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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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직
하고 있어서 ‘얼어붙은 타임캡슐’이라고도 불린다. 빙하
코어를 통해 짧게는 계절 단위부터 길게는 수십만 년까지의
과거 기후변화, 가스나 에어로졸의 대기 성분 변화, 엘니뇨나
화산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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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개관

1. 북극의 자연환경
2. 스발바드 군도(Svalbard Archipelago)
3. 북극의 거버넌스(Governance)

1. 북극의 자연환경
■■

북극의 과학

북극은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의 순환 등 지구의 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북극은
비교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남극처럼 조그마한 환경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지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극을 ‘지구의 기후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50년간 북극에서 관측된 겨울철 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면 지표 온도의 경우 무려
10∼15℃나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표만이 아니라
대류권 전반에 걸쳐 관측되었다. 이것은 지구의 전반적인 온난화 현상이 극지역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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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현상으로 남극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빙하 감소 현상이 특히 남극반도지역을
중심으로 뚜렷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과학적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부각되고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북극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북극해 중앙부의 바다 얼음의 두께가 30% 이상 감소되었으며 또한 북극 얼음의 면적은 매
10년간 4%씩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북극에서의 얼음 변화는 태양열의 지표 반사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기후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북극 툰드라 지역에 기온이 상승하면 그 곳에 매장된 메탄이 공기
중으로 다량 방출되어 온실효과를 증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지구 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환경오염에서 야기되는 오존층 파괴가 북극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시베리아를 통해 북극해로
흐르는 예니세이, 오비, 레나강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강들로서 지구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모든 강물의 10%를 차지한다.
이는 실로 엄청난 양으로서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 사이의 해수 교환과 북대서양 열염분
순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곧 북유럽에 따뜻한 기후를 가져다주는 걸프난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럽지역의 기상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북극에서 기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서양쪽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우리와 가까운 태평양쪽에서의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북극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실제 북극의 차가운 대기가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까지 밀려 내려옴으로써
주기적으로 기후에 이상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최근 발견된
북극권에서의 오존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해빙감소 및 기류변화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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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환경

북극은 대륙인 남극과는 달리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해양으로 중심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다. 북극은 경우에 따라서는 북위 66도 이상의 북극권(Arctic
Circle), 산림성장 한계선, 빙하 남하 한계선, 영구 동토선 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7월 평균기온이 10℃인 등온선 이북 지역을 뜻한다.
북극해는 면적이 1,200만㎢로 지중해의 4배이고 전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하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대륙붕에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주변해역에는 전세계의 주요 수산어장이
위치하고 있다.

북극해

평균 수심이 1,200m이고 연중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북극의 얼음은 정지해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는데, 사실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조류, 바람, 해류의 영향에 의해
여러 가지 크기로 부서져 떠 있는 얼음, 즉 부빙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극해의 바다 얼음은 중심의 두께가 평균 3∼4m이고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바다 얼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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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상

북극해에는 물고기가 20-30종(전세계 23,000종), 플랑크톤처럼 작은 물벼룩 종류
40종(전세계 1,500종 이상), 모악동물 2종(전세계 30종) 등 매우 적은 종류의 동식물군이
형성되어 있다.
북극은 여름에는 기온도 올라가고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피며, 곤충과 새와
네발동물들의 낙원이 된다. 생물들이 2-3 주의 짧지만 따뜻한 여름을 이용해 짝짓기를 해
후손을 번식시키려고 힘쓴다. 엄청난 숫자의 큼직한 모기가 떼를 이루고 눈토끼, 여우, 순록,
늑대, 사향소, 뇌조 등이 나타난다. 북극에는 털이 하얀 북극곰이 있으며 포유류로 바다생활에
적응한 고래는 남극해와 북극해에 모두 서식하는 종류도 있다.
해표류 가운데 물개와 해표는 남북극에 사는데 길이 40-60 cm의 두 개의 무서운 어금니가
위턱에 난 월러스(Walrus)는 북극에만 있다. 월러스는 “바다의 말”이라는 뜻으로 “해마”
라고도 부르나 외모가 말보다는 코끼리에 가깝다.
북극에는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이누이트 족이 있다. 그들은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북극의 원주민이다.

북극자주범의귀

북극황새풀

북극곰

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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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발바드 군도(Svalbard Archipelago)
■■

개요
--1194년 처음 발견(아이슬란드 연대기)
--1596년 네덜란드의 선원(Willem Barents)에 의해 스피츠베르겐 섬 발견, 명명
[Spitsbergen : 군도(Archipelago) 중에서 가장 커다란 섬]
--1925년 노르웨이 령으로 선포됨
--고립되고 거친 환경을 가진 미오염의 동토 지역으로서, 노르웨이와 북극점의 중간에 위치(극점으로부터 약 1,000 km)
--스발바드는 노르웨이어로 “추운 연안”(cold coast)이란 뜻으로, 약 60%가 얼음으로 덮여 있음

■■

자연환경
--면적 : 63,000 ㎢
--평균 기온
* 롱이어비엔 : 여름(6월~8월) +4.5℃ / 겨울(11월~2월) -12.0℃
* 군도 전체 : 여름 +6.0℃/겨울 -16.0℃

