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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Environment of the Arctic
북극은 대륙인 남극과 달리,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로서 중심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 북극과 남극의 차이 Overview of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있다. 북극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위 66.5°
이상의 북극권, 산림성장 한계선, 빙하 남하 한계선, 영구 동토선을 지칭하기
도 하지만, 보통 7월 평균기온이 10℃인 등온선 이북 지역을 뜻한다. 이 지역에는 보통 캐나다의 북극제도, 알래스카와

Division

The Antarctic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대륙, 이들로 둘러싸인 •남빙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
바다 (1,200만㎢)
(1,360만㎢)

러시아 북쪽, 노르웨이와 북대서양의 북쪽, 그린란드의 대부분과 스발바드 제도와 바다가 북극에 속한다.

북빙양(겗氷洋, Arctic Ocean)은 면적이 1,400만 ㎢로 지중해의 약 4배이며 전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하고, 평균 수심

The Arctic

Shape

•Eurasian and North American Continents, and
the Sea surrounded by those 12,000,000 ㎢)

•Huge continent surrounded by the Antarctic
Ocean (13,600,000 ㎢)

•16 ~ 6℃
(관측 최저온도 : -71.6℃)

•40 ~ 0℃
(관측 최저온도 : -89.2℃)

•16 ~ 6℃

•40 ~ 0℃

은 1,200m로 겨울에는 얼음으로 덮인다. 반면 여름에는 해안부터 얼음이 풀리며 북빙양 안쪽으로는 얼음이 얇아지고
약해진다. 북빙양의 대륙붕에는 광물자원이 많고 주변해역에는 주요 수산어장이 있다.
Annual Average
Temperature

The Arctic, unlike the Antarctic that is a continent, is the sea surrounded by the North American and Eurasian

(Lowest recorded temperature: - 71.6℃)

(Lowest recorded temperature: - 89.2℃)

•북극곰, 여우, 순록, 고래 등
•꽃피는 식물 180여종, 지의류

•펭귄, 크릴, 물개, 고래 등
•꽃피는 식물 2종, 지의류, 선태류

•Polar bear, fox, reindeer, whale, etc.
•180 species of bloomer, lichen

•Penguin, krill, seal, whale, etc.
•2 species of bloomer, lichen, bryophyte

•공해를 제외한 전 지역에 소유국 있음

•남극조약에 의해 관리
(영유권 인정 보류)

Continents. Most of its central regions are covered by ice. As the case may be, the Arctic is the term for the Arctic Circle
located at and above 66.5℃ degrees north latitude, timber line, marginal line for the glacier to move south, permafrost

Representative
Living Creature

line, etc. but the northern region in terms of isothermal line where the average temperature in July is 10℃ In this area,
normally Canadian Arctic Archipelago, Alaska and North Russia, Norway and northern part of North Atlantic Ocean,
most of Greenland and Svalbard islands and sea belong to the Arctic.
Arctic Ocean is 14,000,000㎢ in area, approx. four times the Mediterranean. It occupies 3% of the entire sea of the

Owner

world. It is 1,200 m in average depth. It is covered with ice during winter while the ice melts from the coastal area in

•There are the owners (nation) in the entire
region except the High Sea

•지구 환경변화 연구
•주요어장
•대규모 에너지자원 매장
•북극항로

winter. Ice becomes thin and weak inside the Arctic Ocean. Continental shelf of the Arctic Ocean is rich in mineral
resources. There are major fishing grounds in the neighboring waters.

Research Value

•Managed under the Antarctic Treaty

•인간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마지막 대륙
•지구 환경변화 연구

•Study of global environment changes
•Major fishery
•Large-scale energy resource buried

•The last continent that is yet to be
developed by humans

•Study on the change in global environment

남극세종과학기지
The King Sejong Station

Location

북극다산과학기지
The Dasan Station

남극장보고과학기지
The Jang Bog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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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Polar Research

