약 20억 

명이 말라리아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별

로 큰 편차가 있지만 기온 상승은 작물에 열 스트레스를 가하

고 수자원의 부족 현상 등으로 밀, 옥수수, 콩 등의 평균 곡물 

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 연구팀이 2015년에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클라이

머트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평균 기온이 1℃ 상승할수록 전 세계 밀 생산량은 6% 정

도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

온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가 높아지면서 해양의 산성화 피해도 심각해질 전망

이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해수로 녹아들면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은 증가하고 탄산이온은 감소해서 탄산칼슘의 패각을 

가지고 있는 해양생물들의 번식과 증식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익족류라는 

동물플랑크톤의 탄산칼슘 껍질이 용해되어 손상된 것이 확인

되면서 해양산성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해양생물 멸

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구온난화의 긍정적인 영향도 많아

반면에 지구온난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고위도 지

역에서는 동토층이 감소하면서 농업 활동이 가능한 면적이 증

가하고, 작물의 생육 기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곡물 수확량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량이 감소하

고 대체에너지 이용률은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극해 해

빙(Sea ice)이 감소하면서 북극해의 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

이고, 북극항로를 이용한 새로운 해양 수송로가 열리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 유럽까지의 해상 이동 거리가 37% 정도 줄어들어 

혁신적인 물류비 감소의 혜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979년부

터 위성 관측한 자료에 따르면 북극해의 평균 해빙 면적은 10

년마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1979년 관측 

이래 겨울철 해빙의 최소면적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으로서 지구온난화는 과연 인간활

동 때문일까?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활동이며 95% 이

상의 확률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1951년~1980년 평균온도의 

편차로 표시한 지구의 연평균 

온도 변화(붉은 선)와 하와이 

마우나 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연평균 농도 

변화(검은 선)이며, 파란색의 굵은 

선은 연평균 온도의 장기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자료 출처: 평균온도=미국 

항공우주국(NASA), 이산화탄소 

농도=미국 해양대기청(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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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학적인 증거들과 연구결과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므로 의심의 여지

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결론에 대해 

일부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의론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근거

는 그림(왼쪽 페이지)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

탄소의 대기 농도 증가 추세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추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1958년부터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Mauna Loa) 관측소에서 측정하기 시작한 대기의 이산화

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균온도는 20세기 초부터 중엽까지는 상승하다가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안정되었고 1980년대부터 1990

년 중후반까지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후 1998년부

터 2013년까지 온도 상승은 또 중단되었다. IPCC 5차 평가보고

서에서도 이 기간을 온도 상승의 ‘hiatus(구멍, 틈)’이라고 명시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온도의 증가 추세가 불일치하는 것

만으로 지구온난화가 인간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은 지구 기후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별로 없

다는 것이 대부분 기후학자들의 주장이다. 

현대과학으로는 아직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 힘들어

최근 들어서 평균온도 상승의 ‘hiatus’를 해양순환의 자연적인 

변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표된 가설에 따르면 십년 주

기의 태평양 진동으로 태평양 적도에서 부는 무역풍의 세기

에 따라 열대해역의 해양순환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하는

데, 1990년대 말부터 해양순환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열을 태

평양 적도 해역의 아래쪽에 가두었기 때문에 평균온도 상승의 

‘hiatus’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순환이 약화되면 표층

해양과 대기의 평균온도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흥

미롭게도 2014년부터 평균온도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

난해인 2016년은 1880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문제는 평균온도 상승의 ‘hiatus’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설

명하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발생 이전에는 어떤 

모델도 ‘hiatus’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자

연적인 해양순환 변동과 같은 복잡한 기후시스템을 전부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과학으로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아

직까지 기상예보조차도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쉽

게 납득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의 지구온난화는 분명한 추세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IPCC 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해주듯이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기체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도 현재로선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현대과학의 한계를 인정해야하며 미래 예측의 정확

도를 더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구환

경의 변화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구온난화의 해결 방안

을 찾으려는 노력은 현 세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렇

기 때문에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전 세계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미래의 기후 

재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남극 세종기지 인근 마리안소만의 무너지는 

해안 빙벽.(사진·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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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과학기지가 위치한 북빅토리아랜드 앞 바다 로스해가 

지난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협위원회(CCAMLR) 총회에서 

남극해 첫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으로 지

정되었다. 이 해역은 남극 해양생태계의 중심을 이루는 동물플

랑크톤 크릴을 비롯하여 남극이빨고기(메로), 펭귄, 해표, 고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식동물들의 번식지이자 취식지로서, 

2017년 12월 1일부터 보호구역 내에서의 무차별적인 인간의 포

획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발효된다.

남극 로스해 155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무려 155만㎢에 달하며, 연중 

남극 ‘로스해’ 탐사

POLAR SCIENCE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 로스해를 가다
지구상에서 가장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알려진 남극 로스해가 최근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12월 1일부터 향후 35년간 이곳에서는 오직 연구활동만 가능하다. 극지연구소 정호성 박사 연구팀이 

남극 해양생태계 중장기 모니터링을 위한 전진캠프 구축과 아델리펭귄 군집 조사를 위해 로스해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글 사진 · 정호성(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2

상징적인 남극 보호종

1,550,000㎢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남극

아델리펭귄

남극해

로스해

남극해

남극

일반 보호 구역

케이프 할렛

장보고
기지

특별 보호 구역
크릴 보호 구역

황제펭귄

웨델해표

범고래

혹등고래

남극바다제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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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범위 및 

구획별 특별보호조치.

2 기상관측탑 설치지점에서 바라본 

아델리펭귄 군서지 전경.



70 

대부분의 해역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쇄빙연구선을 이용하더

라도 폭넓은 해역의 직접적인 해양조사가 매우 어렵다. 일부 해

빙이 붕괴되는 단기간의 여름에도 잔빙들의 영향으로 조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극지연구소는 CCAMLR에서 남극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지표종으로 지정한 아델리

펭귄 군서지가 집중 분포하는 북빅토리아랜드 일대를 중심으

로 생태계 변화 중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사업의 수행에 앞서 2016년 11월 전진캠프 구축을 

위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아델리펭귄의 주요 번식지로 54,000번식쌍이 분포하는 케

이프 할렛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2002년 남극특

별보호구역(ASPA) 106호로 지정되어 보전가치를 일찍이 인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편서풍의 방벽 역할을 하고 있는 남극횡

단산맥의 영향으로 로스해에서도 해빙이 가장 늦게 붕괴되며, 

늦여름인 2월 한 달 정도만 개방된 해수면을 노출할 만큼 인간

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우리는 장보고기지를 교두보로 삼

아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매년 초여름인 11월부터 해

안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쇄빙연구선의 접근이 가능한 2월

에는 주변 해역에서 해양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케이프 할렛 해빙지대에 현장조사 캠프 설치

이번 답사의 주요 목적은 전진캠프를 구축할 장소를 선정하고, 

아델리펭귄 군집의 기선조사(baseline survey)를 실시하는 것

이었다. 현장조사팀은 연구자 2명, 안전요원 2명, 다큐멘터리 작

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때마침 이 일대에서 연구조

사를 희망하는 뉴질랜드와 공동협력으로 추진되었다. 뉴질랜

드는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제공하고, 우리는 이에 필요한 항

공유를 지원하였다. 남극에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공

유의 확보가 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2016년 11월 18일 장보고기지 앞 해빙활주로에 뉴질랜드 스

콧(Scott)기지로부터 경비행기와 헬리콥터 2대가 도착하였다. 

먼저 케이프 할렛 내만의 해빙지대에 경비행기 착륙이 가능한

지 시험비행을 한 후 현지에서 사용할 항공유를 수송하였다. 

두 차례 비행 이후 우리 연구장비와 연구자들이 경비행기에 몸

을 실었다. 한 시간 여의 비행 끝에 도착한 간이 해빙활주로로

부터 캠핑 예정지까지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동하였다. 이 지

역의 해빙은 12월말까지는 두께 1.5m 이상으로 견고히 결빙되

는 점을 고려, 1주일간의 현장조사를 위한 간이 캠프는 바닥

이 편평하고 식수를 만들기 위한 눈과 얼음이 풍부한 해빙 위

21

3

1 테라노바만 해빙활주로에 도착한 연구팀.(좌로부터 

정진우 박사, 임완호 PD, 정호성 박사, 김관재·서명호 안전요원)

2 경비행기를 이용해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3 케이프 할렛 해빙 위에 설치한 현장 조사 캠프. 

바람에 약한 돔텐트 후면에는 눈으로 방풍벽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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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키로 하였다. 사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보호구역으

로부터 600m 떨어진 지점에 발달한 작은 빙설이 강한 대륙풍

(katabatic wind)을 막아주는 장소를 선택하였다.

저녁 무렵 현장에 도착을 하였기에 한쪽에서는 텐트를 설치

하고 한쪽에는 저녁식사를 준비했다. 텐트는 숙소와 식사, 장비

보관용으로 총 3동을 준비하였다. 남극의 여름은 백야이기 때

문에 24시간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으나 해가 서쪽 절벽 너머로 

넘어간 이후에는 강한 추위가 엄습해왔다. 음식은 에너지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모두 냉

동 수송하였으며 현장에서는 끓여먹기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하

였다. 숙소 텐트에는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개인침낭 속에 들어

가 잠을 청했다. 좁은 침낭이 다소 갑갑하였으나 추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단지 잠을 자며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호흡하

는 것이 고역이었다.

드론 이용한 정밀 항공촬영으로 아델리 펭귄 개체수 파악

이튿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가 시작되었다. 정진우 박

사를 중심으로 아델리펭귄의 둥지수 계수작업이 이루어졌으

며, 필자는 임완호 PD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군서지의 항공촬

영을 시도하였다. 이 지역은 지자기남극점이 북쪽에 있어 나침

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나침반으로 비행경로를 확보하는 

드론은 이곳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 빈번이 추락하

였기에, 우리는 드론 상단의 안테나 2개에서 각각의 GPS 좌표

를 읽어 방향을 설정하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였다. 드론은 다

행히 큰 문제없이 제 역할을 수행해주어 정밀한 항공사진을 제

공해주었다.

