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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극지 소개

1. 왜 극지인가
2. 극지연구소 소개

극지로 가라! 기후변화를 알고 싶다면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세상. 지구 환경 변화의 전초기지인
극지는 기후 변화의 열쇠입니다.

1. 왜 극지인가
■■

빙하 소멸과 해수면 상승

과학자들은 극지의 얼음이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0m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극지는 눈과 얼음
으로 덮여 있고, 태양에너지의 70% 이상을 반사하고 있다. 이
눈과 얼음이 모두 녹게 되면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상 기후를 초래하고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온다. 또한 극지는 저위도 지역에 비해 온난화
현상이 진행되는 정도가 커서 기후변화를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천연의 자연과학 실험실이다.

■■

빙붕

극지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극지를 뒤덮은 얼음은 대부분의 태양열을 반사해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태양열이
더 많이 흡수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심층해수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심층
해수는 거대한 물의 흐름이 전 세계를 순환하여 열을 전달
해주기 때문이다. 북극 그린란드 해역과 남극 웨델해는 바로 이
심층해수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극지 빙하가 녹아내리면 심층
해수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지구 전체에 급격한 기후 변화를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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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다.

극지에 있다!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수만년 전의 빙하와 운석은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구와
우주의 역사기록 보관소입니다.

■■

빙하는 지구의 환경변화를 간직한 타임캡슐

매년 내리는 눈이 층층이 쌓여 형성되는 빙하는 눈이 내릴
당시의 대기 성분과 기후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얼어붙은 타임캡슐’이라고도 불린다. 빙하
코어를 통해 짧게는 계절 단위부터 길게는 수십만 년까지의
과거 기후변화, 가스나 에어로졸의 대기 성분 변화, 엘니뇨나
화산 폭발, 대규모 산불과 같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지구환경
변화를 알아 낼 수 있다.
빙하

■■

남극은 과거 지구의 환경기록을 간직한 곳

지구상에서 대륙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는 38억년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42억년 전에 대륙을 구성했던 암석이
동남극에서 발견되었다. 남극은 중생대까지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인도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대륙-곤드와나(Gondwana)
를 이루고 있었으며, 남극대륙이 그 중심이었다. 또한 남빙양
퇴적물 속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지구온난화, 바다 얼음 감소와
해양생태계 변화의 기록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퇴적물 속의
과거 지구 환경변화 기록을 복원한다면, 미래의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를 예측할 수 있다.
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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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의 잠재력! 자원의 보고
막대한 광물자원과 미개발된 수산자원 그리고 극지에 적응한
생물들은 미래 자원의 보고입니다.

■■

극지생물의 적응

극지의 생물은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도 살아간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극지생물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유동성이 높은 세포막으로
세포를 유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온충격단백질이나
분자샤페론이 활성화되어 단백질이나 DNA가 저온에서도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며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현재
세포내 얼음형성을 억제하는 결빙방지 물질과 저온에서도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저온효소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좀새풀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신물질의 보고

극지연구소는 응용가능성이 높은 극지생명현상을 연구 하여
유용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서 결빙방지
물질을 줄기 세포나 혈액의 냉동보존 등에 활용하는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온효소는 찬물에서도
단백질이나 지질 성분의 때를 잘 분해 하는 세제첨가물로
개발중이며, 극지 생물이 생산하는 2차 대사 산물을 통하여
항노화제, 항당뇨제, 항산화제, 면역활성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남극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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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지연구소 소개
■■

극지연구소 설립 목적

극지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국가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 역할 수행
■■

임무

극지 기초
및 첨단 응용
과학 연구

극지인프라
운영과 연구
활동 지원

극지과학
기술 정책 및
제도 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전문
인력 양성

국내 학·
연·산 협동
프로그램
개발/시행

극지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Vision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기관

경영목표 : 국
 민과 공감하는 문제
해결형 극지연구 체제 확립
3대 목표
•새로운 기후체제에 부응하는
극지기후변화 연구 역량 강화
•차세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극지 고유가치 창출
•국제 파트너십 및 학·연·산
협력체계를 통한 극지연구 저변 확대

연구 전략목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남극의
역할 규명
•콜드 러시(Cold Rush) 시대를
주도하는 전략적 북극 진출
발판 마련
•미답지 도전과 극지자원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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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1980년대

1985년 3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가입
1986년 11월 남극조약 가입(세계 33번째)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에 극지연구실 신설
1988년 1월 대한민국 제1차 남극과학연구단 파견
1988년 2월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1989년 10월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 획득(세계 23번째)

1990년대

1990년 7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정회원국 가입(세계 22번째)

2000년대

2002년 4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가입,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2004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2009년 11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완료
2009년 12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첫 출항

2010년대

2010년 7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 첫 출항
2013년 4월 극지연구소 청사 준공(인천 송도)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
2014년 1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차 월동연구대 파견
2014년 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
2015년 1월 극지종합상황실 설치
2015년 9월 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설치
2016년 7월 극지연구소 청사 2단계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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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

극지인프라
○○

남극세종과학기지 (한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
--남극 진출의 교두보(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연구 중심)
--준공일 : 1988년 2월 17일
--위치 :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62°13’S/58°47’W)※ 서울로부터 17,240km, 남미끝에서 1,200km, 극점에서 3,100km

--건물현황 : 건물 14개동 5,290㎡
--운영방식 : 월동연구대원 17명 내외 상주 근무 ※ 하계연구대 년간 약 100여명 방문
--주요연구분야 : 기후변화 · 해양 · 대기 · 오존층 ·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 기상관측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등

○○

북극다산과학기지 (극지연구 중심국 도약)
--북극의 기후와 환경 연구의 거점기지
--개소일 : 2002년 4월 29일
--위치 : 스발바드군도 스피츠베르겐섬 니알슨(78°55’N/11°56’E) ※ 서울로부터 6,400km
--건물현황 : 216㎡ 임대 ※ 니알슨 과학기지촌 공용시설 사용(現 10개국 사용중)
--운영방식 : 비상주(위탁관리 / 노르웨이 KINGSBAY AS) ※ 하계연구대 년간 약 60여명 방문
--주요연구분야 : 기후변화 · 고층대기 · 지질 · 해양 · 생태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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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극지연구 강국 발돋움)
--극지연구 영역 확대(천문, 우주, 빙하 등 남극대륙기반 연구 중심)
--준공일 : 2014년 2월 12일
--위치 :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74°37’S/164°12’E)

	 ※ 서울로부터 12,730km, 뉴질랜드에서 3,250km, 극점에서 1,715km

--건물현황 : 건물 16개동 4,661㎡
--운영방식 :월동연구대원 17명 내외 상주 근무 ※ 하계연구대 년간 약 80여명 방문
--주요연구분야 : 우주 · 천문 · 빙하 · 운석 · 등 대륙기반 연구, 빙권변화 기작 파악과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등

○○

쇄빙연구선 「아라온」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수행 및 기지보급
--건조완료 : 2009년 11월 2일
--쇄빙성능 : 1m 두께의 다년빙을 시속 3노트로 연속 쇄빙
--제원 : 전장 111.0m, 선폭 19.0m, 순항속도 12Knots
--중량/속도 : 7,507톤 / 12노트(경제항해속력)
--최대운항거리 : 20,000마일(70일) 무보급 항해
--승선인원 : 85명(승무원 25명, 연구원 60명)
--주요임무 : 남·북극 결빙해역에서 독자적인 극지연구 수행, 남극과학기지에 대한 물품 보급 및인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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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남극 개관

1. 남극의 자연환경
2. 남극의 역사
3. 남극의 거버넌스(Governance)

1. 남극의 자연환경
■■

지리환경

남극은 만년빙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남극대륙과 그 주변을 고리처럼 감싸고 흐르는 남빙양
(Southern Ocean)을 포함한다. 남빙양의 자연 경계는 남위 50°부근까지 뻗어 있으며, 크게
남극수렴선 이남의 남극권과 수렴선 이북의 아남극권으로 나눠진다.
남극수렴선이란 온도와 염분 같은 물리적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나는 바닷물 덩어리들이 서로
만나는 경계로서 대략 남위 50°에서 60°사이를 불규칙 하게 오르내린다.
수렴선 이남의 바닷물의 연중 수온은 -1.8℃∼4.0℃로 수렴선 이북의 남빙양 바닷물
(4℃∼10℃)보다 훨씬 차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남극권은 남극대륙과 남극수렴선 이남의
남빙양,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섬들을 일컫는다. 1999년 5월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정한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남빙양은 남극조약 경계인 남위
60°이남의 바다를 의미한다.