/

/
/

/
/

* Venue of natural scientific experiment :
Complex mutual reaction among atmosphere, cryosphere, lithosphere, hydrosphere, and biosphere
* Archive of global environment :
Preserving the record of paleo-environment and paleo-climate of snow, ice, sediment, rock
* Optimal place for environmental change research :
Parameter of the change in global environment, climate factory of the globe
* Mine of natural resources : Fishery and living resources / oil & gas / mineral resources, etc.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파, 폭설, 폭염 등의 이상

Necessity of the study on climate change is growing

기후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following the recent frequent occurrence of abnormal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천연의 대기권, 지권, 수권, 빙권, 생물권으로 구성
된 과학 실험장인 극지는 지구환경변화에 가장 민
감하게 반응하여 환경연구의 척도 역할을 한다.

climate change such as cold wave, heavy snowfall, heat
wave, etc. caused by global warming.
Polar region is the venue of scientific experiment consisting
of atmosphere, geosphere, hydrosphere, cryosphere, and
biosphere of nature, which also plays a role of the parameter
for the environment research as it most sensitively reacts to

또한, 극지역의 퇴적물과 빙하 층에는 과거에 일

the change in global environment. In addition, its sediment

어났던 지구 환경, 생태계 변화의 흔적이 그대로

and glacier layer intactly preserves the trace of change in

간직되어 있어 이를 복원하면 앞으로의 환경변화

global environment and ecosystem that happened in the

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past. Therefore, restoring them could help forecast the
change in environment in the future.

극지에는 우리나라에 부족한 막대한 생물자원과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수산물의 생산량을 능가할 만큼의 수

Polar region has plenty of biological and underground

산자원도 있다. 영하의 극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이 형성하는 결빙방지 물질, 저온 효소, 자외선 피해 완화 물질 등

resources that are rarely found in Korea, and the fishery

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급속한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북극의 경제적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수 순환 및 해양 생태계 연구
Study on seawater circulation and marine ecosystem

resources that almost exceed global production.
Furthermore, anti-icing substance, low-temperature
enzyme, material that reduces ultraviolet damage, etc. that
are created by the living creatures to adapt themselves to
the polar region environment under subzero temperature

해양퇴적물 연구
Study on marine sediment

can be applied industrially, which enhances its economic
value. Especially as the Arctic sea route is opened following
the rapid thawing of the Arctic Ocean due to the recent
global warming, the economic potential of the Arctic is
growing mor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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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tic Research History in Korea
우리나라의 북극 연구는 1990년대 초 기초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1999년 중국 쇄빙선‘설룡’
호에 편승해 베링해와

사진 1.2. 다산기지 설립 기념식(2002. 4. 29)

Ceremony mark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asan Station
(29th April 2002)

척치해 해빙의 미세조류와 식물플랑크톤을 채집하면서 첫 현장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진 3. 다산기지 확장 기념식(2003. 4. 8)

Ceremony marking the expansion of the
Dasan Station (8th April 2003)

우리나라는 남극 연구에 이어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4월 캐나다 이콸루엣에서 개최된 국제북극과학위원
회(IASC)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북극해 연구 현황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2002년 4월 네덜
란드 그로닝엔에서 개최된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가로 가입하였으며, 마침내 북극에 다산과
학기지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북극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사진 4. Pole to Pole Korea 북극연구체험단 운영(2005~)

Operation of Civilian Field-trio to Korea Arctic Station

사진 5.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다산기지 방문 (2009. 9. 1)

U.N. Secretary-General Mr. Ban Ki-moon visiting the
Dasan Station (1st September 2009)

사진
3.

The Arctic Research in Korea began from the basic survey and research in the early 1990s. Since then, the first
field survey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1999 when the team collected micro-algae and phytoplankton
from the sea ice on the Bering Sea and Chukchi Sea boarding on the Chinese icebreaker ‘Xue Long’.
As resul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rctic following the research on the Antarctic, Korea
participated in IASC meeting held in Iqaluit, Canada in April 2001 as an observer and announced the status of
activity for the Arctic Ocean research. Afterwards, Korea became an official member in IASC meeting held in
Groningen, Netherlands in April 2002, and finally established the Arctic Dasan Station to perform its Arctic
Research in full scale.
사진
1.

