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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끝
미지의 세계에서
KOPRI가
내일을 열어갑니다
동토의 땅, 세상의 끝 극지는 지구의 기후 콘트롤러
로서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입니다. 극지연
구소는 세계 극지과학 연구의 선두주자로서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극지의 가치를 창출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최고의 글로벌 극지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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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밝은 내일을 선도하는 KOPRI

BRIEF
HISTORY OF
KOPRI
1985~2018

1980~1990

2000~

2010~2018

1985. 03.

1988. 01.

2002. 04.

2010. 07.

2014. 04. 1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AR)가입

대한민국제1차남극과학연구단파견

국제북극과학위원회(ASC)가입

쇄빙연구선‘아라온호’북극첫출항

극지연구소개소10주년

1986. 11.

1988. 02. 17.

2002. 04. 29.

2011. 04.

2015. 09. 30.

남극조약가입(세계33번째)

남극세종과학기지준공

북극다산과학기지개소

북극과학최고회의(ASSW)한국개최

북극연구컨소시엄사무국설치

1987. 03.

1989.10.

2003. 12. 07.

2012. 07.

2016. 07. 15.

한국해양연구소에극지연구실신설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대한민국제17차남극과학연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극지연구소청사2단계준공

지위획득(세계23번째)

월동연구대전재규대원순직

극지연구소로소관변경

2017. 04.

1990. 07.

2004. 04. 16.

2013. 04. 29.

제2회대한민국극지인의밤개최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정회원국가입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설립

극지연구소청사준공

2018. 06. 27.

(세계22번째)

2009. 11.

2013. 05.

혈액동결보존제기술이전협약체결

쇄빙연구선‘아라온호’건조완료

북극이사회정식옵서버지위획득

2018. 10. 05.

2009. 12.

2014. 01.

다목적소형선박세종1·2호진수식

쇄빙연구선‘아라온호’남극첫출항

남극장보고과학기지

2018. 12.

제1차월동연구대파견

북극써클한국포럼개최

2014. 02. 12.
남극장보고과학기지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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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간 축적된
극지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2018년은우리나라가미지의땅남극에과학기지를세운지30주년을맞이한해입니다.
1988년세종과학기지건립을시작으로남극의기후변화,유용생물자원조사등다양한부문
에서연구를수행하고,이어장보고과학기지건설,쇄빙연구선아라온건조등극지연구를

2018년도
연구수행 실적

이끄는세계10위권의국가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요 연구로는 ‘글로벌 환경 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생태계 변화 규명’, ‘새로운 가

구’의 3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기관고유사업 20개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11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울였습니다.극지연구실용화를위해꾸준히노력해온결과,남극해양미생물에서찾아낸

2010년 이래, 극지연구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신물질을활용하여혈액동결보존기술을개발하여벤처기업에기술을이전하였습니다.또한

극지연구 주제를 공모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내 학·연 극지연구진흥 프로그램(Polar

글로벌유전체해독컨소시엄인지구바이오게놈프로젝트(EBP)에우리연구소가참여하여

Academic Program, PAP)’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는 12개 대학에 16개 과제를

향후10년간극지생물의유전체정보해독및분석을주도하게되었습니다.

극지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연구원 1인당 6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치 창출을 위한 극지 연구 실용화’, ‘남극 대륙 및 북극 기반 연구 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추

극지연구소는그간의연구를바탕으로새로운연구영역을확장·발굴하기위해많은노력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극지연구소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589억원(주요 : 43,087백만원, 수탁 : 15,771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는생물자원응용기술이중요하게떠오르는요즘,우리의연구가인간의삶의질향상뿐

또한, 산업계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연 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Polar Industrial

아니라지구생물의삶에기여할잠재력을보여주는성과라고볼수있겠습니다.또한세계

Program, PIP)’ 사업을 기획·추진하여, 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초로해수면상승에치명적인남극빙붕의붕괴과정을규명하고,얼음의화학적특성을

주요 연구 성과로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218편의 연구논문(SCI 121편, SCIE 62편, KCI등재

활용한오염물질의자정작용을규명하였으며,720km 구간의K-루트도성공적으로확보

24편, KCI등재후보 1편, 국내 기타 1편, 국외 기타 9편)을 발표하였으며, 특허 출원 21건, 특

했습니다.이밖에도전부나열할수없을정도로훌륭한성과가많은한해였습니다.

허 등록 18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올해는연구지원부분에서도새로운진전이있었습니다.기후변화로개방이가속화되고
있는북극에대한향후5년간의추진전략으로「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국내
외 북극전문가가모여다양한분야에서지속가능한북극의미래를모색하는‘북극협력주간’
행사를개최하여북극협력을이끄는우리나라의지위와위상이한층높아졌습니다.특히이번
행사에서는지난30년간의극지활동성과를바탕으로향후30년의통합극지정책방향을
제시하는‘2050극지비전’을선포하여극지활동선도국으로도약하기위한청사진을제시하였
습니다.이외에도남극세종과학기지하계연구동을신축하고,안정적인물품보급을위한
두척의소형선박을도입하는등더나은연구환경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지난30년간의축적된극지연구경험을바탕으로,안정적인기지운영과다방
면의연구활동을지속할것입니다.전지구환경문제에대처하고,미래세대에게새로운장을

2018년도 연구수행 실적

열어주기위해극지연구소는오늘도활발한활동을펼쳐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극지연구소 소장

윤호일

(기준 : 총 연구비)

구분
2018 극지연구소 연구비

총

63,587백만 원

주요사업

218편

기관고유사업

21건
특허 등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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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연구수행 실적

연구비(백만 원)
43,932
1,313
700

PIP사업

2,641

연구·정책 지원사업

48,586

소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2018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특허 출원

극지연구소

PAP사업

2018 국·내외 주요 학술지
연구논문 게재 현황

총

재원

공공수탁사업

공공기관
소계

총 합계

11,001
3,700
300
15,001

63,5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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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의 역할 규명

37 북극 해빙 위성 종합 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12 남극 기후변화의 지역적 차이 원인 규명

38 극지 기후변화/기상재해 예측 시스템(KPOPS)의 개발 및 활용 연구

14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 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

39 북극 다산기지 주변 Kongsfjorden MIZ(Marginal Ice Zone)에서의

16 환경변화에 대한 킹조지섬 주요 육상생물의 생물반응 모델링 기술 개발
18 남극해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연구

해빙생태계 탄소흡수율 평가
40 북그린란드 고생대 동물 초기진화와 원시지구환경 규명

20 아문젠해 빙붕 소멸 속도와 해양 환경 변동 추세 연구
22 빙하코어를 활용한 남극 빅토리아랜드 고해상도 기후·환경 복원연구

극지 연구 활동

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23 남극반도 연안해양시스템 변화 2050 전망 연구

42 서남극 열개구조와 남극 중앙해령 하부의 맨틀 상호 연관성 규명

24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 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43 우주환경과 극지저층대기에 의한 극지고층대기 변화 규명

25 저농도 기후변화물질 분석기술개발

44 극지유전체 101 프로젝트 : 극지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

26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장기생태연구 (JBG-LTER) - 한·뉴·이태리

46 극지적응 고유생물 유래 대사체의 상용화 구축사업

3국 공동 platform 구축

47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 형성과정 연구

28 얼음화학 특성연구를 통한 극지방 자연현상 규명 및 응용연구

48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콜드 러시(Cold Rush)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진출 발판 마련

51 극지 유전자원 기반 신규활성 항생제 후보 물질 발굴 연구

50 극지 미세조류 유래 천연 세포보호물질의 안정적 대량 확보 및 효능 분석
30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
32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조사 및 해저메탄방출현상 연구

10

2018 Annual Report of KOPRI

극지 연구 활동

학·연·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

34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및 유용물질 응용 기술

52 국내 학·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PAP)

36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

53 국내 산·연 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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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의 역할 규명

01

1

서남극은 따뜻해지는데
왜 동남극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a)

b)

c)

d)

남극 기후변화의 지역적 차이 원인 규명
김성중 seongjkim@kopri.re.kr

그림 1. 남극 성층권 오존 홀이 나타나는
9월과 10월의 오존농도 중간값(a, b)과
최소값(c, d)

북극은모든지역에서온난화가뚜렷이진행중인데반해남극은기후변화의반응이북극과다르게나타난다.

2

그림 2. 해면 수온증가(해양의 색)과
해빙 감소(해양의 점선)에 의한
기온(육상의 색)과 500hPa
지위고도장 편차(검은 실선) 분포

남극반도를포함한서남극은온난화가빠르게진행중이고이와같이빠르게진행중인온난화에의해바다
의얼음과육지의얼음이빠르게녹고있다.하지만동남극은뚜렷한온난화가나타나지않고바다와육지의
얼음도약간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와같이동서남극의기후변화반응이다르게나타나는것은남극봄철성층권오존농도감소에의한남극
진동의위상이양의상태가됨에따라남극주변을서에서동으로순환하는남극제트기류가강해졌기때문
으로설명되어왔다.하지만,최근동서남극기후변화의패턴을보면서남극의온난화가아문젠해권역까지확
장되고있어서남극진동의위상강화만가지고는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본연구를통하여실제로세종기지를포함한남극반도의여러기지와인공위성으로관측한성층권의오존농
도를분석해본결과,그동안성층권오존농도감소가극심했던봄철에는1995년이후부터현재까지약하게
증가하는추세를확인하였다(그림1).이는1990년대초반캐나다몬트리올의정서에의해성층권오존을파
괴하는물질을더이상사용하지않기때문에나오는효과로여겨진다.성층권오존농도가회복됨에따라남
극제트기류도더이상강해지지않기때문에다른원인을찾아야한다.
본연구에서동서남극기후변화가다르게나타나는원인을찾아본결과서남극아문젠해와벨링스하우젠해
의해수면온도증가,그리고동남극과서남극을가르는지형이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즉,
서남극해양의표층수온이올라가면고기압아노말리가발달함에따라아문젠해저기압이약화되고이는반
시계방향의대기순환을만들어아문젠해를포함한서남극에는뚜렷한온난화를가져오는데반해,동남극에
는약간의냉각화를가져오는것으로여겨진다(그림2).서남극해양의해수면온도증가뿐아니라동남극과
서남극을가로지르는남극횡단산맥의존재도기후변화가동쪽과서쪽이다르게반응하는주요한원인임을
수치모델링실험을통하여찾아냈다.즉,서남극과동남극의지형을다르게배치한경우서남극온난화의정
도가다르게나타난다.남극기후에영향을미치는남반구중저위도로부터남극으로의대기이동과정에대한
이해를높이기위해세종기지(남극반도)와장보고기지(동남극)에서라돈농도관측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
다.남반구여름철두지역의농도는남반구대륙에더가까운세종기지보다더멀리떨어져있는장보고기지
에서의농도가더높았다.이는남극대륙이라돈발생지역이아니라고한대기대순환모형에대한개선이필
요함을보여준다.향후개선된대기대순환모형은동서남극기후편차가큰남극기후변화메커니즘을보완하
는근거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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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남극해에서는10m이상의긴퇴적물코어가채취된적이거의없으며,이전까지아라온호를이용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의 역할 규명

02

퇴적물 연구를 통해
과거의 남극 환경을 복원하다

극지역에서채취한가장긴코어는14.7m였다.2018년아라온호4항차동안남극반도북단의Perseverance
Drift와Bransfield동부분지에서각각길이33m와29m의퇴적물코어를획득하였다.이코어퇴적물은마지
막빙하기이후의기후및환경변화기록을담고있으며,퇴적물내에포함되어있는물리·화학·생물학적기
후지시자를이용하여과거의빙붕-빙상-해빙의변화에따른고환경변화를고해상도로복원하는연구가진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 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

행중이다.2018년4월과7월자체제작한해저면카메라하우징을테스트하였고,수심2,000m이내에서해

이재일 leeji@kopri.re.kr

저면의동영상촬영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제작한해저면카메라하우징은박스코어러혹은멀티코어러에
부착하여코어퇴적물채취과정및채취지점의환경을확인하는데사용되며이로써주변해저환경에대한
정보도얻을수있다.

지구온난화가진행됨에따라엘니뇨,이상기온,한파,토네이도등기후변화와관계된자연재해의빈도와강
도가증가하면서지구환경변화에대한과학적이해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과거의환경변화를복원함
으로써자연적지구환경변화의경향을파악하고그영향을추정하며,기후변화의동인을이해할수있다.
극지역은기후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여기후변화의영향이중-저위도지역에비해크게나타난다.그중에

그림 2. 2018년도 아라온호 4항차
항해 경로 및 획득된 코어 정점

2

그림 3. 해저면 카메라로 촬영한
Multiple core 채취 장면 및
남극해 해저 환경

3

서도남극은남극해의해양생산성과관련된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의변화,해양순환의주요동인인심층
수형성,남극빙상의증감에따른해수면변동등전지구기후및환경변화와관련된이슈가많은지역이다.
남극의과거환경변화연구는이들이슈와관련된전지구적규모의자연적기후변화경향및그영향을이해
하는데필수적인정보를제공한다.
남극해양퇴적물에는연속적이고안정적인과거환경의변화가담겨있다.퇴적물기록으로부터지난2백만
년간의남극빙상-해양-기후변화를복원하고,남극빙권및해양환경변화가전지구환경변화에미치는영
향을규명하는것이본과제의목표이다.
그림 1.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 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 사업의 연구 전략
1

Multiple Corer

14

2018 Annual Report of KOPRI

극지 연구 활동

15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의 역할 규명

03

2 a.

c.

b.

d.

킹조지섬의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다

lichen

moss

algae

flowering plant

환경변화에 대한 킹조지섬 주요 육상생물의
생물반응 모델링 기술 개발
이형석 soulaid@kopri.re.kr

킹조지섬은전세계적으로온난화가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는서남극지역에위치해있다.온난화에따른
킹조지섬육상의변화를이해하려면,생태계의화학적,물리적,지질학적,생물학적과정에대하여공간적및
시간적변화를종합적으로관측한자료가필요하다.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CriticalZoneObservatory(CZO)
라는프로그램을통해다학제적인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남극킹조지섬바톤반도의작지만복잡한육상
생태계를이해하기위해본사업에서는CZO개념을도입하였다.2018년초두달간바톤반도KGL01지역에
서물의이동,토양이산화탄소,토양수분모니터링,온도,광량등미환경요인,생물반응자료인광합성능등
다학제적관측자료를확보하였다(그림1).이들자료는이후이지역내환경요인과생물반응간의상관성규
명에활용될것이다.
바톤반도주변의해양성남극역은지속된온난화로빙하가후퇴하여새로이땅이노출되고있다.포터소만포
케이드빙하가후퇴해형성된노출지에서식생천이에영향을미치는미지형과천이과정을조사하였다.이
지역에서는남방큰재갈매기의둥지재료로유입된식물들이식생천이를유도하고있어,1차천이와구별되

그림 2. 포케이드 빙하후퇴로 형성된
노출지의 영구방형구 조사를 통한
식생변화 비교 결과
a. 남방큰재갈매기 둥지와
영구방형구 (100m x 90m)
b. 영구방형구내의 미지형
c. 2014년 식생 피도
d. 2018년 식생 피도

는유사천이가진행되고있다(그림2).2014년과2018년에조사된영구방형구피도자료를비교해보면,지

남극바톤반도미래식생의생리적,생태적변화를예측하기위해,주요현화식물인남극개미자리와남극좀새
풀을대상으로환경변화와생물반응과의관계를이해하고자하였다.바톤반도곳곳에설치된센서로매시간
측정한환경변수값(온도,광량,습도,토양수분량등)과,식물의광합성량연속관측값을활용하여상관성을규
명하였고,광합성량과환경변수간의신뢰도높은회귀식을얻었다(그림3).
SCAR(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장기적인남극생태계변화관측의필요성에따라남극연안과육상생태계의
지속적인관측을위해ANTOS(AntarcticNear-shoreandTerrestrialObservingSystem)전문가그룹을조직하

의류의서식범위가확대되었으며,이끼류및담수조류는비슷하게유지되었다.2014년에정착한현화식물은

였다.이곳에축적된정보를연구자들이손쉽게공유하고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와웹페이지를우리

둥지주변에서감소하여그원인규명을위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의기술로구축하여공개한바있다.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LAPES(LinkingofAntarcticPeninsulaEcosystem
Sciences)네트워크를위한웹페이지를제작하였다(그림4).LAPES는여러나라의과학기지가밀집되어있는
킹조지섬과남극반도내에서활동하는연구자들을위한네트워크이다.이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대한
1

민국주도의남극반도공동연구활성화가가능할것이라기대한다.

그림 3. 바톤반도 서식 남극개미자리
광합성량(ETR) 회귀식(결정계수 = 0.87).
상자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환경변수 중
온도가 광합성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

3

4

그림 4. LAPES 웹페이지
(http://lapesdb.org)

그림 1. 바톤반도 KGL01 지역에서
진행된 다학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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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보존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하다

그림 3. 사각네트로 채집된 크릴의
길이 분포 조사

3

그림 4. 바이오로깅을 활용한
아델리펭귄의 취식영역 파악
그림 5. 케이프 할렛에
장기생태모니터링 캠프 구축

남극해 해양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 연구
김정훈 jhkim94@kopri.re.kr
4

5

로스해는전세계에분포하는아델리펭귄의38%,황제펭귄의26%,웨델물범의45%,범고래(Typec)의50%
등어류와크릴에의존하는해양동물이집중적으로서식하는생태적으로중요한지역이다.이지역에서급격
한환경변화나생물자원의남획이발생한다면,식물플랑크톤-소형포식자(동물플랑크톤,크릴,소형어류등)대형포식자(펭귄류,고래류,해양조류,물범류,남극이빨고기등)로이어지는먹이사슬이붕괴될수있다.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2016년연례총회에서생물종다양성을유지하고감소추세에있는특
정종의개체수를회복시키며,기후변화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자로스해를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로스해해양보호구역의생태계구조와기능을이해하기위해해양환경변화,생물종다양성및먹이망구조
를분석하고있다.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활용하여펭귄집단서식지연안에서크릴을비롯한동물플랑크톤
의수직·수평공간분포조사를수행하였다.바이오로깅기법을활용하여아델리펭귄의취식영역을확인하였
으며,주요먹이인크릴을채집하여길이분포를분석하였다.위성영상을기반으로1987년부터2014년까지
해양생태계의근간이되는로스해폴리냐의면적및식물플랑크톤의분포변화를파악하였다.