--강수량 : 연 200mm, 북극의 사막(Arctic desert)이라 할 정도로 적음.
--일조 시간(롱이어비엔 기준)
* 4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No Sunset, Light all day)
* 1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No Sunrise, Dark all day)

--식물·동물상(flora and fauna)
*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하며 오염으로부터회복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적응
* 특별 환경보호 규정(special environmental regulation) 제정
* 전지역의 약 60%가 자연보호구역, 자연공원,조류/동물/식생 보호 구역

스발바르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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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의 거버넌스(Governance)
■■

북극 관련 국제조약
○○

유엔해양법협약
--북극해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이 영해, EEZ 및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국제의무를 준수
* 북극해 연안5국(캐·덴·놀·러·미)은 일루리사트 선언(2008)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이 북극해를
규율하는 법적 틀임을 확인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는 ‘연중 대부분의 기간이 결빙되는 해역에서의 연안국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입법 및 규제’를 가능하게 함
제234조 결빙해역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차별 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은 항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

스발바드 조약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full and absolute) 주권을 인정하되(제1조), 노르웨이는
스발바드에 군사적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 의무(제9조)
--당사국은 어업 및 사냥의 비차별(제2조), 해양·산업·광업·상업 등 경제활동의 비차별 (제3조),
무선통신의 자유 및 비차별(제4조), 당사국 국민의 토지소유(제7조), 과세의 비차별 (제8조)
등의 권리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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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운항선박규범(Polar Code)
--북극해 등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기준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가 목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1974)의 일부로,
오염방지조치에 관한 내용은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MALPOL, 1973/
1978)의 일부로 편입되어 발효('17.1월)
--극지운항선박의 구조 및 설비요건, 선박소유자의 사전운항평가 및 극지운항매뉴얼, 극지
선박증서 발급 및 비치, 대체설계 및 배치, 선장 등의 교육훈련 등 규정

○○

북극항공해상수색구조협정
--수색구조 활동지침(제7조) : 당사국 법규와 일관될 것,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타당사국에 지원 요청 가능, 어떠한 조난자라도 구조업무를
보장할 것 등
--당사국간 협력사항(제9조) : 수색구조시설·급유시설·의료시설 등의 정보교환, 예보·경보
공유, 합동 교육·훈련, 선박보고시스템이용 등

○○

북극유류오염대비대응협정
--유류오염 정보접수시 대응(제6조) : 사고평가 → 영향평가 → 영향 가능한 모든 국가에 통보
--모니터링(제7조) : 사전감시, 오염발생 후 감시, 초 국경적 협력
--원조 시 비용(제10조) : 자발적 조치엔 조치국이, 요청에 따른 경우 요청국이 부담

○○

국제북극과학협력증진협정
--당사국 간 과학협력 : 공동 과학연구 과제발굴 및 수행, 연구 데이터 교환 및 접근 개방,
연구인프라 및 시설의 접근 개방, 전통지식 및 지역지식의 보호, 인력교육협력 및 북극
과학자·전문가 교류 등
--비당사국(제18조) : 당사국은 본 협정에 기여할 수 있는 비가입국과 협력 도모 가능, 비북극권
국가, 조약비당사국 및 국제기구에 도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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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관련 국제규범 현황
규범명칭

UN해양법협약

스발바드조약

주요내용

연안국의 영해, EEZ 및 대륙붕 관할권, 해양경계획정 규정
항해,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규정, 제234조(결빙해역) 규정

스발바드 지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회원국에게 평화적 목적의 지역개발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
해양의 동 조약 포함여부를 두고 노르웨이와 타 국가 간 갈등

채택연도
(발효연도)

1982
(1994)

1920
(1925)

북극 항공해상
수색구조 협력협정

해양의 동 조약 포함여부를 두고 노르웨이와 타 국가 간 갈등

2011
(2013)

북극 유류오염
대비대응 협정

북극해 주변국의 수색구조 책임지역을 명시하고, 타국 관할
지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시 연안국 허가를 요청해야 함

2013
(2016)

유류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북극해 주변국의 모니터링,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 구축

2014
(2017)

IMO Polar Code

국제 북극과학
협력강화 협정

북극과학연구의 국제적 협력 강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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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관련 국제기구
○○

북극이사회
--각국 정부 및 원주민단체, 전문가그룹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급회의 및 각료회의에 상정
--현재 상설 6개 워킹그룹과 2개 TF(해양협력, 연결성개선)가 운영 중

○○

북극이사회 조직구성

옵서버 ('17년 기준)
ㆍ한국 등 13개국
ㆍ13개 국제기구
ㆍ13개 NGO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EU는 '08년 이후 임시옵서버

북극권 8개국

워킹그룹

상시참여그룹

ㆍ각료회의

ㆍ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노르웨이,러시아, 스웨덴

ㆍ시베리아 소수민족,
사미족, 이누이족 등
북극권 원주민 6개 단체

(MINISTERIAL MEETING)

ㆍ최고실무회의
(SAO MEETING)

ACAP

AMAP

CAFF

EPPR

PAME

SDWG

북극 환경
오염물질
조치프로그램

북극
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

북극
동식물
보전

비상사태
예방준비
대응

북극
해양
환경보호

지속
가능개발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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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및 TF
규범명칭