사진 4.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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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tic Dasan Station
우리나라는 북극의 환경 및 기후 연구를 위하여 2002년 4월 노르웨이령 스발바드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에

For the study of arctic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Korea inaugurated the Arctic Dasan Station in Ny-

다산과학기지를 개설하였다. 기지촌의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 보수는 노르웨이 킹스베이사와 계약에 의거,

Ålesund, Spitzbergen Island of Norway in April, 2002. The station is operated economically as the station is

임대하여 사용되므로 경제적인 기지 운영이 가능하다. 기지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은 없으며, 연구원들이 연구 목적상

rented from Kings Bay of Norway on the contract which covers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all facilities

원하는 기간만 체류하며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of the station. No researchers are stationed in the station for maintenance and researchers stay during
the period they need to for their research in the location.

개소일

2002년 4월 29일

위

스발바드군도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

Opening
치

29th April 2002

(78°
55´N / 11°
56´E, 서울로부터 약 6,400㎞)
Location
건물현황

216㎡(65평) 임대

운영방식

비상주(위탁관리, 하계연구대 약 60명/년)

Ny-Ålesund, Spitzbergen Island, Svalbard Archipelago (78°55°´N / 11°56°´E, approx. 6,400㎞ from Seoul)
Floor Space

주요 연구활동

216㎡

* 대기관측 연구
* 고층대기환경변화 연구

Personnel

* 극한지 유용 생물자원 연구 등

approx. 60 in summer
Major research activities
* Aeroscopy
*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upper atmosphere
* Antifreezing proteins and useful materials
* Microbial diversity of permafrost
* Isolation of uncultivable marine bacteria
* Lichens and symbiotic bacteria

북극다산과학기지
The Arctic Dasan St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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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Alesund Station Village and its
Surroundings
Overview
Ny-Ålesund was previously a coal-mining town but now operated as the international station village for the
research of the Arctic environment. Ny-Ålesund is appropriate for the Arctic research as it is not far away from
the cultural sphere in spite of its existence on the high latitudes. Operation of the station village is managed by
King’s Bay of Norway that was previously operating a coal mining company. They systematically provide all the
convenience services including facility management.
In order to get to Ny-Ålesund, there are flights from Oslo of Norway to Longyearbyen of Svalbard Islands;
2~3 times flight a week from Longyearbyen to Ny-Ålesund.

Surrounding Status
There are 11 countries operating the stations such as Norway, U.K., Germany, France, Netherlands, Sweden,
Japan, Italy, China, and India, including Korea.
니알슨 기지촌 / Ny-Ålesund Station

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니알슨은 원래 탄광촌이었으나,
현재에는 북극 환경연구를 위한 국제기지촌으로 운영
되고 있다. 니알슨은 고위도 선상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 문명권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극연구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기지촌의 운영은
과거 탄광회사였던 노르웨이의 킹스베이사에서 주관
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를 비롯한 모든 편의 서비스를

일본 기지 (1990년 설립)
Japanese Station (Established in 1990)

독일 기지 (1991년 설립)
German Station (Established in 1991)

영국 기지 (1991년 설립)
British Station (Established in 1991)

이탈리아 기지 (1997년 설립)
Italian Station (Established in 1997)

노르웨이 기지 (1999년 설립)
Norwegian Station (Established in 1999)

중국 기지 (2004년 설립)
Chinese Station (Established in 2004)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니알슨으로 가기 위해서는 런던 또는 프랑크푸르트를

니알슨 기지촌(다산기지) 가는 길
How to get to the Station Village (Dasan), Ny-Ålesund

경유하여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스발바드 군도의
롱이어비엔까지 항공편을 이용한다. 롱이어비엔에서 니알슨으로는 일주일에 2~3회의 경비행기편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기지촌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11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12번째 북극 기지를 보유한 국가이다.