그림 6.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둥지 수(좌측) 및 새끼 수(우측) 정밀 산출

CCAMLR로부터아델리펭귄의주요서식지인케이프할렛(CapeHallett)을CEMP(CCAMLREcosystemMonitoringProgram)site로의지정을승인받았으며,장기모니터링수행을위한연구캠프및자동모니터링시스템

그림 1. 1979년부터 2014년까지 각 해의
폴리냐 면적이 최대일 때 해빙 면적비의
분포(Park et al. 2018)

1

을구축하였다.드론을활용하여펭귄서식지환경파악과둥지수및새끼수를정밀하게카운팅할수있는방

2

법을개발하고있다.
2017년에시작된본연구사업에서는로스해해양보호구역(MarineProtectedArea:MPA)의환경변화가생태

그림 2. 120 kHz 체적음향
산란강도(volume backcattering strength,
Sv dB re 1 m-1)의 수직·수평 분포 변화

계구조및지표종에미치는영향을진단하고보존방안수립에필요한과학적자료를마련하여국제사회의남
극환경보전노력에기여하고자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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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극 온난화와 빙붕 융해에 따른
해양 환경변화를 평가하다

그림 2. 늦여름철 아문젠해 폴리냐와
인접한 해빙지역에서의 마이크로, 메소
동물플랑크톤의 영양학적 상호작용
(양은진, Progress in Oceanography, 2019).

2

아문젠해 빙붕 소멸 속도와 해양 환경 변동 추세 연구
김태완 twkim@kopri.re.kr

그림 1. 지난 8년 동안 5번(2011, 2012,
2014, 2016, 2018) 아문젠해에서
실시된 현장조사 및 아라온호의 항적

1

그림 3. 장기 관측을 통해 서남극 아문젠해
Dotson Ice shelf의 급격한 basal melting이
확인되었다. Dotson-Getz Trough의 동쪽
사면을 따라 상대적으로 고온, 고염의 남극
순환 저층수가 유입되며, 골의 서쪽 사면을
따라서 융빙수가 유출된다.

Ice rader

Dotson Ice shelf
최근기후변화에따라서남극아문젠해에서의빙붕소멸이더욱가속화되었다.일부에서는2000년이후의

Glacier
melt water

빙붕후퇴속도가90년대보다5배빠르다고보고하였다.이와같은급격한빙붕소멸은아문젠해대륙사면으
로유입되는상대적으로고온,고염인남극순환저층수와밀접한관련이있다.또한,빙붕융해로인해주변해
역으로방출되는융빙수는해양생태계,생지화학물질순환,해양순환등에영향을미친다.
본과제의목적은국제공동관측및연구네트워크를조성하여서남극온난화와빙붕융해에따른해양환경
AUV

변화를평가하는것이다.아문젠해해양환경변화관측을위해,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활용한종합해양조사
를2010년부터5번실시하였다.획득자료로부터우리는아문젠해의해수순환과열교환변동성,생지화학

Circumpolar
deep water

물질순환과생태환경변화를파악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Gliders

아문젠해연구사업은1단계(2010~2016)동안연구해역의해수순환,해양에의한(외해에서빙붕으로)열유

Moorings

입,생태계군집구조와다양성,탄소등온실기체의생지화학적순환과(해양에의한)제거작용을규명하였다.
2017년부터시작된2단계에서는빙붕후퇴와이에따른주변해역으로의융빙수확산이해양환경변화(해수
순환,생태계및생지화학순환의변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가수행되고있으며,2017년12월~2018년
2월에는다섯번째아문젠해현장연구가성공적으로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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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빙하코어로부터
기후와 환경변화 기록을 복원하다

07

빙하코어를 활용한 남극 빅토리아랜드
고해상도 기후·환경 복원연구

빙하감소에 따른 연안 해양생태계
변화를 추적하다
남극반도 연안해양시스템 변화 2050 전망 연구
안인영 iahn@kopri.re.kr

허순도 sdhur@kopri.re.kr

1

그림 1. 남극 빅토리아랜드에서의 빙하시추

한여름에도영하20℃이하인남극의빙원에서는내린눈이녹지않고계속쌓여그무게에의해서서히다져

본과제는세종기지를기반으로기후변화여파로빙하가빠르게줄어들고있는남극반도연안해양환경변화

져점차밀도가높아지다가일정깊이에도달하면단단한얼음으로된다.이렇게만들어진얼음에는과거의

와해양생태계반응을추적하고미래변화를예측하는것을최종목적으로하고있다.1차년도(2017년)에는세

공기가그대로포획되어있으며,얼음의성분을분석하면눈이내릴당시의대기환경을알수있어과거의기

종기지앞바다인마리안소만을모델생태계로하여과거관측자료와수집시료를분석하여해안가빙하거동

후와대기환경변화에대한 아주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특히,강설량이높은해안가의빙원에서시추된빙

(그림1),해류와해수의특성,해양생태계의기본구조를파악하고,장기모니터링의토대를마련하였다.2차년

하코어에서는고해상도연구가가능해년·월단위의자세한연구가가능하다.

도(2018)에는1차년도에밝혀진내용을바탕으로빙하후퇴에따른마리안소만해양생태계영향을규명하기

본연구에서는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있는남극북빅토리아랜드에서시추된3개의빙하코어에서고해상도

위하여주요구성원(저서규조,해조류,식물플랑크톤,저서무척추동물)의분포특성과저서생물군집먹이망

성분분석을통해자세한빙하코어의연대를측정하고,물안정동위원소와시추홀온도측정을통해과거의

기본구조를분석하였다.

기온변화를복원하고,빙하내해염성분을지시하는이온성분들을분석해과거해빙변화의기록복원과기

주요성과로는동위원소추적자를이용하여빙하소만인마리안소만의먹이망이저서규조류와주요소비자
그림 1. 마리안소만 연안 빙하 후퇴 추세

후변화와의상관관계를밝히며,다양한미량성분들을분석해자연적·인위적요인에의해변화된대기환경기
록을복원한다.또한국제공동빙하시추프로젝트인그린란드NEEM빙하시추에서입수한빙하코어로부터
그림 2. 남극 Styx 빙하시추공에서
측정된 온도 자료를 이용해 복원된
17세기 이후의 기후변화 기록(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018)
그림 3. 그린란드 NEEM 심부빙하코어에서
납과 스트론튬 동위원소 자료를 이용해
그린란드에 유입되는 먼지의 기원지를
규명하였다(Scientific Report, 2018).

지난최대간빙기(Emian)이후의기후·환경변화기록복원연구를수행한다.
올해의대표적인연구성과로는남극장보고과학기지인근의Styx빙하시추공에서온도를직접측정하여17
세기이후의온도변동을복원하였으며,그린란드NEEM심부빙하코에서납과스트론튬안정동위원소를분

그림 2. 마리안소만에 번성하는 저서규조
덤불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저서무척추
동물들. 멍게, 해면, 관갯지렁이류 등
여과식자인 초식동물뿐 아니라 불가사리,
끈벌레와 같은 육식동물도 흔히 출현한다.
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여 저서규조와
이들 여과식자가 이 곳 빙하소만 먹이망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인여과식자(멍게,해면,조개류등)를기반으로하고있다는것을밝혀낸점이다(그림2).또한마리안소만에
무인해류관측시스템을구축하고관측을시작하였다.2018년4월에는아라온호로주변해역(브랜스필드해
협,맥스웰만)과마리안소만심층부에대한해양조사를국제공동(칠레,미국,브라질)으로수행하였다(그림3).
특히극지연구소최초조사선을활용한남극해양저서무척추동물분포를조사하고1,000여점의표본을확
보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그림4).

석해그린란드에유입된먼지가동아시아의고비,타클라마칸사막이외에도아프리카사하라사막에서유입
1

됨을세계최초로보고하였다.

2

3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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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8년 4월 수행한 남극반도연안
(브랜스필드해협, 맥스웰만, 마리안소만)
해양조사. 칠레, 미국 , 브라질 과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림 4. 아라온호 해양조사 중 채집한
멍게, 해면 거미불가사리, 해삼 등 다양한
저서무척추동물 표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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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권 거동 이해의 혁신적 도약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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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역의 기후적 피드백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다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 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저농도 기후변화물질 분석기술개발

이원상 wonsang@kopri.re.kr

박기태 ktpark@kopri.re.kr

최근전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에따른급격한극지역의질량손실및전지구해수면상승은전세계적으로
큰이슈가되고있다.빙권변동이전지구해수면상승에기여하는바를밝힐수있는유일한방법은빙권-지
각권-수권-대기권에걸친다학제적연구이다.빙권거동이해의혁신적인도약을위하여장보고기지주변을
대상으로한국제적인다학제적연구가극지연구소의주도하에속도를내고있다.지각융기,빙하속화산활
동등의지각변동은빙하의거동에영향을주게되는데,이를장기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한지진및측지관
측망이가동중이다.지각위를흘러내려온빙하는빙붕과빙설을형성하며해양과상호작용을시작한다.빙
권-해양상호작용의핵심지역인빙권-지각-해양이만나는지역에서는항공지구물리탐사,해양물리관측,

그림 1. 2018년도 신규 개발 장비 (a)용존
아산화질소 분석 시스템, (b)오존 화학분광
법을 활용한 디메틸황 분석 장치, (c)해양
유기물 분리 추출 장치, (d)극지 해양
에어로졸 형성 모사 챔버
그림 2. 대기 DMS 분석용 장비를 활용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대기 dimethly sulfide
실시간 연속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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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북극 대기 에어로졸 화학 특성
분포, (b)에어로졸 포집 기간 동안
공기궤 이동 특성

하부용융량모니터링등을수행하고있다.해양이빙붕과빙설의하부를녹이는데반해대기에의해빙하표
면에서도질량손실이발생하고있다.장보고기지인근의난센빙붕은표면용융에의해융빙호와수로망이
형성되는조건을가지는특이한빙붕이다.

그림 1.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관찰되는
빙붕의 하부 채널과 관련된 파쇄대들
그림 2. 남극 캠벨 빙하 GPS 관측망
그림 3. 남극 테라노바만에서 관측되는
해수의 특성

2018년에는난센빙붕에서의연구를통하여빙붕표면의수문학적활동과빙붕을파괴하는파쇄대를좌우하

극지역은지구온난화로인해해수수온상승,해양산성화,해빙면적감소,해수혼합층변화,빙하후퇴등과

는요소가빙붕하부에발달한채널임을밝혔다.또한캠벨빙하지역에서멜번화산과연관되어있을것으로

같은급격한환경변화를겪고있다.극지역의이러한환경변화는해양생태계에변화를유발하고있으며,최

보이는캠벨빙하의주기적인속도변화가관측되어,빙하거동에영향을미치는화산의역할을연구하고있

근발표된연구에따르면북극해를둘러싼해양환경의변화로인해지난30년동안이지역의일차생산량이

다.해양분야에서는남극테라노바만에서고염분의대륙붕수를발견하였고,그원인이독특했던대기현상과

약30%가량증가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남북극에서식하고있는해양생물들은성장및소멸과정에서전

대기-해양상호작용에의한것임을규명하였다.

지구적기후조절에영향을미칠수있는물질들의순환에직간접적으로기여하고있다.특히,극지역의환경
변화에따른해양생물활동의변화가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와같은온실가스의방출·흡수뿐만아니

1

2

라,기후냉각물질로작용하는생물기원가스(디메틸황,할로겐가스등)및에어로졸형성변화에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되지만,현장관측의부족으로인해주요기후변화물질들의기후적피드백영향에대한정확한예
측이어려운실정이다.
본연구과제는극지역에서발생하는중요기후변화물질들을정확히분석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고,신규개
발장비를통해남북극현장관측에활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2018년도연구를통해용존아산화질소
분석시스템,오존화학분광법을활용한디메틸황분석장치,해양유기물분리추출장치,극지해양에어로졸
형성모사챔버의개발을완료하였다(그림1).2018년도1월에는전년도연구를통해개발한디메틸황자동화

3

전처리장치를남극세종과학기지에설치하여,해양생물기원기후냉각물질발생변화에관한현장관측을성
공적으로시작하였다(그림2).또한,북극다산기지에서확보한대기에어로졸시료의정밀한화학특성분석
기법개발을통해,북극해의해양생물활동이북극대기에어로졸형성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있다(그림
3).본사업을통해,극지역에서발생하는중요기후변화물질을정밀하게관측할수있는독자적기술을확보
함으로써,기후변화에따른극지역의기후적피드백영향에대한과학적근거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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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대륙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육상과 연안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장기생태연구(JBG-LTER) 한·뉴·이태리 3국 공동 platform 구축
최한구 hchoi82@kopri.re.kr

4

장보고 장기 생태 연구

그림 1. 장보고 장기생태연구의 연구 주제와
추진 전략

육상 환경변화 관측
•기상요소
•육상 미소환경

연안 해양환경 변화 관측
•연안 해양물리 환경
•연안 해양화학 환경

육상 생물군집 변화 관측
•식생
•원생식물
•미생물

해양 생물군집 변화 관측
•해조류 군집
•저서무척추 동물
•식물플랑크톤

그림 2. 장보고기지 인근 연안의
표층 수온과 염분의 시계열 변동
(2015~2018)

현재SCAR Expert Group으로등록되어활동중인ANTOS(Antarctic Nearshore and Terrestrial Observing

그림 3. 장보고기지 인근 연안의
용존 이산화탄소와 용존 산소 농도의
시계열 변동(2015~2018)

Harbour–Terra Nova Bay를잇는로스해연안관측벨트에서동일한수중관측장비를활용하여자료를표준화

그림 4. 남극도둑갈매기의 번식
지표 변화(2015/2016~2017/2018)

하면서공동수중탐사를진행하였다(그림1).
육상생태계의주요생물지표종인남극도둑갈매기개체군의둥지수는예년과거의유사하였으나,다른번식
지표(부화성공률,이소성공률,번식성공률)는2015/2016시즌과2016/2017시즌에비해2017/2018시즌에

해양 개체군 변화 관측
•남극가리비 개체군

육상 개체군 변화 관측
•남극도둑갈매기 개체군

System)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국제공동연구의일환으로뉴질랜드,이태리연구팀과Cape Evans–New

현저히낮게나타났다(그림4).이는동일시즌의번식기동안주요번식지에많은눈이덮여남극도둑갈매기
의번식이상당수실패한것으로추정된다.
연안해양생태계의저서생물군집생태지수를분석한결과,장보고기지건설공사가완료된2014년에규조
류가우점한이후2015년부터풍부도,균등도,종다양성지수는증가한반면우점도지수는감소하여,2015
년부터기지건설공사로인한인위적교란으로부터저서생물군집이회복되는양상을뚜렷하게보여주고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육상과 연안의
생태계 변화 자료 분석
•Ross Sea-ANTOS 주요 거점으로서 자료 획득과 공유

있다(그림5).

환경변화의 생태계 영향 및 복원력 규명

남극대륙로스해테라노바만에위치한장보고과학기지주변의육상과연안의물리,화학적환경요인을지속
적으로관측하고,이곳에서식하는생물의다양성과군집구조의장기변화를감지하여남극의환경변화가극
지생물에미치는영향과복원력을규명하고자하였다(그림1).

그림 5. 과학잠수를 통해 획득한 영상
자료에 디지털방형구를 입혀 분석하고
(좌측), 저서생물군집 생태지수인 풍부
도, 균일도, 다양성 지수, 우점도 지수를
평가함(우측)(2012~2018)

5

자동기상관측장비와Hobo loggers를사용하여육상환경요인(대기:온도,바람속도,상대습도,광량,가시광
선,강설량/토양:표층온도,상대습도,가시광선)을관측하고,CTD,UDA 그리고ADCP 등의다양한수중계류
장비를사용하여연안해양환경요인(수온,염분,pH,Chl-a,호흡률,해류,용존이산화탄소,용존산소)을연속
으로관측하고있다(그림2,3).장보고과학기지주변육상과연안에서식하는생물다양성(광합성조류,선태
식물,원생생물,연체동물)을조사하고,주요개체군(남극도둑갈매기,남극가리비)의변동을파악하며,생물군
집구조의장기변화를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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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 자연현상 이해를 위한
얼음화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다
얼음화학 특성연구를 통한 극지방 자연현상 규명 및 응용연구
김기태 ktkim@kopri.re.kr

얼음은지구담수의70%이상,지구표면의10~20%를차지하는중요한물의저장소이며,얼음에서일어나
는화학반응은극지에서일어나는자연현상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를체계적으로이해

그림 2. 2018년 아라온호 남극 하계 활동: (좌측)눈, 해빙 시료 채취, (우측)할로겐 기체 현장 관측 장비(MAX-DOAS)

그림 3. 과요오드산염 동결을 이용한 유기 오염물질 분해

하고전지구적으로미치는영향을예측하기위해서는얼음에서일어나는현상을분자수준에서이해하는것
이필수적이다.그러나지금까지의얼음관련연구는빙하의흐름,해빙의면적변화와같은거시적인현장관
찰및분석에치중되었고,얼음화학의미시적분자수준특성연구는거의수행되지않았다.또한,얼음의특이
한성질을사용한응용기술연구도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다.
본연구과제에서는얼음에서일어나는화학반응의특이성을규명하고이를통해극지방및전지구적자연현
2018년에시작된본연구에서는얼음화학반응연구를위해연구소내에다양한극저온분광분석장비및극

상을이해하며,나아가얼음화학의새로운지식을활용한실용적인응용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이를위해

지방자연환경모사장비와같은연구기반을구축하였고,학연공동연구를통해얼음표면분자모델을개발

①얼음화학연구인프라구축및기초연구,②얼음화학에기초한극지방자연현상의이해,③얼음화학기반

하여화학물질의얼음표면흡착구조를계산하는연구의바탕을마련하였다.