워킹
그룹

주요내용

ACAP

북극 환경오염 관리 및 대응, 배출 제한과 감축 방안 마련

AMAP

북극 오염 및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예방대책 수립

CAFF

북극 생물자원의 지속성 유지, 기후변화 등 관련 이슈 주관

EPPR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ㆍ관리ㆍ평가

PAME

해양환경 오염예방ㆍ통제조치 방안 수립

SDWG

지속가능 개발 및 북극 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 환경 개선

TFAMC(해양환경협력)

북극해에서의 협력을 위한 체계 구상 및 제안서 작성

TF
TFCIA(연결성 개선)

○○

통신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북극 써클
--아이슬란드가 개최하는 연례 북극회의
--북극이슈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14년)되어 국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열린 포럼을 지향
--기업인, NGO 활동가, 전문가, 정책결정자, 오피니언 그룹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

○○

북극 프론티어
--노르웨이가 개최하는 연례 북극회의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달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
--북극 및 비북극권 관계자들이 모여 북극 외교 전개 및 협력사업 발굴에 대한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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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과학 관련 국제협력 현황
※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YOPP
(Year of Polar Prediction)

활동내역

극지(연) 과제제안서 제출('17.3)

DBO
(Distributed Biological Observatory)

태평양북극그룹(PAG) 기반 아라온 연구활동
참여('10~현재)

PACEO
(Pacific Arctic Climate Ecosystem
Observatory)

태평양북극그룹(PAG) 기반 아라온 연구활동
참여('14~현재)

N-ICE
(Norwegian young sea Ice, Climate and
Ecosystems)

극지(연) 연구항해 공동수행, 공동논문 작성중

INTAROS
(INTegrated ARctic Observation System)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 북극관련 국제회의·기구 참여
분야

정부참여

민간중심

과학중심

북극과학장관회의 (ASM) 등

국제북극과위원회(IASC),
북극연구운영자포럼(FARO),
태평양북극그룹(PAG),
니알슨과학운영자위원회(NySMAC) 등

비과학

북극이사회 (Arctic Council)
북극써클 (Arctic Circle)
북극프론티어 (Arctic Frontiers)등

북극경제이사회(AEC),
북극에너지정상회의(AES) 등

북극이슈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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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기지 소개

1. 기지 개요
2. 지리적 위치
3. 건물 및 시설 현황
4. 기지 주변 타국기지 현황

1. 기지 개요
■■

기지 정보
○○

명칭 : 북극다산과학기지(Arctic Dasan Station)

○○

개소일 : 2002년 4월 29일

○○

위치 : 노르웨이 스발바드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Ny-Ålesund) 과학기지촌
--북위 78도 55분, 동경 11도 56분 / 서울과의 거리 약 6,400km
--평균기온 -6.3°C / 최저기온 –37.0°C

○○

규모 : 연구실 및 숙소 216㎡(2층 건물), 수용인원 16명(최대)
--Kings Bay社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북극다산과학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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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

니알슨(Ny-Ålesund) 과학기지촌 공용시설 사용 (최대 수용인원 : 16명)
--노르웨이 국영회사(KingsBay社)가 기지촌 관리를 담당하며, 한국 등 10개 국가에서 과학
기지 운영 중
--하계시즌(5~9월)을 중심으로 운영 (연평균 연구자 60명 이상)
--비상주 기지로 운영하며 KingsBay社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

■■

주요 임무
○○

북극의 기상과 기후, 대기와 해양, 부존자원 등의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
으로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환경(시설) 제공

■■

중점 연구분야

북극해
해빙 분석을
통한 기후
변화 연구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모니터링
대기관측
연구/우주 및
고층대기환경
변화 연구

극한지
유용 생물자원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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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위치
■■

니알슨(Ny-Ålesund) 기지촌 위치
○○

니알슨 기지촌은 스발바드 군도(Svalbard Islands), 스피츠 베르겐 섬(Spitsbergen
Island)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독일, 노르웨이, 영국, 중국 등 10개국의
북극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다.

○○

니알슨은 원래 탄광촌이었으나, 현재에는 북극 환경연구를 위한 국제 기지촌으로 운영
되고 있다. 니알슨은 고위도 선상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문명권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극연구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기지촌의 운영은 과거 탄광회사
였던 노르웨이 국영회사 KingsBay社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를 비롯한 모든
편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니알슨 기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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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및 시설 현황
■■

북극다산과학기지 시설 현황
○○

2층 건물, 216㎡(임차) - (1층) 연구·실험실, 창고 / (2층) 침실, 휴게실 사무실 등
--프랑스 기지와 1개의 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 중
--출입문 기준 좌측 북극다산과학기지 / 우측 프랑스 기지

다산기지

프랑스기지

2층 (숙소 및 편의시설)

침실

사무실

응접실

간이식당

잠수준비실

현미경실

시료전처리실

1층 (연구 및 실험실)

생물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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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sBay社 시설 현황
○○

기반 시설

Ny-Ålesund 공항(활주로)

○○

서비스빌딩

보트 부두

Marine LAB 실험실

Teisten 보트

식당

세탁실(린넨실)

쓰레기 처리실

체육관

상점

박물관

연구 시설

Marine LAB 건물

○○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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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지 주변 타국기지 현황
■■