문제는 아델리펭귄 개체수 파악이었다. 워낙 둥지수가 많다

보니 나흘째가 되어서야 거의 전 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나, 해

1

3

2

1 위성으로 수신된 아델리펭귄의 취식 활동영역. 

이를 바탕으로 해양조사 해역이 설정될 예정이다.

2 취식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델리펭귄 등에 부착된 바이오로거.

3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얻어진 아델리펭귄 둥지분포 사진.

(DSLR 카메라 촬영사진 235장이 합성된 고해상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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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의 한 대형군집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여 계수 중 경계의 

구분도 어려웠다. 항공사진 합성결과 다행히 만족할만한 해상

도의 사진이 획득되어 이 군집은 추후 사진으로 계수하기로 결

정했다. 기지 귀환 후 확인하니 이 한 군집의 둥지 수만 5,830

개로 세종기지 펭귄마을의 전 둥지 수를 상회하였다.

둥지 수 파악을 마친 이후에는 아델리펭귄의 취식지역을 파악

하기 위해 펭귄 등에 바이오로거(bio-logger)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위성수신을 통해 확보된 이들의 이동경로는 향후 해양

조사 해역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내년의 메인 캠프 설치 후보지는 보호구역 내 간이 캠핑 허

용지와 임시 캠프 주변의 빙퇴석 지역 두 곳을 선정하였으

며, 위성으로 실시간 송수신 제어할 사진촬영 및 기상관측탑

(AMIGOS)의 설치 후보지로는 군서지 전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서쪽 절벽의 돌출 암반지대를 채택하였다.

내년 전진캠프 구축, 로스해에서 선도적인 연구 수행할 것

1주일간의 현장조사로 제법 만족스런 결과를 획득하고 철수를 

위해 경비행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이 지역 상공에 낮은 구름이 드리워져 경비행기는 착륙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지

루했다. 다행히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

다. 나흘째가 되어서야 경비행기가 날아왔고 캠핑 열하루 만에 

기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야외캠프 설치를 통한 답사활동으로 다양한 사전정보 획득

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

의 지원을 받아 올해 6월부터 본 사업을 가동하였다. 때마침 

이루어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우리 연구계획에 대

한 회원국들의 큰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 수년 전부터 사전기획

을 해왔기에, 보호구역에서의 연구활동으로는 가장 선도적인 

출발선상에 있다. 내년 여름 막바지에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로 물자를 수송해 이곳에 조립식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 견고

한 전진캠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북빅토리아랜드에 산재해있는 아델리펭귄 

군서지들의 번식생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동시에, 아라온

호를 이용한 해양조사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

될 연구결과들은 위원회의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학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격적인 해양연구를 위한 쇄빙연구선 

활용예산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선 성공적

인 캠프 구축과 더불어 안전하고 가치 있는 단계별 성과 도출

을 기대해본다.  

2

1

3

1 펭귄군서지 조사를 마치고 

캠프로 귀환 중인 연구팀.

2 조사기간 중 우리 캠프를 

방문한 뉴질랜드 공동연구팀.

3 경비행기 활주로로 철수하기 

위해 헬기에 짐을 적재하고 

있는 연구팀.



남극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식들 중 최근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라슨 C 빙붕의 일부 

붕괴(면적 약 5,000km² 크기) 가능성에 관한 소식이다.(그림 1) 남극 빙붕은 대륙붕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으로 육상 빙상과 연결되어있다.(그림 2) 이미 19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차

례로 라슨 A(면적 약 2,000km², 1995년 붕괴)와 B빙붕(면적 약 3,250km²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크기, 2002년 붕괴)의 붕괴는 지구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남극에서 네 번째

로 큰 라슨 C빙붕(면적 약 55,000km²로 한국의 절반 크기)의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우리 인류

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빙붕의 변동은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밀접

먼저 빙붕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은 현재의 빙붕의 상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약 12,000년 전(또는 10,000년 전)에 마지막 최대 빙하기(Last Glacial Maximum)가 끝나면

서 홀로세(Holocene) 온난기가 약 6,000~8,000년까지 지속되다가 약간의 추운 시기(신빙하

라슨 C 빙붕 붕괴의 교훈

POLAR SCIENCE

해수면 상승의  
방어막이 사라진다!

글 사진 · 유규철(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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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거 기후 변화

는 빙권의 변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빙붕의 형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동안 남극의 대륙붕 위에 두꺼운 얼음으

로 덮여져 있었다. 하지만 온난기가 시작되면서 바다 심

층의 따뜻한 물이 대륙붕 안으로 밀려들어오면서 얼음

과 빙하면이 만나는 빙하기저부(grounding line)가 내

륙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빙붕이 형성된다. 빙하기저부

가 내륙 가장 안쪽까지 이동하면서 빙붕의 두께는 얇아

지고 빙붕단(calving line)은 점진적인 융빙과 붕괴 과

정을 거치고 추운 시기를 지나면서 현재의 빙붕 모습을 

갖추었다.(그림 3).

사실 남극에서 이것이 과거부터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굳이 호들갑떨 일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제 마지막 최대 빙하기 이후 수 천 년 동안 빙붕이 형성되면서 계속 후퇴 내지

는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신빙하기 동안 빙붕의 큰 변동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현재의 

빙붕의 변동은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이후 

홀로세 온난기 동안의 온난화 속도는 100년에 0.06~0.08℃씩 기온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최

근 급격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약 133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약 0.85℃ 상승(홀로세 온난

기 속도의 10배)하였으니 아무리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더라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물

론 현재까지 빙권의 변동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불과 1mm 정도에 불과하다. 

빙상 받쳐주는 빙붕의 유실은 해수면 상승의 결정적 요인

이처럼 빙붕이 사라져서 발생하는 해수면 변동은 작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남극의 빙권을 대다수 차지하는 빙상은 현재의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정성을 유지하

고 있는데, 빙상의 안정성은 빙붕이 바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빙붕이 완전히 사

 그림2

남극 빙붕의 연결 

구조. 빙붕은 

대륙붕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으로 육상 

빙상과 연결된다.

 그림1 라슨 C 빙붕 붕괴 

진행 상태. 약 5,000km² 

크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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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면 빙상의 변동이 시작되고 이에 급격하게 해수면이 상승(수m 정도)하는 결정적인 요인

이 될 것이다. 굳이 우리가 이에 따라 동반되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수면 상승 

하나만으로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된다. 겨우 133년 만에 해수면 상

승의 방어막인 빙붕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가! 라슨 빙붕의 붕괴와 같이 수 십 년 이내에 급

격하게 빙붕이 사라진다면 인류의 재앙은 준비할 틈도 없이 다가올 것이다. 

지구온난화 원인 해소 노력이 인류 재앙 막는 길

라슨 C 빙붕은 라슨 A와 B 빙붕보다 남쪽 추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에도 불구

하고 자체 붕괴 가능성에 대한 과학계의 입장은 조심스러웠다. 빙붕의 변동은 기후 변동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2년 라슨 B 빙붕 이후 라슨 C 빙붕의 붕괴 소식은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과학자들 입장에서 인류의 산업화가 지구온난화의 원

인이라는 증거는 명백하지 않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으

로 자국의 이산화탄소(대표적인 온실 가스) 배출 굴뚝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산인데, 남극

의 급격한 변화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가 아닐까.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류의 활동은 계속 점검되고 줄여나가야 한다. 지구온난화라는 불 위에 굳이 기름을 

부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은 지구를 구하는 길, 곧 인류의 재앙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약 2만년전

약 3천년전

약 7천년전

현재

빙상

빙상 빙상

빙상

육상빙하

빙붕 후퇴 또는 붕괴 현재 보고된 붕괴 위치

다년생 해빙

대륙붕 해저

대륙붕 해저

대륙붕 해저

대륙붕 해저

빙붕

 그림3 빙붕의 형성과 변동 과정. 바다 심층의 따뜻한 물이 대륙붕 안으로 밀려들어오면서 빙붕이 만들어지고, 점차 그 

두께가 얇아지면서 붕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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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탐사 장비 ‘드론’

POLAR SCIENCE

극지 탐사에 최첨단  
‘드론 시대’ 열다
극지에서의 현장 연구 수행은 저온과 강풍의 기상 조건이 빈번한 지역 특성상 제한된 인력에 

의하여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근 무인 

관측장비들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흔히 드론(Drone)으로 불리는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가 전세계적으로 극지 현장에서 활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소 

원격탐사연구팀도 다양한 무인기를 이용하여 극지 현장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극지 활용 무인기의 

특장점과 연구 사례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하고자 한다.

글 사진 · 김현철(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단장), 현창욱(북극해빙예측사업단 선임기술원)

세종기지 주변 무인기(멀티곱터) 운용 장면. 

저온 강풍의 남극 현장 특성으로 무인기 

운용 시간이 제한적이다. 넓은 관측영역일 

경우, 무인기 운용을 위해 이착륙 지점을 

이동해 가며 일정 공간거리를 두고 

관측지점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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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에서의 무인기 활용 시 장점

극지 현장에서 소규모의 인력이 짧은 시간 동안 탐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직접조사에 의한 조

사 지역은 좁은 영역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인공위성, 항공기 또는 무인기 등의 플랫폼에 다양

한 종류의 센서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적인 방

문에 의한 현장조사보다 광역에 대하여 촘촘한 고해상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적인 극지에서 원격탐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인기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의 운용에 필요한 수km에서 수백km의 고도보다 낮은 고도

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한 직접 관측과 비견될 정도의 조밀(정밀)한 공간해상도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낮은 운용 고도는 일반적으로 구름보다 낮기 때문에 탐사 지역이 구름

에 가려지는 등의 기상 조건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장점도 있다. 또한 현장 방문 연구자에 의

하여 연구 대상과 현장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시기를 택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같이 궤도 특성에 따라서 수일에서 수십 일의 간격으로 탐사 지역 상공에 돌아오

는 경우보다 자료 획득시기 선정에 있어서 자유롭다.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에 필요한 공항이 

탐사지에서 멀 경우 운용이 어렵고 한 두 차례의 비행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른쪽 동그라미

고정익 무인기를 이용하여 

세종기지 주변 바톤반도의 

식생을 광역 관측하는 장면. 

