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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지구 기후변화는 국제 주요이슈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권에서는 북극해와 동

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온실기체, 에어로졸 등 대기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토의 얼음이 녹아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개방

있으며, 최근 EU의 지원을 받아 스발바르 지역의 연구 확충 및 공동연구 활성화에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 국가들 사이의 자원 선점에 대한 경제적 이해 대립으로 북극

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제12차 북극과학최고회의를 서

의 과학적, 정치·외교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북극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학 활동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극은 북위 66.5도 이북 지역을 지칭하며, 산림성장의 한계선, 북극에서 떠내려
오는 유빙이 남하하는 한계선, 또한 사계절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동토층 한계선

북극의 온난화 진행은 동토층의 화학적·공학적 특성 변화는 물론 물리적으로

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후학적으로는 7월 평균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인 지역

북극 진동의 패턴을 변화시켜 우리나라의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을 북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북극은 멀고 먼 이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됩니다. 겨울의 한파, 여름의 폭염, 폭우, 태풍 등 한반도를 비롯한 북반구 기후가 급

고르바초프가 무르만스크 선언 발표로 러시아 북극권 개방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

격히 변하고 있기에 북극권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및 미래의 변화에

의 북극권 진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99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북극해 연안 8개

대한 예측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이 참여하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를 벗어나 연구 지역을 환북극권으로 넓혀 지구 온

는 북극권 정부 간 협의 및 정부 간 포럼인 북극이사회 설립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

난화에 의한 북극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후 북극이사회는 국제사회에서 북극권의 거버넌스로 자리 잡는 추세이며 비북
극권 국가들의 옵서버 활동이 가중되면서 북극권에 대한 과학적, 정치·경제적 중요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10주년을 맞아 『다산과학기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북

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9년부터 북극이사회에서 잠정 옵서

극 식물』을 발간하게 된 것은 더 할 수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극지 연

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식 옵서버 자격 취득을 위해 지속적 동향 파악 및 대응 정책

구 활동의 장을 넓히는 데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대한민국의 북극 연구기지인 다산과학기지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스피츠
베르겐 섬 뉘올레순 북위 79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다산과학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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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책을 보는 방법

1. 이 책은 2011년 8월에 뉘올레순(79˚ N, 12˚ E)과 롱이어뷔엔(78˚ N, 15˚ E) 주변

과명

식물 사진

사진 설명

식물에 대한 한글 설명

식물에 대한 영어 설명

에서 조사한 고등식물 총 15과 43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2. 식물의 학명과 기재문은 RØnning(1996)의 『 The Flora of Svalbard 』와 Alsos
et al.(2008)의 「 The Flora of Svalbard 」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 Alsos IG, Arnesen G, Sandbakk BE, Elven R (2008) The flora of Svalbard.

http://www.svalbardflora.net.
● RØnning O (1996) The flora of Svalbard. Norwegian Polar Institute, Oslo, 184 p

3. 식물의 한글명은 아래의 논문에 제시된 이름을 따랐으며, 한글명을 부여한 기
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규, 한동욱, 현진오, 황영심, 이유경, 이은주 (2012) 북극권 스피츠베르겐 섬의 관속
식물 국명 목록. Ocean and Polar Research 34:101-110.

1) 한글 명칭이 있는 경우 기존의 한글 명칭을 그대로 사용
2) 한글 명칭이 없는 경우 종소명의 의미를 고려하여 새롭게 한글명 부여
3) 종소명을 한글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학명이 식물종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영어 일반명을 번역하여 한글명 부여

식물 번호

4) 종소명 또는 아종명이 arctica, arcticum, borealis, -boreus, polaris 등인 경
우 한글명에 ‘북극’을 사용

학 명 한글명

5) 분포 지역이 북극에 국한되거나 원종이 북극권에서 발견되는 경우 한글명에
‘북극’을 사용

6) 한글 속명이 없는 경우 근연 속명에 ‘아재비’를 붙이거나 영어 일반명을 번역
하여 속명을 새롭게 부여

7) 동일 속명에 대하여 한글명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식물의 특징을 보다 잘 반영

학명

학명의 의미

식물의 형태

꽃과 열매

영어명

식물의 특징

포자의 특징

서식처와 분포지

하는 한글명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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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지역의
역사와
생태

긴털송이풀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북극의 얼음
이 1960년대에는 두께가 평균 3.1m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의 조사에서는 평균 1.8m로

40%나 감소되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온난화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 들어와 겨울에 얼
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북극의 수심 200m 부근에 따뜻
한 해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고위도 지역에는 일년 내내 얼어 있는 영구동토가 있다. 동토가 녹으면 대량의 메탄
가스가 방출되고 온난화가 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영구동토가 불연속으로 이어
지는 지대에서 지표의 온도는 얼음이 녹는 온도에 가까워 특히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
서 약간의 온도상승에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사이에 전부 녹아 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관심의 대상이다.