북극 니알슨 기지촌 내 기지 운영 현황(총 10개국 11개 기지)
국가명

기지수

국가명

기지수

대한민국

1

일본

1

노르웨이

2

이탈리아

1

독일

1

프랑스

1

영국

1

중국

1

네덜란드

1

인도

1

Norway

Germany

United
Kingdom

China
Japan

Netherlands

Republic of Korea

India

France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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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별 현황
구분

국가명

관리기관

기지구분

1

대한민국

KOPRI

하계

기지설립

비고

(개소)년도
2002

- 북극다산과학기지
- Sverdrup 기지

2

NPI

상주

1999

- 상주인원 : 5명
-상
 주목적 : 연중 장기/단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노르웨이

- 노르웨이 지도제작청(NMA) 운영
3

NMA

상주

1992

- 상주목적 : VLBI-antennae 관리·운영
- 상주인원 : 4명

4

독일

AWI

상주

1991

5

프랑스

IPEV

상주

1999

6

영국

BAS

하계

1991

7

네덜란드

UiG

하계

1995

8

일본

NIPR

하계

1990

9

이탈리아

CNR

하계

1997

10

중국

CAA

하계

2004

11

인도

NCAOR

하계

2008

- 상주인원 : 3명
-상
 주목적 : 대기 및 물리화학 연구를 위한
NDACC 관측소 운영
* 독일/프랑스(AWIPEV) 상주기지 공동운영
- 영국북극연구기지
- 주요 연구분야 : 지구과학, 생명과학
- 그로닝엔대 북극센터 운영
- 주요 연구분야 : 생태학(흑기러기 등)
- Rabben 기지
- 주요 연구분야 : 북대기물리, 육상생물, 해양,
빙하, 기상 등 북극환경 전반
- Dirigibile Italia 기지
- 주요 연구분야 : 기후변화
- 황하(Yellow River) 기지
- 연중 기지내 상주하지 않지만, 동계시즌
장기 체류
- Himadri 기지
- 주요 연구분야 : 해양생태계, 대기과학, 오염

* 상주 인력은 해당 기지 내 체류하지 않으며, 별도 숙소공간(KingsBay 임차)에 체류
** 상주기지의 경우 대부분 연중 상시 관측을 목적으로 기지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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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현장 방문 가이드

1. 기지 방문 전 준비사항
2. 기지 방문 절차
3. 기지 생활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1. 기지 방문 전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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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극지 안전 및
환경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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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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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해양
환경
교육원

○○

연간 교육·훈련 일정
--극지일반 및 환경교육 : 연 4회 (분기별 1회 개설)
--극지안전훈련 : 연 8~10회 (매월 1회 이상 개설)
--교육 일정 : 극지연구소 홈페이지(www.kopri.re.kr) 참조

■■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서 제출
--북극지역은 기상상태 및 자연환경이 험난할 뿐 아니라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질병소지자 또는 북극에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북극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히 개인적으로 사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극지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북극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속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종합검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의 자문기관 진단을 통한 극지 방문 적합성 판정을 실시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서는 북극다산과학기지 방문이 금지될 수도 있다.
--체류기간 기준으로 단기/장기 체류자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건강검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북극 방문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단기체류자/체류기간 10일 이하

장기체류자/체류기간 11일 이상

·신체계측

·말초혈액

·전해질

·스트레스

·혈액형

·면역혈청

·신체계측

·비만

·혈중지질

·갑상선

·소변검사

·안과검사

·간기능

·암인자(혈액)

·말초혈액/혈액형

·청력검사

·췌장기능

·간염검사

·흉부촬영(X선 검사)

·폐기능검사

·당뇨

·암인자(혈액)

·치과 검진

·소변검사

·신장기능

·복부초음파

·대변검사

·통풍

·흉부촬영

·심전도

·위검사

·치과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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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 피복
○○

극지역 출입시 피복 준비 사항
--북극까지 여행하는 기간 중의 피복은 경유지 기후, 운송편, 체류기간 및 북극체류 기간 중
현지 기후에 적합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북극다산과학기지의 기상상황은 눈, 비가 많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방수재킷, 방수화가
필수적이고 기지내 실내활동에 알맞는 실내복이 필요하다.
--북극다산과학기지에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이 없으므로 물세탁이 가능한 종류로 준비하고
내의류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한다.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몸에 넉넉한 크기의 피복이 바람직하고 여러 종류의 피복을
겹쳐 입는 게 효과적이다.

■■

보험가입(생명보험, 여행자보험, 장기체류보험, 의료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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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물
○○

선글라스
--북극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맹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북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능이
우수한 선글라스를 개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

안경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다.
--북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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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에 북극다산과학기지에서 현장활동을 진행코자 인원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북극다산과학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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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지활동
적격여부 검토

기지방문
승인

RIS 프로젝트
등록

북극 현장활동
실시(기지방문)

기지 방문 신청 절차(단계별)

1) 현장활동 계획서 및 기지 방문 신청 서류 제출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에서 시행하는 북극세종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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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활동 적격 여부 검토
--극지연구소 규정 상 반드시 극지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검토를 통해
극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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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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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활동(기지방문) 승인
--극지연구소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접수된 현장활동 계획서 및 기지 방문 신청서 등을 검토/
심의를 통해 현장활동(기지방문)을 승인한다.
--극지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 결과 검토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극지역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시 기지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4) RIS(Research In Svalbard) 프로젝트 등록 (*Website : www.researchinsvalbard.no)
--노르웨이 스발바드 당국 요청에 따라 스발바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RIS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하여 활동을 실행한다.
--북극다산과학기지 현장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RIS ID(번호)가 필요하며, 연구 프로젝트
등록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현장활동이 가능하다.
※ RIS를 통해 니알슨 기지촌 입출 항공기, 숙소, 시설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예약하여야 한다.