강풍과 저온의 기상 환경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상 

획득 위치를 선정하고, 선정된 

위치마다 비행속도에 맞춰 

영상이 획득될 수 있도록 운용 

계획을 세운다.

아래 세종기지에서 무인기 

운용을 위한 비행 연습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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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활용 무인기 종류

최근 무인기 기술의 발전으로, 사전 입력된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며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 수

집한다. 극지연구소 원격탐사연구팀에서는 관측 대상 

특성과 면적에 따라서 두 종류의 무인기를 구분하여 운

용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서 고해상도 영상 자료의 획득

이 필요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자

료를 확보할 수 있는 회전익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하고 있고, 

광역 규모의 탐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긴 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무인기 활용 사례

극지연구소 원격탐사연구팀은 앞서 소개한 무인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육상생

태계의 변화를 관측하고 있다. 눈이나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남극의 해안 지역에는 식생들

이 분포하고 있고, 작은 크기인 극지 식생의 분포를 무인기에서 획득한 고해상도의 영상 분석

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식생의 분포 변화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식생이 성장하는 남극의 여

름철에 현장에 방문하여 다중 시기의 영상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별 자료가 다년간 

오른쪽 동그라미

세종기지 주변 바톤반도의 

식생분포 조사를 위해 무인기 

운용을 통해 획득한 영상의 

위치. 각 지점에서 획득된 

영상은 각 영상마다 이웃 영상과 

60~70% 정도 겹치는 영역을 

포함하도록 계획하여 촬영한다.

아래 무인기로부터 획득된 

영상을 영상처리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구성한 세종기지 

주변 바톤반도 정밀 표면 

영상. 인공위성에서 구현할 수 

없는 정밀 해상도의 표면 영상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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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될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의 관점에서 장기간 동안의 연간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 기

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식생의 성장과 분포에는 태양광, 수분공급 및 지형기복 등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영향을 준

다. 환경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무인기에서 획득한 다중 중첩 촬영 기반의 영상으로부

터 고해상도의 미세 지형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지형분석을 통하여 태양광 에너지 누적량, 지

표수계 생성 가능성 분포도 및 지형 경사와 방향 등의 환경요소에 대한 모델링도 가능하다. 

기후변화는 극지 해양과 해빙의 변화를 야기하고 극지에서 살아가는 펭귄의 개체수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펭귄 개체수 산정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 연구자가 직접 계수하는 방법과 서

식지 내의 단위 면적당 분포하는 펭귄의 수를 이용하여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개체수를 추

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보다 정밀한 개체수 산정을 위하여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펭귄

의 개체수 산정에 최적인 시기에 무인기를 이용하여 펭귄 서식지 전반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

을 획득하고 영상 기반으로 개체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맨위 세종 기지 주변에 위치한 

펭귄마을의 펭귄 개체수 추정을 

위해 무인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들을 영상처리 알고리듬을 

통해 재구성한 영상. 이 영상을 

바탕으로 펭귄의 개체수를 

추정하는 영상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아래 왼쪽 극지연구소 

원격탐사연구팀.

아래 오른쪽 북극 해빙의 정밀 

탐사 수행을 위한 무인기 운용. 

해빙의 모양과 표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하여 

정밀한 해상도의 해빙 표면의 

영상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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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영국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 연구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암 중 하나인 캐나다 동

부 퀘벡주의 누부악잇턱 지각(Nuvvuagittuq belt)의 석영층에서 약 38억〜43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 화

석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하였다.

심해 열수 분출구 최적암에서 미생물 화석 발견

이 미생물 화석이 발견된 퇴적암은 철이 풍부한 암석으로 깊은 바다 속 더운 물을 뿜는 구멍(심해 열수 분

출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약 38억〜43억 년 전에 지구의 최초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누부악잇턱 퇴적암에서 발견된 미생물 화석의 모양이 오늘날 갈라파고스 민고삐 수염벌레(Giant tube 

worm)와 같은 튜브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구자들은 이 화석이 심해 열수분출구에서 번성했던 

세균의 잔해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팀은 아직 이 미생물 화석의 유전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미생물 화석의 나이를 화석 에너지의 화

학반응을 통해 측정했으며 이 미생물들은 철광물질을 산화해 에너지를 얻는 박테리아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미생물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과 비교하여 최소한 약 3억 년 이상 

더 오래된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오래된 생명체 화석은 2013년 미국 카네기 연구소 과학자들이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의 

드레서 지층에서 발견한 것으로 약 34억 6천만 년 전에 생성된 미생물 화석이었다.

43억 년 전 지구 생명체 첫 출현
지구에서 생명체가 처음 출현한 것은 언제쯤일까? 최근 지금으로부터 약 43억 년 전에 

지구생명체가 처음 탄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구 역사를 46억년으로 감안하면 

지구가 탄생하고 최소 3억 년 만에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다.

글 사진 · 오윤석 교사(선인고등학교)

지구과학 이슈

POLAR SCIENCE

캐나다 퀘벡주 누부악잇턱 지각 위의 암석(A)과 그 암석 속에서 발견된 43억 년 전 생물화석(가는 실 모양)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B). 붉은색을 띠고 있는 튜브 모양의 미생물 화석 현미경 사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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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형성 최소 3억 년 만에 생명체 탄생

그러나 이번 연구 결과로 지구가 탄생하고 최소 3억 년 만에 생명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논

문의 주 저자 매튜 도드(Matthew Dodd)는 “심해 속에서 생성된 이 화석이 37억 7000만~42억 8000만 년 

전의 생물체이며, 바다가 44억 년 전에 생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초기 바다 속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살았

던 생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성된 것을 감안하면 지구 생성 후 10억 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살았던 생물

이었다. 따라서 연구팀은 이 화석이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근원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화성 탐사를 통해 화성에서 오래된 암석을 분석하고 이 화석과

의 비교를 통해 과거 화성에서 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구뿐

만 아니라 태양계에 존재할지 모르는 화석에 대하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ZOOM  
IN

화석이란?

화석은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며 그 생물이 존재했던 시대의 환경을 

잘 알려 주므로 지구의 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화석은 시상화석과 표준 화석, 생흔 화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을 알려 주며 생존 환경이 특이하거나 좁은 지역에 분포

할수록 독특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고사리나 산호가 있다. 고사리는 온난 습윤한 환경, 산

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표준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진 지질 시대를 알려 주며 짧은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많이 번성할수

록 가치가 높다. 대표적으로 고생대의 삼엽충,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공룡 등이 있다.

생흔화석은 생물체의 활동 흔적이 지층 중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동물의 발자국, 기어 다닌 

자국, 동물의 배설물 등이 있다.

고사리 화석 삼엽충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

호주 서부 필바라 지역의 처트 암석(A)과 암석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라멘트(가는 실) 모양의 미화석(B~D).  

약 34억 6천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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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CULTURE

1

2 3

1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건배를 제의하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 3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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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퍼스트펭귄입니다. 극지 선

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천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 제일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자신감

을 갖고 앞장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극지연

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

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이 4월 26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극지인의 밤 

행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한의 환경인 극지에서 활동

하는 극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극지 비전을 공유하

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극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

던 남극 기지의 월동대원과 아라온호 승조원 등 우리

나라의 극지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였다.

월동대원들과 아라온호 승조원들 극지 유공자 포상 받아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강창희 전 국

회의장,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윤호일 극지

연구소장 등을 비롯하여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

종기지에서 월동을 했던 제1차 월동대원부터 최근 임

무를 마치고 돌아온 29차까지의 월동대원과 3차까지

의 장보고기지 월동대원,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승조

원과 산학연 관계자, 올해 1월에 남극에서 연구활동

을 지원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극지인의 밤 행사는 제일먼저 극지유공자 포상으로 

막을 열었다. 우수월동연구대원으로 2회 이상 월동으

로 남극을 다녀왔거나 여성으로서 임무를 완수한 대

원 6명이 뽑혔고, 아라온 승조원으로서 최소 7번 이상

의 항해 경험, 3년 이상의 승조 경험자 5명이 쇄빙연

구선 아라온호 승조원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극지개척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

았던 STX 마린서비스(주)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표

창장을 수여했고, 참석한 극지인들은 힘찬 박수로 기

쁨을 함께했다.

시상식을 마친 김영석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02

년 북극 다산기지 개소식과 2007년 세종기지를 방문

한 극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약속한 대로 제2

회 극지인의 밤을 개최했다”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

부한 극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펭귄처

럼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도전정신으로 극지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온난

화로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물류비가 40%나 줄어들고 

극지인들이 
진정한 
퍼스트 펭귄
‘대한민국 극지인의 밤’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극지인의 밤 행사는 혹한의 극지에서 

활동하는 극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극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행사는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월동대원들, 

아라온호 승조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에디터 · 강윤성  사진 · 주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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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대륙붕에 묻힌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제2쇄빙선이 건조되면 북극 위주의 좀 더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2쇄빙선 건

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극지활동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극지 관련 각 분야 4명의 대표가 단상

에 올랐다. 극지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다짐

할 해양수산부 윤상훈 극지정책팀장, 극지연구의 목표

를 제시할 극지연구소 강성호 책임연구원, 안전하고 효

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약속할 최다 월동 대원 김홍귀 

대원, 극지연구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다짐할 북극연구

체험단 조부헌 청년 대표 등이다. 이들 4명은 그들의 

다짐이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을 선포

했다.

비전선포식에 이어 극지연구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첫 남극 기지인 

세종기지 준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극지연구에 착수

했다. 올해는 그 30년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남·북극에 3

개 과학기지(남극 세종기지·장보고기지, 북극 다산기지)

를 두고 있으며, 최첨단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눈물 적신 세종기지 월동대원과 딸의 화상 통화

만찬 시간에는 김영석 장관이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극지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퍼스트펭귄입니다. 극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천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일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자신감을 갖고 

앞장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극지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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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 현지 승조원들과 화상통화를 이용해 대화를 

나눴다. 김성중 세종기지 월동대장은 “올해 시작한 대

대적인 보수공사가 내년 초에 끝날 것이다. 세종기지 건

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정한 장보고기지 월동대장은 “현재 4차 월동대 임무

를 수행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

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기지 우종현 대원(해상안전)과 행사장을 찾

은 그의 딸 우다은 양이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전

하기도 했다. 우다은 양이 “엄마는 잘 지내고 있고, 아빠

는 어때, 괜찮나?”라고 질문하자 우 대원이 “날씨가 추

워지고 있지만 동료들과 잘 지낸다”면서 “취업 준비하면

서 엄마도 잘 챙겨주는 너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라고 

대답했다. 이에 우다은 양은 울먹이면서 더 이상 말을 잊

지 못했다. 몸은 비록 1만 7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부녀간의 대화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극지인의 밤 마지막 순서는 최정원의 갈라쇼 공연이 

장식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춤사위는 극지인

들의 뜨거운 가슴을 달구며 자연스럽게 앵콜로 이어

졌다.  