14

*from. http://www.kingsbay.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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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ctivities of the Arctic Research

Research on the Arctic Atmosphere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순환

It becomes the topic of major research to

을 이해하는 것은 주요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 순

understand the circulation of CO2 that is one of

환 중 해양과 대기 간에 이루어지는 이산화탄소 교환량

the main causes of climate change. Of such

추정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circulations, especially the estimate of the
exchanges of CO2 appearing between the ocean

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다산과학기지에 자동기상측정

and the atmosphere is reported to be of large

시스템 및 미기상 플럭스 측정시스템을 설치(
‘03년 8

uncertainty. As part of this study, the Arctic

월)한 후, 지속적인 관측과 자료를 획득하여 기상변화

Dasan Station installed an automatic climate

특성과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교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

observation system and micrometeorological

하고 있다. 또한 구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중 입

and flux observation system in August 2003 to

자 연구를 스웨덴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perform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제플린 관측소에서 스웨덴-노르웨이 연구팀과 공동으로

climate change and exchange of energy and

구름입자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CO2 through keeping on observing the weather

해빙 시 토양시료 채취
Collection of soil during thawing

and obtaining the relevant data. In addition, the
KOPRI is jointly studying the atmospheric particles affecting the cloud formations in a collaborative manner with
the Swedish research Team, and also observing the concentration of cloud condensation nuclei jointly with
Sweden-Norway Research Team in Zeppelin station.

지금까지 북극은 우리의 실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는 지
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실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까지 밀려 내려옴으로써

Study on the Arctic Oscillation

간헐적으로 겨울철 한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The Arctic has been recognized as the area not much related with our daily life up to now, but it is reported to

겨울철 한파의 강도가 강해지고 전보다 더 자주 한파가

sporadically affect the cold wave in winter season as the cold air of the Arctic comes down to the middle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히 감

latitude area where Korea is located. Recently the intensity of cold wave in winter season is reported to get

소 추세에 있는 북극 해빙의 양과 그에 따른 시베리아
강설량의 증가가 북극진동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한반
도 주변에 한파가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 한파 예측에 적용하고 있다.

16

다산기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자동기상측정시스템 및
미기상 플럭스 측정시스템

Automatic Meteorological Observation and
Micrometeorological Flux Measurement Systems in
Dasan Station

stronger and appear more frequently than ever. Furthermore, the rapidly decreasing Arctic sea ice and the
consequently increasing snowfall in Siberia results in the weakened Arctic Oscillation. Ultimately the
weakened Arctic Oscillation causes more frequent occurrence of cold wave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mechanism, is applied in forecasting cold surge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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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ctivities of the Arctic Research

Paleoceanography in the western Arctic Ocean
On September 16th, 2007, Arcticseaicereacheditslowestextentwhichwasapproximately 40% below the 1978~2000
average summer minimum since satellite observation began in 1979. Over the western Arctic Ocean adjacent to
the North Pacific Ocean, the sea ice disappears every year causing severe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Arctic
research team of KOPRI is currently carrying out to reconstruct high-resolution paleoceanographic changes
from the western Arctic Ocean sediments retrieved using the ice-breaker R.V. ARAON. Our studies on past
climate change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current changes in marine environments caused by the reduced sea
ice in the western Arctic Ocean, and also provide valuable data to identify climate processes and climate-driven
mechanisms.

Study on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rctic Ocean and the Antarctic Ocean
2007년 9월 16일, 북극해의 얼음이 40% 감소
Earth Observatory web site from NASA (http://earthobservatory.nasa.gov)

The bi-polar oceans in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face a
serious change due to the influence of global warming.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these

1979년 위성으로 해빙이 관측된 이후, 북극해빙의 면적은 2007년 9월 16일에 가장 최소값을 기록하였다. 이는

oceans from biological, biogeochemical, geological and

1978~2000년 동안 여름의 평균 해빙면적보다 약 40%가 감소한 값이다. 특히 북태평양과 연결된 서북극해는 매년

physical aspects that are changing continuously in order

여름 해빙이 가장 많이 녹아서 해양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극지연구소는 쇄빙연구선「아라온」
을 이용

to find out which impact the current climate change would

하여 시추된 서북극해 해저 퇴적물에 기록된 과거의 기후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복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의 기후변화 연구를 통해 서북극해 해빙감소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give to the system of these Oceans. Therefore,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 occurring in the both oceans
toward the Pacific Ocean (the Arctic Chukchi sea/Beaufort
Seas and the Antarctic Ross Sea) and to detect the