--On-line 예약 :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에서 일괄 등록 한다.
5) 현장활동(기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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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현장활동 계획서, 건강검진결과서, 자가건강진단 설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극지과학기지 방문 신청서, 극지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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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다산과학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400km이지만, 일반 여객기 항로에 따라
프랑스(파리),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 등을 경유, 북유럽의 노르웨이 오슬로(Oslo),
트롬소(Tromso)를 거쳐 롱이어비엔(Longyearbyen)까지 가야한다. 그 후 롱이어비엔 공항
에서 KingsBay社에서 별도 계약한 소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니알슨(Ny-Ålesund) 기지촌에
도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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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다산기지 입출경로
한국 → 프랑스 파리/독일 프랑크푸르트/영국 런던 등 → 노르웨이 오슬로
→ 노르웨이 트롬소 → 노르웨이 롱이어비엔 → 니알슨 기지촌

다산기지 입출 경로

○○

구간별 소요 시간(편도 기준)

한국 → 프랑스/독일/영국 등 : 약 11~12시간
프랑스/독일/영국 등 → 노르웨이 오슬로 : 약 2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 노르웨이 롱이어비엔 : 약 4시간
노르웨이 롱이어비엔 → 니알슨 기지촌 :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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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항공기 정보
--운항구간 : 노르웨이 롱이어비엔 ↔ 스발바드 니알슨 기지촌(다산기지 소재)
--소요시간 : 편도 약 30분
--운항 스케줄 : (하계) 월, 목 – 주 4회(동계) 월, 금 – 주 2회
소형 항공기

※ KingsBay社 및 현지 공항 사정에 따라 항공편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탑승료

※ 1NOK/140원 (2018년 1월 기준)

구분
탑승료(단위 : NOK)

○○

일반

학생

(편도/왕복)

(편도/왕복)

3,275 / 6,550

2,435 / 4,870

소형 항공기 탑승 및 관련 규정
--1인당 수화물 20kg 이하로 제한(배낭 등 휴대물품 포함)되어 있으며, 탑승 시 휴대화물 기내
휴대 불가(모든 화물은 화물칸에 보관 필요)
--20kg 초과 시 초과 비용 발생(초과 수화물 1kg당 NOK 60 / '18년 1월 기준)
--기지 입출 일정 변경 및 취소는 최소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통보 시에는 항공료
전액을 지불해야 함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 일정 변경 시 KingsBay社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항공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경유지 정보
○○

노르웨이(Norway)
--국  명 : 노르웨이 왕국(kingdom of Norway)
--수  도 : 오슬로(Oslo, 56만명)
--인  구 : 약 532만명
--면  적 : 32.3만㎢(한반도의 약 1.7배)
--인  종 : 노르웨이인
--언  어 : 노르웨이어
--종  교 : 루터 복음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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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지도

--국 경 일 : 5.17(1814년 헌법제정 기념일)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국가원수 : 하랄 5세(Harald Ⅴ) 국왕
--의  회 : 단원제
--국내총생산(GDP) : 3,920억 달러(2017년 기준)
--화폐단위 : 노르웨이 크로네(Norwwgian krone)
--전  압 : 220V

○○

오슬로(Oslo)
--노르웨이 수도
--인구 : 56만명(2017년 기준) / 면적 : 454㎢
--평균기온 : (겨울)–3℃ / (여름)16℃
--도시역사 : 하랄 하르드로데 3세에 의하여 1050년경에 창설, 14세기에는 한자동맹에
속하여 번영하였다. 1624년 큰 화재 후 덴마크왕 크리스티안 4세가 재건한 것을 기념하여
크리스티아니아로 개명하였다가 1952년에 다시 옛 이름인 오슬로로 고쳤다.

○○

트롬소(Tromso)
--북위 70°에 위치한 북극권 최대의 도시
--인구 : 약 7만명 / 면적 : 2,566㎢
--도시역사 : 북부 비옥한 토양과 녹지로 뒤덮인 트롬쇠위섬의 동안에 발달한 북극권지역의
중심지이다. 5월 하순부터 약 2개월 동안 한밤중의 태양을 볼 수 있다. 약 100년 전부터
청어잡이의 근거지로서 발달하였다. 어류·수산가공품·모피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북극광(北極光) 관측소·기상대·작물재배 연구소 등이 있으며, 본토와는 아름다운 다리로
이어져 있다.