응용기술탐색및기반연구를수행하였다(그림1).

얼음화학반응에기초한극지방자연현상이해를위하여극지연구소의인프라를활용한현장연구와극지환
경을모사한실험을수행하였다.아라온호남극하계현장활동을통해눈,해빙,해수시료를채취하고,기후
그림 1. 얼음화학 연구 모식도

변화에영향을주는기체를관측하였으며,스페인CSIC연구진과협력하여극지방에서실시간으로할로겐

극지 구름형성관련 얼음화학역할 연구
미세입자및구름형성입자생성과관련된
할로겐물질의화학적생성/소멸
메커니즘연구

물질및대기오염물질을관측할수있는장비를제작하여2018년12월남극세종과학기지에설치하였다(그

극지방 자정작용연구
얼음에서일어나는특이한화학반응으로인한
다양한오염물질들의구조및독성변화에대해연구

림2).얼음내요오드물질과질소산화물의화학반응으로활성요오드의생성이증가함을확인하여새로운
비생물학적요오드생성작용을밝혔으며,얼음내산화철용출속도가첨가한리간드의준액체층선호도에
따라가속화또는둔화함을발견하였고,유기물이얼음내부에서무기질소와반응하여생성된휴믹/풀빅유
사물질의농도가액상에서보다수십배높으며,생성물은극지얼음에서검출되는유기물과유사함을확인
하였다.

아라온호 현장연구
쇄빙선아라온호를활용하여
결빙/해빙시기에얼음화학에의한
극지환경변화를모니터링
(예:기후조절가스실시간관측,
융빙수의화학적변수모니터링등)

얼음화학기반응용기술탐색연구에서는얼음을템플릿으로하여합성한대면적PEDOT:PSS전도성고분자
박막이높은결정성을가지며,기존합성법으로만든고분자박막보다향상된전기전도도를보이는것을확
인하였다.이외에도수용액이동결될때용액내물질들이얼음결정주위에존재하는준액체층에농축되는
극지방 화학적 풍화작용 연구
얼음화학반응에의한
다양한극지방광물의화학적
풍화작용과그작용이극지
생태계에미치는영향연구

성질을이용하여,수용액에서는산화력이약한과요오드산염의동결을통해활성화하여환경오염물질을분
해하는방법을개발하였다(그림3).
본연구에서수행하는얼음에서일어나는화학반응연구는얼음화학이라는미개척학문분야를선도하고극

얼음화학 특성연구
•얼음화학특성연구인프라구축
•얼음화학연구를위한분자모델개발
•얼음의구조적성질및화학반응성연구

28

지방자연현상해석에새로운역할을하리라예상되며,기후변화모델개발및기후변화대응책마련에크게
얼음화학 응용기술개발
•얼음표면특성을이용한전도성신물질개발
•얼음의자정작용을이용한수처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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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또한,얼음화학을이용한응용기술개발은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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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아라온호를활용하여태평양북극결빙해역주변척치해및동시베리아해에서해빙분포의시·공간
콜드러시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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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 북극 결빙해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관측으로 미래를 내다보다

변화,해빙-해양의물리적특성변화,해양-대기가스상호교환능력,해빙주변해역의물리적-생지화학적과
정과해양퇴적환경연구를수행하였다.이연구를기반으로태평양북극공해결빙해역(CAO)에서발생하고
있는급격한환경변화현상을이해하고시·공간규모의북극해공간정보도를구축하여환경,에너지자원등
의극지글로벌이슈에대한국가대응전략의기반을제공할계획이다.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
강성호 shkang@kopri.re.kr

지구온난화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북극해는전지구기후시스템에커다란영향을주고있다.북극은전
지구평균보다더빠른속도로온난화가진행되고있으며,해빙이빠른속도로감소하면서해양-해빙-대기간
의열교환,해양순환변화등으로기후및주변생태환경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기후변동이북극해의해
양환경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이해하기위해서는해빙의움직임에따른물리적특성과생지화학적시스
템과관련된기작들에대한연구들이선행되어야한다.

그림 2. 급격한 해빙감소로 인해
북극권 주변 기후-생태계 및
북극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
북극 공해 결빙해역 연구해역
(붉은색 부분)

2

그림 3. 북극해 현장관측 장면
(위: 해빙캠프,
아래: 아라온 결빙해역 쇄빙 장면)

3

극지연구소는2016∼2020년까지5년간해양수산부지원사업인‘북극해환경변화통합관측및활용연구,KAOOS’사업을수행하고있다.본사업은북극해에서가장빠르게변화하고있는태평양북극결빙해역(척치
해,동시베리아해)에서해빙변동에따른기상,물리-생지화학적해양환경변화를조사하고,환경변화원인을
분석하여미래북극해환경변화를예측하는연구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2018년8월에는쇄빙

그림 1.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활용한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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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러시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02

북극해 해저에 묻힌 자원을 찾다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조사 및 해저메탄방출현상 연구

그림 2. 척치고원 대륙사면에서
채취한 ‘불타는 얼음’
가스하이드레이트

2

3

그림 3. 동시베리아해 대륙사면
수심 200m 지점에서 채취한
망간단괴

진영근 ykjin@kopri.re.kr

그림 1. 2018 북극 ARA9C 탐사지역도:
(검은 실선)아라온호 항해경로, (삘간
실선)다중채널 탄성파탐사 측선,
(각종 점)시료채취/자료측정 정점,
(빨간 별점)ROV 탐사정점,
(파란 사각형)AUV 탐사지역

1

2018년현장탐사에서는2016년첫번째척치해와동시베리아해해저탐사에서확인된세가지주요사항(척
치해고원의가스하이드레이트,동시베리아해망간단괴와고농도메탄방출지역발견)에대한심층탐사와미
답탐사지역인척치고원중앙해저퇴적분지에서의광역탐사를수행하였다.
이번탐사의주요성과로①세계최초로척치고원서남부대륙사면에서광범위하게발달한가스하이드레이
트의부존증거인해저면모방반사면(BSR)의발견과2개의해저언덕구조의정상부에서가스하이드레이트
채취,②동시베리아해200m수심에위치한약80km길이의넓은구역에서약2,000개의망간단괴채취,
③2016년에이어동시베리아해대륙붕에서전세계해양평균치보다수십배높은해수메탄농도지역의재
확인등을들수있다.

북극에는전지구상의미발견석유가스자원의약20%,미래의에너지자원인‘불타는얼음’가스하이드레이
트의15%가부존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북극이따뜻해지고북극해의바다얼음이빠르게줄어들면서
사람의활동이용이해지고그동안접근하기어려웠던해역에서탐사가가능해졌다.이연구는북극해의해저
자원환경을파악하고북극해해저가녹으면서나오는메탄방출현상을규명하기위해2016년부터2020년
까지해양수산부R&D과제로수행되고있다.
2018년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이용한북극해탐사(ARA9C)는척치해와동시베리아해연구지역에서수행되
었다.한국-러시아-일본3개국이주축이되어진행된이번국제공동연구탐사에는국내외연구기관으로부터
총39명의연구원(한국30명,일본5명,러시아2명,중국1명)이참가하였다.국내는극지연구소,한국지질자
원연,강원대,한양대,세종대,경상대,울산과기원,광주과기원등8개연구기관에서참여하였다.국외는일본
KIT(KitamiInstituteofTechnology),러시아IORAS(InstituteofOcean,RussiaAcademyofScience),중국Hohai
Univiersity연구팀이참여하였다.탐사기간은8월29일부터9월20일까지총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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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북극권의환경변화에대한정확한모니터링과예측은아직까지도미진한상황이므로,북극권에서환
콜드러시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03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극권 환경변화 연구를 선도하다

경변화의양상과원인,변화간의상호연계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체계적관측이필요하다.따라서,우리나
라도북극지역에서의이러한환경변화현상을보다정확하게진단하고추이를분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일환으로서,극지연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지원R&D사업)에서는북극이사회(Arctic
Council)8개국가중미국,캐나다,노르웨이(스발바르),그린란드,아이슬란드,러시아등6개국가의동토지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및
유용물질 응용 기술

자대학교,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한양대학교,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의고급

이방용 bylee@kopri.re.kr

인력이참여하고있다.이러한거점을기반으로기상·대기·생태환경에대한장기모니터링을수행하여환경

역에관측거점을확보하고측정시스템과국제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국내에서는광주과학기술원,경인여

인자(environmentalfactor)를확보하고그특성을분석하고있다.또한,북극환경변화시뮬레이션을통해북
극의변화가장기적으로우리나라환경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관한연구와북극유래유용물질을발굴하여
활용할수있는기술개발등의연구를수행,세계적으로우수한학술지에논문을게재하고,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북극관련회의에한국대표로서활동하는등의성과를내고있다.

북극권은북위66도33분보다북쪽에있는육지와바다를뜻한다.지구가자전하는중심축이23.4도기울어

본사업을수행하면서,2018년에는15편의국외SCI급학술지(평균mrnIF72이상)에논문을게재하였고,북

져있기때문에,북극은일년에최소한한번은해가지지않는백야가있고,해가뜨지않는극야가있는지역

극의식물을이용한유용단백질발굴에대한국내특허를출원하였으며,온실기체와토양미생물유전체,이

이다.이러한북극은1987년무르만스크에서소련의서기장인고르바초프가북극을개방한다는내용의연설

산화탄소플럭스등의누적환경인자22건을확보하였다.

을한이후로북극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졌다.아울러북극은최근에빙하와토양의해빙(解氷)현상이급

궁극적으로기상,토양,식생등의환경인자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기후-식생-동토사이의온실기체교환과

격히일어나고이로인해생태계도급변하고있어,변화에대한진단및파급효과에대한분석과대응노력등

정을이해하고위성탐사자료와결합하여환북극전체규모에서환경변화예측의정확도를높일수있을것으

과학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로기대한다.또한이러한북극에대한연구활동은북극이사회및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워킹그룹등에
연구결과를제시하여,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글로벌이슈에대한해결의지와역량을강화시키는역할을
할수있을것이다.국제공동연구를통한북극권국가와의네트워크확보는향후북극권자원탐사에활용할
수있는과학적기초자료로제공될수있을것이다.극지환경변화에대한예측력을높이면,미래지구환경변
화에대한대응력또한높아질수있을것이다.

그림 1.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와 관측 거점별 환경변화 측정시스템 운영

기확보

Environmental Research & Monitoring
Activities in Council, Alaska
Greenhouse Gas Flux(CO2, H2O)
LED sensor

Net CO2 Exchange Measurements

Environmental Research & Monitoring
Activities in Cambridge Bay, Canada
Greenhouse
Gas Flux
(CO2, CH4)

Installation of open top chamber, 5th year

A snow-fence and two OTCs
Greenhouse Gas Flux (CO2, CH4)

Under the research permission of
IARC, UAF

Atmospheric Observation in Svalbard,
Norway - Aerosol, DMS observation System 제플린관측소

DMS measurement &
Monitoring Activities in Iceland

Atmospheric Observation in Nord,
Greenland

Atmospheric Observation in Baranova,
Russia

- DMS measurement system installed in the Storhofði
observatory -

- Eddy-covariance system installed on Villum Research
Station -

- Greenhouse gas (and energy) fluxes exchanged
between the atmosphere and permafrost in Baranova

그루바뎃 관측소
Nano-SMPS

대용량 시료포집기

ⓒ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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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러시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지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해답을
피오르드에서 찾다

05

다양한 원격탐사로 북극 해빙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다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

북극 해빙 위성 종합 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남승일 sinam@kopri.re.kr

김현철 kimhc@kopri.re.kr

북위74°에서81°사이에위치한스발바르군도는따뜻한북대서양해류의지류가북극해로유입되는프람해

북극해빙은가장명확하게관측가능한기후변화의지표이며,북극항로개척을위한전략수립에중요한역

협의동쪽,북극해의관문에위치한다.군도해안선을따라분포하는피오르드에는빙하및융빙수에의하여

할을하고있다.광범위하게분포하고있는북극해빙은인공위성원격탐사를통해관측될수있으며,위성영

침식,운반된퇴적물이분포하며,이들은과거해양순환,빙하의전진및후퇴,해수면변화,연안침식,지형변

상으로부터해빙정보를정확하고효율적으로산출하기위해서는위성자료처리및분석기술개발이필요하

화등의기록을보존한다.따라서군도면적의62%가기후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빙하에덮여있는스발

다.2017년부터2019년까지수행되는‘북극해빙위성관측을위한분석기술개발’과제는극지연구소기관고

바르군도는과거기후변화뿐만아니라현재진행중인지구온난화가초래하는환경변화연구에적합한지역

유의연구과제로서다양한해빙정보산출을위해위성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위성자료처리및분석기

이다.극지연구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북극스발

술을개발한다.주요연구내용은①해빙위성정보수집및관리시스템구축,②해빙원격탐사자료처리기술

바르지형변화연구(2015-2020)’사업을수행하고있다.본사업의목적은①스발바르군도에위치한피오르

개발연구,③북극해빙위성국제공동관측망기반구축으로구성된다.해빙위성자료분석기술의성공적개

드연안지형변화를관측하여지형변화지도를작성하고,②마지막최대빙하기이후피오르드의기후환경

발을위해국내외연구기관·산업체·대학과의공동연구도수행하고있다.

변화를정밀하게복원,③과거에일어난기후변화복원에적용가능한프록시를개발하는데있다.이를위하

본과제에서는인공위성영상레이더,광학(다중분광·초분광)센서,해색/해수면온도센서,수동마이크로파센

여2016,2017년두차례에걸쳐한국-노르웨이스발바르군도국제공동탐사를진행,해저지형및천부지층

서,고도계및무인기등다양한원격탐사센서로부터북극해빙을준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위성정

자료,퇴적물코어등을획득하였다.2018년에는확보한자료및퇴적물을이용하여조수빙하가후퇴한피오
르드내해빙에의한침식및퇴적기록복원,유기분자생체지표프록시분석을바탕으로한홀로세후기대서
양류유입에의한스발바르북부표층생산성규명,퇴적물기원지및수괴추적을위한네오디뮴동위원소프
록시적용연구를수행하였다.극지연구소에서는앞으로도전지구적인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해답을피오

그림 1. 북극 해빙 위성정보 수집 관리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2. 알래스카 해빙 국제 공동
(한국,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관측
그림 3. 다양한 원격탐사 센서를 통한
북극 해빙 관측과 해빙정보 생산 개요

보수집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또한해빙위성자료처리및분석기술개발을통해원격탐사자료로부터기
후변화연구와북극항로개척에필요한다양한해빙정보를생산하며,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활용한현장조
사를통해위성기반해빙정보의검증을수행한다.마지막으로범부처협동융합연구를통한아리랑위성의극
지역자료수신체계구축과더불어국제공동북극해빙인공위성관측망의기반을구축한다.

르드에서얻기위해다양한연구를지속적으로수행할예정이다.
그림 1. 스발바르 북부 우드 피오르드의
조수빙하 전경

1

2

1

3

그림 2. 스발바르 퇴적물 내 쇄설성 네오디뮴
동위원소 비 분석 모식도 및 결과
그림 3. 스발바르 북부 비데피오르드
외측에서 획득한 퇴적물 시추 코어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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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극 고온으로 유발되는
북극 한파 유입 개념도

콜드러시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극지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북극발 기상이변의 예측에 활용하다

07

북극 해빙생태계의 탄소흡수율과
탄소 거동을 면밀히 파악하다

극지 기후변화/기상재해 예측 시스템(KPOPS)의
개발 및 활용 연구

북극 다산기지 주변 Kongsfjorden MIZ
(Marginal Ice Zone)에서의 해빙생태계 탄소흡수율 평가

김주홍 joo-hong.kim@kopri.re.kr

하선용 syha@kopri.re.kr

북극의기후변화가속화로인해북극해빙과고위도적설량등빙권을대표하는기후요소들에도급격한변

북극해는극한환경의특성으로인하여일차생산성이낮은곳으로평가되어왔으나최근연구결과를통하여

화가나타나고있다.급격한변화의영향은북극권에국한되지않고북반구중위도지역의기상이변까지미칠

북극해해빙생태계가다른해역과마찬가지로탄소흡수율이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과거에는극지권국

수있음이최근연구들을통해밝혀졌다.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극지연구소는해빙과적설량의변화를

가들중심으로해빙생태계연구가수행돼왔다.앞선선행연구에따르면북극해전체일차생산력의약

주요예측인자로사용하는극지기후예측시스템을자체적으로개발하고이를활용한한반도겨울철기후예

15~20%를해빙미세조류의일차생산력이차지한다고알려져있다.향후해빙미세조류의생산력변화는초

측을수행하고있다.당해연도에는극지기후예측시스템의개선을위해극지역의구름모의능력을향상시

년생해빙의증가와더불어증가될것으로예상되고,재평가의필요성이강조될것으로보인다.

