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을 지닌 미지의 땅 남극을 향한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딘 것이었습니다. 세종과학기지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극지연구에 매진하여 극지연구 선진국이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세종과학기지는
오랫동안 그 중심에 서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고 숨가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 발간사 중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그 서른 해의 이야기

1988년 남극의 끝자락 킹조지섬에 대한민국 첫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과학기지가 세워졌습니다. 무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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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988년 2월 17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킹조지섬
에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며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현재는 남·북극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극지연구 선도국으로
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세종과학기지는 오랫동안 그 중심에 있었으
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고 숨가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시발점 세종과학기지의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남극세종과학기지, 그 서른 해의 이야기>에서는 기지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
고 의미있는 연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를 거쳐간 다양한 사
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종과학기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는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상징으로서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
묵묵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과학 연구 활동을 통해서만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혹한의 남극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왔습니
다. 그 원동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2002년 북극에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했
고, 2009년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건조했으며, 2014년에는 두 번째
남극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해 남극에 상주 기지를 2개 이상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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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
를 뒤돌아보며, 세종과학기지에서 많은 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
을 느낍니다.
앞으로 세종과학기지는 세계적 현안인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
로서 그 가치와 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극지연구소는 국내·외 더 많은 과
학자들에게 세종과학기지의 방문 기회를 확대해 남극 반도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연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부처와 지난 30년을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남극 진출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고 숨가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준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과 하계연구대원, 기지 준공과 증
개축을 수행한 건설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한민국 남극세종과
학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장

윤호일

축사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30주년을 맞아, 우리의 극지연구 역사를 의미 있게 담
아낸 <남극세종과학기지, 그 서른 해의 이야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본 도서에 그간 세종과학기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동감 있게 담았다고 하
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남극세종과학기지가 30주년을 맞기까지 불철주야 애쓰신 31차에 이르
는 월동연구대, 하계연구대, 기지 건설 및 증개축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윤
호일 극지연구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지의 땅 남극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남극세종과학지기가 세워진 지 30년이 흘
렀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17,24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땅 남극에 우리 과학
자들이 진출해 극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를 보면,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극 진출은 바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8년부터 남빙양에서 진행
된 크릴 시험어획과 해양조사는 남극대륙 진출의 기반이 되어주었고, 이후 1985
년 남극관측탐험 성공, 1986년 남극조약 가입, 그리고 마침내 1988년 2월 17일
남극 진출의 관문인 남극세종과학기지를 킹조지섬에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극지
연구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극에 먼저 진출한 다른 나라에 비해 약 20여 년 늦게 극지연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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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남다른 역량과 열정으로 기후변화·유용생물 자원연구 등 여러 부문에

대한민국이 극지연구 강국,
나아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걸쳐 연구영역을 확대하며 질적 성장을 이뤄냈고, 국제적으로도 남극연구를 주
도하는 국가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극지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계속 커짐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
여진 과제들이 많습니다. 남극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 등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해 미래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남극연구의 당면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
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그 서른 해의 이야기> 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극
지연구 강국, 나아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책
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극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축사

준공 30년을 맞이한 남극세종과학기지와 이를 기념하는 도서의 발간을 축하드
립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오래 전 남극 바다를 조사연구하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1988년 1월에 칠레 남단 푼타에레나스에서 예인선을 빌려 해양탐사 장비를 탑
재하고 파도가 험하게 넘실대는 드레이크 패시지를 건너서 세종기지 공사 현
장에 도착하여 빙하가 바다에 접해 녹아내리는 마리안 코브 바다를 조사한 일,
세종기지 건설 인력과 어울려 컨테이너로 조립한 함바집에서 국수를 먹던 일
과 기지 준공식에 참가해 빙하를 가로 질러 내리는 찬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를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간 동료들은 이제 우리도 남극이란 지구 기후
를 결정하는 냉권에 접근할 수 있다는 학문적 자신감과 지구 문명 창달에 기여
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솟았습니다. 온 국민이 남극으로 정신적으로
소유하는 역사의 한 전환점에서 얼음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냉기 또한 신선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남극세종과학기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과학적 관찰과 분석 및 응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고, 세종
과학기지의 도전은 곧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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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실