○○

롱이어비엔(Longyearbyen)
--섬의 광산을 인수한 미국인(Longyear)과 노르웨이어로 도시를 뜻하는 빈(Byen)이 합쳐져
생긴 지명으로 광산도시
--인구 : 약 1,800명 / 면적 : 2,566㎢
--백야 : 4월 중순 ~ 8월 중순
--특징 : 거주민 대부분 광산업에 종사하며 위도 상 그린랜드 북쪽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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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지 생활에 관한 사항
■■

기지 입·출
○○

니알슨 기지촌 도착(입북극)

1) 기지촌 도착
--항공기 착륙 후 기지촌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비스 빌딩 내 Reception desk로 이동하여
체크인 절차 진행 후 기지로 이동한다.
2) 체크인
--서비스빌딩 내 Reception desk에서 체크인 절차를 진행한다.
--체크인 서류 : 기지 체류 기간, 기지촌 체류에 따른 경비 결제 방법(현장결제, Invoice 청구)
등을 기재한다.
--침구류 비품 등은 Reception desk에 문의하여 서비스빌딩 린넨실에서 수령한다.

서비스빌딩

○○

Reception Desk

니알슨 기지촌 출발(출북극)

1) 기지촌 출발
--출북극(기지 퇴실) 전 사용한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사용한 연구장비 및 시설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리정돈을 실시함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분리수거를 완료한 후 퇴실해야 함

--최종 퇴실자는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빼놓고 퇴실한다.
•단, 건물 내 냉동·냉장고 및 상시관측 장비 및 컴퓨터는 항상 전원이 켜져있어야 함

--체크아웃 및 화물발송 신청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출다산 항공기 출발시간 최소 1시간 전
체크아웃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체크아웃 및 화물발송 신청 절차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충분한 시간여유를 가지고 출다산 절차 진행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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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아웃
--출북극에 앞서, 기지 내 본인이 사용한 침구류, 물품, 연구장비 등에 대해 정리정돈을
실시하며 침구류는 린넨실에 반납하고 Reception desk에서 체크아웃 절차를 진행한다.
--본인 체류비용(식비, 항공료, 시설사용료 등)은 극지연구소로 Invoice 청구하고 발송대상
화물이 있을 시 화물발송 신청을 진행한다.
•체류비용은 극지연구소에서 일괄 정산하며, 극지연구소에서 KingsBay社측에 비용을 선납부하고 방문자에게 청구 / 방문자는 극지연구소에 체류비용 정산
•마린랩, 선박(Teisten) 등 KingsBay社 시설을 사용한 경우 체크아웃 시 실제 사용내역을 Reception 및Marine Lab Manager와 확인하여 과다 청구 방지 필요

■■

기지촌 시설 이용
○○

식당 이용
--식당 위치 : 서비스 빌딩 내 1층
--식사 시간 : 조식 - 07:30~08:30 / 중식 - 12:00~13:00 / 석식 - 16:30~17:30
※현지사정에 따라 식사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식사시간은 Reception desk 또는 서비스빌딩내 게시판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시간에 맞춰 이용

--식당이용 시 주의사항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식사시간을 준수하고, 출입 시 복장(운동복, 작업복, 맨발 금지)에 유의
•식당 내 식기류(컵, 접시 등) 외부이동 및 사진촬영 자제 요망
•서비스빌딩 내 식당은 식사시간 이외에도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간단한 간식류 등이 준비되어 있음
•기지촌 내 공동식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KingsBay社에 식비를 지불해야 함
•식당에서 24시간 음료를 이용할 수 있고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

○○

상점 이용
--상점 운영 시간 : 매주 월, 목 / 17:00~18:00
•기지촌 내에 상점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하며, 이외에도 관광선 등이 기지촌에 들어오는 날에도
추가적으로 운영함
•상점 운영 시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Reception desk에서 운영시간 확인 가능

--상점 판매 품목 : 간단한 기념품, 생필품, 주류, 음료, 과자류, 기타 간식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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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ne Lab 이용
--Marine Lab 이용은 RIS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일자 별로 이용료가
부과됨
※ 사전 예약 필수 및 이용일자, 이용인원, 이용자 학위 별 이용료 상이

--Marine Lab 주요시설·장비
※ 주요시설 : Dry Lab, Wet Lab, Ecotox Lab, Tox-Free Lab, ISOTOP Lab 등
※ 주요장비 : Centrifuges, Drying oven, Autoclave, Microscope, Spectrophotometer 등

--Marine Lab 최종 이용 후 반드시 Marine Lab Manager와 이용일자, 인원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이용료 과다청구 방지 필요

○○

Marine Lab 보트(Teisten) 활용
--Marine Lab 보트(Teisten)는 KingsBay社에서 운영하는 연구용 소형 선박으로, 기지촌에
방문하는 모든 연구원이 대여 가능하며, 사전예약(RIS)을 통해야만 활용 가능함
--Marine Lab 보트(Teisten) 주요 기능 : 최대 6명이 탑승 가능한 소형 선박으로, 샘플링 작업
등 소규모 해상 연구활동에 용이함
--Marine Lab 보트(Teisten) 최종 사용 후 반드시 Marine Lab Manager와 사용일자, 시간에
대한 확인을 통해 사용료 과다청구 방지 필요

○○

FRP보트 활용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가 소유하고 있는 FRP보트(고무보트)는 사전 신청하여 활용 가능
--FRP보트(고무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활용이
가능함
--북극 현장활동 전 기지지원팀에 별도 신청 필요(사전 현장조사 계획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준수 및 유의사항
○○