키는것과큰규모대기흐름의계산법을보다극지에적합한방법으로대체하는것에초점을맞추어연구성

본과제의기간은2017~2019년(1단계)으로,북극다산기지주변Kongsfjordenmarginalicezone에서의환경

과를창출하였다.한편,향후지속적개선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을목적으로북극다산과학기지에구름입자

변화에따른해빙생태계의탄소흡수율평가및성장단계에따른탄소거동을이해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연

와대기경계층을연중관측하기시작하였다.연중자료가축적되면극지역구름모의성능향상검증에활용

구기간동안북극스발바드Kongsfjordenmarginalicezone의해빙생태계의종다양성및해빙미세조류의탄

될것이다.

소흡수율을평가하고,해빙생태계유기물조성및에너지흐름을파악하고자한다.특히북극스발바드
Kongsfjordenmarginalicezone의해빙의성장단계에따른해빙생태계내탄소거동을해빙-해양pCO2 연속

고위도북극해에서상시적인상층기상관측이없는것은종종발생하는기상이변예측실패의원인으로지목
그림 1. 북극 다산과학기지 모습

되고있는데,이에극지연구소는일본NIPR과의국제협력을통해북극해에서상층기상관측을일시적으로확
대하였을때기상이변예측에도움이된다는연구를수행하였다.이를바탕으로본사업에서는아라온호북극

그림 2. 해빙 아이스 코어 시료 채취
그림 3. 해빙 아이스 코어 현장 배양 사진

관측시스템을통하여평가할예정이다.따라서,본과제는북극해빙성장단계에따른해빙생태계의탄소흡
수율변화양상및pCO2 변화를통해탄소거동에대한종합적인이해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해탐사시라디오존데를정기적으로비양하여상층기상관측자료를생산하고,기상청과협력하여세계기상
기구(WMO)의전구자료전송시스템으로자료를전송하여여러국가의예보기관에서우리자료가활용될수
1

있도록하였다.이는WMO의‘극지예측의해(YOPP)’국제협력프로그램에승인된공식활동으로YOPP공식
홈페이지에도소개되어극지연구소의국제적위상을높였다.

3

그림 2. 극지 기후 예측 시스템
(KPOPS-Climate) 구성도

2

4

그림 3. 니알슨 다산기지 극지 구름
특성 관측망 구축
2

그림 4. (좌측)아라온호 상 북극해 라디오
존데 비양 상층기상 관측, (우측)아라온호
상층기상 관측 활동의 세계기상기구 주관
‘극지예측의 해(YOPP)’ 프로그램
뉴스레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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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A를 최초로 활용해
원시모악동물의 내부구조를 분석하다
북그린란드 고생대 동물 초기진화와 원시지구환경 규명
박태윤 typark@kopri.re.kr

우리가‘동물’이라고부를수있는생명체는약5억4천만년전캄브리아기의시작과함께처음지구상에등장
했고,급격한초기형태진화를거쳐서현재우리가알고있는형태의기반을이루게되었다.따라서현생동물
들의형태적기원을알아보기위해서는초기캄브리아기의동물화석들을연구하는것이필수적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뼈나껍데기와같이생물의딱딱한부분만이화석으로보존되며,동물생태계전체에서이처럼
딱딱한부분을몸에가지고있는종은전체의14%가채되지않기에,부드러운몸체만을가지는86%의동물
종들은화석기록으로전혀남지않는다.그럼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동물의부드러운몸체가화석으로
보존된화석산지가몇군데있는데,그중에서가장유명한화석산지로는캐나다의버제스셰일,중국의쳉쟝
동물군,그리고북그린란드의시리우스파셋(SiriusPasset)이있다.
극지연구소에서는초기동물진화의비밀을밝혀내기위해북그린란드의시리우스파셋현장조사를수행
하였고,이를통해10,000점이상의다양한캄브리아기초기동물화석을채취하였다.2018년도에가장초

그림 2. 2018년 설치되었었던 북그린란드 Sirius Passet의 극지연구소 현장캠프

점을맞춘연구주제는원시모악동물의내부구조분석이었다.현재바닷속동물플랑크톤의주구성원인모
악동물은진화적으로아주원시적인초기동물형태와가깝다고여겨지기에,캄브리아기의원시모악동물
의형태를이해하는것은초기동물진화를이해하는데아주중요하다.이과제에서세계최초로시도한

북위82도이상에위치한,지구상최고위도육상지역인북그린란드는세계에서유일하게연구되어지지않은

EPMA를활용한화석표면원소분석을통해,캄브리아기원시모악동물의근육구조및내장형태를복원할

채로남아있는극지역으로,향후극지연구소여러연구분야의진출이기대되는곳이다.2018년도에는이지

수있었다(그림1).

역에사상최대규모의현장캠프가구축되었으며(그림2),주요인프라도함께설치되었다.현장조사장비는
극지형이글루에보관되고있다.또한,이지역최초로AWS를설치하여,현장의날씨데이터를매일체크하고
있는중이다(그림3).

그림 1. 북그린란드에서 산출된
원시모악동물 화석의 모습(좌측, 중앙)과
근육, 내장, 지느러미 등이 잘 나타난 탄소
맵핑 이미지(우측)

1

그림 3. 현장에 설치된
극지형이글루(좌측)와 AWS(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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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극 중앙해령 지역 지자기 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라온호 후갑판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모습

남극 유일의 육상 지진관측망과
연계한 해저면 지진관측망을 구축하다

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02

레이더와 카메라로
북극 고층대기를 들여다보다

서남극 열개구조와 남극 중앙해령 하부의 맨틀 상호 연관성 규명

우주환경과 극지저층대기에 의한 극지고층대기 변화 규명

박용철 ypark@kopri.re.kr

지건화 ghjee@kopri.re.kr

1

극지고층대기는태양을비롯한우주환경과지구자기권간의상호작용이직접영향을미치는영역으로그동

2

안극지역의관측인프라부족으로매우제한적인연구만이수행되어왔다.극지연구소우주과학연구그룹은

그림 2. 2018-19년 남극 하계연구기간에
설치된 해저면 지진계(O181 site)를
회수하는 모습

남북극지역지상관측인프라를구축하여고층대기관측을통해우주환경에의한극지역중성대기및전리
권의물리적특성변화연구를수행하고있다.최근극지연구소에서는유럽의북극전리권레이더관측네트

그림 3. 2018-19년 남극 하계연구기간 중
해저면 지진관측소 O184에 해저면
지진계 설치를 위하여 장비를 계류하는 모습

워크인EISCAT(EuropeanIncoherentScatter)에참여하고있으며,북극다산기지와스웨덴키루나관측소에서
운영중인고층대기광학관측과함께극지고층대기및지자기위도에따른고층대기의시공간적인변화연
구를수행하고있다.특히,미국국립대기연구소(NationalCenterforAtmosphericResearch,NCAR)에서는낮
시간동안의열권바람관측을위해벌룬을이용하여페브리-페로간섭계를성층권고도까지올려관측을수

3

행하는HiWind미션을수행했는데,극지연구소에서는EISCAT레이더관측을통하여이미션에참여하였다.
HiWind미션은기존지상에서의열권관측이밤시간동안에만가능했던관측의한계를극복하여현재까지
미지의영역으로남아있던낮시간동안의우주환경과고층대기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를수행할수있게
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EISCAT레이더의플라스마운동과페브리-페로간섭계의중성대기
바람의동시관측을통해낮시간동안극지역고층대기의동역학적특성을플라스마와의물리적상호작용의
결과로서해석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서남극열개구조는남극에서가장큰지체구조이며세계에서가장큰산맥중하나인남극종단산맥(Trans
AntarcticMountains)의형성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극지연구소지구시스템연구부에서는서남극열
개구조의형성과발달과정을이해하기위하여2017년부터2단계연구를수행하였고,서남극열개구조중에
서활발한활동성이관측된테러리프트(TerrorRift)부근에해저면지진계,탄성파및해저지형탐사,해저면
암석채취등다양한지구물리연구를수행하고있다.
장보고기지기반광대역지진관측망과테러리프트지역의해저면지진관측망자료를이용한상부맨틀3차
원속도구조모델링은테러리프트하부와멜번과리트만화산하부에저속도층의존재를증명하였고,이지
역의맨틀이상대적으로뜨거운것으로나타났다.테러리프트하부의뜨거운맨틀은400km깊이이상에서

그림 1. 노르웨이 트롬소에 있는 EISCAT
레이더. 북극 고층대기 전리권과
우주환경과의 상호작용 관측연구에
활용된다(출처: EISCAT).

1

2

그림 2. HIWIND 미션: 낮 동안 극지
고층대기 열권 바람을 관측하기 위해 벌룬을
이용하여 FPI 관측장비를 성층권 고도로
올려 관측을 수행한다(출처: NCAR/HAO).
그림 3. EISCAT(red)과 HIWIND(blue)에서
관측된 전리권 이온과 열권 바람 관측자료
비교. 이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북극지역에서
전리권 이온과 중성대기 입자의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한다.

존재하며,이는테러리프트가갈라져하부맨틀이상승하여압력이낮아지면서이지역의맨틀에부분용융
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더정확한속도모델과지각의운동성을연구하기위하여2018~2019년남극현장

3

조사기간에는5대의해저면지진계를테러리프트지역에설치하여육상지진관측망과연계한확장된지진
관측망을구축하고,2019~2020년현장조사기간에관측된자료를수집할예정이다.수집된연속지진관측
자료는테러리프트의형성원인과발달,그리고장보고기지주변과서남극열개구조에서발생하는지체구조
를이해하기위한연구에활용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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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양에는약120여종의남극암지목의어류가존재한다.이들은연중수온이1.5C~1.9°C의남극해양에
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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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생물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적응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내다

서독립적인적응과진화를거쳐왔다.
이들남극어류중진화적으로가장특이한형태를가지고있는남극빙어(Antarcticicefish, Chaenocephalus

aceratus)의전장유전체해독과geneticmap을완성하였다.남극빙어는1.1Gb의유전체크기를가지고있으
며30,773개의유전자를확인하였다.남극빙어는진화적으로hemoglobin의유전자를잃게되어투명한혈액

극지유전체 101 프로젝트 : 극지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

을가지고있으며,빙점이하에서생존을위한결빙방지역할의단백질(Antifreezeglycoprotein)과번식을위
해알을보호하는zonapellida단백질을만드는유전자를획득하는방향으로진화한것을확인하였다.또한
이들은남극의극단적인광주기에적응하기위하여생체시계유전자중period유전자와cryptochrome유전

박현 hpark@kopri.re.kr

자의결손을확인하였다.
남극의대표현화식물인남극좀새풀은지구온난화의주요생태적지표종일뿐만아니라환경스트레스를극
복할수있는유전자원의보고로주목받고있다.식물이극한환경에적응하여살수있도록해주는유전자의
극지생물들은오랫동안극한환경조건에서생존하고진화해왔으며,이를통한극지생물의특이성은생명현
상조절의청사진인유전자의기능에의해결정된다.일련의유전자전체를칭하는유전체데이터는극지환경
과극지생명현상의연결점을규명하는핵심정보로서기능한다.따라서극지생물의극지환경적응기작,진화
적기원규명및대사과정을분자수준에서이해하고고부가가치의생물자원으로활용하기위해서다양한극
지생물의유전체해독연구를진행하였다.

그림 2. 남극의 극한 광주기에서의
남극빙어의 생체 시계조절유전자
(cryptochrome과 period)의 결손

기능을규명하고그활용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남극좀새풀의냉해와건조스트레스저항성에관여하는

그림 3. 남극좀새풀에서 얻은
DaGolS2 유전자의 과다발현 식물체와
야생형 벼(WT)의 냉해(좌측)와 건조(우측)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비교 결과.
DaGolS2 과다발현 식물체는 야생형 벼보다
냉해와 건조 스트레스 조건에서 생존율과
체내 갈락티놀 함량이 3배 정도 높아졌다.

였다.남극좀새풀의DaGolS2유전자를삽입한형질전환벼는냉해와건조스트레스조건에서야생종벼에비

DaGolS2라는유전자를발굴하였고,이를과다발현하는벼형질전환식물체를제작하여그표현형을분석하

해3배정도높은생존율을보였다.이로써남극좀새풀의DaGolS2유전자에의한갈락티놀축적이남극식물
의환경스트레스저항성에매우중요한작용임을보여주었고,극지식물의유전자원을활용한농작물의생산
성향상에기여할수있는잠재적가치를확인하였다.

그림 1 . 남극빙어의 유전학적 지도
1

2

3

냉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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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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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극지 고유생물 확보와 라이브러리를
제작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다

05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질운석
현장거점과 연구 기반을 확보하다

극지적응 고유생물 유래 대사체의 상용화 구축사업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 형성과정 연구

임정한 jhyim@kopri.re.kr

이종익 jilee@kopri.re.kr

극지고유생물유래대사체의상용화를위해극한환경에서고유생물확보,추출물및대사체라이브러리제작

남극대륙은그지질학적역사가가장알려지지않은미지의대륙이다.극지연구소는장보고과학기지건설을

및신규대사체의활성을검증하였다.2018년에는남극세종기지주변생물15점,북극다산기지주변생물시

기점으로시작된남극대륙지질,운석탐사를계속하여세계적수준의남극지질정보와우주물질을확보하고,

료35점,해수시료12점등을확보하여형태,채집장소등을정리하였고,세균(Marineagar:150점),방선균

이를활용하여과거남극의모습과현재지질활동,그리고행성형성과정을규명하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

(ISP1/4)및진균(GYA/YPG:127점)의분리,확보및DB(277점)를구축하여분리한미생물중10점을KCTC에

2018년에는빅토리아랜드형성에가장중요한역할을한5억년전로스조산운동의연대와변성과정을정밀

기탁하였다.또한극지환경적응생물의대사체생성경로파악을위하여극지요각류의면역및해독관련유

하게재구성하였으며,당시대륙충돌대에발달한퇴적분지의환경과기원지변화를규명하였다.빅토리아랜

전자33개를발굴하였다.극지고유생물유래추출물117점을확보하였고,대사체라이브러리DB1,023건을

드에서산출되는2억년전목재화석을동정하여과거식생의다양성을복원하였다.남극빅토리아랜드에존

확보하였다.특히MS-라이브러리를활용하여확립된LC-MS분석조건으로총102종의극지미생물추출물

재하는활화산에대한탐사로과거활화산의분출역사와현재활동을모니터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을분석하여chemicalDB검색을통한구조연구를수행하였으며(그림1),남극토양미생물, Pseudorhodobac-

남극운석회수도지속적으로수행하여1,000여개의운석을확보하여세계5대남극운석보유국으로발돋움

terpsychrotolerans sp.nov.로부터이차대사산물의분리및화학구조를결정하였다.

했으며,AllanHills등신규운석회수지에대한탐사도수행하였다.이들운석의정밀분석결과를바탕으로태

신규대사체의유용성확보를위해지의류및진균추출물의항균능(6종),항생능(37종)을Candidaalbicans,

양계초기물질의생성연대와비균질성,운석의열역사등을밝혀행성형성과정모델수립의기초를다졌다.특

Staphylococcusaureus,Escherichiacoli등을대상으로측정하여IC50값을구하였다,해양진균SF5929균

그림 1. 남극지질탐사 캠프 (Neall Massif)

히2018년에는그간추진한빅토리아랜드4대거점구축을완료하여,빅토리아랜드전지역에대한원거리탐

주의배양추출물로부터분리된대사체에대한항염증활성을확인하였으며,66종의추출물을처리한5종(자궁

그림 2. 캠프주변 캠브리아기(5억 년 전)
퇴적암 현장조사

사가가능하게되었다.이는빅토리아랜드에서지질,운석분야연구를수행한다른국가들이30년에걸쳐이

경부암,대장암,유방암,간암,피부암)의암세포에서농도의존적으로생존세포비율이감소하는추출물9종을
선별하였다.이밖에항당뇨,면역활성등의의약용소재및저온효소,바이오폴리머생산균주를확보하였다.
2018년에는혈액보조용항동결물질인p-CY01로기업이전을완료하였으며,이외에도알츠하이머치료제

그림 3. 엘리펀트모레인 주변
청빙지대에서의 남극 운석 탐사
그림 4. 빅토리아랜드 4대 거점과
그 활동영역

룩한결과를장보고기지건설이후5년만에압축적으로이루어낸결과이다.향후지속적인지질,운석탐사를
통해남극대륙에기록된지구와태양계의역사를밝히고,활화산조사를통해현재남극의지질활동에대한
정보를모으고자한다.이결과들은인류를위한남극대륙의미래를준비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된다.