남극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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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의 넓이는 일 년 내내 얼음으로 덮인 바다인 빙붕(氷棚)을 포함해 1,360만㎢가 넘고
이는 지구 육지면적의 9.2% 정도가 된다. 유럽대륙이나 호주대륙보다 넓고 아프리카 대륙의
반이 넘으며 남아메리카대륙의 2/3가 넘는다. 인류의 대부분이 모여 사는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접근이 어렵고 자연환경이 가혹하여 인류의 관심이 적을 뿐, 남극 대륙은 결코
작은 대륙이 아니다.
우리가 남극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의 가장 남쪽에 있고, 보통 지도에서도
작게 그려져 작게 보일 뿐이다.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동쪽이 동남극이며 서쪽이 서남극
이다. 동남극이 서남극보다 더 넓고 기온이 더 낮고 얼음도 더 두껍고 더 오래된 지층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쪽으로 총 연장 2,200km에 달하는 남극횡단산맥이 지나간다. 남극횡단
산맥의 동쪽을 ‘큰 남극’, 서쪽을 ‘작은 남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극대륙의 평균높이는 2,300m 정도로 2위인 아시아대륙의 800m보다 훨씬 높다. 남극
에서는 지구에서 측정된 최저기온인 -89.6℃가 측정되었다. 바로 남극대륙 안쪽 고원지대에
있는 러시아 보스토크(Vostok) 기지에서 1983년 7월 21일 측정된 것이다. 이 기지는 해발
3,488m에 있어 백두산보다 더 높고 평균온도가 -55.4℃로 물이 아예 없다. 수분이란 모두
얼음이나 눈일 뿐이다. 기온이 -60℃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만든 모든 섬유가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진다. 단지 솜, 양털, 곰 가죽 등 자연섬유만이 이 혹한의 추위를 견딘다. 이렇게 낮은
온도가 바로 남극을 지상에서 가장 가혹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남극의 기온 및 블리자드

남극의 연평균온도는 -23℃로, 사람이 사는 곳의 평균온도가 15℃인 것에 견주어 보면
남극이 얼마나 추운 곳인가를 알 수 있다. 남극, 그 가운데서도 해안지방은 바람이 유난히
강한 곳이다. 남극에서도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인 동남극 커먼웰스만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22.2m/s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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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 25m/s 정도 되면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어지며 35m/s 정도가 되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40m/s가 넘는 경우 중심을 잃고 쓰러져 구르게 된다. 또 낮은 온도에서 바람이
세지면 사람이 느끼는 체감 추위가 훨씬 심해지므로 바람도 기온에 못지않게 무섭다.
남극 연안에서는 블리자드(blizzard)라는 강한 눈보라가 남극을 가혹한 세상으로 바꾼다.
눈보라가 심하면 수 미터 앞이 보이지 않으며, 보통 수일씩 계속된다.

남극세종과학기지 블리자드

■■

남극대륙의 지질현상

남극대륙에서는 다양한 지질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활화산, 온천, 지진, 화석 등을 발견할
수 있고, 석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과 금속자원이 있다. 그러나 남극 대륙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평균 2,160m의 두꺼운 얼음으로 98%가 덮여 있다. 해안과 높은 바위산 꼭대기를 빼고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는 거의 4,800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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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의 빙상(氷床)과 크레바스

남극대륙을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을 빙상(氷床)이라고 하는데, 얼음이 고체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도 천천히 움직인다. 예컨대 남극점 둘레에서는 연 10m 정도 대서양쪽으로 흘러간다.
흘러 내려가는 속도가 내륙에서는 연 2∼3m이나 해안 쪽으로 갈수록 빨라져 빙붕에서는 연
1∼1.5km나 된다.
얼음이 해안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낮은 곳을 채워 결국 빙붕에서는 평탄해진다. 이런 빙붕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깨지면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위가 평탄한 이른 바 탁상형 빙산이 된다.
빙산이 작으면 수백 미터 규모이지만 크면 100km에 이르고 면적이 1만㎢가 넘어 거대한 얼음
섬을 연상케 한다. 얼음은 흘러내리면서 아래 지형에 따라 갈라진다. 그 틈이 이른바 크레바스
이며 작으면 몇 십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크면 20∼30m 이상 되고 깊이도 수십 미터가 되며,
남극을 탐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된다. 더구나 크레바스가 눈으로 살짝
덮여있는 경우가 많아, 남극현장활동에 있어 큰 위험 요인이 된다.

남극의 크레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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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의 식생(植生)

북극과 달리 남극에는 나무가 없다. 단지 남극 잔디를 포함한 두 종류의 꽃이 피는 식물이 있을
뿐이다. 두 종류 모두 꽃이 너무 작아 확대경으로 보아야 보일 정도이다. 남극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이끼류나 선태식물이다. 드물게는 이끼류가 햇빛이 비추는 바위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틈에서 생장한다. 또 눈에서만 생장하는 붉은 색이나 연녹색의 눈조류가 있고 얼음 아래서만
생장하는 엷은 갈색의 얼음조류가 있다.
■■

남극의 서식동물

남극대륙에 서식동물은 해안가의 물개류와 조류가 주종을 이룬다.

남극 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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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은 서식지에 따라 북방 펭귄과 남방 펭귄으로 구분된다. 남극대륙 연안 및 남극반도
주변 도서에 분포하는 남방 펭귄으로는 황제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 아델리펭귄이 있고,
남극수렴선 부근의 아남극 도서에 분포하는 북방 펭귄으로는 왕펭귄, 마카로니펭귄, 바위뛰기
펭귄이 있다. (이 가운데, 여름철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번식하는 펭귄들은
젠투펭귄, 턱끈펭귄, 아델리펭귄이며, 간혹 황제펭귄과 마카로니펭귄이 몇 마리씩 찾아오기도
한다.)

황제펭귄 성체와 새끼

턱끈펭귄 성체와 새끼

젠투펭귄

남극의 여름에는 고래가 간혹 해안가까지 찾아오기도 한다. 남극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인 남빙양에는 흔히 남극새우로 알려진 난바다곤쟁이류(크릴)가 있다. 이 곤쟁이류는
아가미가 있고 일생을 물에 떠서 산다는 점에서 새우와 다르다. 크기가 4∼6cm인 이 난바다
곤쟁이류는 남극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의 먹이망에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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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오로라이다. 하늘이 불타듯이
붉게 되거나 초록색의 커튼이 나타나거나 노란색의 띠가 하늘을 휘감는 것처럼 하다가
사라지는 것 모두가 오로라이다. 오로라란 우주에서 지구로 날려 오는 전기를 띈 태양풍 입자
들이 지구자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대기성분과 부딪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로라는 지자기 남극점(남위 78°30 ’동경 111°)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0∼3,000km의
원형지역에서 나타나며, 극야기간 중에 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 위치한 테라노바지역에서도 잘
관측된다.