북극곰 주의사항

1) 북극곰의 생태
--북극곰은 주로 해표를 잡아먹기 때문에 해빙이 있는 섬 북부에 주로 서식한다.
--니알슨 일대는 여름철 해빙이 거의 없어 북극곰과의 조우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이지만, 간혹
북부로부터 산을 넘어오거나 겨울철에 동면하지 않고 활동하는 곰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북극곰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해오는 경우는 없으나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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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곰 출현 대비
--기지촌 영내·외 활동 시 북극곰이 언제·어디서 출현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상시 주의를
요한다. (*기지촌 내 출현 사례 다수)
--야외 연구활동 시에는 반드시 무전기 및 총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사전 총기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하여 북극곰 출현에 대비토록 한다.
--야외 연구활동 시에는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동한다.
--야외 연구활동 시 반드시 2명 이상이 동행하며, 한명 이상은 주변 감시를 전담하여 북극곰
출현을 감시해야 한다.
3) 북극곰 출현 시
--북극곰 기지촌 영내 출현 시 가장 인접한 건물로 대피하며, 기지촌 내에서도 단독 이동을
자제한다. (*상점 외 모든 건물의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음)
--북극곰 근거리 조우 시 갑자기 뛰거나 움직여서 북극곰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며, 천천히
곰을 쳐다보면서 뒷걸음 친 후 거리가 확보됐다고 생각하면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도중에
장갑이나 모자를 떨어뜨리면 곰이 확인하기 때문에 이 틈을 타 도망칠 수도 있다.
--북극곰 발견 시 총기는 위협용으로 사용하며, 북극곰은 법률로 보호받는 동물이므로 인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아니면 사살을 금지한다.
--북극곰을 목격한 경우에는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KingsBay社에 필수적으로 신고 한다.

기지촌 영내 북극곰 출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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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촌 내 통신기기 및 무선장비 일체 절대 사용 금지
--통신기기 사용으로 인한 기지촌 내 연구장비의 오류 및 장애발생 우려에 따라 기지촌 내에서
통신기기 및 무선장비 일체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기지내 보유중인 무전기 제외)
예) 휴대폰(스마트폰), 무선랜(와이파이),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 등)
--특정 주파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지지원팀과 상의가 되어야 하며, KingsBay社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화는 기지 내 전화(인터넷 회선 이용)를 사용하며, 업무 용도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서의
사용은 금지한다.
--기지 내에서는 유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

○○

총기 교육 및 휴대 필수(기지촌 외 야외 조사활동 시)

1) 총기 대여 및 교육
--기지 체류 중에 총기류를 휴대·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RIS를 통해 총기 사용 교육 및 대여
신청이 필수적이다.
--총기 사용 교육은 사전 신청하며, Reception desk에서 총기 사용 교육일정 등을 확인토록
한다.
--북극곰 출현에 대비하여 KingsBay社에서는 기지촌 도착 후, 팀별로 1~2명은 반드시
총기교육을 받도록 한다.
--총기 훈련 중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총기 휴대
--야외 조사활동 시 북극곰 출현을 대비하여 반드시 총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사전에
사격훈련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하여 대비토록 한다.
--총기 휴대 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지지촌 내에서 총기류 휴대 시 실탄은 제거하여 별도로 휴대하도록 하며, 영외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한다.

--공동사용 건물(서비스 빌딩 등) 내에서는 총기/무기류 소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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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위치정보 장비 휴대

1) 통신 장비(무전기 및 이리듐 전화기)
--야외 연구활동 시 반드시 통신 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구조요청을 진행한다. 또한, 비상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정기교신* 의무를
준수한다.
*정기교신 : 모든 야외 연구 활동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지에서 항시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정기교신 의무를 준수한다.
**활동 전 : 출발 통보 / 활동 중(현장): 1시간마다 기지에 통신 / 활동 후: 복귀 확인 통보

2) 위치정보 장비(휴대용 GPS 및 트레커)
--야외 연구활동 시 기상악화로 인해 기지로부터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장비 휴대 필수

○○

무인항공기(UAV) 사용
--니알슨 기지촌 및 인근지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사용은 반드시 KingsBay社 및 노르웨이
항공당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무인항공기(UAV) : 무인항공기, 드론,
Balloon 등 공중부양물 장비 일체)
•사전 미승인 무인항공기 절대 사용 불가
•사용 주파수 확인 후 기사용 중인 주파수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무인항공기 사용에 대한 승인(사전 심사) 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 전까지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로 사용신청 필요

--승인된 무인항공기 운항 시 사용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며, 사전 승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용 금지한다.
--무인항공기에 대한 보험가입은 필수적이며, 기지촌 내 사용 시 인명 및 시설물에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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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북극다산과학기지를 제외한 기지촌 및 북극현지에 연구장비 설치 시 반드시 사전 협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
•연구장비 설치 필요 시 사전 극지연구소와 협의 요망
•사전 협의 없는 미승인 설치 장비는 강제 철거될 수 있음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특정 주파수 및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반드시 KingsBay社
측과 사전 협의 되어야 한다.
•사용 주파수 확인 후 기사용 중인 주파수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출입제한 구역
--기지 주변 환경보호와 연구장비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를 위한 출입 제한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연구 관측지역 및 관측장비 설치구역 등), 활주로, 타국기지 시설물 등의 무단 출입
및 개인 행동을 금지한다. (*니알슨 과학기지촌 이동 시 도로 이동만 가능)
•출입제한구역 및 활주로 등에 대한 출입 필요 시 사전 KingsBay社 측과 협의 필요
•대기관측장비 운영지역 전기차량 이외의 차량운행 금지