(Ramalin)의작용기작,항이형당뇨치료제(Lobarstin)의상용화전합성및산업용저온효소(P66)의생산기술
등의기업이전을위한상용화자료확보를완료하였다.
그림 1. 대사체 DB 구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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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전지구적인기후,환경변화가국제사회에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미국,프랑스,일본,중국등극지
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06

극지 연구의 최전선, 남극 내륙을 가다

연구선도국가에서는남극내륙에서의연구를통해이에대한해법을찾고자하는노력이진행되고있다.특
히남극내륙의빙하코어를이용한과거150만년전기후,환경변화기록복원연구는국제과학학술지<네이
처>에서2019년에주목할과학이슈10가지중에서첫번째로꼽을만큼전세계적인관심이남극내륙에집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중되고있다.대한민국극지연구소에서는이러한국제적인연구추세에따라지난2014년남극대륙에장보
고기지를건설하고2017년부터남극내륙으로진출하기위한K루트사업을수행하고있다.K루트사업은장

이종익 jilee@kopri.re.kr

보고기지로부터남극내륙으로안전하게진출하기위한이동경로확보,남극의극한환경에서연구활동을
수행하기위한첨단기술개발,그리고남극내륙의심부빙하코어및빙저호시료채취를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극지연구소에서는지난2년동안총6대의설상차와2대의트랙터,연료탱크썰매5대,화물용썰매
7대,스노우모바일2대,튜브형연료탱크8대등의기본인프라를확보하고,연구원들의생활공간으로활용할
모듈형컨테이너캐빈2세트,빙원에서의고속탐사를위한극지전용차량4대,크레바스도하를위한이동식

1

교량등남극탐사를위한첨단장비를개발하는등남극횡단기반시설을구축하였다.또한,극지연구소에서
는2017/18년하계기간동안장보고기지기점300km지점까지진출한데이어2018/19하계기간동안에는
빙저호시추후보지인D2지점을지나장보고기지기점720km지점까지성공적으로진출하였으며,향후내
륙탐사시연료및보급품지원을위해장보고기지기점90km와232km지점에중간보급거점2곳을구축하
였다.D2지점에서는얼음투과레이더를이용한정밀항공탐사및위성탐사를통해2,000m두께의빙하하
부지형을파악하고빙저호존재를확인하는등빙저호시추를위한예비조사를진행하였다.
향후,극지연구소에서는K루트사업을통해지속적으로탐사선단장비를확충하고,내륙진출과정에서육상
물리탐사를통한빙상변화모니터링,국제네트워크를활용한빙저호시추및심부빙하코어시추기술확보
등남극연구를선도할수있는첨단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그림 4. K-루트 탐사대

그림 1. K 루트 내륙 탐사선단

2

4

3

그림 2. K 루트 남극 내륙탐사
그림 3. K 루트 크레바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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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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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극지 미세조류에서 발견한
신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매진하다

극지생물 유전자를 활용해
차세대 항생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다

08

극지 미세조류 유래 천연 세포보호물질의 안정적 대량 확보 및
효능 분석

극지 유전자원 기반 신규활성 항생제 후보 물질 발굴 연구
이준혁 junhyucklee@kopri.re.kr

김상희 sangheekim@kopri.re.kr

본과제는2017년시작한극지미세조류를이용한첫실용화과제이다.진입장벽이낮은치료화장품코스메

1

A

B

2
A

슈티컬(cosmeceutical,화장품cosmetics+의약품pharmaceutical)개발을시작으로우리는향후에는의약신
소재개발로이어져서'극지생물자원'실용화토대를목표로하고있다.작년에극지미세조류에서세포보호
약리기능을확인하였고,올해는자외선에의한주름손상을막는효능을보이는대사활성물을분리하여신소
C

재로발굴하는데주력하였다.
활성효능을보였던북극미세조류Micractinium sp.KSF0031에서7종의화합물을분리하였으며이중에서
JurkatT면역세포를이용한항알러지테스트에서효능이있는단일화합물2개를새롭게확인하였다.또한자

B

D

E

F

외선에의해생기는주름을개선하는효능을지닌단일화합물(#8)을찾았으며산업화를위해대량합성을진
행중이다(그림1).
그림 1. 극지미세조류(KSF0031)로부터
분리한 7개 화합물 구조식
그림 2. KSF0031 추출물 ICID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와 전임상
피부 자극테스트 시험보고서
그림 3. 극지로부터 수집된
미세조류 표본과 저온배양실에서
대량배양 중인 사진

1

향후제품화를위해극지시료8건을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소재등록을완료하였다.Micractinium sp.
KSF0031열수추출물에서확인한자외선에의한피부손상차단효능성분의피부안전성평가를실시하였으
며올해단일화합물로다시안정성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그림2).
올해의큰성과로기존에cultureflask에서최대2L를키우던lab규모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연구소에200L
를키울수있는면적약27㎥규모의4도배양실을새롭게구축해시범운영중이다(그림3).

그림 1. 북극 알래스카 동토 저온 미생물
유래의 항생물질 변형 효소인 PbAcE의
구조분석 및 생화학적 특성

본과제의목적은극지생물의새로운유전자를이용하여항생제내성을극복할수있는차세대항생제후보

그림 2. 신규 항생물질의 항균활성 측정

변형효소유전자를발굴하고재조합단백질을생산하여생화학적특성및삼차구조를규명한다.다음으로기

물질을발굴하는데있다.주요연구방법으로는극지생물유전체정보로부터항생물질을변형할수있는유용

존항생물질백본화합물을변형효소를이용하여다양한구조변형체를제작한후항균활성을측정하여항균

3

활성이높은신규항생물질을선별하는것이다.
2018년주요결과로는극지생물유래의항생물질변형효소20종의재조합단백질을확보하였고이중4종의
효소에대한생화학적특성및삼차구조분석을완료하였다.그중에서도북극알래스카동토미생물인Paeni-

bacillus sp.유래의Acetylesterase(PbAcE)효소단백질의삼차구조정보와기능적특징을규명하여PLOS
ONE저널에게재하고국내특허를출원하였다.PbAcE효소의구조분석을통해유동적인subunit움직임과넓
은기질결합부위를가짐으로써PbAcE는저온활성과broad한기질결합능력을가지고있음을규명하였다.이
런PbAcE효소의생화학적특성은Acetylxylan가수분해효소개발또는다양한항생물질변형에활용되어질
수있다.특히,베타락탐계열의cefotaxime,7-Aminocephalosporanicacid(7-ACA),cephalosporinC와같은

2

항생물질의acetylgroup제거에PbAcE효소가사용되어질수있음을실험적으로증명하였다.뿐만아니라,
PbAcE효소는bead에고정화하여18회이상재사용하여도그활성을80%이상유지함으로PbAcE효소의
상업적활용가능성또한높다고평가되었다.그외에도신규항생물질백본으로사용할해양천연물질,
Quinolone계열의항생물질,Magnolol물질을확보하여항균활성을측정하고변형체제작을위한연구를진
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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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

01

학·연·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

극지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극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다

02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극지 연구에 적합한 시스템을 개발하다

국내 학·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PAP)

국내 산·연 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PIP)

극지연구소는2010년부터국내극지과학진흥을위한학·연공동협력연구의일환으로총10억원의연구비

극지연구소는극지연구수행간필요한장비및기술개발을통해극지현장에서의연구수월성을확보하고개

를국내대학에지원하는학·연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PolarAcademicProgram,PAP)을착수하였다.PAP사

발된장비와기술의사업화를통해극지신산업분야를창출하여중소기업을육성하고자연7억원의연구비

업은극지연구분야창의적인아이디어발굴,극지인프라(남북극과학기지,쇄빙연구선아라온)개방및공동

를확보하여산·연극지공동연구프로그램(Polar Industrial Program,PIP)을수행중에있다.

활용을통한현장중심의극지연구수행,신진극지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2018년에수행한2개과제는소내에서필요한시스템및장비개발등을극지역에적합하게활용할수있도록

본사업은2010년이래국내22개대학및2개연구기관이연구를수행하였고,최근3년(‘16~‘18년)동안석사

중소기업과공동으로추진하였다.

과정76명,박사과정62명이참여하여극지연구저변확대와전문인력양성에기여했다.또한발표SCI논문
35편중16편이표준화된영향력지수80이상인성과를이루는등우수한극지논문성과를창출하였다.2018
년에는국내12개대학의연구인력97명(박사16명,석사35명,학사46명)이투입되어,총16개극지연구과제
를수행하고있다.
<PAP 신규과제 추진일정>

4월
신규과제 선정 평가
5월 1일부터
신규과제 협약 및 사업 착수

2월 기술아이템 선정
3월 기획연구 수행

<PAP 신규과제 모집 분야>
분류

2월~3월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극지의 암석, 지질, 남극운석 등 극지 지구과학 관련 분야

Polar-BioScience

극지 생태계, 생물 등 극지 생명과학 관련 분야

<2018년도 PIP사업 연구 현황>
연구과제명

참여기관

연구기간

극지 빙하구조 분석 레이다 국산화

㈜유텔
(신OO 실장 외 8명)

’18.11.01. ~ ’19.10.31.

심해용(1,000M급) 해저 암반 시추 및 코어 채취 기초 기술 개발

㈜신양기술
(전OO 소장 외 6명)

’18.12.29. ~ ’19.12.28.

4월 제안요청서(RFP) 도출

주요 내용

Polar-GeoScience
Polar-OceanoScience

<PIP 신규과제 추진일정>

5월 과제공모 및 선정/사업수행

극지 해빙, 대기 등 극지 해양과학 관련 분야

Polar-Paleo/CryoScience

극지 빙하, 해저 퇴적물, 고환경 복원 등 극지 고기후 및 동토연구 관련 분야

Polar-Atmo/Cosmo Science

저·고층대기, 우주환경, 인공위성 과학 등 극지 대기 및 우주과학 관련 분야

<2018년도 PAP사업 연구 현황>
연구과제명
극지 무인탐사 지원을 위한 다중위성군 고정밀/고안전성 지상기반 GNSS 보강항법시스템 개발 연구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생활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 nunavut를 사례로 개별기반 지역생태모형(Ecosystem Demography Model) 활용 극지방 관목 확장 과정 이해
미세유체칩을 활용한 완보동물의 특성 연구
극지 클로렐라의 형질전환을 통한 면역증강단백질 CSF의 발현 체계 확립
메스플럭스 모델링을 통한 북극해 유기수은의 기원 연구
극한환경에서의 Pop-up부이 활용 수중 관측자료 자동전송 시스템 시험 구축
남극의 환경샘플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소속기관)

연구기간

이지윤(한국과학기술원)

’18.06.01. ~ ’19.05.31.

이승호(건국대학교)

’18.06.01. ~ ’19.05.31.

김연주(연세대학교)

’18.06.01. ~ ’19.05.31.

성형진(한국과학기술원)

’18.06.01. ~ ’19.05.31.

김성룡(서강대학교)

’18.06.01. ~ ’19.05.31.

한승희(광주과학기술원)

’18.06.01. ~ ’19.05.31.

박재훈(인하대학교)

’18.06.01. ~ ’19.05.31.

한인식(이화여자대학교)

’18.06.01. ~ ’19.05.31.

남극 연안과 외양에서 미세플라스틱 분포와 집적 과정의 이해

황진환(서울대학교)

’18.07.02. ~ ’18.12.31.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활동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연구

진성욱(전북대학교)

’18.07.02. ~ ’18.12.31.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 극지 미생물의 지방산 변화관측을 통한 membrane fluidity 변화 연구

양영헌(건국대학교)

’18.07.02. ~ ’18.12.31.

무엇을 편집할 것인가: 극지 유전자원의 기능진화 분석을 통한 단축진화 수행

이병하(서강대학교)

‘18.07.02. ~ ’18.12.31.

표적/비표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극지 신규 환경 오염물질연대기 및 거동연구

문효방(한양대학교)

‘18.07.02. ~ ’18.12.31.

극한 환경 노출 장비의 작동 성능 확보를 위한 표면Anti/De-icing 소재 개발

곽민석(부경대학교)

’18.07.02. ~ ’18.12.31.

최우익(한국외국어대학교)

’18.11.01. ~ ’19.10.31.

최원식(부경대학교)

’18.11.01. ~ ’19.10.31.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지역사회 변화 연구
북극온난화에 따른 중위도 제트 기류 이상 난동이 동아시아 대기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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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남극 세종과학기지

RESEARCH
INFRA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56 30돌 맞은 세종기지, 새롭게 태어나다
58 시설과 유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의 베이스캠프가 되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60 북극 연구 활성화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다
쇄빙연구선 아라온
62 극지 연구와 기지 보급지원 위한 든든한 발이 되다
해외협력센터(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

극지 연구 인프라

64 노르웨이와 북극권 협력연구의 성과를 창출하다
칠레 연구기관 및 대학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다
65 양국 간 남극활동의 든든한 협력창구로 발돋움하다

54

2018 Annual Report of KOPRI

극지 연구 인프라

55

남극 세종과학기지

30돌 맞은 세종기지, 새롭게 태어나다

3

남극 세종과학기지 31차 월동연구대장
홍순규 polypore@kopri.re.kr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반도 남쉐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
(62°13’S / 58°47’W)
•1988. 2월 기지 준공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1988년 2월
남쉐틀랜드 군도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
를 건설하였다. 기지에는 매년 약 17명으로
구성된 월동연구대가 1년간 상주하며, 여름
철인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100여 명
의 하계연구대가 파견되어 다양한 극지 연
구를 수행한다.
주요 임무
➊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
용생물자원 연구
➋ 기상관측(세계기상기구 전송, 기상청·대
학·출연(연)과 공유)
➌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남극 조류에 대
한 생태계 모니터링)

17명의31차월동대구성을완료하고2017년10월18일발대식을마친후,10월19일부터10월27일까지월동
대소양교육과극지안전훈련을하면서월동대업무를위한기본지식을습득하고대원들간의팀워크를다졌
다.11월28일인천공항을출발하여12월1일남극세종과학기지에도착하였다.1주일간의업무인계인수기간
을거쳐12월8일월동대임무를시작하였다(그림1).
2017~2018년하계기간은신축연구동건설,역사관건설,발전기교체,오배수처리시설수리,현대호수리등
의다양한공사가진행되었다.육상생태계,연안생태계,대기등다양한분야의국내외연구진들이기지를방
문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세종기지30주년행사시기에맞추어공사와기지정비를마무리하기위하여월동
대와공사팀은협력관계를구축하여공사를진행하였다.보급이지연되어식료품의부족과공사자재의보급
그림 3. 세종기지 전경

지연등의문제가발생하여기지에위기감이감돌기도하였으나,12월24일도착한보급선이부두에직접접
2018년기상은높은겨울기온과잦은비로특징될수있다.다른기간의기온은예년과비슷한패턴을가졌으

안함으로써크레인을이용한직접하역이가능하여보급물자의하역을빠르고안전하게마무리할수있었다.

나7월과8월기온이상대적으로높아서이기간에도비가내리는경우가잦았다.이로인해얼음으로덮여있

공사기간이빠듯한상황에서신축연구동마감공사와연구동이사를마무리하여다양한분야의연구가원활

는지표면이넓게분포되었다.겨울기간유빙과해빙이마리안소만을가득채운기간이있었으나,해빙이단

하게진행될수있도록지원할수있었다(그림2).

단하게형성되지는않았다.

발전기를교체하는과정에서수차례발전기정지상황이발생하는등위기가있었으나,신형발전기3기가무

동계기간동안해양대원은기지앞정기관측과해양정점조사를시행하였고,생물대원은정기관측지점에서

사히설치되고,본발전기와연동된비상발전기1기와독립된예비발전기1기를갖추어다양한상황에대처할

토양과식물시료채취,오수상태관측,외래종인각다귀개체수관측을수행하였다.이외에오배수처리기의

수있는전기공급시스템이구축되었다.현대호의방수포교체가완료되어1년동안풍부한수량을유지함으

정상작동조건을찾기위하여실험실내소규모실험을진행하였다.대기대원과고층대기대원은관측자료관

로써안정적으로식수를공급할수있게되었다.오배수처리시설의수리가완료되어기계적으로는정상작동

리,관측장비관리를수행하였다(그림4).

하였으나,실제처리효율은크게개선되지않는문제점이노출되었다.실험실에서의소규모실험과처리시설

해양수산부장관과국회의원을비롯하여다수의정부고위인사가참석한세종기지30주년행사가성황리에

내의실험을통하여간헐적으로처리한계를넘는하수가유입되는것이낮은처리효율의원인중하나로지

치러졌으며,주변기지대원들을초청해별도로진행한 기지창립일행사는화창한날씨와50인이상의주변기

적되었다.좁은공간으로인해안전사고의위험이있던탁구장을철거하고운동기구를보강하였다.기지내의

지대원들의참석으로잔칫집분위기로치러졌다.이외에도중국정부고위인사의방문,콜롬비아정부고위

다양한창고시설을정비하였으며,창고내에오랫동안보관하고있던장비와물품들을정리함으로써보관공

인사의방문,칠레학생체험단방문,터키남극연구단방문등외교행사가있었으며,주변기지와는수시로상

간을확보하였다(그림3).

호방문하며친교를다졌다(그림5).