북극여우

북극제비갈매기

(오른쪽)
코벨기지 주변에서
토양 조사를 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연구원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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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노르오스트란데

뉘올레순
스피츠베르겐
바렌츠
롱이어뷔엔
에드게

바렌츠해

그린란드해

노르웨이해

스발바르 제도
뉘올레순 탄광박물관

북위 79도 근처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Svalbard) 제도는 이러한 영구
동토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기 좋은 지역이다. 스발바르 제도 전체 면

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개방된 곳이다. 1596년 네덜란드인 항해가 빌렘 바렌츠

적은 남한 크기 절반이 조금 넘는 6만 2700km , 노르웨이 북단 해안에서 바렌츠해 북

(Willem Barents)에 의해 재발견된 이래 1670년대에는 고래, 바다사자 등의 포획이 전성

쪽 약 650km 지점에 있다. 가장 큰 섬은 스피츠베르겐이고, 그밖에 노르오스트란데, 바

기를 이루었다. 그 후 약 250년간 다양한 유럽국가가 이곳에 발을 디뎠으며, 이곳에 다

렌츠, 에드게 등의 섬들이 있으며 섬의 85%는 빙하에 덮여 있다.

량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광산업이 시작되었다.

2

스발바르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바이킹 시절의 기록이 남아 있

스발바르는 1920년의 파리에서 맺어진 스발바르 조약으로 1925년 노르웨이 관할로
넘어갔지만,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조약국들은 스발바르 지역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
는 권리를 갖기로 했다. 노르웨이 땅이지만 사실상 국제 공유지가 된 것이다. ‘스발바르
조약’에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러시아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모두 39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명단에 없다.
스발바르는 육지의 60%가 연중 눈과 얼음에 덮여 있다. 해발 1,717m의 산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강이 일시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겨울은 평
균기온 영하 15℃, 여름은 평균기온 6℃이며, 연간 약 300mm의 눈이 내린다. 월평균 기
온이 0℃ 이상을 보이는 것은 6월부터 9월까지인 여름 4개월간이다. 7월에는 6.4℃로 가
장 높다. 식물은 지의류와 이끼류, 초본이 대부분이며, 키 작은 북극콩버들과 북극종꽃

네덜란드의 연구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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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등이 이곳에 자라는 나무들이다. 이곳에는 갈매기, 도요새, 흰멧새, 뇌조, 솜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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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 북극이끼장구채
(위) 베스트레 빙하 후퇴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연구원들
(오른쪽) 이끼류

리 등 160여 종의 새를 비롯하여, 1,800종의 해양 무척추동물과 북극곰, 북극여우, 순
록, 바다표범, 고래, 해마(Walrus)와 같은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으나 인간의 간섭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기지가 있다. 뉘올레순은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이 쉬우며, 상대적으로 높은 위도에 위

스발바르에는 우리나라 북극과학기지인 다산기지가 있다. 다산기지가 위치한 뉘올레

치하여 극지연구에 적격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세종기지(King Sejong Station; 62° 13´ S,

순(Ny-Ålesund)은 노르웨이가 운영하는 국제 과학 기지촌이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외

58° 47´ W)가 남위 62도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면 다산기지는 15도 이상 고위도에 자리를

에도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10개국의

잡고 있다. 위도는 높지만 날씨는 남극에 비해 훨씬 따뜻하다. 온난한 북대서양 해류가

뉘올레순 폐탄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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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많이 찾는
콩스피오르드 연안의 습지

코벨빙하기지의 빙하 후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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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콩스피오르드의 빙하
(아래) 코벨기지 주변 계곡

(위) 순록
(아래) 흑기러기

이곳까지 올라와서 같은 위도의 북극권 중에서 가장 날씨가 온화하다고 한다. 게다가
기지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를 노르웨이 Kings Bay사와 계약에 의해 임대하여 사용하
므로 경제적인 기지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지에 상주 인원이 필요 없으며, 필요시
연구원들이 원하는 기간만 체류하며 관측연구를 할 수 있다.
겨울이면 밤만 계속되는 이 춥고 어둡고 척박한 땅, 민둥산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
꿋하게 끈질기게 살고 있는 식물들, 이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대함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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