2

3

4

1 극지유공자포상 수상자들. 2회 이상 남극의 기지에서 

월동을 한 대원들(왼쪽 6명)과 7번 이상 아라온호 

승조 경험이 있는 승조원들(오른쪽 4명)이 선정됐다.

2 세종기지 우종현 대원(해상안전)과 그의 딸(우다은)이 

화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있다.

3 제2회 극지인의 밤 마지막을 장식한 최정원의 갈라쇼 공연.

4 극지연구 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각 분야 대표자들과 

함께한 윤호일 극지연구소장. 김영석 해수부장관, 

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 이들은 각자의 다짐을 통해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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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17~’21)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마련한 향후 5년 남극정책의 결정체로서 ‘인류공동의 현안해결에 기여

하는 남극연구 선도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연구의 후발주자였다. 소위 남극연구 선진국들이 19세기부터 남극을 탐험하고 국

제극지의 해(IPY)와 같은 국제프로그램을 통하여 남극연구를 시작한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988년 남극세

종과학기지가 준공되고서야 본격적으로 남극연구에 합류할 수 있었다.

남극연구 30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기존의 남극연구 국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류공동 현

안의 해결에 기여하는 선도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연구진의 투혼이 하나 

되어 일구어낸 성과이다.

남극연구 선도국 도약을 위해  
한걸음 더!
해양수산부,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글 사진 · 윤상훈(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장)

앞으로 5년, 남극 정책은?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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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극 기본계획은 남극연구 선도국가 도약 위한 로드맵

현재 우리나라의 남극연구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

에 서있다([그림1] 참조). 제1차 기본계획(’07~’11)에 따라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운항이 시작되면서 남극반도 끝자락의 

킹조지섬(세종과학기지)을 탈피하여 웨델해, 아문센해, 로스해, 

중앙해령 등을 누비며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 성과를 창출하

였고, 제2차 기본계획(’12~’16)에 따라 2014년에 준공된 장보고

과학기지를 계기로 남극대륙 연구는 물론 남극내륙 진출에 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30년간 축적한 역

량을 바탕으로 남극과학과 남극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생태계보존 등 국제 현안과 관

련된 남극연구 지평 확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구를 위한 

지원기반 선진화, △남극 과학연구 및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

의 리더십 제고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7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2] 참조)

첫 번째 전략인 남극연구 지평확대는 ▲남극환경의 복원·관

측·예측을 통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 ▲남극내륙 진출로 

개척,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발굴을 통한 남극연구의 새로운 도

전, ▲실용화, 융복합 등 국내 여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화 등

의 가치를 담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3차 기본계획 중에서 남극점을 향한 독자적 내륙진출로

(코리안루트, Korean Route)의 개발은 ‘도약기’의 도전 정신에 

걸맞은 주목할 만한 추진과제이다. 코리안루트는 장보고과학

기지를 기점으로 남극점에 이르는 내륙진출로를 일컫는 것으

로, 미답의 남극점을 향한 도전을 넘어 빙저호(빙하 하단이 녹

아 형성된 호수) 탐사, 심부빙하 시추를 통한 미개척 첨단 연구

분야 개척, 그리고 내륙기지(제3과학기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담고 있다. ([그림3] 참조)

전략
•반도에서 대륙으로 : 아라온, 장보고

•기초과학 중심, 융·복합 연구 기반마련

•대륙 해안에서 내륙으로 : K-Route

•글로벌 이슈 대응 및 해결 기여

•남극내륙 거점확립 : 제3과학기지

•미지·미답의 국제연구 개척·선도

연구·인프라
•기지중심 연구 및 환경모니터링

•연구 인프라 확보·운영

•남극환경의 포괄적 보전(MPA, 해도)

•안전하고 특성화된 인프라 활용

•남극을 통한 지구환경보전 기여

•인프라의 안전·다목적·공동 활용

제도·운영
•과학을 통한 남극 거버넌스 참여

•남극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과학을 통한 거버넌스 현안해결 기여

•범국가적 남극 교육·홍보 확대

•과학을 통한 남극 거버넌스 선도

•남극 과학문화 진흥

주도기
(제4차 이후/2022~)

도약기
(제3차/2017~2021)

역량축적기
(제1차~제2차/2007~2016)

비전 인류공동의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남극연구 선도국

목표

•기후변화, 생태계보존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남극연구활동 지원기반 구축·운영

•남극 과학연구 및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 리더십 제고

전략  추진과제

남극연구 
지평확대

① 남극을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대응

②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미답의 연구영역 개척

③ 실용화·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추진

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④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연구 인프라 환경 개선

⑤ 남극연구진흥의 인적 역량 강화 및 국민저변 확대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제고

⑥ 남극 과학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⑦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의제 발굴·선도

그림1 우리나라 남극연구활동진흥계획의 중장기 로드맵

그림2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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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은 남극점에 아문센-스콧기지를, 러시아는 가장 

추운 곳에 보스톡기지를, 중국은 가장 높은 지역에 쿤룬기지를 

건설하여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려 하였다. 만일 우리나라가 코

리안루트 개척을 통해 가장 오래된 빙하코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제3과학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남극

연구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자긍심 또한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공통 현안 해결할 선진국 향한 디딤돌 돼야

두 번째 전략인 ‘남극연구 지원기반 선진화’ 전략의 핵심은 ‘안

전함’과 ‘국민적 공감’으로 집약할 수 있다. 남극연구 현장에서

는 기지별·상황별 맞춤형 안전매뉴얼과 응급후송체계를 확립하

고, 주요 남극활동지역의 공간정보 구축과 장보고과학기지 주

변에서 기반시설 국제 공동 운영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극지 

산·학·연 협력관을 건립하여 극지연구 플랫폼을 마련하고, 다양

한 극지과학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극과 남극연구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한다.

세 번째 전략인 ‘남극 거버넌스 리더십 제고’는 그동안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책 비전이다. 남극 

관문지역의 협력거점 운영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하여 남극연

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및 해양보

호구역(MPA)에 대한 환경모니터링과 연구 성과를 통해 남극조

약체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한-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및 한-칠레

(푼타아레나스) 남극협력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남극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채택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MPA)

에 관한 과학연구프로그램(해수부 R&D 과제) 계획이 국제사회

에 소개되면서 다수 국가로부터 공동연구 제안을 받고 있다. 

남극에는 지구의 과거 기록과 미래가 담겨 있다. 남극은 기후

변화 문제의 해답을 찾는 최적의 연구지역이라는 과학적 가치, 

영유권이 동결된 채 비무장·비핵의 평화체제가 유지되는 국제

정치적 가치, 비록 광물자원활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풍

부한 수산·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안고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많은 국가들이 극한의 남극에서 위험을 감수한 채 과

학기지를 건설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과학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3차 남극 기본계획이 우리나라가 남극의 과학연구

와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서 인류공통의 현안을 해결하는 선진

국으로 올라서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3  

남극 내륙진출 및 

대륙 연구사업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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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리나라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슈는 ‘안보’와 ‘미

세먼지’였다. 보수도 진보도 ‘안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

고, 계절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점이 장미대선의 지각변

동을 가져왔다.

안보 이슈는 하루도 잠잠할 때가 없다. 얼마 전 카타르 공습

은 바로 이웃들로부터 받았다는 점이 국제사회에 충격으로 다

가온다. 카타르의 親미, 親이란 정책과 최근 들어 빠르게 서구

화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해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되

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국들의 카타르와의 단교 여파는 

이집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남은 국가는 쿠웨이트와 오만

뿐이다. 카타르는 미국의 IS 공격 등 중동 내 미국의 군사행위, 

특히 공습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이다. 카타르 단교사태 

배후에 러시아 해커가 역할을 했다는 추측성 기사는 단순한 의

심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의 행보는 북극에 군사시설을 늘리고 군사훈련

을 하는 등 주변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을 긴장시키는 등 군사적

인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

이다.

러시아 푸틴의  
북극항로에 대한 속내는?

글 사진 · 김효선(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북극 동향과 에너지 안보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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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가 안보 이슈로 증폭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그루지아)를 침공한 바 있고, 이후 에

너지 위기가 안보 이슈로 증폭되어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

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경제제재까지 가세하면서 러시

아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유럽으로의 판로를 대체할 아시아 시

장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즉 안보와 에너지 시장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이번 카타르 단교 여파로 현재 영국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하

루만에 4% 상승했다. 영국으로 향하던 카타르의 LNG 선박이 

아덴만에서 항로를 바꿔 수에즈운하 통과를 꺼려하고 있다. 수

에즈운하는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유통경로이다. 전세계 해

상수송 원유의 7%, LNG 13%가 수에즈를 통과한다. 

카타르는 세계 3위 천연가스 보유국이자, 국내 천연가스 도

입의 37%를 차지한다. 우리로서는 항로는 물론이고 에너지 도

입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는 안보를 대변한다. 국방예산에서 에너지 지출이 절

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형편, 즉 에너지를 전량 수

입하는 핀란드는 에너지 전략을 국방부에서 마련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핀란드 국방부 전략연구소 에너지 전문가들이 

극지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러시아 북극 에너지”였다. 과연 러시아가 보유하는 북극 에너

지, 특히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충분한가? 기술적으로 경쟁력

이 있는가? 핀란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

입하고 있고, EU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EU 정

책을 따라야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러시아 북극 에너지를 그림

의 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점 수입원으로 간주해야 할 것

인지의 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 북극에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이 두려운 탓이리라.