그림 1. 31차 월동연구대

1

그림 2. 연구동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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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4. 해양정점 조사

4

5

그림 5. 창립기념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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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차 헬기 하역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시설과 유지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의 베이스캠프가 되다

2

그림 3. 가상모의수술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제5차 월동연구대장
유규철 kcyoo@kopri.re.kr

3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
(74°37'S / 164°12'E)
•2014. 2월 기지 준공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극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2014
년 2월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에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장보고과학
기지에는 남극 중심부와 해안으로의 접근성
이 용이하여 기후변화연구, 지형 및 지질조
사, 고층대기, 우주과학연구 등 다앙한 자료
확보와 특성화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주요 임무
➊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기반 연구
➋ 빙권 변화 기작 파악 및 예측을 통한 기후
변화 연구
➌ 극지분야 융복합 연구 테스트베드 역할

2017년남극장보고과학기지(이하장보고기지)5차월동대17명(월동대장,총무,총무반,유지반,연구반)이구
성되어9월에부산에서극지적응훈련을마친후10월18일극지연구소에서발대식을마쳤다.그리고25일
인천공항을출발하여27일모두무사히입남극하여5차월동대의여정이시작되었다.지난4년간장보고기지
를책임진월동대들이부족한시설과불안정한유지시스템을보강하고안정화시키기위하여노력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5차월동대는일부고도화장비시설의업그레이드와4년동안갖추어진기지인프라시설의
유지및기지안전에목표를두었다.
2018년약100명이상의국내외연구진이하계기간기지에상주하면서기지주변의대륙기반의극지연구에
주력하였는데,월동대는약3개월동안하계대연구지원과동시에기지유지에힘썼다.5차월동대기간동안
정기항공보급이외에아라온을통한보급이매우중요한데,4차대의3차례아라온보급과비교해5차대는2
차례의아라온기지방문(1차하역:2017년12월6일~8일,2차하역:2018년3월2일~4일)이있었다.특히하

그림 1. 월동대 단체사진

계기간동안기지앞바다의해빙이물러나지않아3월초에는해상하역이아닌헬기하역으로소규모물자

1

및장비만하역할수있었다.이러한결빙조건으로인해고무보트를통한기지앞바다의해양조사는전혀할
수없었다.
연구반대원들은일부기상과대기및우주관측장비들의업그레이드와자료회수,생물관측장비의부품교
체와해양시료채취등다양한연구활동을수행하였다.유지반대원들도각종시설물의부품교체와안정화
작업및보수에집중하였다.이처럼5돌을맞이한장보고기지는남극대륙연구에최적화되어있으며,이에각
국의연구참여와관심이어느해보다높았다.미국,뉴질랜드등여러나라가국제공동연구를통한남극연구
를위해기지를방문하거나머물렀으며,기지근처인익스프레서블섬(InexpressibleIsland)에기지를곧건설
할예정인중국측쇄빙연구선설룡호의연구진들과중국정부조사단(CAA,PRIC등)이방문하여장보고기지
시설과유지시스템에상당한관심을가졌다.
엄청난활강풍과추위(영하30도이하)및햇빛을볼수없는극야(약110일)의동계기간동안상당한정신적
스트레스를받는대원들을위해길병원과협력하여화상으로분기별정신과면담체계가처음으로수립되었
다.동계응급환자발생에대비하고기지내턱없이부족한의료체계를극복하기위해최초로가상외과모의
수술이계획되었고,전신마취를포함해외과집도및대원보조훈련등이설계된2차례의모의수술이수행되
어극지원격의료시스템구축을위한한걸음이시작되었다.또한,모의화재대응훈련이분기별로실전과유
사하게수행되었으며,전기화재의위험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경보시스템이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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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다산과학기지

북극 연구 활성화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다
기지지원팀장

북극 다산과학기지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
(78°55'N / 11°56'E)
•2002. 4월 기지 개소
우리나라는 북극의 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
를 위하여 2002년 4월 노르웨이령 스발바
드 군도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에 다산과학
기지를 개설하였다. 기지의 모든 시설과 운
영은 노르웨이 킹스베이(Kings Bay)사와 계
약하여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원하는 기간에만 체류하여 현
장조사를 수행한다.
주요 임무
➊ 북극해 해빙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➋ 고층대기, 지질,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모니
터링 연구

2018년한해동안북극다산과학기지에는극지연구소를포함한20개기관에서61명(외부기관30명)의연구
자가방문하여하계현장연구활동을수행하였다.3월15일첫연구활동이시작되었으며,하계시즌시작전에
는정기보급필요물품수요조사를실시하여기지운영에필수적인품목을선정,보급하였다.특히금년하계
시즌부터는다산기지기반연구활성화를위해기지방문자에게기지촌시설사용료일부를지원하였으며그
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지원 항목

세부 내용

비고

•기지 체류비용(숙박 및 식비)

•KingsBay社 게스트하우스 포함

•총기 교육 및 대여료

•현장 안전 필수 사항

•KingsBay社 저장공간 사용료

•기지 내 공간 부족에 따른 기관 차원 지원

•기지촌 내 연구시설(Teisten/FRP 보트, 마린랩 등)

•기지촌 연구시설 사용 활성화 도모

•제플린관측소 임차료 및 기타 발생 비용

•북극 기후변화 및 니알슨 기지촌 모니터링

그리고하계연구기간중단기간으로사용하는연구기자재설치및운영으로인한기지공간부족을해소하
기위해니알슨기지촌내저장공간을장기임차하였고,기지내연구공간구획을공간별활용도와사용필요
도를고려하여연구실(4실),창고(2실)에서연구실(3실),창고(3실)로재배치하여쾌적한연구환경을조성하
고자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금년하계시즌종료시기인9월에는4명(기지지원팀2명,총무자재팀1명,시설보안팀1명)의지
원인력을기지에파견하여기지내자산실사,불용장비의현장폐기,시설물정비및불필요물품의정리및
반출을실시하였다.

그림 1. 공간 구획 변경 전, 후

그림 2. 자산실사 및
불필요 물품 현장 폐기

2

3

그림 3. 반출 물품 포장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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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

2

1

극지 연구와 기지 보급지원 위한
든든한 발이 되다

동시베리안해

보퍼트해
척치해

2018 Arctic
Out : 19th Jul. 2018 Incheon
In : 4th Oct. 2018 Incheon

② Barrow (26th Aug. 2018)

베링해
① Nome (1st Aug. 2018)
③ Nome (20th Sep. 2018)

2017/2018 Antarctic
Out : 27th Oct. 2017 Incheon
In : 10th Jun. 2018 Gwangyang

쇄빙선운영팀장
③ 1st Christchurch
(14th Dec. ‘17~18th Dec. ‘17)
⑤ 2nd Christchurch
(07th Feb. ‘18~12th Feb. ‘18)
⑩ 3rd Christchurch
(24th Mar. ‘18~28th Mar. ‘18)
① Hobart
(16th Nov. ‘17~20th Nov. ‘17)

쇄빙연구선 아라온

쇄빙연구선아라온호는2018년한해동안총294일(남극220일,북극74일)에걸쳐남북극에서연구항해및

•총톤수 : 7,507톤
•크기(m) : (L)111x(W)19x(H)9.9
승선인원 : 85명
•2009. 11월 건조 (2009. 12월 남극 첫 출항)

기지보급지원을위해운항하였다.

쇄빙선이란 남극대륙 주변이나 북극해처럼
얼음이 덮여 있는 결빙해역에서 얼음을 부
수며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아라온
은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 수행과 남·북극 기지에 대한 물품 보급,
인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으며,총3개연구과제(‘아문젠빙붕소멸속도와해양변동추세연구’,‘남극기후변화의지역적차이원인규

주요 임무
➊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
구 수행
➋ 남극 기지에 대한 물품 보급, 인원 수송 등
운영지원

② 1st J.B.G Station
(30th Nov. ‘17~04th Dec. ‘17)
⑦ 2nd J.B.G Station
(26th Feb. ‘18~2nd Mar. ‘18)
⑨ 3rd J.B.G Station
(15th Mar. ‘18~16th Mar. ‘18)

2017/2018년남극항해2항차를위해2017년12월21일뉴질랜드리틀톤항에서남극아문젠해로출항하였
그림 1. 2018년 북극항해 항적도

⑪ Bellingshausen sea &
Bransfield Strait
(11th Apr. ‘18~02nd Apr. ‘30)
④ Amundsen Sea
(26th Dec. ‘17~
30th Jan. ‘18)

아문젠해

⑬ Punta
(05th May ‘18~
06th May ‘18)

브랜스필드해협
벨링스하우젠해

⑥ Ross sea
(20th Feb. 2018~25th Feb. 2018)
로스해 ⑧ Ross sea
(2nd Mar. 2018~15th Mar. 2018)

⑫ Sejong
(30th Apr. ‘18~
02nd May ‘18)

그림 2. 2017/2018년 남극항해 항적도

명’,‘장보고기지주변빙권변화진단원인규명및예측’)를수행한후2018년2월12일리틀톤으로귀항하였
다.이후남극항해3항차수행을위해뉴질랜드리틀톤항에서2018년2월16일출항하였으며,로스해에서총
4개연구과제(‘남극해해양보호구역의생태계구조및기능연구’,‘퇴적물을활용한지난2백만년간의남극

아라온호는220일간의남극항해를종료하고,여수해양조선소에서약16일간입거수리를시행하였다.입거

빙권및해양변화복원’,‘장보고기지주변빙권변화진단원인규명및예측’,‘서남극열개구조와남극중앙해

수리종료후연구장비성능점검을위해동해울릉분지에서약10일간시험항해를하였다.시험항해종료후

령하부의맨틀상호연관성규명’)를수행한후2018년3월20일리틀톤으로입항하였다.4항차는리틀톤을

7월11일부터7월19일까지인천항에정박하면서연구장비선적,일반수리시행,주부식선적등2018년북극

출항하여브랜스필드해협및세종기지인근해역에서총3개연구과제(‘남극반도연안해양시스템변화2050

항해를준비하였고,2018년7월19일부터10월01일까지총74일동안북극해를운항하였다.

전망연구’,‘퇴적물을활용한지난2백만년간의남극빙권및해양변화복원’,‘얼음화학특성연구를통한극

1항차는베링해,척치해,동시베리아해에서‘북극해환경변화통합관측및활용연구’,‘북극해빙위성관측을

지방자연현상규명및응용기술개발’)수행및세종과학기지보급일정을마지막으로칠레푼타아레나스에

위한분석기술개발’,‘극지기후변화/기상재해시스템(KPOPS)의개발및활용연구’등총3개연구과제,2항차

서출항하여한국으로귀항하였다.

에서는‘북극해해저자원환경탐사및해저메탄방출현상연구’를위한연구항해를수행하였다.
북극항해를무사히마치고아라온호는약1개월간의남극항해준비기간을가졌으며,10월31일2018/2019년
남극항해를시작하였다.1항차는장보고과학기지보급항차로,뉴질랜드리틀톤항을거쳐장보고과학기지에
도착하는일정으로월동대보급물품,중장비등의보급과인력수송을마치고뉴질랜드로무사히귀항하였
다.이후2항차로스해연구항해수행및장보고과학기지2차보급을위해12월22일남극으로출항하였다.
2018/2019년남극항해는총3항차로이루어져있으며,3항차로스해연구항해및장보고과학기지3차보급
일정을마치고2019년4월14일한국으로귀항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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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센터-노르웨이

그림 1. KOPRI-NPI 극지연구 협력센터가
소재한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의 Fram
Centre의 전경

해외협력센터-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북극권 협력연구의
성과를 창출하다

양국 간 남극활동의
든든한 협력창구로 발돋움하다

KOPRI-NPI 극지연구 협력센터

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

설립다섯번째해를맞은KOPRI-NPI 극지연구협력센터를기반으로한북극권협력연구성과창출은2018년에

한-뉴질랜드남극협력센터(Korea-New Zealand Antarctic Cooperation Centre)는2014년남극로스해

도계속이어졌다.2015년노르웨이쇄빙연구선(Lance호)북극해국제공동연구항해인‘N-ICE2015’획득데이터

서안 테라노바만에건설된장보고기지지원과한-뉴남극국제공동연구활성화를목적으로그해11월뉴질랜드

중심후속논문1건과북극해빙융해연못(melt pond)의염도와해빙간상관관계를다룬논문1건이출판되었다.

크라이스트처치시국제남극센터내에설치되었다.주요임무는양국간공동연구사업발굴,추진,우수인력활성

노르웨이극지연구소(NPI)와공동으로북극환경오염물질생물독성관련현장탐사가진행되었으며,북극환경오

화,국제협력확대,현지연구활동지원및인프라보급지원등이다.한-뉴간의남극활동협력창구는뉴질랜드남

염물질관련학술지논문도2편이새로게재되었다.

극연구소(AntarcticaNewZealand)로서매월1-2회정기적회의를통해연구진행상황,연구지원협력,시설공동

KOPRI-NPI 극지연구협력센터활동의일환으로극지연구소는12월12일부산BEXCO에서‘북극과학협력세미나’

활용,항공기공동활용,기지및건설운영에관한정보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센터개소이래양국간의공동연

를주한노르웨이대사관과공동으로개최하였다.2018북극협력주간과학·기술의날행사로열린동세미나에서

구는빙하,고해양고환경,로스해생태계,열수빙하시추기술개발등으로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는‘북극과학:혁신,신분야개척,그리고파트너십’이라는주제로국내·외북극관련정부·대학·연구기관소속전문

특히2017년시작된로스해생태계공동연구를위해케이프할렛에펭귄관측소가성공적으로설치되었으며향

가170여명이참여하여발표와토의를진행하였다.

후양국공동연구를위해활용될예정이다.KOPRI-NIWA해양조사선간공동연구의일환으로테라노바만지역
해저에설치되었던NIWA 측무어링장비가성공적으로회수되었으며탱가로와호에KOPRI 과학자가공동승선

1

하기도하였다.금년부터시작되는데이비스빙하연구에뉴질랜드와의공동협력에필요한폭발물관리교육이
오타고대학과남섬서해안지역에서시행되었다.
남극으로가는관문도시를표방하는크라이스트처치시남극사무소는공공기관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로이
전되어향후시와의지속적인협력체제를유지하게되었다.크라이스트처치시의가장큰행사인남극시즌오픈
그림 1. 2018년 9월 28일 개최된
2018/2019년 남극시즌 오픈 리셉션에서
한국 극지연구소를 대표해 축사를 하였다.

해외협력센터-칠레

칠레 연구기관 및 대학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다

그림 2. 2018년 9월 29일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 개최한 에어데이 행사에서
한국 남극 연구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였다.

1

리셉션이9월28일20개국300여명의주요인사,외교관,사업가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다.또한시즌오
픈행사의일환으로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한에어데이행사에한국의남극연구활동을홍보하는부스를운영
하기도하였다.
향후K-루트사업등장보고기지를중심으로한연구활동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이를효율적
으로지원하기위해한-뉴질랜드남극협력센터의활동을강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2

한-칠레 남극협력센터

1

칠레남극관문도시인푼타아레나스칠레남극연구소(INACH)에자리잡은한-칠레남극협력센터는세종기지와
남극반도현장연구지원,남미권공동연구발굴과수행에힘써왔다.2018년에는남극반도연안해양시스템변동
관측·모델링연구기반으로칠레고위도해양생태계연구센터(IDEAL)와함께진행된남극반도현장조사수행을
지원하였다.남극환경변화에따른킹조지섬주요육상생물의생물반응을예측하는분야에서도라프론테라대학

그림 1. 한-칠레 남극협력센터가 소재한
칠레 남극연구소(INACH)의 연구동 전경

교(UFRO)와협력을통한생물반응관측을촉진하였다.이를통해,남극해역에서의온난화와토양미생물의상관
관계를밝힌논문1건,킹조지섬에서새로관측된지의류에관한논문1건출판에기여하였다.극지생물유전체정
보분석부문에서도라프론테라대학교와의협업을통해공동샘플링이이루어지도록하여다양한환경조건에서
남극식물의유전자발현분석이가능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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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협력과 시설 확보,
원격의료협진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다
기지지원팀장

극지 분야 중장기 비전 선포와
정책 확립에 선제적으로 활동하다
미래전략실장

남북극과학기지운영측면에서2018년은크게세가지의핵심적인업무가진행되었다.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연

1

2

3

계된국가간협력강화및약정체결정례화,남극세종과학기지에신규도입되는소형선박(5톤급)2척의건조및소
형선박보관동건설준비,그리고남극과학기지와가천대길병원간원격의료협진시스템구축에집중하였다.
첫번째로남극장보고과학기지운영을위한관련국가들간보급지원분야의협력강화를위하여한-이태리양자
회의(’18년4월),한-중국양자회의(’18년5월)를실시하여실질적인기지운영및보급편에대한상호협력분야를도
그림 1. 미국 USAP 측과 등가교환 협약 체결

출하여2018/2019남극하계기간중시행을하였고,독일Garmisch-Partenkirchen에서개최된COMNAP 회의(’18
년6월)에서미국,이태리,뉴질랜드,중국,우루과이,칠레등긴밀한협력관계에있는기관들과양자및다자실무
회의를하여항공기,선박의공동활용/운영,각종보급물자의상호운송지원,국가간보유인프라의공동활용협
의,인력수송및타국기지에서의자국연구자들의활동등을조율하여남극연구의효율성을증대한바있다.

그림 1. 2050 극지비전 선포식
(2018 북극협력주간)

특히,올해부터는국가간협력사항들에대하여상호동등/등가교환원칙(Quid Pro Quo)에따라양자간협력약정

그림 2. 제27차 극지법연구회 개최(2018)

서또는협약부속서등을체결하여협력관계를명확하게하였고,향후매남극하계시작전정례화할계획이다.
두번째로남극세종과학기지의소형선박2척의건조(기술지원실주관)와함께해당선박을안전하게보관할수

그림 3. 2018 북극협력주간
KoARC 세미나 개최

극지연구소는우리나라유일의극지전문연구기관으로서남북극관련국제회의참가,정부극지정책수립및이
행지원,그리고극지역국제협력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극지연구소는정부의‘제3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안)(2017~2021)’에이어2018년도남극연구활동진흥시
행계획(2018.04.)및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안)(2018~2022)의수립을지원하였으며극지활동진흥법(안)제정

있는소형선박보관동(총4척보관규모)건설을시작하였다.7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8월에건설사를선

에필요한업무를수행하는등국가남북극정책의발전및강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

정(한솔공영)하여건설자재를준비하였다.건설자재운송을위해보급선박을국내에서용선(신성Ever호)하였다.