단계별 북극해 연구해역
The Arctic Ocean Research Area by Steps

changes of structure and processes in the water column
and subsurface in the Arctic (Chukchi and Beaufort Seas)
양극해(북극해와 남극해) 주변 해역은 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가 양극
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양극해의 생지화학적, 지질학적, 물리적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태평양쪽 양극해역(북극 척치해/보포트해와 남극 로스해)에서 일
어나는 급격한 환경변화 현상 이해와 시·공간 규모의 해수(수층) 및 해저 환경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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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Antarctic (Ross Sea) regions in a space-time
scale. This research activity would enable to build the
comparison and observation network integrating the bipolar oceans and secure the variable data of two polar
oceans influencing on the climate of Korean Peninsula,

이 연구 활동을 통해 양극 통합 비교 관측망 구축과 한반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양극해 변동 자료 확보 등으로 글로

and is expected to ultimately suggest the international role

벌 이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for solving the global issues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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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육지의 24%를 차지하는 동토층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20~30년 동안 빙하가 녹아 새로운 토양이 노출되
었고 동토의 융해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토 상층부에는 약 7,000억~9,500억 톤의 유기탄소가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대기에 존재하는 유기탄소 7,500억 톤보다 많은 양이다. 동토층이 녹으면 미생물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져 유기물질 분해가 촉진되면서 온실가스의 방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
처럼 생태계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다산기지 주변 빙하 후퇴 지역인 베스트레 빙하와 어
스트레 빙하에서 토양 미생물 군집 구조와 토양 유기탄소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북극 해빙면적의 변화는 극지해역 해양의 복사
열을 높여 해양생태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산기
지 주변은 대서양에서 올라오는 난류에 의해 다른 고위도권과는
다른 해빙생성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해양의 특성에서 해빙과 해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change in the Arctic Circle Permafrost
Permafrost occupying 24% of the land of the northern hemisphere
comes to expose new soil as result of the thawing of glacier for the
past 20~30 years due to global warming, and furthermore the
thawing of permafrost itself is being under progress in a severe
degree. The upper layer of the Permafrost is estimated to contain
the organic carbon in approx. 700~950 billion tons, which is the
volume of organic carbon in excess of the air at moment (750 billion
tons). Thawing of permafrost may promote the degradation of
organic compound as result of the active metabolism of
microorganism, which increases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and consequent acceleration of the warming. KOPRI is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ecosystem change on the
climate change, for which, it carries out the study on exploring the
soil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 of soil
organic carbon in the Vestre Glacier and Austre Glacier-glacier
retreat area near the Dasan Station.

양생태계 상호간의 작용은 지구온난화 연구에 중요한 관측 증거를

다산기지 주변 베스트레 빙하 후퇴 지역에서의 연구 활동
Research Activities in the Vestre Glacier

제공한다. 극지해역에서의 해빙의 변화가 해양생태계에 주는 영향

Study on mutual reaction between
Polar Region Climate System using Satellite

을 파악하기 위해 해색(Ocean Color) 원격탐사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탐사의 정밀도 검/보정(CAL//VAL)을 위해
해수에서 일어나는 빛의 변화와 식물플랑크톤의 특성을 다산기지
주변 해역에서 연구하고 있다.

*

다산기지 주변 해역에서 해수면 원격탐사반사도 측정
Survey for remote sensing reflectance of sea level
near the sea adjacent to the Dasan Station

다산기지의 앞바다와 육상의 호수는 겨울철에 얼음으로 뒤덮인다.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Change in the sea ice extent on the Arctic by global warming is expected to cause change to the marine ecosystem
by raising the radiation heat in the Arctic sea. Especially, the ocean around Dasan station is influenced by the warm
current coming up from the Atlantic Ocean showing the feature of sea ice extent that differs that in the other high
latitude ocea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ea ice and the marine ecosystem around the Station can provide an
important evidence for global warming study. In order to asses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sea ice extent on
the marine ecosystem, the Station carries out the study using the ocean color remote exploration. The
characteristic of phytoplankton and the change in light filed in the seawater for the calibration/valid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Ocean Color data are surveyed near the sea adjacent to the Dasan Station.