지난 30년동안 세종과학기지는
묵묵한 임무 수행으로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극연구에 헌신하시는 과학자 여러분들과
이들을 뒷받침해주시는 수많은 관계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극지연구는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 198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 2004년에는 부설 극지연구소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극지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극지연구
의 산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
민국은 남·북극에 세 곳의 과학기지와 독자적인 쇄빙연구선을 운영하는 극지
과학연구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극지와 대양에 대한 인류의 호기심은 끝이 없을
것이며, 이 호기심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 굳게 믿고 있
습니다. 30년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홍기훈

축사

Peter Beggs

Chief Executive of Antarctica New Zealand

Director of Office of Polar Programs o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Kelly Kenison Falkner

Antarctica New Zealand would like to say a massive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fice of Polar Programs,

on your 30th anniversary of King Sejong Station in Antarctica. Our

which manages the United States Antarctic Program, chucka hamnida!—

relationship, which started with Antarctic science and logistics, has grown

congratulations!— as you celebrate 30 years of scientific exploration in

into a real friendship. Korea also has the best coffee on the southern

Antarctica at King Sejong station. Your scientific efforts in environmental

continent … so I reckon the friendship will only get better! Here’s to many

monitoring, marine biology, glaciology and more have expanded

more years of collaboration with you, our valued Antarctic neighbours.

understanding of the Antarctic and benefitted the world in fulfillment of
Antarctic Treaty framework vision. It is our particular honor to recognize

| 뉴질랜드 남극연구소장 |

our donglyo—“colleagues” of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on this

뉴질랜드 남극연구소는 준공 30주년을 맞은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크나큰 축하를 보냅니다. 남

momentous occasion!

극연구와 물자보급에서 시작된 세종과학기지-뉴질랜드 남극연구소 간 관계는 진정한 우정으로
무르익었습니다. 또한, 남극에서 대한민국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소중한 남극의 이웃 세종과학기지와의

|  미국 국립과학재단 극지프로그램 대표   |

미국 남극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극지프로그램을 대표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에서의 남극 과학연구 30년을 축하합니다! 환경모니터링, 해양생물학, 빙하학 등에 대한 여러

협력을 기원합니다.

분의 과학적인 노력은 남극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장시켜주었고, 남극 조약 체제의 비전 수행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동료인 극지연구소의 이 중요한 행사에 메시지
를 남길 수 있어 특히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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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uji Nakamura

Director of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Japan

Director of the Alfred Wegener Institute in Germany

It is my great pleasure, on behalf of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From the Alfred Wegener Institute in Germany with ♥: Congratulations

Japan, to express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thirty years'

to the 30th Anniversary of KOPRI’s King Sejong Station in Antarctica ! We

anniversary of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We hope to strengthen

are proud to be your partner in polar research, and your ally in furthering

our collaborations on the Antarctic and Arctic observations/researche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long-

order to study global issues by a team work of Asian countries. We wish

standing collaboration in sharing polar research infrastructure and more.

that your next thirty years of 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will be

Happy birthday and warmest greetings to everyone on King George Island !!

even more successful.
|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장   |
|  일본 극지연구소장   |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기념해 사랑을 담은 축

일본 극지연구소를 대표해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준공 30년을 축하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

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극지연구 파트너로 일할 수 있고, 앞으로의 국제 협력에서 대

각합니다. 아시아 국가 간 팀워크를 기반으로 전지구적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남북극을 관측하

한민국의 동맹국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극지연구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데 우리의 오래

고 연구하는 데 우리의 협력이 공고해지길 바랍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앞으로의 30년이 더

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드리며, 킹조지섬의 모두에게 세상

욱 더 성공적이길 기원합니다.

에서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Antje Boetius

우리나라의 반대편,
지구 남반구 남극에 있는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대하고도 새로운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극에서
인류의 내일을 연구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Beholding the Future
from the ends of the Earth

삼십년간 묵묵히 노력해온
열정 그대로

Advancing
in our Challenges

새로운 각오로
남극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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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진출과 남극대륙 탐험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남극 진출

크릴 시험조업과 어장환경 연구

우리나라의 남극 진출은 1970년대 말 시작되었다. 춥다고만 알려진 남극대륙에
가는 방법을 몰랐고, 갔다 온 사람도 없었기에 탐험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이 발달해 배를 움직이는 것에는 비교적 자신이 있
었다. 정부는 소요경비의 반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남극에 진출할 계
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크릴을 시험 어획하기 위해 1978년 12월 7일 남북
수산주식회사의 남북호(5,549톤)가 부산항을 떠났고 단순한 시험 어획을 넘어