오로라

■■

극야(極夜)와 백야(白夜)

우리는 남극에서는 여섯 달이 밤이고 여섯 달이 낮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
밤이거나 낮인 날은 남위 66.5°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갈 때 생긴다. 예컨대 남극장보고과학
기지가 위치한 남위 74°에서는 낮과 밤이 약 3~4개월 씩 계속되며 이후에는 낮과 밤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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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극의 역사
■■

남극 탐험의 시작

인간의 남극에 관한 역사는 18세기말인 1773년 영국의 James Cook 선장이 최초로 남극권을
통과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774년 1월 Cook 선장이 이끄는 Resolution호(462톤)는
기록적으로 남위 71°까지 도달하였으나 끝내 대륙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1779년 Cook
선장의 사망 후 거의 반세기 동안 조직적인 남극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남극지역에서
고래와 물개 사냥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제임스 쿡 선장

■■

레졸루션호

남극대륙의 존재 확인

1820~1821년 사이에 러시아의 Fabian Von Bellingshausen, 영국의 Edward Bransfield와
미국의 Nathaniel Palmer가 동시에 남극대륙에 도달, 대륙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 후
1823년 영국의 James Weddell은 처음으로 Weddell해를 발견하였으며, 1820~1823년 동안
남극지역에서의 물개사냥은 최고수준으로 거의 60여척의 선박이 남셔틀랜드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840년 미 해군의 Charles Wilkes는 호주를 출발, 남극해안을 따라 2,400km를
항해하여 남극이 빙하로 덮힌 무수한 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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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최초의 남극 활동
남극의 본격적인 탐사는 20세기 초에 와서 시작되었다.
1902년 영국의 Robert Falcon Scott는 대규모적인 탐험대를
이끌고 빙하 위를 횡단, 남위 82.17°까지 도달하였으며, 이
당시 상당한 과학적인 탐사가 실시되었다.
그 후 아일랜드의 Ernest Henry Shackleton은 1909년 남극점
도달을 시도하였으나 남위 88.23°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로버트 스콧

■■

최초의 남극점 도달

인류 최초의 남극점 도달은 노르웨이의 Roald Engelbregt
Gravning Amundsen과 영국의 Robert Falcon Scott에 의해
1911년 12월 14일과 1912년 1월 18일에 각각 이뤄졌다.
1912년 11월 12일 영국 Scott 탐사팀 일행의 시체가 발견
됨으로써 비극 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35 파운드의 암석표본을 썰매에 싣고 있었다.
그 후 호주의 Douglas Mawson경이 남극 자극점에
도달하였고, 독일의 Filchner(1911년), 일본의 Nobu Shirase
(1912년)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탐험이 이루어졌고, 1929년
11월 28일 미국의 Richard Evelyn Byrd는 역사적인 남극횡단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남극대륙은 탐험의 대상만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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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날드 아문젠

■■

남극대륙의 중요성 인식 : 국제지구물리학의 해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 미국은 남극의 정치적·전략적·과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쇄빙선,
항공모함, 잠수함 등 13척의 선박과 4,0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Highjump작전을 통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만여 장의 항공사진 촬영과 2,000km에 달하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해안선을 발견하였다.
1957~1958년에 실시된 국제지구물리학의 해(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에 12개국의
67개 남극기지에서 5,000여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국제적 대규모 탐사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우주선, 자기학, 빙하학, 기상학, 지진학, 해양학 및 해양생물학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과학적 자료가 수집되어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Amundsen-Scott 남극과학기지
■■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남극의 국제적 공동연구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58년 국제과학연맹(ICSU)은 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를 구성하였다. 그 후 남극연구자들은 계속
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1959년 10월 15일 워싱턴에서 예비회담을 거쳐 1959년 12월 1일
남극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칠레 등 7개국에 의해 주장된 영토권은 동결되고, 남극대륙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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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의 거버넌스(Governance)
■■

남극조약체제
○○

남극조약(1959년 채택, 1961년 발효, 1986년 우리나라 가입)
--평화적 목적의 이용(제1조) 및 군사적 행위, 핵폭발, 핵폐기물 처분 등의 금지(제5조)
--과학적 조사의 자유(제3조)
--영유권 주장의 동결(제4조), “이 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자국의 영유권 주장
또는 타국 영유권의 부정으로 근거가 될 수 없다”

남극조약 체결 전 남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 국가와 그 대상지역

--사찰(inspection) 제도(제7조)

○○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1991년 채택, 1998년 발효, 1998년 우리나라 가입)
--남극을 과학과 평화를 위한 자연보호구역(natural reserve)로 지정(제2조)
--남극활동의 계획 및 수행 시 남극의 고유 가치 보호 의무(제3조)
--남극광물자원활동 금지(제7조)
--환경영향평가(제1부속서),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제2부속서),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제3부속서), 해양오염방지(제4부속서), 남극지역의 보호 및 관리(제5부속서), 환경적
비상사태에 관한 배상책임(제6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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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1980년 채택, 1981년 발효, 1985년 우리나라 가입)
--적용 범위(제1조) : 남위 60° 이남(남극조약의 범위) 및 남위 60°와 남극수렴선 사이의 남극
해양생물자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적용 범위

--조약의 목적(제2조) : 합리적 이용(reasonable use)을 포함하는 해양생물자원 보존
(conservation)
--영유권 동결(제4조) : “조약 및 그 활동은 영유권 주장 또는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제7조) 및 과학위원회(제23조)의 설치
--체약당사국의 감시(Observation) 및 사찰(Inspection) 제도(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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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및 환경보호위원회(CEP)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가입국이 참여하는 정부간 연례회의
--남극 주요 이슈 관련 의사결정과 정책 권고
*남극환경보호, 과학활동, 법·제도, 관광 및 비정부 활동 등

--협의당사국별 알파벳순 매년(상반기) 개최 *한국은 제19차 ATCM 개최('95.5)
--우리나라 등 29개 협의당사국(의사결정권 보유) 및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 수역 내 어류, 조류 등 모든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과학위원회(SC), 이행준수위원회(SCIC) 등 연례 총회를 통해, 크릴, 이빨고기 등의 허용
어획량 및 어획방법 등 보존조치(CM) 채택
--우리나라 등 25개 회원국(의사결정권 보유)과 11개 일반가입국으로 구성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국제과학위원회(ICSU) 산하 학제간 조직으로, 남극 관련 과학적 이슈 규명과 연구협력 매개 역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남극과학연구 자문기구로서 역할 수행
--남극 관련 주요 과학적 이슈 규명
--우리나라 등 31개 정회원국, 9개 학술기구 정회원국, 8개 준회원국으로 구성

○○

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COMNAP)
--남극활동국가의 인프라운영 기관의 대표간 연례회의
*한국은 제25차 COMNAP 연차회의 개최(2013.07)
*COMNAP 사무국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 위치

--남극 인프라 보급·운영지원, 연구협력, 데이터 공유 등 남극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사안 논의
--남극 인프라 운영 및 보급지원 관련한 격년제 심포지엄 개최
--남극관광,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책, 환경감시, 항공운항 등 주요 이슈별 전문가그룹 운영
--우리나라 등 30개 정회원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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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기지 소개

1. 기지 개요
2. 지리적 위치
3. 건물 및 시설 현황
4. 기지 주변 타국기지 현황
5.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의 차이점

1. 기지 개요
■■

기지 정보
○○

명칭 : 남극세종과학기지(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

설립 : 1988년 2월 17일

○○

위치 : 서남극 남극반도에 평행하게 발달한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섬과 넬슨섬으로 둘러싸인 맥스웰 만(Maxwell Bay) 연안에 위치
--고도 8m, 남위 62°13′, 서경 58°47′서울로부터 약 17,240km
--연평균기온 : –1.8℃
--최저기온 : -25.6℃ (1994년 7월 24일 관측)
--겨울철(6월∼9월) 평균 기온 : -4.0∼2.7℃
--여름철(12월∼2월) 평균기온 : 1.0∼2.2℃

○○

규모 : 연구실 및 숙소 5,290㎡, 수용인원 78명(최대)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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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방식
○○