얼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수의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생명체들은 주
로 박테리아(세균), 돌말과 같은 식물 플랑크톤, 곰팡이, 작은 동물 플랑크톤들이며, 해빙 속에서 박테리아가, 육상 호
수의 얼음 속에서 효모가 결빙방지단백질을 생산해내어 얼음 속 혹한을 이겨낸다. 극지생물의 이와 같은 독특한 저온
적응 기작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극지연구소에서는 결빙방지 단백질을 이용한 제대혈,
줄기세포, 혈액 등의 중요한 생물자원을 초저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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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ntifreeze Substance within Ice
The coastal water and the lake near the Dasan Station are always covered with ice in winter. It looks not likely
possible that any living things can survive in those waters but many tiny living things are moving alive when we take
a look under the microscope. These organisms include mainly bacteria, phytoplankton such as diatom, mold, and
fine zooplanktons. Bacterial cells within the sea ice and yeast cells within the lake ice produce antifreeze proteins to
endure the severe cold temperature. Since this cold adaptation mechanism of polar organisms could be applied to
the real life, studies on long-term storage of important biological resources such as cord blood, stem cells, blood by
using ice-binding protein at ultra-low temperature are being carried out.

21

The Arctic

Major Activities of the Arctic Research

Study on the low-temperature adapted
organism metabolome in the Sub-arctic Circle

아북극권은 북극권 이하 북위 50도 이상 지역
을 말하며, 아북극권의 생물들은 저온, 건조,

The Sub-arctic circle represents the area located at the 50 degrees north above the Arctic Circle. The living things of

자외선 등 극지환경과 매우 유사한 환경조건에

the Sub-arctic circle live in the environment very similar to that of polar region such as low temperature, dry climate,

서 서식한다. 또한, 극지방 저온생물의 모태로

ultraviolet, etc. In addition, it is recognized as the matrix of the low-temperature living things of the polar region.
Therefore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e Sub-arctic circle are the useful biological materials for the study on the

인식되고 있어 아북극권의 생물자원은 북극권

variety and adaptation mechanism of the low-

저온생물들의 다양성 및 적응기작 연구를 위한

temperature living things of the Arctic Circle.

좋은 생물재료이다. 이에 아북극권 지역에 서

Accordingly, the Station is building the ground

식하는 저온 적응생물의 확보와 그 생물들로부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the purpose

터 얻어진 대사체를 이용하여 바이오신소재 탐

of securing the low-temperature adapted

색 및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기반을 구축
하고 있다. 현재 아북극권에 위치한 러시아, 몽골

organism living in the Sub-arctic circle,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저온적응 자생생물

다양한 아북극권 저온적응 식물들
Low-temperature living things in the Sub-arctic Circle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대사체를 대상으로 항산

A. Sphagnum belticum
C. Pynra asozilfia

B. Cillonelia norgitas
D. Arctosfaphylos arbutifolia

exploring and developing the bio new
materials by means of metabolome obtained
from such organisms. Currently, the Station

화제, 항생제, 항암 등의 효능을 가진 바이오신

has secured the specimen of the low-

소재를 탐색하고 있다.

temperature adapted organism through joint
research with Russia, Mongolia, etc. located in
the Sub-arctic circle and is exploring the bio
new materials good for antioxidant, antibiotic,

다산기지 주변에서 채집하여 계대배양 중인 북극산 호냉성 미세조류
Psychrophilic polar microalgal cultures collected from near Dasan Station

A. Cylindrocystis sp.;
D. Leptolyngbya sp.;
F. Chlamydomonas nivalis;

B. Haematococcus sp.;
E. Meridion circulare;
G. Nostoc sp.

C. Pinnularia sp.;

and anticancer focusing on the metabolome.