남극세종과학기지

크릴과 남극 바다의 연구를 계획했다. 국립수산진흥원의 허종수 수산연구관을
비롯한 조사단 5명, 이우기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94명, 신문기자 6명이 처음
남극으로 갔다. 1979년 11월 30일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엔더비랜드
(Enderby Land)와 윌크스랜드(Wilkes Land) 앞에서 남빙양의 일반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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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서 510톤의 크릴을 어획했다. 나아가 나름대로 어구와 어법의 연구, 크
릴과 관련한 생태와 분포 등의 조사, 가공 및 이용 방안의 연구 등을 수행했다.
크릴 어획은 정부지원 계획이 바뀌어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어획한 크릴은

남극은 춥고 가혹하다고만 상상했으므로 남극

낚시 미끼나 사료, 비료로 쓰였다. 지금은 크릴보다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

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로)를 어획한다. 이 물고기는 남극과 아남극(Subantarctic)의 심해에서 성장

필요했다.

하며 성장 속도가 늦어 일정한 양만 어획하는 고급 어종이다. 현재는 남극해양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 남극에 진출해 남빙

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양을 조사하며 남극대륙을 탐험했고 남극조약

Living Resources, CCAMLR)에서 자원생물의 허용어획량을 산정하고 금어기

에 가입했다. 이제 외국의 기지들을 부러운 눈으
로 보는 대신 우리 기지를 지어야 했다.

제1차 크릴 조사보고서

와 구역을 설정하는 등 관리조치를 제정한다. 고래, 해표, 물개, 물고기를 보호
하면서 그것들의 먹이인 크릴을 잡는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인다. 크릴 자원량
이 수억 톤으로 추정될 정도로 워낙 많다고는 하지만 크릴 어업이 크릴을 먹이
로 하는 대형동물의 서식지 주변에 특히 그들의 번식기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크릴을 어획하면서 남극조약에 앞서 1985년 3월 29일 남극해양생
물자원보존협약에 가입했다. 크릴만 어획하지 않고 남극 생물자원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그를 보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제1차 크릴 조사의 항적도

남빙양 항해 중 크릴을 어획하며 크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작은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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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이 발견된 것은 훨씬 후일이지만, 인류가 남극을 상상한 것은 아주 오래 전이었다. 기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1.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의 발견

원전 6세기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
다. 이 말은 바로 남쪽이 있다는 뜻이었다. 당시 알려지기로는, 대륙들이 주로 북쪽에 있었
으므로 지구가 균형을 이루려면 남쪽에도 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도 피타고라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리스토텔
제1차 크릴 조사에 나섰던 남북호

제1차 크릴 조사 때 크릴 어획 장면

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원전 350년 전 그의 저서 <기상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에 북극이 있으므로 같은 관계에 있는 지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의 사고
방식은 2세기경 이집트 지리학자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미가 계승해서 인도양이 아프리카
를 연장한 육지로 둘러싸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무렵 남극지역이라는 말이 지도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지점을 ‘남극점’이라고 불렀다. 나아가 남쪽에 있으리라고 상
상되는 땅을 일컫는 “남쪽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땅(Terra Australis Incognita)”이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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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우리나라가 남극에 진출해 남극을 연구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

생겨났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은 남쪽의 땅을 상상만 했을 뿐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 비록 당시에는 모든 것이 부족할 때라 크릴의 자원생물학연구와 서식환경

드디어 18세기 후반, 당시 세계최강의 국가였던 영국이 제임스 쿡을 내세워 남극대륙을 찾

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남극에서 최초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

아보기로 했다. 남빙양에 얼음이 적어 쿡은 웨델해(Weddell Sea)에서 보다 남쪽으로 내려

가 있었다.

올 수 있었다. 그는 남빙양에 떠있는 빙산들은 보았으나 육지를 보지 못해 남극대륙이 없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도 남극연구 착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

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있다고 알려져 온 남극대륙은 없는 것으로

었다. 현재 한국극지연구위원회 고문인 박병권 박사와 홍승용 전 인하대학교 총

결론지었다.