우리나라 최초 남극 상주 기지로 현재 17명 내외의 월동연구대원이 매년 파견

○○

하계시즌(12~2월)을 중심으로 하계 연구인력 기지 체류(연평균 약 100여명)

주요 임무
○○

기지 운영 및 타국 기지와의 교류·협력

○○

빙하, 대기, 오존층, 고기후, 유용생물자원 등 연구

○○

기상관측(세계기상기구 전송, 기상청·대학·출연연과 공유)

○○

남극 진출을 통한 자원확보 우위 선점, 부존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 기반 구축

○○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남극 조류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 등)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No.171
--세종기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펭귄 2종류가 군집생활을 하고있어 ‘펭귄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함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과학연구를 보장 하기
위해 2009년 4월 17일 제32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ATCM)에서 남극특별보호
구역(No.171)으로 지정

■■

중점 연구분야

남극 해양
생물자원 및
생태계 연구
남극
환경변화
모니터링

빙하 및
대기환경
연구
남극 지질
환경 및 자원
특성 연구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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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위치
■■

위치
○○

서남극 남극반도에 평행하게 발달한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의 킹조지
섬과 넬슨섬으로 둘러싸인 맥스웰만(Maxwell Bay)연안에 위치
--맥스웰 만의 동편에 있는 마리안 소만의
남쪽 해안에 위치
--육지로 따지면, 킹조지섬 바튼반도의
북서 해안에 위치
--고도 8m, 남위 62°13′, 서경 58°47′
서울로부터 약 17,240km 떨어져
있으며, 서울보다 12시간 늦음
킹조지섬 지도

■■

기후와 기온
○○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기상관측소(62°13′S, 58°47′W, 1989년 1월 WMO Index 89251
등록)는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과 더불어 기상 관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압은 낮고 변화가 심하며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흐린 날이 많음
--또한 주변 해양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안개가 자주 발생함
--특히 남동계열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날리며, 이로 인해 시정이 극히 나빠지는
현상인 블리자드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함

○○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관측된 연평균기온은 –3.0∼-0.5℃이다.
--가장 낮은 기온은 -25.6℃로 1994년 7월 24일에 관측되었으며 가장 높은 기온은 13.2℃로
2004년 1월 24일에 관측됨
--겨울철(6월∼9월) 평균 기온은 -4.0∼2.7℃이며, 현장조사를 위한 야외활 동과 건축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름철(12월∼2월)의 평균기온은 1.0∼2.2℃ 로 비교적 온화함
--여름철에는 바톤반도를 덮고 있던 눈이 대부분 녹아 내려 다량의 융설수가 기지 주변으로
흘러내린다.

30 |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가이드북

3. 건물 및 시설 현황
■■

시설현황 : 연구실 및 숙소 5,290㎡, 수용인원 78명(최대)
구분
1. 부지

연면적(㎡)

위치 및 용도

-

남극 킹조지섬

2. 건물

5,290

가. 연구 및 지원시설

1,923

① 하계연구동

1,492

② 폐기물처리동

162

③ 관측동

30

④ 정비동

160

⑤ 측지관측동
나. 기타시설

79

숙소, 연구실(생물해양대기)
소각실 및 공작실
고층대기, 지자기관측
건설중장비 정비
해수면관측, 측지측량

2,326

① 기계동

398

냉동/냉장고 오배수 처리시설

② 창고, 장비보관동

800

자재 창고 및 장비보관

③ 발전동

250

발전실

④ 중장비보관동

160

소형 중장비보관

⑤ (신)중장비보관동

432

대형 중장비보관

⑥ 보트창고동

137

고무보트 창고

⑦ 펌프동

9

취수원 펌프실

⑧ 역사관

140

다. 주거시설

1,041

① 생활관동

1,041

극지역사관

사무실, 식당, 휴게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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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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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지 주변 타국기지 현황
■■

킹조지섬 주변 타국기지 현황
○○

칠레 프레이(Frei) 기지
--1969년 설립. 칠레 공군기지로서 C-130
수송기가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있어
킹조지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군기지의 운용에 필요 한 인력과 장교와
하사관은 가족까지 함께 머물고 있어 겨울
에도 80여명이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
칠레 프레이기지

--킹조지섬 내의 각국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여름에는 해군 함정을 이용한 보급과 매월 한 두 차례 수송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프레이 기지 해안 한 쪽에 별도로 있는 에스꾸데로(Escudero) 과학기지는 여름철에만
운용되고 있다.

○○

중국 장성(Great Wall) 기지
--1985년 설립. 1995년 쇄빙선 설룡호를
확보하며 남극연구를 급진전 시킨 중국은
대륙에 중산기지도 세워 남극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연구, 원격탐사, 생물생태, 기상,
지자기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장성기지

○○

폴란드 아르토우스키(Arctowski) 기지
--1977년 설립. Admiralty Bay에 위치
하며, 작지만 내부가 목재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유리 온실을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 아르토우스키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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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벨링스하우젠(Bellingshausen) 기지
--1968년 설립. 1,000톤짜리 유류 탱크
6개와 대형 수륙양용차 및 설상차, 기중기
같은 무거운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어선과 남극 물자 운반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남빙양에 떠있는 얼음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하고 얼음지도를
만들고 있다.

○○

러시아 벨링스하우젠기지

아르헨티나 칼리니(Carlini) 기지
--1953년 하계기지로 출발, 1978년 확장
공사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내부는
아주 아늑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에는 10여명, 여름에는 자국의 해군
소속 쇄빙선 등을 이용해 80-90명의
대원들이 활동한다.
--겨울의 보급은 중심기지라 할 수 있는
남극반도의 마람비오 기지로부터
경비행기를 이용해 공수하며, 인근의 빙원
위에 이착륙이 가능하다.

아르헨티나 칼리니 기지

--원래 “주바니(Jubany)”기지였다가 2010년 타계한 남극생물학자 Alejandro Carlini의
이름을 따 칼리니(Carlini)기지로 개명하였다.

○○

브라질 페라즈(Ferraz) 기지
--1984년 설립. 1961년 폐쇄된 영국기지
옆에 위치.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연결한
독특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기지대장을 비롯해 군인들이 기지를 유지
하고 있으나, 남미 국가들 가운데에는
가장 연구 활동이 활발하다.
--2012년 2월 화재로 인해 기지가 전소
되어 월동 및 하계 연구 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현재 신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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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진 페라즈기지

■■

남극 내 타국기지 정보
○○

남극 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29개 국가에서 82개(상주 41, 비상주 41) 기지 운영
국가명

기지수

국가명

기지수

국가명

기지수

국가명

기지수

남아공

1(1)

노르웨이

1(1)

뉴질랜드

1(1)

독일

5(1)

러시아

10(5)

미국

3(3)

벨기에

1(0)

불가리아

1(0)

브라질

1(1)

스웨덴

2(0)

스페인

2(0)

아르헨티나

13(7)

에콰도르

1(0)

영국

3(2)

우루과이

2(1)

우크라이나

1(1)

이탈리아

1(0)

인도

2(2)

일본

4(1)

중국

4(2)

체코

1(0)

칠레

11(4)

페루

1(0)

폴란드

1(1)

프랑스

1(1)

핀란드

1(0)

호주

3(3)

대한민국

2(2)

이탈리아 /
프랑스*

1(1)

호주 /
루마니아*

1(0)

* (  )안은 상주기지 수, *는 공동운영

○○

각국 남극과학기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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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과학기지 보유국가 현황(상설 및 하계 구분)
구분