푸틴, 국제북극포럼에서 러시아의 북극 리더십 과시

핀란드는 현재 북극이사회 의장국이다. 핀란드 다음은 아이슬

란드, 또 그 다음이 바로 러시아이다. 지난 3월 국제북극포럼에

서 푸틴은 러시아의 북극 리더십을 과시했다. 즉, 푸틴은 북극

에너지를 안보와 연계하여 러시아가 북극의 평화를 보장한다

는 주장을 펼쳤다. 얼핏 듣기에는 푸틴의 어깨에 전세계 평화가 

달린 것처럼 들린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과장되

◀[그림 1] 북극해 주변 국가별 

군사기지 분포.

▲[그림 2] 국내 천연가스 

도입국 비중(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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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드물 것이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송영길 러시아특사가 푸틴을 만나고 

왔다. J노믹스의 핵은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이다. J노믹스의 

성패는 외교채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의 주요국 특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푸틴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

의 파트너”를 기치로 “북핵문제 해결”과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와의 국내 외교는 2013년 이후 소강상태이다. 그렇다

면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국제북극포럼에서 

중국은 러-중 비밀 회담을 열면서 이목을 끌었다. 9명을 파견

한 우리 정부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100

명을 파견하였다.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아주 긴밀

한 비즈니스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은 전형적인 시스템 외교이

다. 공식적인 외교채널도 “러-일 에너지 협력”이라는 테두리를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정부가 공적인 금융기관을 통하

여 지원해왔다. 모든 사업의 꽃은 재원조달이다. 금융기관의 역

할이 없이, 민간투자는 불가능하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업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민간에 떠맡기는 것은 어불성

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동안의 한-러 외교가 방식과 채널에 

있어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방식과 잘못된 채널을 통해 에너지 외교를 해왔다는 비판이 많

았기 때문이다. 

한-러 경협 차원의 에너지 협력은 천연가스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민생과 관련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에 필수

적이다. 천연가스로의 전환, 즉 에너지믹스의 변화 없이 미세먼

지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후 안보와 에너지 안

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수요확대를 주장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천연가스 시장은 구매자 시장과 

판매자 시장을 스윙(swing: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시장이다. 

그리고 아무리 현재 구매자의 힘이 커졌다 하더라도 천연가스를 

‘라면’과 같이 아무 편의점에서나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북극항로를 이용한 한-러 에너지협력에 주목해야

즉, 천연가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전략과 맞

물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급성장하는 알짜배기 아시아 시장을 향해 마

치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진짜엄마, 가짜엄마처럼 다양한 전

술을 펼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정권이 약속한 미국 LNG 도

입을 통상압력과 함께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여기에 푸

틴은 에너지 협력이 북핵 리스크 완화를 가져온다고 제대로 생

색을 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를 이용한 한-러 에너지 협력

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북극에너지가 미국 LNG 협상

에 주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극 LNG는 에너

지개발사업은 물론 북극항로 개발로 연계되어 예상되는 시너

지가 크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

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그 경로 상에 놓여있는 도시의 새 단장

(make-over)이 예상된다. 우리 EPC 기업들의 기술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설렘과 우려 속에서 시작한 

새 정부에게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부디 잘 모를 때는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묻는 겸허한 자세와 지혜를 당부하고 싶다.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

지난 3월 국제북극포럼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북극 리더십을 

과시했다. 즉, 푸틴은 북극에너지를 안보와 연계하여 러시아가 

북극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얼핏 듣기에는 푸틴의 

어깨에 전세계 평화가 달린 것처럼 들린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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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은 
남극에만 
살까요?

극지 야생동물들의 진실 ① 남극의 신사 펭귄

펭귄이나 북극곰 같은 극지동물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생태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예를 들어, ‘펭귄은 추운 곳에 산다’ 내지는 ‘북극곰의 피부는 하얗다’와 

같은 잘못된 사실이 많이 퍼져있기도 하다.(실제로 갈라파고스펭귄은 더운 

적도 부근에 살고 있으며, 북극곰은 털 색깔이 흰색일 뿐 피부는 검다.) 

이렇게 오해 받고 있는 동물들을 대신해 앞으로 극지의 동물들의 진실을 

밝혀볼까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연재로 ‘남극의 신사’로 잘 알려진 펭귄에 

대해 알아본다.

글 · 이원영(극지연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선임연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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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펭귄은 남극에 살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나가면 엉뚱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

만 명쾌한 대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왜 펭귄은 남

반구에 살아요?”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자면, 펭귄의 조상 얘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펭귄의 가장 오래된 화석 기록을 살펴보면, 약 6천 만 년 전 신생대 팔라오세에 뉴질랜드 해안에 살

았으며 그 크기는 대략 150cm 정도로 사람 신장과 비슷하다. 또한 날개 구조가 잠수에 특화되어 하늘

을 날지 못했다. 일찍이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찾으며 수영에 몰두하던 펭귄의 조상들은 남반구의 환경

에 훌륭히 적응했다. 북반구와 비교해 남반구엔 펭귄을 노리는 커다란 육상포식자도 변변치 않았기에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펭귄 서식지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차가운 남반구 바다에 한정되

었다.(적도 부근에 사는 갈라파고스펭귄의 서식지도 수온은 영상 20도를 넘지 않는다.) 하늘을 날지 못

하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적도를 건너 멀리 분산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1 새끼를 품고 있는 

턱끈펭귄 어미.

(사진 제공 · 극지연구소)

2 1938년 배를 통해 

노르웨이로 옮겨진 

젠투펭귄과 턱끈펭귄.

(사진 출처 · 위키 커먼스

_ Alf Schrøder)

3 남극 킹조지섬 

세종기지 인근 펭귄

마을에 사는 젠투펭귄.

(사진 제공 · 극지연구소)

2 3

펭귄은 노르웨이에서 번식한 적이 있다?

1948년 노르웨이해에 접한 로포텐(Lofoten) 섬에서 새끼 펭귄이 발견되었다. 새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어미 펭귄이 이곳에서 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극에 사는 펭귄이 북극에 있는 노르웨이 

북쪽에서 번식을 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노르웨이는 1938년부터 남극에 있는 펭귄을 데려다 북극에 풀어주었다. 반대로 북극에 있는 순록을 

남극에 데려다 놓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작가 칼 슈코시엔(Carl Schøyen)은 남극의 펭귄이 “노르웨이

의 새”가 되었다며 신문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야생동물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생태학적인 영향이 생

길지에 대한 지식과 고민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미국의 역사학자 알프레드 크로즈비는 이를 두

고 ‘생태적 제국주의(ecological imperialism)’라고 표현했다.) 여러 번에 걸쳐 젠투펭귄, 임금펭귄, 마카로

니펭귄 등이 배에 실린 채 노르웨이 해안으로 옮겨졌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1949년 이후 더 이상 노르

웨이 야생에서 펭귄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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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펭귄이 북반구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도 펭귄을 인위적으로 

데려다 놓는 일은 생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몇몇 개인의 호기심이나 

그릇된 국가의 판단으로 인해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생물종은 토착종들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1 훔볼트펭귄. 칠레와 

페루 해안에 서식한다. 

원래 남반구에 

서식하지만, 지난 

2002년에 알래스카 

해안 어부에게 잡힌 

기록이 있다.

(사진 출처 · 위키 커먼스

_ LadyofHats)

2 아남극권 

사우스조지아섬에 

도입된 순록. 왼쪽 아래 

젠투펭귄 모습도 함께 

보인다.

(사진 출처 · 위키 커먼스

_ Liam Quinn from 

Canada)

1 2

인위적인 이주는 매우 위험한 생태적 발상

기록을 살펴보면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펭귄들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다. 판 뷔렌(Van Buren)과 

보어스마(Boersma)의 2007년 논문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훔볼트펭귄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칠레나 페루에 사는 훔볼트펭귄이 어떻게 알래스카까지 갔을까? 급류에 휩쓸려 왔거나 동물원을 탈출

해 야생에 적응한 녀석일 수도 있지만, 저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기잡이 선원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

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970년대에도 참치잡이 배를 따라 온 훔볼트펭귄이 있어서 미국 서부 도시 시

애틀항에서 놓아준 적이 있다고 한다.

위의 사례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펭귄들을 북반구 해안에 풀어놓아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

다. 다만 세대를 거쳐 번식에 성공해 완전히 북반구에 정착할 정도가 되려면 많은 숫자를 데려다 놓아

야 한다. 또한 북반구에 있는 북극곰 같은 육상포식자들의 존재로 인해 겁 없는 펭귄들은 쉽게 잡아먹

힐지도 모른다. 물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설사 펭귄이 북반구에 잘 적응해 살

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해도 펭귄을 인위적으로 데려다 놓는 일은 생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

이다. 몇몇 개인의 호기심이나 그릇된 국가의 판단으로 인해 외부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생물종은 토

착종들에 영향을 주어 생태계가 파괴된 사례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황소개구리, 베스, 뉴트리아를 한

국에 들고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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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연구실 탐방

극지연구소 위성탐사 · 빙권정보 센터

우주에서 극지를 보다
글 사진 · 김현철(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장)

“Polar from Space”, 우주에서 극지를 보다. 고도 700km 상공에서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회전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극지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를 극지에 직접 가지 않고 연구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연구 방법을 이렇게 표현한다. 

어느 미국인 과학자가 농담으로 ‘극지가 우주에서 왔어요?’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이지만, 

현대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극지를 관측하는 연구 방법을 직관적으로 의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대부분의 극지 관련 선진 연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직인,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전문 조직이 

극지연구소에서 탄생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CULTURE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극지 광역 정보체계 필요

극지연구소에서 지난 4월 14일 윤호일 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Satellite Remote 

Sensing & Cryosphere Information Center)’ 개소식 행사

가 있었다.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는 윤호일 소장의 철학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극지과학 발전과 연구개발 및 선진

국을 추월할 수 있는 미래 전략 마련”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시스템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극지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윤호일 소장이 조직한 북

극해빙예측 사업단의 임무 구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

성원격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가 조직되었다. 무

엇보다도, 극지연구소의 연구부서간 공동연구 및 인프라 운

영에 필요한 협업요구에 대응할 조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

기 위한 소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센터가 설립되었다. 아직 

공식적인 소내 조직이 아닌 사업단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연

구조직이지만 향후 역할과 조직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는 극지연구소 연구동에 구축되었

으며, 북극해빙예측사업단의 필자가 이끄는 원격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다.