장의 연구 제안과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차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만 해도

1819년 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칠레 발파라이소로 가던 영국 배 윌리엄스

연구 예산이 많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Williams)호가 케이프 혼을 돌아가다가 바람에 밀려 오늘날의 남셰틀랜드 군도를 발견했
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해 10월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남극대륙 탐험

‘새로운 발견’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만 해도 주인이 없는 땅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

윤석순 전 국회의원은 1984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를 맡으면서 청소년들

했던 ‘발견하는 시대(Age of Discovery)’였으므로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넬슨섬, 로버

에게 호연지기를 심어줄 방안을 숙고했다. 그때 한국남극관측탐험단을 조직

트섬, 그리니치섬처럼 영국식 이름이 많이 붙었고, 이는 훗날 영국이 남극반도 일대의 영

해서 남극 최고봉을 등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당시만 해도 혹한의 상징

유권을 주장할 명분이 되었다.

인 남극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한다는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호기심과 도전정신
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만한 주제였다. 그러나 당시 외무부에서 과학연구
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해양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 프
로젝트에 참가했다. 해양연구소에서 한국남극관측탐험단에 과학자들을 파견한
것은 훗날 해양연구소가 우리나라의 남극연구를 주관하면서 크게 발전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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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되었다.

고봉 등정반과 킹조지섬 탐험반으로 구성되었다. 남극 최고봉 등정반은 엄청
난 고통을 뚫고 1985년 11월 29일 세계 여섯 번째로 해발 4,892m의 빈슨 매
시프를 등정했다. 킹조지섬 탐험반은 킹조지섬 해안에 텐트를 치고 남반구의
여름을 체험하면서 가까이 위치한 칠레 프레이 기지와 중국 장성 기지를 찾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1. 남극세종과학기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조직한 ‘한국남극관측탐험단(단장 윤석순)’은 남극 최

아가 그들의 경험을 전해 들으며 기지시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당시 러시
아 벨링스하우젠(Bellingshausen)기지에서는 탐험대원들에게 자작나무로
등을 두드리는 북유럽식 사우나의 호의를 베풀었다.
한국남측관측탐험단의 남극탐험활동에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우
리나라가 남극대륙을 처음으로 탐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8년부터 남빙양
에서 시험조업을 하다가 드디어 남극대륙에 처음 상륙한 것이었다. 따라서 남
빙양을 벗어나 남극의 땅 위로 올라와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가능성이
향후 남극연구와 기지건설로 이어졌다.
둘째, 단순히 남극대륙을 탐험했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때 킹조지섬을 탐
험함에 따라 1987년 1월 기지건설이 결정되면서 그해 4~5월 후보지로 킹조
지섬을 탐험했기 때문이다. 4~5월이라면 남반구의 겨울로 하루하루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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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날씨가 나빠져 가는 시기다. 그런 때에 사람은 한 번 갔다 온 곳은 밤에도
갈 수 있지만, 남극대륙처럼 전혀 새로운 곳은 갈 수 없다. 또 갈 방법도 없고
억지로 갔다고 해도 조사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남극관측탐험단이 킹
조지섬을 탐험한 것은 세종과학기지가 킹조지섬에 자리를 잡게 한 중대한 계
기가 되었다.
셋째,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탐험을 주관한 회사가 문화방송(현 MBC)이었고 재정을 뒷받침한 것은 포항제
철과 국제그룹 등의 기업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재정이 부족했을 뿐만 아
니라 남극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을 때임을 고려해보면 이를 계기로 정부가 남
극진출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되었다.

2
남극에 상륙한 한국남극관측탐험단

남극조약 가입

크릴 시험 어획을 계속하면서 정부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가
입해 남극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또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남극대륙 탐
험에 고무된 정부에서는 남극조약 가입을 추진했다. 당시 남극조약체제(남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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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발견과 거의 동시에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의 명을 받은 벨링스하우젠 남극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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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세종과학기지

세계의 남극탐험사

대가 남극을 찾았다. 보스토크호와 미르니호 두 척으로 된 벨링스하우젠 탐험대가 1820년
1월 27일 남위 69도 21분, 서경 2도 14분에서 남극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남빙양에 대륙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소홀하게 넘겼다.
남극이 발견되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남극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먼저 영국의 제임스 웨델
1986.12.16 한국 남극조약 가입기념 학술세미나