국가명

상설기지

하계기지

1

대한민국

2

-

2

미국

3

-

3

영국

2

1
4

4

독일

1

5

프랑스

1

-

6

러시아

5

5

7

이탈리아

-

1

8

칠레

4

7

9

호주

3

-

10

뉴질랜드

1

-

11

노르웨이

1

-

12

폴란드

1

-

13

일본

1

3

14

중국

2

2

15

아르헨티나

7

6

16

인도

2

-

17

남아공

1

-

18

우크라이나

1

-

19

우루과이

1

1

20

벨기에

-

1

21

불가리아

-

1

22

브라질

1

-

23

체코

-

1

24

에콰도르

-

1

25

핀란드

-

1

26

페루

-

1

27

스페인

-

2
2

비고

1개 기지 추가건설 진행 중

28

스웨덴

-

29

이탈리아/프랑스

1

-

공동 운영

30

호주/루마니아

-

1

공동 운영

41

41

합계

* 상설기지 : 연간 상시 운영 / 하계기지 : 남극하계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
* 굵은 글씨 및 밑줄 표기 국가 : 2개 이상 상설기지 보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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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의 차이점
구분

지리적
위치

위도

상황

•남위 62도 13분
•서경 58도 47분

문명세계로
•약 1,200 km (칠레)
부터의 거리
일조

기상

세종과학기지

기온(℃)
풍속 (m/s)
월동인원

•약 3,250 km (뉴질랜드)
•극야 : 95일
•백야 : 100일

•평균기온: -1.8
•최저기온: -25.6

•평균기온: -15.1
•최저기온: -36.4

•평균풍속: 8.0
•순간최대풍속: 51.9

•평균풍속: 4.2
•순간최대풍속: 40.1

•17명 내외

•17명 내외

•30km 이내 월동기지 다수(8개 기지)
- 칠레(2),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폴란드, 우루과이

•근거리에 월동기지 없음
- 최근접 기지는 미국(맥머도)기지로
약 350km 거리
- 비행기, 헬기로 하계기간만
접근 가능

주변기지

•하계기지
이태리기지, 독일 곤드와나 캠프

여건

항공루트

분야

•남위 74도 37분
•동경 164도 12분

•극야 : 없음
•백야 : 없음

생활

연구

장보고과학기지

중점 분야

•칠레 푼타아레나스
↔ 칠레 프레이기지 (지반 활주로)
- 한겨울에도 안전사고 등의 비상 시
문명세계로 운송 가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테라노바만 (해빙 활주로)
* 10월말-11월 중 한정 운영
- 겨울철 이용 불가

•기후 변화
- 육상 및 해양생태계 중심의
기후변화 반응과 민감도 연구

•기후 변화
- 빙하연구
- 대기과학
- 지체구조(빙권과 지권 상호)

•극한지 적응 기작 연구
- 높은 다양성에 기초한 극지생물
적응기작 연구 및 활용

•우주 과학
- 우주기상, 고층대기
- 운석연구
- 우주생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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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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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지 방문 전 준비사항
2. 기지 방문 절차
3. 기지 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1. 기지 방문 전 준비사항
■■

남극활동 허가
○○

남극활동 허가가 필요한 이유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환경보호의정서’와 ‘남극조약체제
(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 여행을 포함하여 남극 활동을 하려는 경우 에는 남극
활동 전 외교부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남극활동 허가 신청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관련 법률에 정해진 서식의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극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남극활동의 경우 해당 외국인 자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극지 안전훈련 및 환경교육
○○

배경 및 필요성
--극지는 극저온, 블리자드, 크레바스 등 환경요인에서부터, 선박, 항공기 등 인간활동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곳으로서, 극지 안전과 관련한 여러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곳임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사전 교육이 필수)
--극지연구소는 월동연구대 및 하계연구대를 대상으로 매년 극지안전 교육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극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극지 안전 및
환경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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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과목
참고 사진

교육·훈련 과목

시간

•극지일반
- 극지환경보호 및 관련 법률 안내

2시간

•기초안전훈련(기초소화 및 응급처치)
- 초기화재,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8시간

•육상안전훈련
- GPS, 무선통신, 육상생존용품 사용법

4시간

•해양안전훈련
- 생존보트, 해상생존기술, 구명복

8시간

•소화심화훈련
- 소화전, 공기호흡기, 조편성, 화재진압

8시간

대상

장소
극지
연구소

남북극
활동자
하계대
·
월동연구대

한국
해양
수산
연수원

월동연구대
•방제교육
- 방제작업조직 구성, 해상오염방제 실습

○○

해양
환경
교육원

8시간

연간 교육·훈련 일정
--극지일반 및 남극환경보호 교육 : 연 4회(분기별 1회 개설)
--극지안전훈련 : 연 10회(매월 1회 이상 개설)
--교육 일정 : 극지연구소 홈페이지(www.kopri.re.kr) 참조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서 제출
--남극지역은 기상상태 및 자연환경이 험난할 뿐 아니라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질병소지자 또는 남극에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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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히 개인적으로 사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을 하는 기지대원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포함한 종합 정밀 건강
검진을 실시한 후,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남극에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도 소속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종합검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의 자문기관 진단을 통한 극지 방문 적합성 판정을 실시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이 금지될 수도 있다.
--체류기간 기준으로 단기/장기 체류자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남극 방문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단기체류자/체류기간 10일 이하

·신체계측
·소변검사
·말초혈액/혈액형
·흉부촬영(X선 검사)
·치과 검진

■■

장기체류자/체류기간 11일 이상
·신체계측
·스트레스
·비만
·안과검사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심전도

·말초혈액
·혈액형
·혈중지질
·간기능
·췌장기능
·당뇨
·신장기능
·통풍
·위검사

·전해질
·면역혈청
·갑상선
·암인자(혈액)
·간염검사
·암인자(혈액)
·복부초음파
·흉부촬영
·치과검진

극지 피복
○○

극지역 출입시 피복 준비 사항
--남극까지 여행하는 기간 중의 피복은 경유지 기후, 운송편, 체류기간 및 남극체류 기간 중
현지 기후에 적합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극에 출입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2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간 경유지인 칠레는
여름철이므로 하복이 필요하다.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선박 내에서 활동하기에 편한 피복을 준비해야한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여름철 기온은 영하 2˚C정도이나 눈, 비가 많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방수재킷, 방수화가 필수적이고 기지내 실내활동에 알맞은 실내복, 실내화가 필요하다.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몸에 넉넉한 크기의 피복이 바람직하고 여러 종류의 피복을
겹쳐 입는 게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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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생명보험, 여행자보험, 장기체류보험, 의료보험 등)
○○

남극활동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한다.
--남극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각종 보험은 개인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극지연구소 직원은 상해보험·여행자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극지연구소 직원이 아닌 외부참여자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험 가입
처리가 필요하다.

■■

무인항공기 운항
○○

기지 방문기간 중 무인항공기 운항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무인항공기 운항 담당부서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인항공기 운항 담당부서 : 극지연구소 기술지원실

■■

준비물
○○

선글라스
--남극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맹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능이
우수한 선글라스를 개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글라스와는 별도로 스키고글을 준비해야 하며, 남극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월동을 하는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여유분의 선글라스와
스키고글이 필요하다.

○○

안경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다.
--남극에서는 야외활동 중에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준비물
--속옷, 여벌옷, 운동화 또는 등산화, 세면도구, 개인 복용 및 사용약, 개인 전자기기(충전기),
여권, 경유지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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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 방문 절차
■■

기지 방문 신청
○○

개요
--극지연구소는 매년 4월에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하계 현장활동을 진행코자 인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입출 가능한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기지 방문
인력 및 입출일정 조정, 연구장비 및 화물 보급 일정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지 방문 신청 절차
현장활동 계획서 및
기지방문 신청서류
제출

○○

남극활동 허가신청
(외교부)

극지활동 적격여부
검토

남극 현장활동 실시
(기지방문)

기지 방문 신청 절차(단계별)
1) 하계 현장활동 계획서 및 기지 방문 신청 서류 제출(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에서 시행하는 남극세종과학기지 하계 현장활동 수요조사 시 기지
방문 희망시기와 인원, 목적 등을 기재하여 극지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지 방문 희망시기와 실제 방문 시기는 기지 입출 비행기 일정 및 기지 입출인원 조정을 통해
다소 조정 될 수 있다.