극지연구소에서는극지분야국제거버넌스내선제적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월에평택항에서소형선박과각종자재,정기보급물품을선적하였으며,보급선박은칠레Valparaiso를경유하

과의‘2050비전수립공동TF’를구성하였고,2018년8월부터TF를운영하여보고서를완성하였다.해당연구내

여남극세종과학기지에12월26일도착하였다.소형선박보관동건설공사는2019년3월에완료될예정이다.소

용을바탕으로2018년12월,해양수산부장관이2018북극협력주간개회식에서‘2050극지비전’을선포하였다.

형선박도입은고무보트(조디악MK-6HD)를활용하여인력과물자를수송하는기존의방식에비해수송및해상

극지연구소는각종국제회의정부대표단일원으로서극지관련국제이슈논의의장에적극참여하고있다.2018

연구활동에서의안전성과수월성을확보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년5월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41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는우리나라

마지막으로원격의료협진시스템을도입하여남극과학기지에서국내의종합병원인길병원응급의료센터와상

ATCM 활동역사상최초로선제적의제제시및후속논의에주도적으로기여하였으며,ICG 권고에따라웹사이트

시연결이가능하도록하였다.특히,각종의료검사장비(초음파,X-Ray,심전도등)의진료자료가실시간으로국

기반남극사찰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의후속조치를시행하여사찰에필요한정보접근성을제고하였다.

내의료진에게전송될수있는시스템으로보다정확한판단과자문이가능하게되었고진료기록,처치및처방

또한2018년10월,호주에서개최된제37차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과학위원회(SC)및총회(Com-

내역등의이력관리가가능한소프트웨어와연동되어기지내환자의치료에큰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2019

mission)에서우리나라가‘로스해MPA 해양생태계연구’를통해CCAMLR의남극해양생물보존정책에기여할것

년에는추가적으로국내의료진들이모바일로기지에서전송하는자료를실시간수신하여자문할수있도록모

임을홍보하였다.

바일소프트웨어연동을계획하고있다.이와같은시스템은남극에서기지를운영하고있는다른여타의국가들

극지연구소는지난2015년부터국내30여개북극연구기관의협의체인북극연구컨소시엄(KoARC)사무국을운

과비교하여도가장선진적으로발전된형태이며,월동대원및현장연구활동을하는모든연구자들의안전확보

영하여국내북극연구기관간협력을도모해왔다.특히2018년에는과학·산업·정책분과융복합으로‘북극해빙

에큰역할을할수있다고평가할수있다.

변화와북극항로운항조건분석연구’를수행하였다.또한,10월중아이슬란드에서열린2018북극써클총회
(2018Arctic Circle Assembly)와12월부산에서개최된북극협력주간에각각KoARC 주관국제세미나를개최하

그림 2. 남극 세종과학기지 소형선박
2척(세종 1호, 세종 2호) 도입

2

3

여국내외전문가들에게KoARC 연구활동을소개하였다.

4

극지연구소는극지과학연구외에극지법연구도주력하고있으며,특히관련학·연구계전문가로구성된‘극지법

그림 3. 정기보급선박(신성 Ever호)
하역 모습

연구회’를주도적으로개최하여동분야연구역량강화및국가적대응능력공고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극지법

그림 4. 원격의료시스템
설치 현황(장보고과학기지)

연구회는남극법및북극법분과로나뉘어각분과별극지법이슈관련정보공유와시사점을논의하며,2018년
에는4회에걸쳐총10개의발표주제를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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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1

그림 1. 극지연구소-중국 극지연구소 간
협력약정 갱신체결
그림 2. 북극써클 한국포럼 공동개최
그림 3. 제24차 국제 극지과학 심포지엄

홍보

다양한 협력활동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하다
국제협력팀장

홍보팀장

극지연구소는기관간협력심화와국제기구·회의내한국영향력강화,미래네트워크발굴을위한국제협력활

대한민국극지연구의시작점인남극세종과학기지준공30주년을맞아,극지연구소는극지연구에대한공감대

동을수행하였다.

를형성하기위해다양한방식으로국민들과소통하였다.

먼저기관간연구·운영협력진전과협력사안확대를위하여남북극국제회의기회등을활용한대면협의와온라

세종과학기지현지에서진행된30주년기념식을전후로30년간기지운영의성과를알리기위해국민에게더가

인논의를진행하였다.이를통해일본극지연구소(NIPR),중국극지연구소(PRIC),칠레남극연구소(INACH)등핵

까이다가갈수있는플랫폼과콘텐츠를활용하여대중이극지를친숙하게느낄수있도록하였다.특히과학과

심전문기관과의협력약정을갱신하였으며,러시아북극연방대학(NArFU),일본홋카이도대학교북극연구센터

문화,모험의시각에서본남극을소개한‘2018남극포럼’,인기강연프로그램인<세상을바꾸는시간,15분>특

(ARC)와같은신규파트너기관과새로이공식협력관계를맺었다.

별강연회‘미지에서미래를만들다’는극지에대한청중의호기심을충족시켜주었다.또한,극지관련대규모국

과학연구를기반으로극지관련국제기구·회의에서한국영향력을더욱높이려는노력도계속되었다.북극써클

제행사에참가하여대한민국극지연구30년을적극적으로소개하였다.Polar 2018(스위스다보스),일본극지연

한국포럼,극지연구30년기념세미나,‘중앙북극해공해상비규제어업방지협정’국제심포지엄등국제회의를

구소시민개방행사Open House Day(일본동경),남극Air Day(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에서홍보부스를운영

(공동)개최하여주요의제를제시하였다.또한제48차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총회,제2차북극과

하여30년간의연구활동과극지인프라운영으로구축한우리나라의극지연구선도국으로서의위상을알렸다.

학장관회의(ASM2)등정부간회의에극지연구소과학자가정부대표단으로참여하여극지의제결과물도출에

연구소의대표적인교육기부프로그램인‘북극청소년연구단21C 다산주니어’에도큰변화가있었는데,기존의연

공헌하기도하였다.

구계획서평가방식에서벗어나청소년눈높이에맞춘극지·과학상식퀴즈대회를통해다산주니어를선발하여

아시아극지과학펠로우십은베트남,중국등4개국극지과학자6명을초청하여방문연구를수행하였다.2018년

문·이과,예체능전계열학생들의참여를이끌어내었다.

도에는북극권신진과학자연구소방문프로그램이신설되어미래전문가네트워크의확대를꾀하였다(2개국3

이와더불어견학,외부강연,아라온호방선프로그램,극지아카데미등활발한과학문화확산활동을바탕으로

명참여).국내우수미래극지연구자의국외현장교육·연구참여지원도처음이루어져국내대학원생3명이참

‘2018기관부문교육기부대상’을수상하며교육기부우수기관으로서의위치를확립하였다.올해도해수면상승

여하였다.제24차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은남극세종과학기지준공30주년을기념,‘남극연구성과와전망’을

유발남극빙붕과정세계최초규명,북극해빙변화예측시스템개발등세계가주목할만한연구성과를거뒀고

주제로개최되었으며,SCAR 회장등저명과학자를포함하여총11개국300여명의전문가가참석하여6개세션

이를집중보도하였다.이외에도남극해양미생물을활용한혈액동결보존제개발,극지방얼음연구를통한환

에서연구성과(구두36건,포스터60건)를발표하였다.

경오염독성물질제거현상발견등우리실생활에적용할수있는연구성과도지속적으로보도하여극지현장연
그림 1. 2018 남극포럼
그림 2. <시사기획 창> 남극진출 30년,
무너지는 얼음대륙
그림 3. 2018 북극청소년연구단
‘21C 다산주니어’

2

구를통해얻으성과를적극홍보하였다.
이와같은다양한연구성과는카드뉴스,인포그래픽등의형태로SNS에게시되었다.특히올해연구소공식블로
그를개설하여연구자인터뷰를바탕으로연구방법,목적,가치등을친숙한용어로소개한결과,구독자들의높은
평가를받아개설반년만에‘웹어워드코리아2018공공블로그분야대상’을수상하였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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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을
국민과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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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 및 출판

2

국내 유일 극지전문도서관,
igloo Library

3

지식정보실장

그림 2. 전자도서관, 리포지터리 사이트

그림 3. 2018 도서관 운영평가 수상

1

201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도서관 선정
이글루도서관은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가실시한‘2018년전국도서관운영평가’
전문도서관부문에서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특별상을수상하며극지전문도서관으로서의역할과전문성을인
정받았다.
디지털도서관및기관리포지터리운영,학술DB및전자저널제공등다양한학술정보제공을통해극지연구활
동을지원하고원문복사서비스,도서관내복합공간운영등을통해이용자친화적서비스를확대·운영한점에서
높은점수를받았다.

극지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도서 출판
이글루도서관은극지과학의대중화를위하여극지전문도서를출간하고있다.2012년,극지탐구및문고시리즈
를기획·발간하기시작하여현재까지총9권의문고시리즈와2권의탐구시리즈를발간하였으며,2014년에는「남
극을열다」를시작으로현재까지총3권의단행본을발간하였다.
또한,2018년에는기존시리즈와달리극지생물이나지질의생태적역할,특징에대한시각정보를수록한남극
생물핸드북시리즈를새롭게기획하여「제1권:사소하지만중요한남극동물의사생활(킹조지섬편)」을발간하였
으며,남극생물핸드북시리즈를통해남극생물의중요성과미적가치를청소년과일반대중에게알리고자했다.
이글루도서관에서발간한총14권의극지전문도서중8권의도서가우수과학도서로선정되어도서의전문성과
우수성을인정받았다.향후,도서출판과더불어지역사회와연계한저자강연등극지정보확산을위한다양한노
력을계속이어나갈예정이다.
그림 1. 이글루도서관 전경

그림 4. 도서 출판물

극지전문 도서관 ‘이글루’ 운영
극지연구소도서관‘이글루(igloo)’는2010년극지연구소에설치된국내유일의극지과학전문도서관이다.극지
전문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극지관련단행본과연속간행물,학술데이터베이스,국내외기관자료를수집하고
있다.또한극지탐구및과학문고시리즈,단행본,핸드북시리즈등의극지전문도서출판을통해극지과학의대중
화에힘쓰고있으며,연구성과논문을수록한초록집,연보발간등을통해기관의연구성과를보다체계적으로
확산하고자노력하고있다.
2017년에는전자도서관시스템을재구축하여최신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고,리포지터리를고도화하여
기관의연구성과물을효율적으로아카이빙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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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우수상

극지사진 콘테스트
극지연구소는 우수한 극지 사진자료 확보와
직원 및 극지고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남극과 북극 연구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대국민 SNS 투표(2018년 6월 20일~25일)
이벤트’를 통해 최고의 사진을 선정하는

전성준 K루트 크레바스 탐침

‘제8회 극지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가작

주형민 1년 뒤를 기다리며
이원석 신축연구동을 구경 온 펭귄들

이상우 2018 세종기지

강신준 극야기간 한낮의 장보고과학기지

김연태 북극곰 하늘만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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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황

수행연구과제

수입 (단위: 백만 원)

창의연구사업

1.4%

109,406

4.8%

40,533

정부수탁

주요사업

27,376

13.4%

19,727

정부수탁

14,701

시설사업 등

5,286

창의연구사업

1,483

공공수탁

0.3%

시설사업 등

인프라 운영
기관운영

공공수탁

연구과제명

109,406

남극 기후변화의 지역적 차이 원인 규명
시설비 등

3.5%

경상운영비

인프라 운영

37%

수입

기관운영

기관고유사업

지출 (단위: 백만 원)

18%

연구직접비

40,660

인프라 운영

40,533

인건비

18,132

경상운영

6,243

시설비 등

3,838

5.7%

연구직접비

37.2%

인건비

16.6%

300

지출

인프라 운영

주요사업

37%

25%

조직도
소장

연구기간

김성중

’18.01.01.~’18.12.31.

우주환경과 저층대기에 의한 극지고층대기변화 규명

지건화

’18.01.01.~’18.12.31.

퇴적물을 활용한 지난 2백만년간의 남극 빙권 및 해양 변화 복원

이재일

’18.01.01.~ ’18.12.31.

빙하코어를 활용한 남극 빅토리아랜드 고해상도 기후·환경 복원연구

허순도

’18.01.01.~ ’18.12.31.

서남극 열개구조와 남극 중앙해령 하부의 맨틀 상호 연관성 규명

박용철

’18.01.01.~ ’18.12.31.

아문젠 빙붕소멸 속도와 해양변동 추세 연구

김태완

’18.01.01.~’18.12.31.

남극반도 연안해양시스템 변화 2050 전망 연구

안인영

’18.01.01.~’18.12.31.

극지유전체 101 프로젝트: 극지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

박 현

’18.01.01.~’18.12.31.

환경변화에 대한 킹조지섬 주요 육상생물의 생물반응 모델링기술 개발

이형석

’18.01.01.~’18.12.31.

극지적응 고유생물 유래 대사체의 상용화 구축사업

임정한

’18.01.01.~’18.12.31.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과 심부빙하/빙저호 시추 및 활용기술 개발

이종익

’18.01.01.~’18.12.31.

북극 해빙 위성관측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김현철

’18.01.01.~’18.12.31.

극지 기후변화/기상재해 예측 시스템(KPOPS)의 개발 및 활용 연구

김주홍

’18.01.01.~’18.12.31.

저농도 기후변화물질 분석기술 개발

박기태

’18.01.01.~’18.12.31.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장기생태연구 (JBG-LTER) - 한·뉴·이태리 3국 공동 platform 구축

최한구

’18.01.01.~’18.12.31.

북그린란드 고생대 동물 초기진화와 원시지구환경 규명

박태윤

’18.01.01.~’18.12.31.

북극 다산기지 주변 Kongsfjorden MIZ(marginal ice zone)에서의 해빙생태계 탄소흡수율 평가

하선용

’18.01.01.~’18.12.31.

극지 미세조류 유래 천연 세포보호 물질의 안정적 대량 확보 및 효능분석

김상희

’18.01.01.~’18.12.31.

얼음화학 특성연구를 통한 극지방 자연현상 규명 및 응용기술 개발

김기태

’18.01.01.~’18.12.31.

극지유전자원 기반 신규활성 항생제 후보 물질 발굴

이준혁

’18.01.01.~’18.12.31.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극지연구소

감사부

부소장

극지기후과학 연구부

극지지구시스템 연구부

극지생명과학 연구부

극지해양과학 연구부

극지고환경 연구부

K-루트 사업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해수면변동예측 사업단

정책협력부

미래전략실
KOPRI-NPI 극지연구협력센터

극지인프라운영부

극지유전체 사업단

국제협력팀
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

북극해빙예측 사업단

홍보팀
한-칠레 남극 협력센터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

기술지원실

기지지원팀

기획부

기획예산팀

행정부

지식정보실
총무자재팀

제2쇄빙연구선건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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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이원상

’18.06.01.~’19.05.31.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형성과정 연구

이종익

’18.06.01.~’19.05.31.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

강성호

’18.05.01.~’19.04.30.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탐사 및 해저메탄방출현상 연구

진영근

’18.05.01.~’19.04.30.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구조 및 기능 연구

김정훈

’18.06.01.~’19.05.31.

IODP Exp. 374의 로스해 해양-빙권 상호작용 이해를 위한 퇴적물의 지화학 연구

김성한

’18.04.01.~’19.02.28.

해양동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

박 현

’18.09.01.~’19.06.30.

환북극 동토층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및 유용물질 응용 기술 개발

이방용

’18.01.01.~’18.12.31.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

남승일

’18.05.01.~’19.02.28.

남극 장보고기지주변 해저지형 측량 및 해저지명 기초자료 조사

연구개발팀
인사팀
시설보안팀

사업관리팀
재무팀

발주처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 수탁사업
연구과제명

쇄빙선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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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발주처

이주한

’18.07.10.~’19.05.31.

국립해양조사원(용역사업)

북극 해빙 변화와 북극항로 운항조건 분석

신형철

’18.07.27.~’19.01.31.

해양수산부(용역사업)

남극특별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남극기지 환경관리에 관한 연구(5)

정호성

’18.09.12.~’19.05.31.

환경부(용역사업)

극한지 오일샌드 플랜트 모듈 건전도 검증을 위한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이방용

’18.01.01.~’18.12.31.

국토교통부

강-해양 인터페이스 지역에서의 유기탄소의 이동 연구: 금강 및 섬진강 시스템의 사례 연구

김정현

’18.04.01.~’19.02.28.

북극 토양 미생물 군집의 구조와 기능 분석 연구

이유경

’18.01.01.~’18.12.31.

남극 미소무척추동물 군집 분석과 환경 간 상관관계 분석

김상희

’18.01.01.~’18.12.31.

분화운석인 달운석과 화성운석의 영족기체연구

이종익

’18.01.01.~’18.12.31.

조현병 발병기작 및 약물타겟 연구를 위한 in vitro 3차원 세포 배양 및 in vivo 제브라피쉬 모델 개발

민슬기

’18.09.01.~’19.06.30.

해양 로봇을 활용한 극지 해양 환경 탐사를 위한 기반 기술 연구

윤숙영

’18.05.01.~’18.12.31.