위 국제 공동 극지 위성 관측 네트워크 구축 모식도. 극지 위성 관측은 

넓은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의 위성으로만 관측이 어렵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운용 중인 위성들을 공동 활용하여 극지 광역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극지연구소 위성센터에서도 아리랑 위성을 활용, 

다른 나라들과 공동 관측망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 운용 모습. 극지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의 

궤도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극지관측에 필요한 위성자료를 

수신한다. 현재 극지연구소의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한 수동형 

마이크로웨이브 자료로부터 남북극 해빙분포를 준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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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빙권 변화 감시 및 인프라 운용 지원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는 극지연구소의 지구과학분야 연구 

활동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첨단의 인공위성을 이

용하여 극지 전역을 감시 및 탐사하여 극지 변화에 대한 광

역 관측 정보를 준 실시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극

지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주변의 빙권 환경 변화를 인공위성

을 이용하여 감시하고, 관측된 위성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극지연구소의 인프라를 이용한 극지 현장조사의 

안전 수행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극지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북극해 환경변화 연구, 코리안 

루트사업 등 남북에서 수행 중인 빙권 미답지 탐사 및 개척

에 필수적인 광역 빙권 정보를 다양한 위성을 이용하여 제

공할 예정이다. 매년 남·북극에서 수행 중인 쇄빙연구선 아라

온호의 해양조사에 필요한 해빙정보를 인공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준실시간 제공하여 쇄빙연구선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

고, 코리안 루트 개척을 위한 미답지 남극 빙권의 광역 정보

를 지도화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역 빙권 관측을 위한 종합 위성 관측망 구축 

극지 빙권 위성정보는 고부가가치의 정보로 지구관측 위성

을 보유한 선진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광역 빙권 관측을 위

해 위성보유국의 전문기관과 국제공동연구 체계구축을 통해

서만 위성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는 현재 미국의 NSIDC(국립 눈얼

음 자료 센터), NIC(국립 얼음 센터), IARC(국제 북극 연구 

센터)와 협업 및 유럽에서 수행 중인 INTAROS(북극 종합관

측 시스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제 공동 관측 구축을 위

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

용 중인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세계최초 극지연구에 활용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한국 위성을 이용한 극지관측 연구

를 알리고, 국가 간 위성자료 공유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해빙관측을 위한 위성자료 분석 기술 개발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극지 빙권 정

보의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신뢰도 있는 위성정보 생산을 

위해 국내외 위성으로부터 생산된 빙권 정보의 정밀도 향상 

및 다양한 정보 산출을 위한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매

일 각국의 위성으로부터 대용량으로 생산되는 위성자료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자료 처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원시자료를 고

속 처리하여 준실시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위성자료를 신뢰도 있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산출 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위성

자료 분석 기술이 개발되면, “Polar from Space”가 실현된다. 

위성을 활용한 극지 정보망이 확보되고, 극지의 미래를 선도

하는 기술과 전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위 위성자료 수신·처리·저장 서버 시스템. 매일 생산되는 대용량의 

위성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저장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아래 극지연구소의 위성탐사·빙권정보 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정 가운데)과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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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과학기지 하역작업

CULTURE

남극해상 하역작업… 밤새 유빙과 사투 벌여
남극 장보고기지는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해빙이 녹거나 얇아지는 남극의 여름에 해당하는 11월 말부터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이때 월동대원들이 1년간 기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장비를 비롯한 물자와 식자재 

등이 보급된다. 특히 이번 2016/2017 남극 하계기간 동안에는 아라온호에 의한 물자 하역작업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더군다나 해상 유류와 컨테이너 하역이 기지 건설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다행히 세종기지 월동 유경험자 3명과 첫 남극 

월동인 14명으로 구성된 4차 월동연구대와 하계유지보수 인력, 그리고 하계연구팀의 월동 유경험자들이 모두 합심하여 

컨테이너 60여대 분량과 유류 64만 리터의 물량을 성공적으로 하역하고 선적할 수 있었다.

글 사진 · 이형근(장보고과학기지 제4차 월동연구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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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 21시간 동안 얼음 깬 후 정박

아라온호 1항차의 물자 하역은 

그동안 장보고기지에서 시행되

었던 전형적인 방식이다. 쇄빙연

구선 아라온호가 2m가 넘는 해

빙(海氷)을 뚫고 기지 앞 500m

까지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정박

(Ice Anchoring)하게 되면, 각종 

물자와 컨테이너를 단단하게 얼

어붙은 바다 위에서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아라온호가 도착하기 전에 해빙의 두께와 강도, 틈새, 해안 · 육상 진입로 등을 월동연구

대가 조사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꼼꼼히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역과 선적 작업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번 항차

에서 기지로 보급되는 물량은 컨테이너 26대와 60CBM(입방미터)의 각종 자재와 물품이

며, 반대로 한국으로 보내야할 지난 1년간 기지에서 수집된 연구시료, 수리와 보정을 위한 

연구 장비 그리고 기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 전량 등 약 17대 분량의 컨테이

너가 아라온호에 선적되어야 했다. 

드디어 2016년 11월 28일 00시, 아라온호가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테라노바만에 도착

했다. 아라온호는 기지 앞까지 접근하기 위해 무려 21시간 동안 2~2.5m에 달하는 얼음

을 깨기 시작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바다 얼음과 충돌하는 래밍(Ramming)항해로 

조금씩 전진하여 28일 21시에 해안선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최종 정박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물자 하역작업이 시작됐다. 아라온호 선수의 25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하나하

나 해빙 위로 내려주면 얼음 위에 있는 중장비 대원들이 로우더(Loader)를 이용하여 컨테

이너를 들어 대형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 위에 싣는다. 이 대형 트랙터는 컨테이너를 견

인하여 육상으로 이동하고 기지 앞에 미리 준비해 둔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에서 다시 

로우더로 컨테이너를 내려놓는다. 이 과정을 수십 차례 반복하며 각종 연구 장비와 향후 1

년간 기지를 운영할 물자, 식자재 등을 기지에 보급한다.

하지만 모든 물자가 컨테이너에 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크(Bulk) 형태로 아라온호 

곳곳에 실린 화물들은 어쩔 수 없이 아라온호의 승조원과 기지의 월동연구대원, 하계대원

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배에서 내려 차량에 싣고 기지로 옮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항공

유 드럼통, 내륙탐사에 사용될 소형 ATV, 스키두와 아라온호 냉장고에 실린 식품류 등이 

수작업을 통해서 하역할 물품이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지만 기지의 모든 대원들

과 아라온호의 숙련된 승조원들이 합심하여 옮기다보니 서서히 줄어드는 화물을 보고 다

시 힘을 얻어 즐겁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약 15시간의 연속 작업을 통해 1항차의 모든 물자 수송이 완료되었다. 단 한 번

왼쪽 유빙 속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3항차)

오른쪽 3항차 하역 종료 후 

대원들이 유류 호스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1항차 하역
(2016. 11. 28~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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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사고나 보급품 파손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예정된 시간

보다 하루 이상 앞당겨서 작업을 종료할 수 있었다. 이후 아라

온호는 다음 계획된 항해 일정을 위해 기지를 떠났고, 기지에

서는 내려진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개봉하여 보급물품을 정리

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실시됐다. 앞으로 1년간 남극의 긴 겨울

동안 기지를 유지하고 17명의 대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들이다.

유류 호스 이용한 남극특수경유 하역

1항차 후 약 한 달 후에 아라온호가 다시 기지 앞에 도착하였

다. 이번에 아라온호에서 기지로 내려야할 물자는 기지 운영에 

필수적인 남극경유이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이 특수 경유는 

SAB(Special Antarctic Blend)라 불리며, 영하 40도까지 경유

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남극특수유종이다. 이 경유로 기지

의 발전기를 운전하여 기지를 유지하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기지 내 각종 중장비와 차량에도 사용된다. 원래 계획은 

총 64만 리터의 유류를 한 번에 보급 받아야 했지만 호주 정유

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보급이 되었다. 이

번 2항차에서는 그 일부인 16만 8천 리터를 보급하게 됐다. 

2항차 하역이 이루어지는 12월 말은 1항차와 달리 기지 앞의 

해빙이 서서히 녹아서 약해지는 시기이다. 무거운 중장비나 차

량은 이제 더 이상 바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며, 해안

선의 얼음은 이미 많이 녹아서 해빙으로 나갈 수 있는 진입로 

역시 극히 제한적이다. 아라온호 도착 전 다시 한 번 해빙 안전

을 점검하고 유류를 보급 받는데 쓰일 100m 단위의 특수 호스

를 검사하였다. 약해진 바다 얼음 위에 혹시라도 크랙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는지 수차례 조사하여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

태에서 12월 24일 11시 아라온호가 지난번보다는 수월하게 약

해진 얼음을 깨고 기지 앞에 정박했다.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4차 월동연구대원들은 각자 임무에 

맞춰 신속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유류 유출에 대비하여 공기압

을 이용한 기밀(氣密) 시험을 한 후 유류를 펌핑하여 기지의 유

류탱크로 이송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은 약 6시간에 걸쳐서 연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류 이송 중에는 대원들이 계속 유류

호스 연결부위 등을 확인하여 누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소 약해진 해빙에도 불구하여 모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다수의 하계연구 인력의 교대 승선과 동시에 진행되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위 헬리콥터를 활용한 물자 회수 작업.(2항차)

아래 1항차 하역작업을 위해 아라온호가 장보고기지 해빙에 정박해 있다.

2항차 하역
(2017. 12. 24~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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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유빙과 사투 끝에 유류 
하역 작업 성공

마지막 아라온호 3항차 하역은 기지 준공 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해상 하역이었다. 그동안은 해빙 위에서 안정적으로 대

부분의 물자 보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상하역을 실시한 경

우가 없었다. 이번 시즌에서는 2항차 때 보급되지 못한 남극경

유 잔량과 추가로 필요한 각종 유지보수 물품들과 들어왔으

며, 지난 몇 달간 하계연구원들이 수집한 각종 시료 등을 최종

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선적 작업이 실시됐다.