2) 남극활동 허가신청(외교부)
--남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로부터
반드시 사전허가를 승인받은 자만이 남극활동이 가능하다.
--하계 현장활동 수요조사 당시 제출한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허가
승인을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남극활동 목적, 내용, 환경관리,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특별
보호구역 출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성 검토 후 승인 여부가 결정한다.
※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는 남극활동 시작일 기준 50일 전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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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지활동 적격 여부 검토(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규정 상 반드시 극지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검토를 통해 극지
활동에 이상이 없어야만 극지활동이 가능하다.
* 극지안전교육·훈련 : 극지연구소가 지정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출국 전까지 이수완료가 필요하다.* 건강검진 결과 검토 : 전문의료기관 진단을 통해 극지활동을 위한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확인/검토한다.

4) 하계 현장활동 실시
--사전 예약된 일정에 맞게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현지에서 사전예약 신청한 시설 사용 시
예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반드시 현지 담당자와 기지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기지방문 신청 서류
--필수 제출서류 : 남극활동 허가신청서(외교부), 남극 현장활동 계획서(극지연구소), 건강검진
결과서, 자가건강진단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극지과학기지 방문 신청서, 극지
인프라 활용 및 연구성과물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
--필요 시 제출서류 : 보호자 동의서 및 지도교수 동의서(미성년, 학생의 경우), 소속 기관 공문
(외부 기관의 경우) 등
※ 기지방문 신청 서류는 극지연구소 홈페이지(www.kopri.re.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입출 경로
○○

이동 경로
--한국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240km이지만, 일반 여객기 항로에
따라 미국(로스엔젤레스 등), 유럽(파리), 호주(시드니) 등을 경유
--남미의 칠레 산티아고를 거친 후 칠레 국내 항공편을 이용, 남단의 푼타아레나스까지 우선
가야한다. 그 후 푼타아레나스항에서 항공기(공군기 또는 민항기) 또는 선박(아라온호
또는 화물선)을 이용해 킹조지섬까지 도착한 후, 칠레기지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야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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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으로 가는 길

○○

구간별 소요 시간
서울 → 파리 : 약 11시간(서울 → 로스엔젤레스 : 약 11시간)
파리 → 산티아고 : 약 13시간(로스엔젤레스 → 산티아고 : 약 11시간)
산티아고 → 푼타아레나스 : 약 4시간(푼타아레나스에서 2일 대기)
푼타아레나스 → 킹조지섬 : 약 2시간(공군기), 약 3.5일(선박)
킹조지섬 → 남극세종과학기지 : 약 30분(기상이 좋은날 기준)
--각 구역별 소요시간은 실제 탑승시간으로서 비행기 환승시간 등을 감안하면, 항공기 이용의
경우에는 대기일까지 약 4일이 걸리고, 선박 이용의 경우에는 최소한 7일이 소요된다.
--하절기인 12월에서 2월 중에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남극 지역을 출입하고 있는 바,
항공기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지의 기상에 따라 운항 일정이 수시로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킹조지섬 도착
이후에도 기상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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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방법 및 거리·시간
구분

이동방법

이동거리

칠레 푼타 → 칠레 프레이기지

민항사(DAP) 항공기

1,200 km

칠레 프레이기지 → 세종기지

○○

○○

고무보트(조디악)
헬기

이동시간
2시간
30분~1시간

10 km

10분

(참고) 이동 수단 사양
DAP 항공기(BAE 146)

고무보트(조디악)

헬기

탑승인원 : 최대 총 60명

탑승인원 : 최대 총 12명

탑승인원 : 파일럿 포함 6명

항공(선박)권
--서울 ⇔ 푼타아레나스(항공) : 소속기관의 제반규정에 의거, 국내 여행사를 통해 예약 및
발권을 진행한다.
--푼타아레나스 ⇔ 남극세종과학기지 :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에서 예약한다.

■■

경유지 정보
○○

칠레 [Chile, Republic of Chile]
--수 도 : 산티아고
--인 구 : 1750만 8260명(2015년 현재)
--면 적 : 75만 6102㎢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가톨릭교, 개신교
--정부형태 :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칠레 지도(경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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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정식 명칭은 칠레공화국(Republic of Chile)으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6,435㎞에 달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진다발국으로, 면적은 75만 6102㎢, 인구는 1750만 8260명
(2015년 현재), 수도는 산티아고(Santiago)이다.
--종족은 대부분이 메스티조(66％)와 백인(2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민 3%, 기타
2%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종교는 가톨릭교가 89％, 개신교가 11%이다.
--기후는 국토가 기다랗게 뻗어 있기 때문에 북부는 건조하고 남부는 한랭하며 전인구의 4분의
3이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한 중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산과 수산 및 임산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최대의 구리수출국으로 세계 확인매장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자에 의한 자원개발에 주력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1970∼1973년간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군사정부 아래에서 자유개방경제정책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민간정부하에서도 계속되어 중남미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 서구의 사회관습과 풍속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활동이 활발하며 남미에서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2,50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3910 달러 수준이다.
--이 나라의 정체는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8년의
상원(48석)과 임기 4년의 하원(120석)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당은 정당 기민당(PDC),
민주당(PPD), 사회당(PS), 국가개혁당(RN) 등이 있다.

○○

역사
--1557년부터 18세기 말까지 페루 부왕령(副王領)의 일부로 스페인 통치를 받았다. 1810년
9월 18일 자치정부와 의회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1818년 2월 오하인스(O'Higgins,
B.)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독립했다.
--초대 대통령은 오하인스는 1970년 9월 선거에서 공산당의 아옌데(Allende, S. G.)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계최초의 의회에 의한 사회주의정권을 탄생시켰으나, 1973년 9월
우익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사회주의정권은 붕괴되었다.
--이후 의회는 해산되었고, 피노체트(Pinochet, U. A.) 대통령이 이끄는 군사평의회가 16년간
독재정치를 하였다.
--1989년 12월 실시된 선거에서 17개 야당연합이 공동후보로 내세운 기독민주당 소속의
앨윈(Aylwin, P.) 후보가 당선되어 16년 만에 군정이 종식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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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초대 앨윈 대통령은 1990년 3월∼1994년 3월 집권기간 중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원만한 정국운영을 통해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군정의 잔재청산 및 민주주의제도
개혁을 추진, 정세를 안정시키는 한편, 군정이래의 개방정책을 계승, 지속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과도적 성격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영도하였다.
--1993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프레이(Eduardo Fre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의 최우선을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및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구축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 중도좌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민간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하여 중국·루마니아 등 일부 공산국가와 수교하고 제3세계국가와의 관계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태평양연안국가간의 협력체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볼리비아와는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겪으며, 아르헨티나와의 비글해협분쟁은 1984년 로마교황의 중재로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단 종식되었다.