북극해에서 광합성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1차 생산자인 미세조류와 해조류를 다산기지
주변에서 채집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성과 계

Research on diversity, phylogeny and
biogeography of algae near the Dasan Station

통 및 생물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지 주변에서 채집하여 순수 분리한 해산 미
세조류 67주와 담수산 미세조류 43주를 극지
미생물배양실(KCCPM)에서 계대배양하고
있으며, 녹조류 9종, 갈조류 18종, 홍조류 9종
등 총 28속 32종의 해조류를 대상으로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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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RI has been collected microalgae and seaweeds, that play a most important role in photosynthesis in the
다산기지 주변 암반 해안에 우점하는 대형 갈조류
Some dominant kelps in the rocky shores near Dasan Station

Arctic Ocean, near the Dasan Station and carried out the studies on their diversity, phylogeny and biogeography.

A. Saccorhiza dermatodea;
C. Laminaria digitata;
E. Laminaria solidungula

Currently 67 strains of marine microalgae and 43 strains of freshwater microalgae have been collected near the

B. Alaria esculenta;
D. Saccharina groenlandica;

Station and then purely isolated, and sub-cultured in KCCPM. Seaweeds including nine species of green algae, 18

분자 형질에 기초한 다양성과 계통 및 생물

species of brown algae, and nine species of red algae (total 28 genera and 32 species) have been also used for the

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tudies on their diversity, phylogeny and biogeography based on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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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ed
with the Arctic
과거 북극(해)는 미·소 냉전에 의한 군사적 이유로 접근이 어려웠으나, 1987년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

In the past, access to the Arctic (Ocean) was limited because of military reason under the cold war between U.S.

로 개방이 이루어졌다.

and Soviet Union, but it was open to the world since the Murmansk Declaration made by Gorbachev in 1987.

최근 들어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극(해)에 집중되고 있으

As the global climate change emerges as the common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se days, the

며,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로

Arctic (Ocean) attracts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Each country expands its activity of observation

인한 자원개발, 항로개척의 가능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nd research related with climate change caused by global warming, while increases its concern about the
new fields such as resource development,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sea route following the rapid reduction

현재 북극(해)연구는 개별 국가단위의 연구보다는 국가 간 협력체제에 기반을 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극스발바드종합관측망구축사업 기획연구(SIOS-PP), 그린란드 빙하시추 프로그램(NEEM)
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of the Arctic sea ice.
Currently the study on the Arctic (Ocean) is mainly represented by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gram based on inter-nation collaboration system rather than the research in the unit of individual country.
Korea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uch as SIOS-PP, NEEM, etc.

그린란드 빙하시추 프로그램
North Greenland Eemian Ice Drilling (N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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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ctivities related
with the Arctic
Arctic Council

Forum of Arctic
Research Operators (FARO)

북극권 환경보호와 원주민 보호(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북극해를 둘러싼 8개국(미국, 캐나다, 핀란드, 러시

Inter-nation governmental forum among 8 countries

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국가 간 정부포럼이다. 북극이사회 정식 옵저버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U.S.A, Canada, Finland, Russia, Norway, Denmark,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폴란드, 스페인, 영국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이탈리아, 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잠정 옵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Iceland, Sweden) that border the Arctic Ocean for the

established in 1998 for the purpose of smooth

sustainable growth of the Arctic Circle including

distribution and operational support in the Arctic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protection

research activity. Members include Canada, China,

(welfare) of the native. The official observers of the

Chechen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북극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1990년에 출범한 비정부

Arctic Council include Netherlands, Germany,

Germany, Ic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orway,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은 북극권 국가 8개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북극권 국가 11개국 등 총 1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France, Poland, Spain, and U.K. while Korea, China,

Poland, Korea, Russia, Sweden, U.K., U.S.A, etc. (18

2002년부터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Italy, EU, Japan, and Singapore attend it in the

countries). Korea has once served as Executive

capacity of interim observer.

Director.

북극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 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로 구성된 비정부 과학기구로서, 한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6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쇄빙연구선「아라온」
’을 기반으로 태평양북극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

Ny-Å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 (NySMAC)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launched in

launched in 1990 to encourage and promote

1994 to enhanc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all the countries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Ny-

that attend the Arctic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lesund Station Village area where the Dasan Station

북극연구에 있어 원활한 보급 및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된 비정부 국제기구이다. 회원국은 캐나다,

Members consist of 8 countries in the Arctic Circle

is located. Members are 11 countries that perform

중국, 체첸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

and 11 in non-Arctic circle (19 in total). Korea has

research activity in the Ny-?lesund Station Village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served as the vice chair since 2002.

including Korea.