1월 말부터 기지 앞을 가득 메웠던 해빙은 하나 둘씩 녹아

서 깨져 먼 바다로 흘

러가 유빙들만 남은 

상태였다. 1월 28일 

계획된 날짜에 아라

온호가 장애물 없는 

바다를 항해하여 기

지 앞에 도착하였고, 

최우선으로 12m급 무

동력 바지선(Barge)

이 내려졌다. 하지만 

첫 컨테이너 하역부

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기 시

작했다. 설상가상으

로 강풍과 몰려온 유

빙으로 인하여 결국 컨테이너를 하나도 내리지 못한 채 작업

이 중단되었다. 남은 작업은 아라온호가 연구항해를 종료하

고 기지에 남은 하계연구원들을 최종 철수시키기 위하여 기

지에 돌아올 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아라온호는 로

스해 연구항해를 위해 기지를 떠났다. 2월 17일 아라온호가 3

항차 연구를 모두 마치고 다시 기지 앞 바다에 도착하였다. 보

급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지난 몇 주간 수차례 예행연습과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에 모든 대원들은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게다가 아침부터 초

속 20m(70km/h)가 넘는 강풍이 수시로 불어 닥치면서 작업

이 연기돼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경 바람이 초속 10m(시속35km) 수준으로 약해졌

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먼저 컨테이너 하역을 시작하였

다. 때때로 불어오는 강풍으로 고무보트, 바지선에 승선한 대

원들은 남극의 차가운 바닷물을 온 몸으로 맞으며 바지선의 

위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아라온호 우현에 붙여 컨테

이너 12대를 내리고 싣는 작업이 8시간 동안 계속 됐다. 컨테이

너 하역 후 마지막으로 47만 5천 리터에 달하는 유류 하역 작

업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2항차와 달리 바다 위에서 유류호스

를 연결해야하며, 조류의 흐름에 따라 300m에 달하는 유류호

스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유류 유출로 인한 환

경적 위험요소가 굉

장히 높은 작업이었

다. 단 한 번의 실수만 

발생해도 대량의 유

출을 피할 수 없는 상

황이었다.

밤 23시경 드디어 

유류가 기지의 탱크

로 이송되기 시작하

였고 대원들은 큰 고

비를 넘겨 안도감을 

가졌다. 하지만 고무

보트 2대는 교대로 바

다 위의 유류호스 상

태를 계속 확인하고 

조류에 따라서 유류호스 쪽으로 몰려오는 유빙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18일 새벽 4시경에는 긴급 작업을 실시했

다. 한꺼번에 몰려온 유빙들로 인하여 유류호스에 압력이 심하

게 걸려 유류 이송을 중단한 것이다. 호스를 풀어 유빙들을 흘

려보낸 후에야 작업을 이어갔다. 약 14시간에 걸친 이송 작업 

후에 결국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안전사고 없이, 단 한 

방울의 유출도 없이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이 느껴졌

다. 장보고기지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해상 하역의 기본 틀

을 완성한 것이다. 하계유지보수팀(신완개발)과 하계연구대 코

리안 루트팀 그리고 4차 월동연구대 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뤄낸 대작업이었다. 

하역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보고기지 4차 월동연구대원들.

3항차 하역
(2017. 2. 17~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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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남극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칠레의 남극활동은 외교부 산

하의 칠레남극연구소(INACH)를 중심으로 공군, 육

군, 해군이 기지운영과 보급지원에 참여하고 대학 등

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해군은 매년 쇄빙선 오

스카비엘(Oscar Viel)호와 수송선 아킬레스(Aquiles)

호를 통해 칠레의 남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칠레 남극활동 지원하는 해군 수송선 아킬레스호

특히 아킬레스호는 남극의 여름철 남극반도 일원

에 운영 중인 3개의 상주기지와 하계기간에만 운영

하는 8개 기지를 방문하며 연구와 보급 활동을 지

원하고 있다. 필자는 한·칠레 남극협력센터에 근무

하며 칠레남극연구소의 초청으로 양국의 연구협력 

발굴과 증진을 위해 2017년 1~2월에 20일간의 남

극 연구항해에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항해는 과거 

1 디셉션섬에 정박해 

있는 아킬레스호(왼쪽)와 

남극광광선 오션 

노바호(Ocean Nova). 

아킬레스호는 1988년 

칠레에서 건조한 

길이 103m, 폭 17m의 

4,760톤 수송선이다. 

선원은 해군으로 약 

100명이며 승객은 

250명이 탑승할 수 있다.

2 남극권에 진입하면서 

칠레남극연구소 수석 

과학자가 승무원과 

승선자들에게 칠레의 

남극활동과 남극환경보호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남극에서 아르헨티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칠레는 매년 쇄빙선을 이용하여 칠레의 

남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킬레스호가 남극의 여름철에 남극반도 일원에 운영 중인 3개의 상주기지와 

8개의 하계기지를 방문하였다. 필자 역시 이번 항해에 참여, 칠레의 연구 지원 활동을 지켜봤다.

글 사진 · 진동민(극지연구소 한·칠레 남극협력센터장)

칠레 해군 아킬레스호, 
남극반도 연구와 관광 활성화 앞장서

남극반도 연구항해

CULTURE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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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의 김상희 박사와 홍순규 박사에 이은 

세 번째다.

아킬레스호는 해군 수송선으로 승무원들 역시 

모두 해군이다. 연구항차의 승객으로는 칠레남극연

구소, 칠레연구재단,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 중국지

질조사소 연구자, 페루 외교부 남극담당국장과 페

루 하계연구단, 에쿠아도르 하계연구단, 일본 중앙

대학 교수, 칠레와 스페인의 언론사 기자, 칠레의 사

진작가 등 다양한 그룹이 승선했다.

승선자 중에는 군인 가족과 외국인 관광객도 있

어서 남극하면 연구 활동을 떠올리는 필자에게는 

특이하게 보였다. 2017년 1월 20일 11시에 푼타아레

나스를 출발한 아킬레스호는 이틀 뒤인 22일 19시

에 남극반도 킹조지섬에 도착했다.

남극권에 도착하기 직전 칠레남극연구소의 부

소장인 베가(Edgardo Vega), 이번 항차의 수

석 과학자(Chief Scientist)인 산티바네즈(Pamela 

Santibanez)와 고식물학자인 레페(Marcelo Leppe)

가 칠레의 남극활동과 남극조약, 남극환경보호 등

에 대해 선상 강의를 진행했다. 승무원으로 승선한 

칠레 해군의 장교들, 연구자들, 군인 가족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강의를 열심히 듣고 다양한 질문

을 쏟아놓았다.

코파카바나기지 앞에서 고무보트가 암초에 걸리기도    

세종기지가 있는 킹조지섬에 도착한 이후에는 기

상 여건에 따라 필데스반도(칠레의 공군, 해군, 칠

레남극연구소 기지가 몰려 있는 곳으로 별들의 마

을, Villa Las Estellas), 오히긴, 프랏, 옐초 등 칠레기

지뿐 아니라 에쿠아도르의 말도나도(Maldonado)

기지, 폴란드 아르토스키(Arctowski)기지, 페루의 

마추픽추(Machupichu)기지, 미국의 코파카바나

(Copacabana)기지 등 남극반도 일원의 기지들을 

방문하여 연구활동과 보급활동을 지원했다.

코파카바나기지 앞에 고식물연구팀을 하선시킬 

때는 갑자기 기상이 변하여 고무보트가 해안의 암

초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5시간 넘는 작

업을 통해 고무보트를 빼냈지만 연구팀은 아킬레스

호로 복귀하지 못하고 한동안 코파카바나기지 신

세를 져야 했다.

아킬레스호는 쇄빙선이 아닌 일반 선박이기 때문

에 남극권에서 운영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

한다. 특히 유빙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빙과 충분한 

1 세종기지 출입을 

위해 들려야 하는 

칠레 프레이기지. 

프레이기지는 공군기지로 

196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975년에는 

칠레남극연구소가 

에스쿠데로기지를 인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군기지와 

더불어 복합시설을 갖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1968년부터 러시아가 

벨링스하우젠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2 칠레 프랏기지. 

1947년부터 운영한 

기지로 칠레의 기지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2월 6일 70주년 행사를 

가졌다. 해군이 상주하며 

운영하지만 여름철에는 

칠레남극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

에스쿠데로기지 해군 기지

오히긴

프레이 
에스쿠데로

프랏

까르바할

옐초

유니언빙하

칠레의 남극반도 주요 인프라

칠레가 남극반도에 운영하는 주요 기지. 

상주기지는 오히긴(육군), 프레이(공군), 프랏(해군) 세 개로, 

칠레남극연구소는 이들 기지에도 연구시설을 갖고 있다. 에스쿠데로, 옐초, 

까르바할기지는 칠레남극연구소가 하계기간에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유니언빙하에서도 공군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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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반도 끝단에 위치한 오히긴기지. 1948년부터 운영한 칠레의 가장 규모가 큰 기지로 칠레 육군이 운영하며 칠레남극연구소가 운영하는 연구시설이 있다. 

기지 바로 옆에는 독일 항공우주국이 1991년부터 운영하는 위성수신센터가 있어, 칠레와 독일의 협력연구 거점이 되는 곳이다. 여름철에는 유빙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다. 펭귄서식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 문을 열면 펭귄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같으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기지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미국 팔머기지 인근에 위치한 옐초기지. 1962년 영국남극연구소로부터 인수받아 1980년부터 칠레남극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다. 한동안 운영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시설물을 증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연구를 위해 수족관을 건설하고 있다. 젠투펭귄 서식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펭귄과 잠수를 통한 

해양생태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해면 시료를 중국 장성기지 연구자들과 같이 공유하기도 한다.

3 미국 코파카바나 하계기지. 독특하게 돌출된 암석 지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좋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급작스런 기상변화로 고무보트로 상륙하던 

고식물연구팀이 암초에 걸려서 5시간 이상 고생을 했다.

4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세종과학기지의 모습.(2월 3일 촬영)

2
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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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확보를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상륙을 해서 시

료를 채취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함

이 수반된다.