부록

한국연구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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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연구과제

논문게재 실적
* NSC/SCI/SCIE 논문리스트만 수록

국내 학·연 극지연구진흥프로그램(PAP)
연구과제명

NO.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이지윤
(한국과학기술원)

’18.06.01.~’19.05.31.

기후변화가 이누이트의 생활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 nunavut를 사례로 -

이승호
(건국대학교)

’18.06.01.~’19.05.31.

개별기반 지역생태모형(Ecosystem Demography Model) 활용 극지방 관목 확장 과정 이해

김연주
(연세대학교)

’18.06.01.~’19.05.31.

성형진
(한국과학기술원)

’18.06.01.~’19.05.31.

김성룡
(서강대학교)

’18.06.01.~’19.05.31.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18.06.01.~’19.05.31.

극지 무인탐사 지원을 위한 다중위성군 고정밀/고안전성 지상기반 GNSS 보강항법시스템 개발 연구

미세유체칩을 활용한 완보동물의 특성 연구

극지 클로렐라의 형질전환을 통한 면역증강단백질 CSF의 발현 체계 확립

메스플럭스 모델링을 통한 북극해 유기수은의 기원 연구

극한환경에서의 Pop-up부이 활용 수중 관측자료 자동전송 시스템 시험 구축

남극의 환경샘플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연구

박재훈
(인하대학교)

’18.06.01.~’19.05.31.

한인식
(이화여자대학교)

’18.06.01.~’19.05.31.

발주처

논문

Byun, M. Y., L. H. Cui, et al. (2018). "Identification of Rice Genes Associated With Enhanced Cold Tolerance by Comparative Transcriptome Analysis With Two Transgenic Rice
1
Plants Overexpressing DaCBF4 or DaCBF7, Isolated From Antarctic Flowering Plant Deschampsia antarctica." Frontiers in Plant Science 9.

2

Cho, B. C., S. C. Hardies, et al. (2018). "Complete genome of streamlined marine actinobacterium Pontimonas salivibrio strain CL-TW6(T) adapted to coastal planktonic lifestyle."
Bmc Genomics 19.

3 Cho, M. H., A. R. Yang, et al. (2018). "Vegetation-cloud feedbacks to future vegetation changes in the Arctic regions." Climate Dynamics 50(9-10): 3745-3755.
4

Cho, S. M., H. Lee, et al. (2018). "Comparative transcriptome analysis of field- and chamber-grown samples of Colobanthus quitensis (Kunth) Bartl, an Antarctic flowering plant."
Scientific Reports 8.

5

Choe, Y. H., M. Kim, et al. (2018). "Comparing rock-inhabiting microbial communities in different rock types from a high arctic polar desert." Fems Microbiology Ecology
94(6).

6

Choi, Y., H. I. Yoon, et al. (2018). "Activation of Periodate by Freezing for the Degradation of Aqueous Organic Pollutant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2(9):
5378-5385.

7

Gal, J. K., J. H. Kim, et al. (2018). "Assessing the saponification effect on the quantification of long chain alkenones and the U-37(K ') paleothermometer." Geochemical Journal
52(6): 497-507.

8

Gal, J. K., J. H. Kim, et al. (2018). "Distribution of long chain alkyl diols along a south-north transect of the northwestern Pacific region: Insights into a paleo sea surface nutrient
proxy." Organic Geochemistry 119: 80-90.

9

Ha, S. Y., J. O. Min, et al. (2018). "Synthesis of mycosporine-like amino acids by a size-fractionated marine phytoplankton community of the arctic beaufort sea." Journal of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B-Biology 188: 87-94.

10

Han, D., Y. J. Joe, et al. (2018). "Application of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to Arctic sediments in the Chukchi Sea." Spectrochimica Acta Part B-Atomic Spectroscopy
146: 84-92.

11

Han, H. and H. C. Kim. (2018). "Evaluation of summer passive microwave sea ice concentrations in the Chukchi Sea based on KOMPSAT-5 SAR and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dat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09: 343-362.

12

Han, H. and H. Lee. (2018). "Glacial and tidal strain of landfast sea ice in Terra Nova Bay, East Antarctica, observed by interferometric SAR technique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09: 41-51.

13

Han, S. J., J. H. Yim, et al. (2018).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Yield, Activity, and Stability of a Cold-Active Protease from Pseudoalteromonas arctica PAMC 21717." Romanian
Biotechnological Letters 23(5): 14051-14055.

극지연구소
남극 연안과 외양에서 미세플라스틱 분포와 집적 과정의 이해

황진환
(서울대학교)

’18.07.02.~’18.12.31.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활동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연구

진성욱
(전북대학교)

’18.07.02.~’18.12.31.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 극지 미생물의 지방산 변화관측을 통한 membrane fluidity 변화 연구

양영헌
(건국대학교)

’18.07.02.~’18.12.31.

15

Hong, S. B., S. J. Jun, et al. (2018). "Improvement and performance testing of melting system for measurement of trace elements in firn core drilled at NEEM site, Gree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98(8): 725-742.

무엇을 편집할 것인가: 극지 유전자원의 기능진화 분석을 통한 단축진화 수행

이병하
(서강대학교)

’18.07.02.~’18.12.31.

16

Jang, G. I., C. Y. Hwang, et al. (2018). "Effects of heavy rainfall on the composition of airborne bacterial communities." Frontiers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12(2).

표적/비표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극지 신규 환경 오염물질연대기 및 거동연구

문효방
(한양대학교)

’18.07.02.~’18.12.31.

극한 환경 노출 장비의 작동 성능 확보를 위한 표면 Anti/De-icing 소재 개발

곽민석
(부경대학교)

’18.07.02.~’18.12.31.

최우익
(한국외국어대학교)

’18.11.01.~’19.10.31.

최원식
(부경대학교)

’18.11.01.~’19.10.31.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지역사회 변화 연구

북극온난화에 따른 중위도 제트 기류 이상 난동이 동아시아 대기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

14 Hong, J. M., S. S. Suh, et al. (2018). "Anti-Cancer Activity of Lobaric Acid and Lobarstin Extracted from the Antarctic Lichen Stereocaulon alpnum." Molecules 23(3).

17 Jang, K., Y. Huh, et al. (2018). "Diagenetic overprint on authigenic Nd isotope records: A case study of the Bering Slope."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498: 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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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스틴을 함유하는 뇌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뇌암의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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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한

박사

지구환경과학

Radar Data Assimilation for the Simulation of Heavy Rainfall Cases
over the Korean Peninsula Using Adjoint-based Methods

한향선

곽호제

석사

해양학

-

K-루트 사업단

책임연구원

김현철

김선빈

석사

행정학

-

미래전략실

극지고환경연구부

선임연구원

김성한

정창현

박사

기계정보환경학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11월)

극지고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유규철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12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정한

김형권

석사

메카트로닉스공학

-

기술지원실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9년 01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서태건

이재춘

학사

항해시스템공학부

-

쇄빙선운영팀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9년 02월)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책임연구원

김주홍

권오인

학사

건축공학

-

시설보안팀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9년 03월)

극지고환경연구부

선임연구원

김성한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연수연구원

김수관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연수연구원

Binu Mani Tripathi

UST우수논문상

극지 유전체 사업단

UST협동연구생

이창우

개척상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정한

극지기후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성중

기지지원팀

선임기술원(행)

이형근

극지해양과학연구부

선임연구원

김태완

쇄빙선운영팀

선임행정원

천회진

포상명

부서

직급

성명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08월)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선임연구원

박태윤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09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연수연구원

Binu Mani Tripathi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09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유경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10월)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선임연구원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10월)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이달의 KOPRI 과학자상(2018년 11월)
우수논문포상

부서

연구부서

연구지원
부서

박사학위 논문명

Development of a Swimming Humanoid Robot for Research of Human
Swimming

소속부서
해수면 변동 예측 사업단
북극 해빙예측 사업단

기술지원실

전재규 젊은과학자상

남극기지 월동대원
제5차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명단
분야

발전상

도전상

모범극지인상

우수직원포상

담당 업무

대장

유규철

•기지운영 업무 총괄
•외국기지와의 국제협력

총무

한지현

•기지운영 관련 실무 업무
•월동연구대 업무 일정 관리
•월동보고서 작성, 업무 연락 등

대기연구

유재일

•온실기체, 에어로솔 등 대기구성물질 측정을 위한 관측장비
운영, 자료 수집, 품질관리 및 처리
•대기조성 분석을 위한 주기적인 공기시료 채집 등

우주과학연구

권종우

•유성레이더, SATI, 전천카메라를 포함하는 고층대기 관측 장비의
운영, 자료 수집, 분석 및 처리

비고

•극지연구소

인사팀

선임행정원

전정아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계약직기술원

이민규

남극 세종과학기지

계약직기술원

이상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계약직연구원

권종우

쇄빙연구선 아라온

조기장

제상원

극지고환경연구부

계약직기술원

김효진

생물연구

김현중

•기지 주변 토양 및 해수 모니터링 등

지구물리연구

이동욱

•지진계, 지자기계, 중력계 등의 관측 장비 운영, 자료 수집, 분석 및 처리

해양연구

박상훈

•해양 관련 연구장비 운영과 자료 수집, 분석 및 처리

기상

김준형

•기상관측 및 예보, 관련자료 처리, 관측기 관리에 관한 업무

•기상청 파견

의료

채병도

•환자 치료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후송대책 수립

•가천대 길병원 파견

연구활동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

연수연구원

윤승태

북극해빙예측사업단

계약직연구원

이성재

기획예산팀

행정원

최영준

사업관리팀

행정원

황의현

기계설비

김승구

•안전한 기지운영을 위한 기계설비 운용 및 정비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지식정보실

기술원(행)

하삼식

냉동설비

노기영

•냉동냉장기, 담수화기 운용 및 정비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시설보안팀

선임기술원(행)

이기성

중장비

최지년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

극지기후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방용

보안유공자상

의료

시설유지

전자통신

장재원

•위성, 통신기기, 전자장비 운용 및 외부 연락

전기

권태균

•전기설비 운용, 전기배선 및 전자제품 수리

발전

장창원

•발전기관 운용, 정비 및 유지관리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연구개발팀

행정원

강동훈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연수연구원

정진우

안전

강신준

•기지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업무 담당

•소방청 파견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지희

조리

이희영

•조리업무, 식당 및 식자재 위생 관리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창의 제안 포상

2018 Annual Report of KOPRI

성명

기지운영

기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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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남극기지월동대원
제31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명단
분야

구분

성명

대장

홍순규

날짜
담당 업무

비고

•기지운영 업무 총괄
•외국기지와의 국제협력

기지운영
총무

대기연구

생물연구

연구활동

생물연구

고층대기연구

의료

이경하

박지강

이상우

•기상관측 및 예보, 관련자료 처리, 관측기 관리에 관한 업무

이상순

•가천대 길병원 파견

•안전한 기지운영을 위한 기계설비 운용 및 정비

•세종기지 제25, 27차
장보고기지
제3차 월동 연구대

윤영운

•냉동냉장기, 담수화기 운용 및 정비

중장비

박원석

•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 및 정비

발전

해상안전
조리

이상훈

이승철

진희성

손영익
공민규

•기상청 파견

•환자 치료 및 위급상황 발생 시 후송대책 수립

냉동설비

전자통신

전직원간담회

2018.01.18.

인천시 교직원 공감 연수 프로그램 방소

2018.09.29.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에어데이> 홍보부스 운영

2018.01.23.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행사

2018.10.01.-05.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 참가

2018.02.01.

남극 과학기지 월동연구대 해단식

2018.10.02.

2018 추계 체육대회

2018.02.21.-28.

가천갤러리 극지사진전

2018.10.04.

극지연구 30년 특집 강연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미지에서 미래를 만들다>"

2018.03.06.

덴마크 북극대사 방소
2018.10.05.

다목적 소형선박 세종1·2호 진수식

2018.03.14.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방소

2018.04.16.

극지연구소 개소 14주년

2018.04.26.

인천 뷰티-바이오 산업 R&BD연구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4.27.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 강화 교육

2018.05.24.-25.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2018.05.28.-30.

제24회 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

2018.05.31.

남극포럼/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2018.06.08.

2018.10.05.-11.30. 2018 극지체험전시회

•유성레이더, SATI, 전천카메라를 포함하는 고층대기
관측 장비의 운영, 자료 수집, 품질관리 및 처리

조갑환

조한나

2018.08.28.

2018.10.08.

주한노르웨이 대사 방소

2018.10.09.-30.

2018 인천 극지사진전

2018.10.10.

아라온호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

2018.10.16.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2018.10.23.-27.

대한지질학회 추계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2018.10.24.

이글루도서관 2018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특별상 수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역대 원장 자문세미나

2018.10.30.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제6차 월동연구대 출국

2018.06.10.-14.

제30차 COMNAP 회의 및 제18회 심포지엄 참가

2018.10.31.

2018/19 아라온호 남극항해 출항

2018.06.15.-26.

POLAR 2018 참가
2018.11.21.

인천지역 해양수산 분야 상생협력 협의체 <함께海> 발족 및
사회공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8.11.22.

2018 교육기부대상 기관 부문 수상

2018.11.27.

이정미 의원 방소

2018.11.29.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32차 월동연구대 출국

2018.11.30.

2018 전재규 학술대회/제28차 극지법연구회 개최

2018.12.01.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제5차 월동연구대 귀국

2018.12.04.-05.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2018.12.06.

<중앙북극해 공해상 어업협정과 과학협력> 국제 심포지엄

2018.12.07.

고 전재규 연구원 의사 15주기 추모행사

2018.12.07.-08.

북극써클 한국포럼

2018.12.10.-14.

2018 북극협력주간

•기지 주변 토양 및 해수 모니터링 등

기상

의료

2018년도 신년하례회

•기지 주변 토양 및 해수 모니터링 등

•마리안 소만 해양 환경 연구

•위성, 통신기기, 전자장비 운용 및 외부 연락

•세종기지 제19, 23차
장보고기지
제1,3차 월동 연구대

•전기설비 운용, 전기배선 및 전자제품 수리

2018.06.16.

연구소-중국극지연구소(PRIC) 간 업무협약 체결

2018.06.22.

한국해양정책학회 2018년 학술발표대회 및 특별세미나

2018.06.23.

2018 북극청소년연구단 21C다산주니어 선발 극지퀴즈대회

2018.06.27.

혈액동결보존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

2018.07.11.

외교부 제7기 글로벌 녹생성장 서포터즈 방소

2018.07.18.

인천경영포럼 아라온호 방선

2018.07.19.

2018 아라온호 북극항해 출항

2018.07.23.-24.

2018년 소방안전 체험교육

2018.07.23.-27.

인천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극지아카데미> 운영

2018.08.02.-09.

2018 북극연구체험단<21C다산주니어> 현지활동

2018.08.03.-05.

일본 극지연구소 <Open House Day> 참여 및
대한민국 극지연구 30년 홍보

2018.12.13.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부시장 방소/
웹어워드코리아 2018 공공블로그 분야 대상 수상

2018.08.22.

UST 학위수여식

2018.12.17.

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

2018.08.24.

제27차 극지법연구회 개최

2018.12.28.

2018년 종무식

•발전기관 운용, 정비 및 유지관리

•기지 체류인원에 대한 안전업무 담당
•조리업무, 식당 및 식자재 위생 관리

2018 Annual Report of KOPRI

내용

날짜

2018.01.02.

•극지연구소

•온실기체, 에어로솔 등 대기구성물질 측정을 위한
관측장비 운영, 자료 수집, 품질관리 및 처리
•대기조성 분석을 위한 주기적인 공기시료 채집 등

최봉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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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종

•기지운영 관련 실무 업무
•월동연구대 업무 일정 관리
•월동보고서 작성, 업무 연락 등

해양연구

기계설비

시설유지

박하동

내용

•국방부(해군) 파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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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2018 KOPRI
남·북극의 혹독한 환경을 오가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지연구소의 구성원들은 2018년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쉼 없이 달려온 2018년, 극지연구소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본다.

01.02.

2018 신년하례회

01.18.

교직원 인천 공감 연수 프로그램 견학

01.23.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기념식

04.12.

극지연구소 개소 14주년 기념 행사

02.01.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세종 제30차, 장보고 제4차) 해단식

03.06.

덴마크 북극대사 방소

03.30.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견학

04.26.

연구관리교육의 날

05.28~30. 제24회 국제극지과학심포지엄

05.31.

남극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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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본 2018 KOPRI

91

06.10~14. 제30차 COMNAP 회의 및 제18회 심포지엄

06.15~26. POLAR 2018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06.22.

한국해양정책학회 2018년 학술발표대회 및 특별세미나

06.23.

07.12.

북극아카데미 방소

07.23~27. 인천광역시 교원 특수분야 연수과정 2018 극지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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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 선발 극지과학퀴즈

06.27.

혈액동결보호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식

08.02~09. 2018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 현지활동

사진으로 본 2018 KOPRI

06.16.

극지연구소-중국극지연구소(PRIC) 업무협약 체결

07.11.

외교부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견학

08.22.

2018 UST 후기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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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18 추계 체육행사

10.04.

극지연구 30년 특집 강연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미지에서 미래를 만들다>

10.5~11.30. 2018 극지체험전시회

10.24.

이글루도서관 2018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특별상 수상

10.30.

UAE 환경부장관 방소

11.22.

2018 교육기부대상 기관 부문 수상

12.08.

북극써클 한국포럼 방소

2018
ANNUAL REPORT OF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12.10~14. 2018 북극협력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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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Annual Report of KOPRI

극지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 MoU 체결식

12.28.

2018 종무식

사진으로 본 2018 KO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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