○○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62년 6월 12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1966년 11월 7일에 주칠레 한국
대사관이, 1969년 11월 25일에 주한 칠레대사관이 개설됬다. (2005년 주 칠레 상주공관이
개설)
--양국은 1977년 12월에 무역 협정, 1978년 10월에 항공 협정, 1982년 11월에 경제기술협력 협정, 1983년 12월에 문화 협정, 1994년 8월에 과학기술 협정, 1995년 8월에
외교관·관용사증면제 협정, 1996년 9월에 투자보장 협정, 1996년 12월에 통신협력
협정, 1997년 2월에 과학협력 협정, 1997년 10월에 범죄인도 협정, 무역산업협력
협정, 2002년 4월에 이중과세방지 협정, 2002년 11월에 원자력협력 협정, 2003년
2월에 자유무역 협정(FTA), 2008년 5월에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등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칠레문화협회가 칠레에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액은 2015년 현재 17억 42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차량, 전자제품,
기계류 등이고, 수입액은 44억 1200만 달러로 주종목은 동괴, 동광, 펄프 등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28명의 칠레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15년 현재 KOTRA를
비롯하여 LG, 삼성, 이건사업, 포스코건설, 현대종합상사, 하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업체가
진출해 있고, 2725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72년 6월 1일에 수교를 하였으나, 1973년 집권한 군사정부는 같은 해 9월
19일자로 단교하였다. 이후 1992년 9월 25일 외교관계를 재개하였으며, 2005년 현재 주
브라질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북한의 대 칠레 수출액은 2006년 기준 8만 달러로 주종목은 이어폰과 타이어 등이고,
수입액은 699만 달러로 주종목은 아연광과 동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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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아고(Santiago)
--칠레 수도
--인구 : 6,676,745명(2009년)
--면적 : 641.4㎢
--평균기온 : (겨울) –3℃ / (여름)16℃
산티아고 기온정보

칠레 지도(세부)

--칠레 중앙부 안데스산맥과 해안산맥 사이에 전개된 분지 위에 있으며, 높이 450~650m의
고지대에 위치한다. 1541년 에스파냐의 페드로 데 발디비아가 건설했으며, 최초의 요새가
산타 루시아 언덕에 구축되었다.
--이후 지진·홍수·대화재 등 여러 차례의 재해로 파괴되었으나 기후가 양호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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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와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섬유를 비롯하여
식품가공·피혁·피혁제품·화학약품·철강·기계·전기기구 등의 공장이 있고, 주변의 비옥한
중앙저지에서 산출되는 곡물·포도·채소 등을 집산하였다.
--시가의 중심부에는 근대적인 고층건물이 많으며, 1647년 파괴되었다가 1748년에 재건된
카테드랄을 비롯한 많은 교회, 남아메리카 최대를 자랑하는 국립도서관·국회의사당·관청
·대통령관저·국립박물관·칠레대학·가톨릭 대학·시립극장·금융기관 등이 있고, 북쪽의
크리스토발 언덕에는 22m의 성모 마리아상(像)이 세워져 있다.
--시의 서쪽 약 150km 지점에 있는 발파라이소는 산티아고의 외항(外港)이다.
--종 단 철 도 는 북 쪽 의 아 키 케 에 서 남 쪽 의 프 에 르 토 몬 트 까 지 통 하 며 , 발 파 라 이 소 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통하는 안데스 횡단철도에도 연결되어 있다.
--남서쪽의 교외 로스세리요스에는 공항이 있다.

○○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칠레 마가야네스이라안타르크티카칠레나주
--인구 : 117,861(2006년)
--산티아고 남쪽 약 2,200km 지점, 브런즈윅 반도 동쪽의 마젤란해협에 면하며, 푸에고섬의
우수아이아를 제외하면 세계 최남단의 도시이다.
--1849년 호세 데 로스 산토스 마르도네스에 의하여 건설되었으며 1927~1937년 까지는
마가야네스라고 불렸다.
--항구는 자유항이며 부근의 로레토 탄전과 유전 개발의 거점 이기도 하다.
--파나마 운하의 개통과 선박 석유연료의 개발에 따라 기항지·급탄지(給炭地)로서의 중요성은
저하 되었으나 파나마 운하 개통 전까지는 남동태평양·대서양 간의 연락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양모·양고기를 수출한다. 육·해·공군의 기지가 있다.
--칠레 남극연구소(INACH)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극지연구소는 2014년에 칠레
남극연구소(INACH)와 협력하에 한-칠레 남극 협력센터를 현지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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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지 생활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률 및 극지연구소 내부 규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기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으로서 월동생활간 남극에서의
금지행위와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

남극과학기지 운영 및 남극 활동에 관한 규정
--월동연구대원 및 과학기지 방문 하계연구대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준수 및 유의사항
○○

기지 체류자의 의무
--모든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분리 수거, 특히 종이와 플라스틱을 철저히 분리하여
플라스틱은 소각이 불가하다.
--야외에 쓰레기나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방치 금지(바람에 날아가거나 스쿠아가 흩어 놓을 수
있음)하며, 야외에서 작업 또는 실험을 할 때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무심결에 바다 또는 기지 주변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 발생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남극에 가져갈 개인용품이나 연구 물자를
포장할 때는 처리 비용이 높은 것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예 :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필히 반출해야 하는 쓰레기)
--토착종(펭귄, 물개, 해양생물, 육상식물 등)은 승인서를 발급받은자 이외에는 잡거나 채집할
수 없으며, 식용이나 호기심 또는 개인 수집용으로 채집이 불가하다.
--절전, 절수, 실내 정숙 보행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실내 흡연 절대 금지)
--지정된 음주 장소에서만 음주가 가능하다.(숙소동, 생활동, 연구실 내 음주 절대 금지)
--건물 내 입출시 실내화 및 신발 정리 정돈을 실시해야 한다.
--기지 장비 사용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월동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장비는 장비 담당자 외 사용을 금지한다.
--기지 방문자 및 하계연구대원은 기지 시설물 및 월동 보급품에 대해 월동 대장 허락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정해진 통로로만 다니고, 펭귄 등 조류 서식지를 관통하여 통행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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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조류(스쿠아, 펭귄 등)에게 음식 찌꺼기 등 먹이를 주는 행위 금지 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병 유발의 위험이 있음)
--기지주변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승인서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며, 관리계획서의
주의사항, 허가된 통로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다.
--외국 기지를 방문하거나 외국인이 우리 기지를 방문했을 경우, 상기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남극 기지에서는 전열기 사용, 건조한 공기 등으로 화재의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시
강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된다. 사전에 가까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요령에 따라 초기 에 진화하거나, 윌동대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통신시설
--기지 내 숙소 및 연구실에서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통신실 인터넷 전화 무료 이용)
--기지 내 숙소 및 연구실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로의 발신은 불가 하고,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연결하거나, 각 방 간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통신실에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통화가 가능하나
공무 공간인만큼 공적인 통화를 우선하고, 사적인 통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쓰레기처리
--남극에서의 모든 쓰레기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권고에 의거 처리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운송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수집하여야 하며, 불연성 또는 플라스틱, 유리, 고무, 폐유, 배터리 등은 모두 수거하여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므로 각자가 쓰레기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식사 및 숙소
--기지에서는 통보받은 기지 방문자에 따라 미리 숙소를 배정하여, 방문자가 도착하면 숙소를
안내한다. (방문자는 숙소 신축 생활동에 체류)
--기지에서는 체류하는 인원수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하고, 가급적 정해진 식 사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방문자 식비 면제)

현장 방문 가이드 | 53

--식사시간
구분

아침(월-금)

점심(월-금)

저녁(월-금)

월동대

07:30 - 08:00

12:00 - 12:30

18:00 - 18:30

하계대

07:45 - 08:30

12:15 - 13:00

18:15 - 19:00

비고

* 하계기간 주말(토, 일) 아침은 자율배식이며(08:00-08:45) 점심, 저녁은 주중과 동일(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남극 여행시 금지되는 행위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남극여행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동법 제3조)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 되는 사업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 하는 행위
--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동법 제13조 1항)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
a.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b.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c.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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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

화물 운송
○○

화물 운송 경로
--(항공운송) : 인천공항 → (경유지) → 칠레 푼타아레나스(관문도시) → 남극세종과학기지
--(해상운송) : 부산 → (경유지) → 칠레 푼타아레나스(관문도시) → 남극세종과학기지

○○

운송수단별 소요기간
--(한국 → 관문도시) 항공 운송 : 7~10일
--(한국 → 관문도시) 선박 운송 : 2~3개월
* 운송기간은 환적항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

○○

화물 운송 시 유의사항
--Hand-carry가 가능한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은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함
--기지 입출간 화물운송 소요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에 운송일정,
화물내용 등을 확인 필요