Ny-Alesund 출입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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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

화물 운송
○○

화물운송 경로
인천공항 → (경유지) → 노르웨이 오슬로 → 트롬소 → 롱이어비엔
→ 니알슨 기지촌(북극다산과학기지)

--운송편 : 항공 또는 선박
--운송 소요기간 : 항공 약 10일 / 선박 약 3개월

○○

화물 운송 시 주의사항

국내·외 → 다산기지

다산기지 → 국내·외

·롱이어비엔 → 니알슨 구간 항공화물은 예약 대기 순서에 따라 선적되므로
기지 투입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발송
·발송된 화물을 KingsBay社에 화물 선적 및 기지 반입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화물 발송 내용을 기지지원팀으로 통보 필요
·서비스빌딩 내 Reception desk에서 Airfreight paper와 Invoice&Packing
List를 받아 작성하여 발송 화물을 접수함
·Reception desk에 화물 접수 후, 기지지원팀으로 발송 화물 정보를 고지함
(Invoice&Packing List 및 포장된 화물 사진 기지지원팀 제출)

--Hand-carry가 가능한 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운송은 해상운송을 기본으로 함
--현장조사 종료 후 철수 시, 체크아웃과 반출화물 접수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화물운송 절차 진행 요망
--기지 입출간 화물운송 소요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기지지원팀에 알리고, 운송서류를
전달하도록 함
※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운송 시 반드시 기지지원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시험연구용 시료(식물 등) 등 검역이 필요한 물품
•국내 재수입 조건 수출 물품, 국외 재수출 조건 수입 물품
•사후관리 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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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기지 차량 사용
--기지 차량 : 트라제
--기지 차량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하고 가급적 자전거를 이용한다.
•기지 차량 사용 시, 사전 기지지원팀과 협의 필요(사전 현장활동 계획서 제출 시 신청 필요)
•기지 내 2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KingsBay社 측에서 대여 가능

○○

기지생활 폐기물 처리
1) 일반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 처리
--서비스빌딩 내 위치한 린넨실 옆 공간에 일반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 등을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처리토록 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 반드시 음식물과 비닐, 종이 등을 분리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 만 버릴 수 있도록 한다.
2) 화학약품 폐기 시
--화학약품 폐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Reception desk에 화학약품 폐기 신청을 하도록 하며,
KingsBay社에서 안내한 장소에 해당약품을 가져가서 폐기토록 한다.
--화학약품은 일반 폐기물 수거함에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KingsBay社에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토록 한다.

○○

기타 사항
--모든 건물의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지 않도록 함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함
--기지 시설물에 대한 임의용도 변경 불가 및 훼손 금지
--기지 내 기본적인 주방물품(냉장고, 전자레인지 및 식기류 등)을 구비하고 있어, 간단한
조리는 가능함
--실내체육관(소형) 이용 가능 (*구기종목, 암벽등반, 헬스, 사우나 시설 완비)
--응급처치 장비 활용 가능 (응급처치 장비 설치장소 : 기지 2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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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기타 정보

1. 주요 연락처
2. 니알슨(Ny-Ålesund) 기지촌 지도

1. 주요 연락처
구분

극지연구소

전화
팀장

032-770-8510

담당자

032-770-8518

기지지원팀

E-mail

logistics@kopri.re.kr

북극다산
과학기지

사무실

79-02-6844

dasan@kopri.re.kr

KOPRI-NPI
협력센터

사무실

77-75-0550

-

주 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주 노르웨이 한국대사관

22-54-7090

kornor@mofa.go.kr

KingsBay reception

79-02-7200

booking@Kingsbay.no

KingsBay Director

79-02-7280

director@Kingsbay.no

KingsBay Research
Advisor

79-02-7252

research@Kingsbay.no

KingsBay Marine LAB
manager

79-02-7270

marinelab@Kingsbay.no

KingsBay Office Manager

79-02-7218

office@Kingsbay.no

KingsBay Accountant

79-02-7291

accountant@Kingsbay.no

KingsBay Consultant

79-02-7285

consultant@Kingsbay.no

KingsBay Technical
Manager

79-02-7281

technical@Kingsbay.no

KingsBay Harbour Master

79-02-7240

harbour@Kingsbay.no

KingsBay AFIS
/Airport Manager

79-02-7220

airport@Kingsbay.no

KingsBay Mechanic

79-02-7241

mechanic@Kingsbay.no

KingsBay House Keeping

79-02-7829

housekeeper@Kingsbay.no

KingsBay 社
(현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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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기지

노르웨이 스베드럽기지
(Sverdrup)

79-02-7400

stasjonsleder@npolar.no

독일 콜데베이 기지
(Koldewey)

79-02-6860

stationleader@awipev.eu

중국 황하 기지
(Yellow River)

79-02-7988

yang.lei@caa.gov.cn

이태리 디리지빌레 기지
(Dirigibile)

79-02-7075

stationleader.arctic@cnr.it

영국 NERC 기지
(Nation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79-02-7022

nc@bas.ac.uk

2. 니알슨(Ny-Ålesund) 기지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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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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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다산과학기지
Arctic Dasan Station, N-9173, Ny-Ålesund, Norway
T +47-79-02-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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