필데스반도로 향하는 길에는 한창 리모델링 작

업이 진행 중인 세종과학기지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다. 일 년의 월동과 여러 차례 방문 경험이 있

지만 멀리 해상에서 바라보는 세종기지는 만년빙을 

배경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극권에 들어선 아킬레스호는 기상여건에 따라 

여러 기지와 연구현장을 오가면서 연구자들이 현

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헬기와 고

무보트로 지원을 한다. 연구자들은 시료채취를 위

해 잠시 하선을 하거나 3~4일씩 혹은 일주일 넘

게 캠프를 하거나 대피소 같은 곳에 체류하면서 시

료채취를 한다. 또한 칠레가 운영 중인 기지에 대한 

식품, 유류 등의 보급 활동도 수행을 한다.

다국적 사람들로 넘쳐나는 아킬레스호 

필데스반도에서는 연구활동을 마친 연구자들이 하

선하여 에스쿠데로기지에 체류하다가 항공편을 이

용하여 푼타아레나스로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반

대로 항공편으로 도착한 연구자들이 새롭게 승선

하기도 한다. 그런 와중에 남극관광활동으로 유명

한 필데스반도, 디셉션섬을 방문할 경우에는 군인 

가족과 관광객들이 하선하여 기지와 남극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승선한 군인 가족

들이 어떠한 선발 과정을 거치는지는 확실하지 않

지만, 가족 위로 차원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기

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몇 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주로 푼타아레나스에 체

류하면서 직접 해군사무실을 방문하여 승선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아킬레스호는 연구선이 아닌 수송선으로 남극반

도 일대의 보급지원과 연구자 수송이 주요 임무다. 

다양한 배경의 남극연구자뿐 아니라 군인, 관광객, 

언론인,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승선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 있다면 남극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남극

이 평화와 국제공동의 노력을 상징한다면 아킬레스

호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매년 아킬레스호는 남극반도 일원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남극반도의 여러 곳

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시료채취를 위한 좋은 방

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보고과학기지와 아라온호를 이용

해 남극의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

다. 2018년은 세종과학기지 운영 30년이 되는 해로 

남극반도 일원에서 우리가 수행할 다양한 남극활동

에 아킬레스호가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1 페루 마추픽추기지 앞에서 

하선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하는 페루 

하계연구팀. 아킬레스호는 

페루와 에쿠아도르의 

남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아킬레스호에는 두 대의 

볼코 헬기가 탑재되어 있어 

연구자의 이동에 주로 

활용된다. 헬기에는 3명의 

승객과 300kg을 적재할 수 

있다.

3 러시아 카잔시에서 

온 라빈(왼쪽)과 필자. 

2006년 발리 여행 중 

호주사람에게서 남극에 

대해 소개를 받아 그해 

푼타아레나스를 방문해 

아킬레스호를 승선할 

기회를 얻었으나 비자 

기간이 짧아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금년에 다시 

푼타아레나스를 방문하여 

약 1개월간 체류하면서 

해군을 접촉하여 

아킬레스호에 승선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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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의 극지

원격탐사란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사물이나 공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현재의 자리에서 

획득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

격탐사는 극지 빙권 연구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

는 일기예보의 구름 분포나 강우, 폭설과 관련된 여

러 기상 정보를 비롯해서 지진이나 화산, 태풍과 해

일과 같은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연구

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리랑 위성을 운용하여 지구 규모

의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고,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색관측 센서인 천리안을 활용하

여 한반도 주변을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북극 해빙의 두께와 면적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이용하면 북극의 얼어붙는 바

다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심지어 얼음의 두께가 얇아

지고,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격

탐사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까? 

이 책의 1장에서는 ‘원격탐사란 무엇인가?’ 그 정의와 

다양한 활용방법,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2

장 ‘인공위성에 카메라를 달다’ 편에서는 인공위성의 

광학적인 원격탐사 방법, 인공위성 움직임의 원리, 인

공위성을 이용한 지구관측 활동을 보여준다. 3장 ‘해

색원격탐사’에서는 지구의 온도 순환과 이산화탄소 순

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의 역할을 밝히는 원격

탐사 기법을 소개한다. 즉, 인공위성으로 시시각각 변

하는 바다의 색깔을 측정, 바다 속에 어떤 종류의 부

유물질이나 용해물질이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 존재

하는 지를 알아낸다. 원격탐사 기술은 이처럼 북극이

나 남극까지 가지 않고도 남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변

하는 지 알 수 있는 최첨단과학이다. 

<원격탐사 이야기> 저자 김현철 박사는 극지연구소 책

임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극지

연구소 내에 원격탐사연구실을 최초로 조직하여 원격

탐사를 활용한 극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리랑 위

성을 극지 원격탐사에 최초로 사용, 한국의 극지 원격

탐사 역량을 넓히기도 했다. 현재는 북극해빙예측사

업단의 단장을 맡아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북극 

해빙의 변동을 원격탐사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감시

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원격탐사 이야기

김현철 지음/지식노마드/158쪽/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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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와 관련된 퍼즐입니다. 극지 상식 위주로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호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독자카드를 보내주신  

정답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우드락과 종이로 뜯어  

만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 3D Puzzle’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자카드는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1. 1988년 킹조지섬에 건립된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현재 제30차 월동연구대원들이 1년간 기지에 상주하며 다

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지난 2014년 2월 남극 대륙에 준공된 우리나라 남극 두 번째 기

지. 현재 제4차 월동연구대원들 17명이 기지를 지키며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6. 기후학에서 중기후, 소기후에 대응하는 용어다. 한국 전체, 지구 

전체 등 넓은 지역의 기후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7. 유전물질인 DNA가 복제과정에서 갑자기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

다. 100만 번의 DNA 복제 중에서 한 번 정도의 비율로 일어난다. 

최근 극지 과학자들이 남극 세종기지 앞바다에서 채취한 ‘티그리오

푸스 킹세종엔시스’의 게놈을 분석한 결과 1만 2772개의 유전자 중 

74개가 남극의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를 일으킨 것으

로 확인됐다.

10. 위도 48˚이상의 고위도 지방에서 한여름에 태양이 계속 떠 있

는 현상을 말한다. 북극에서는 하지 무렵, 남극에서는 동지 무렵에 

주로 일어난다.

세로
2. 지구 대재앙에 대비,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 씨앗을 저

장한 곳이다. 특히 북극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건설

된 국제◯◯◯◯◯가 유명하다. 우리나라도 이곳에 1만 3,000여 종

의 종자를 기탁했다.

4. 지금으로부터 5억 8000만 년 전부터 2억 2500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초기부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의 6기로 구분된다. 삼엽충은 ◯◯◯의 캄브

리아기에 생존했던 절지동물이다.

5. 크게는 지구와 지구를 포함한 행성간 공간에 대해 연구하는 학

문을 말하며, 좁게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등의 학문을 말

한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은 넓은 의미에 해당된다.

8.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한

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로 인하여 폭설, 한파, 폭염 등

이 빈번하고 있다.

9. 동결을 억제해주는 단백질을 말한다. 남극의 빙어, 북극의 대구 

등은 이것이 몸속에서 얼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간다.

남 아 메 리 카 극

라 지

온 실 가 스 연

염 호 시 구 조 토

광 물 자 원

쇄 빙 선 기

하 장

지

형

20호 정답&당첨자

지윤 전남 여수시

전옥선 경북 구미시

최재호 충남 홍성군

강석준 서울 동작구

김효준 경기 안양시

김사만 충북 제천시

강오준 전북 임실군

오희삼 경기 의왕시

김승준 강원 속초시

황미연 경북 포항시

PUZZLE 에디터 · 강윤성



<미래를 여는 극지인>은 독자 여러분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잡지를 보신 후 유익하고 인상 깊었던 기사나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면 독자 엽서로 의견을  

9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호 대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호 독자 의견

우리 아이들이 극지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좋아합니다. 

이번 호 ‘21C 다산주니어 북극 체험’ 기사를 보니 너무 부

럽네요. 다산주니어들이 북극을 방문하여 빙산 트레킹, 지

층단면 연구, 퇴적지형 탐사, 연구원들의 멘토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체험하면서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보기 좋

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꼭 보내고 싶습니다.

_ 서지승<전남 순천시> 

<미래를 여는 극지인>에서는 다른 기사들보다 남극과 북극

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때 가장 흥미롭고 유익한 것 같아

요. 특히 장보고기지 이야기 ‘신비롭고 아름다운 남극으로

의 초대’라는 기사를 보면서 미지의 땅에서 접하는 힘든 광

경과 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

데, 북극곰 털이 원래 갈색이고 투명했었는데, 흰색으로 바

뀐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다뤄주면 고맙겠습니다. 

_ 장미향<경남 마산시>

극지인을 보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집 기사에 실린 북극곰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음나라 북극이 인류에게 주는 메시

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환경이 급격

히 변화하여 북극 동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있는데, 온 

인류가 힘을 합쳐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_ 한봉윤<충남 홍성군>

2016년 7월 1일 북극이사회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김종덕 박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

다. 그래서인지 김종덕 박사님의 칼럼 기사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문제가 이처럼 다

양하고 심각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북극문제

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알기 쉬

운 남북극 이야기들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_ 왕채연<전남 여수시>



드리는 말씀
『미래를 여는 극지인』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극지대원들이 

남극과 북극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보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다른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올림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06.01~2018.05.3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 40412호

0 4 1 7 5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1215호

미래를 여는 극지인 독자카드 담당자



독 자 카 드 저희 『미래를 여는 극지인』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낌없는 조언을 기다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한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2.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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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안내

우리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은 우리회 기관지를 정기구독하실 수 

있고 우리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납입   본회는 정부의 기부금 손금 인정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2-14557 / 기재부 2012-166호

•납입처 : 우리은행 1005-601-024321  /  외환은행 630-005066-142

•예금주 :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연락처 : (02)702-2206•홈페이지 : www.kosap.or.kr 

회원 구분과 연회비 (단위 : 원)

구분 자격조건 및 연회비

정회원  극지경험자 50,000         발전기여자 100,000

일반회원  학생 5,000                   일반인 10,000

특별회원  법인 10,000,000 이상     개인 1,000,000

회원특전 : 정기간행물 등 제공.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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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3)세종기기응급상황발생
	(54-57)세종기지하계연구활도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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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7)극지연구실탐방
	(98-101)장보고과학기지 하역작어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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