■■

출입제한 구역(남극특별보호구역)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2009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남극특별보호구역 제171번“나레브스키 포인트”(ASPA no.171 “Narebski Point”)를
고시[외교통상부 고시 제2009-1호].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남극특별보호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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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기타 정보

1. 주요 연락처
2. 기타 참고사항

1. 주요 연락처
■■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
○○

■■

전화 : +82-32-770-8510

칠레 현지 대행사(AGUNSA)
○○

사무실 : +56-61-261-7300

○○

주소 : Av. Independencia 772, Casilla 60-D Punta Arenas

○○

담당 : Italo Panicucci
+56-9-8521-2696

○○

지점장 : Milenko Buljan
+56-9-9825-6761

■■

mbuljan@agunsa.cl

한-칠레 남극 협력센터
○○

■■

italo.panicucci@agunsa.com

사무실 : +56-61-229-8154 (내선 107)

주칠레한국대사관
○○

전화 : +56-2-2228-4214

○○

비상전화 : +56-9-7430-4546

○○

주소 : Alc 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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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참고사항
■■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제171번 “나레브스키 포인트”

2009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9-1호로“나레브스키포인트”를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고시하였다. 이는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효과적 관리 가능성 및 동 지역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명칭
--정식명칭은 남극특별보호구역 제171번“나레브스키 포인트” (ASPA no.171 “Narebski  
Point”) 이며 “펭귄마을”이라고도 불린다.

○○

위치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남위  62°13′40″~62°14′23″,  서경  58°45′25″~58°47′00″
--남극세종과학기지 남동쪽 2km 떨어진 해안가 언덕(약 1㎢)

※남극대륙 본토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사우스셔틀랜드군도 내 킹조지섬의 바튼반도
(왼쪽 원) 해안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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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목적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경관이 수려하며, 육상생태계가 다양 하고
복잡하여 육상생물군집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인간 간섭으로부터 나레브스키
포인트의 생태적·미적·과학적 가치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생태적 가치 : 턱끈펭귄, 젠투펭귄을 비롯하여 총 14종의 조류 및 총 88종의 식물상 분포 등생물다양성이 풍부
--미적 가치 :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지형이 어루어져 있음
--과학적 가치 : 펭귄 개체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영향 관측 등

○○

주요 서식 동·식물 현황
식물상(총 88종)
--현화식물 : 남극좀새풀 1종
--선태식물 : Sanionia-Chorisodontium 등 36종
--지의류 : Usnea-Himantormia 등 51종

동물상(조류 총 14종)
--번식조류 : 턱끈펭귄, 젠투펭 귄, 남극제비갈매기, 윌슨바다제비, 남극도둑갈매기 등 총 9종(펭귄마을은 킹조지섬 내 턱끈펭귄의 최다 서식지)
--비번식조류 : 아델리펭귄, 남극가마우지 등 비번식조류 총 5종

○○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한다.
--허가당국이 발급한 승인서가 있는 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증 또는 승인된 사본을 소지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연구활동을 허용
--허가증에 명시된 과학적 또는 관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보호구역 내에 구조 물 또는 장비
설치불가
--허가되지 않은 채집행위를 금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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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남극활동 연혁
○○

'78~'79.

남빙양 크릴 어획 시험(수산청)

○○

'85.

한국남극관측탐험대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대륙 탐험

○○

'86. 0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가입

'86. 11.

남극조약 가입(세계 33번째)

○○

'87. 03.

한국과학기술원(KIST) 부설 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 신설* 남극연구 전담 연구실 개설

○○

'87. 08.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KONCAR) 창립

○○

'88. 01.

「남극세종과학기지」 대한민국 제1차 남극과학연구대 파견

'88. 02.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88. 02.

1차 남극하계조사 연구 착수(남극 킹조지섬 일대)

'88. 10.

제1차 국제극지과학포럼 개최

○○

'89. 01.

2차 남극하계조사 착수(남셰틀랜드군도까지 영역 확대)

○○

'89. 10.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지위 획득(세계 23번째)

○○

'90. 06.

극지전문학술지 「한국극지연구」 창간

'90. 07.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정회원국 가입(세계 22번째)

'90. 12.

남극 제2기지 후보지 답사(남극반도부근)

'90~99.

브랜스필드 해협, 남셰틀랜드군도 등 연구 지역 확장

○○

'95. 05.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서울 개최

○○

'00. 07.

남극대륙기지 건설 및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예비조사 착수

○○

'03. 12.

대한민국 제17차 남극과학연구단 월동연구대 전재규대원 순직

○○

'04. 02.

「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활성화 대책」 확정

 	

*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

○○

'05.

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COMNAP) 의장단 회의 국내 유치

○○

'05. 06.

남극대륙기지 건설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해양수산부)

○○

'06. 06.

남극 제2기지 건설사업 착수

○○

'06~'07.

1차 남극운석탐사 착수(세계 5번째)

○○

'07~'08.

남극 제2기지 예비후보지 조사

○○

'07~'09.

세종과학기지 대수선공사(본관동 신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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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8. 02.

남극세종과학기지 20주년 기념행사

'08. 09.

아시아극지과학포럼(AFoPS)

'09. 04.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171) 지정(바톤반도 펭귄마을)

'09. 11.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완료

'09. 12.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첫 출항

'10. 01.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활용 남극 제2기지 후보지 정밀조사

'10. 04.

남극 제2기지 건설 후보지 확정

'10. 10.

남극세종과학기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WMO/GAW) 지역급
기후변화 감시소 등재

'10. 12.

「아라온」호 활용 브랜스필드/웨델 해 조사 연구(최초 연구항차)

'10. 12.

서남극 아문젠 해 조사연구 착수(서남극지역 진출)

○○

'11. 03.

남극 중앙해령 세계 최초 조사

○○

'12. 01.

우리나라 최초 남극빙하 시추

'12. 06.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동의 획득(35차 ATCM)

'12. 07.

제 25차 남극프로그램국가운영자위원회(COMNAP) 연차회의 개최

'12. 11.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착공

'13. 02.

동남극 로스해 지역 조사 연구 본격 착수

○○

	*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빙권과 지각권의 상호작용 규명 연구*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 해저지진계를 활용한 남극해저지각 활동 관측
○○

'14. 01.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차 월동연구대 파견

○○

'14. 02.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

○○

'14. 04.

KOPRI-NPI 극지연구 협력센터 설치

	* 노르웨이 트롬소(Tromso) 소재
○○

14. 11.

한-뉴질랜드 남극 협력센터 설치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소재
○○

'16. 02.

한-칠레 남극 협력센터 설치

		* 칠레 푼타 아레나스(Punta Arenas) 소재
○○

'18. 01.

남극세종과학기지 3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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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남극연구소(INACH)
○○

일반현황
칠레 남극연구소(Chilean Antarctic Institute, INACH)*는 남극 연구활동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 국립 연구기관
* 1964년 설립되어 칠레 남극정책에 따라 연구와 국가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국립 연구기관

○○

임무 및 기능
-- 남극에서 실시하는 과학적 연구, 기술, 혁신을 도모
-- 남극조약체계와 세계적인 포럼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 남극대륙의 교두보인 푼타아레나스 역할의 강화
-- 남극 문제들을 외무부에 제안하는 역할 등

○○

주요 연구분야
--기후변화(빙하학 등), 고생물학 분야, 생물다양성 및 환경모니터링 등

○○

남극연구 인프라 및 보급지원 네트워크
--남극상설과학기지(4개소) 및 하계과학기지(7개소) 운영
--남극 출입 및 연구활동, 기지 운영 등과 관련한 항공·선박 등 다양한 보급지원 네트워크 보유
및 운영

칠레 본토 및 남극반도 간 보급네트워크

칠레 남극과학기지

기타 정보 | 63

www.kopri.re.kr

극지연구소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송도동 213-3)
T 032-770-8400 F 032-77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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