그룹 내에서 활발한 국제공동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Pacific Arctic Group (PAG)

Arctic Science Summit Week
(ASSW)

다산기지가 있는 니알슨 기지촌 지역에서 과학연구 활동 간 협력 및 조율을 증진하기 위해 1994년에 출범한 비정부기

Non-governmental scientific organization consisting

구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니알슨 기지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11개국이다.

of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in the Pacific

Largest-scal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rim region that perform the Arctic scientific research

related with the Arctic research held for building the

where Korea, China, Canada, Russia, U.S.A, and

cooperative and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Japan (6 countries) attend as the members. Through

thereby performing a variety of joint research and

북극 관련 전 연구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동연구 및 협력 활동을 위하여 매년

the feedback of icebreaker ARAON, Korea actively

collaborative activity among the countries in the

개최되는 북극연구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2011년에 총 23개국 3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carries out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tivity in

research field related with the Arctic. Korea has

this organization.

successfully held the 13th ASSW in 2011 where

나라에서 제13회 동 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approx. 300 researchers from 23 countries 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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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N」
다산은 조선후기의 학자이며 문신으로서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Dasan is the pen name of Jeong Yak-yong, a scholar and civil minister during the late Joseon

(1762~1836)의 호이다. 다산은 정치와 문학에 전념하였고, 유네스코

Dynasty who compiled Practical Thought (1762~836). Dasan was devoted to politics and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을

literature, and simultaneously a scientist who greatly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축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한

Hwaseong Castle in Suwon of Korea that is renowned to have been designated as the relic of

학자답게 정치·경제·역리·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

value in the world history by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s the scholar who
compiled Practical Thought, he left a legacy of many works about all the fields of study such

학·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as politics, economy, divination, geography, literature, philosophy, medicine, pedagogy,

5백여 권에 달하는 저술들은 깊고도 넓은 학문세계로 오늘날까지 살아

military science, natural science, etc. These books amounting to approx. 500 volumes

있는 우리의 고전이 되고 있다.

contain so deep and broad state of learning that they are still regarded as our live classics.

다산은 정치적인 감각에도 뛰어나 28세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고, 33세에 예문관과 함께 홍문관의 교리 및 수찬벼슬에 올랐으며,
화성 축조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거중기’
를 비롯한‘녹로’
와
‘유형거’
를 발명했다.

Dasan was even good at the political sense. He took up a public office since having passed
「다산」정약용

the state examination at the age of 28. At his age of 33, he became the Yemungwan (Hallim)
and simultaneously served as the Gyori and Suchan at the Hongmungwan. He invented
‘Nokro’ and ‘Yuhyeonggeo’ including ‘Geojunggi’ at the time when the Hwaseong Castle
construction work has begun.

다산은 평생 생각과 용모, 언어와 행동에서의 의로움과 함께 학문 연구
에 몰입하였으며, 백성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바탕하여 '수기 修己'로

Dasan was always devoted to the scholarly research for his life with the resolute attitude in

서의 육경사서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치인 治人'으로서 국가의 총체적

accordance with righteousness in his thought, feature, language, and behavior. Based on

개혁서라 할 수 있는 <경세유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적어놓은

endless affection of the people, he wrote <Mokminsimseo> that explains the actions to be

<목민심서> 등을 저술하였다.

taken by the Mokmingwan (governor) as well as <Gyeongseyupyo> that is a comprehensive
reform guide for politician

우리나라의 북극과학기지의 이름은, 다산의 이러한 학문적 열정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폭넓은 사고를 기리고 되새기기 위하여,‘다산’
이라
명명되었다. 이는 오늘까지 면면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세계적인 그의
사상과 정신을 재고취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 한 그의 위대성을

The Korean Arctic Station was named as ‘Dasan’ to celebrate and meditate such scholarly
passion and broad scientific thought of Dasan. This was originated from the purpose of
inspiring the people his global thought and spirit that has been continued up to now and of
broadly propagating his greatness that have priority to the state and people.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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