함장이 1822년부터 1824년에 걸쳐 남극반도 일대를 탐험했다. 그 뒤를 이은 영국의 제임
스 클라크 로스(1839~1843년), 미국의 찰스 윌크스(1840~1842년), 프랑스의 뒤몽 뒤
르빌(1840년)이 대표적인 남극 탐험가이다. 이들 덕분에 남극대륙의 해안선과 섬들이 알
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북반구의 고래의 개체 수가 줄어들며 대신 남극의 고래들을 잡아들
이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초에는 고래잡이 기지들이 남극 주변에 건설되었다. 이 기지들은
1980년대 중반 고래잡이가 금지되면서 지금은 녹슨 채 버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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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협의당사국들의 방침)에서는 유엔 가입국이 원하면 자동으로 조약에 가입할

1911년 12월 14일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 남극점에 닿았고, 한 달 뒤에는 영국 로버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크릴 시험 어획

트 팔콘 스콧 일행이 남극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스콧 일행은 돌아오다가 모두 죽음을 맞

결과와 남극대륙탐험을 바탕으로 1986년 11월 28일 33번째 국가로 남극조약에

는 비극을 맞이했다. 아문센이 개를 잘 이용했던 반면 스콧은 인간의 힘에만 의존하면서

가입할 수 있었다.

조난당했다. 1912년 말에 동료 두 사람과 개썰매로 조지 5세 랜드를 탐험하던 오스트레일

남극조약에 가입하면서 정부는 남극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

리아의 더글러스 모슨은 동료들이 크레바스에 빠지거나 비타민A 과다로 숨지자 250km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극에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남극조약에서 강조

이상을 혼자 살아 돌아온 단독 생존의 신화를 남겼다. 남극대륙을 종단하려던 영국의 어니

한 ‘실질적인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었다. 기존에 지속하고 있

스트 섀클턴 경은 탐험선 엔듀어런스호가 얼음에 갇혔다가 침몰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

던 크릴 시험 어획을 통해서는 수산 연구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수

다. 그러나 20개월 동안 바다와 얼음만이 존재하는 무인도에서 조난당했으면서도 일행 29

산 연구가 남극연구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연구할 분야가 워낙 방대한 남극

명 전원이 살아 돌아가는 남극 탐험사상 전무후무한 집단 생존의 기록을 세웠다.

에서는 그 외에도 도전할 분야가 많았다. 남극대륙은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

탐험에 비행기가 이용되기 시작하며 미국 해군장교 리처드 버드가 1929년 12월 29일

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남빙양까지는 워낙 넓어 연구할 장소와 대상이 무궁무

비행기로 남극점에 도착했다. 28년 후인 1957년 12월 29일 영국 비비안 훅스 경이 이끄

진했다.

는 1956/58년 영연방남극종단탐험대가 설상차로 남극대륙을 처음으로 종단했다. 1990

당시 남극조약 가입은 외무부의 멀리 내다본 혜안이었고 통찰력이었다. 기존의

년 국제남극종단탐험대는 6개국 6명으로 구성되어, 장장 7개월에 걸쳐 가장 긴 경로인

국제관계를 넘어 더욱 큰 곳으로 뻗어나가는 방안을 찾던 중 남극이 대부분의

6,400km를 개썰매로 남극대륙을 종단했다. 이들은 남극반도 끝을 떠나 남극점과 러시

사람들에게는 춥고 진출하기 쉽지 않는 곳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과학연

아의 보스토크 기지를 지나 미르니지로 나갔다. 이후로도 매년 크고 작은 남극 탐험이 계

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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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남극조약
1

기지건설 결정

여러 나라들이 남극을 탐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미국의 제안으로 몇몇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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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의 지구 물리현상을 집중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12개

외무부  

국은 1957년 7월부터 1958년 말까지를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남극조약에 가입한 다음해인 1987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이 외무부 신년 업무보

Year, IGY)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그들은 남극대륙과 도서지방에 수십 개의 기지를 짓고

고 자리에서 기지건설을 결정했다. 그때 정부에서는 하계 기지를 생각했다. 남

남극의 지자기, 빙하, 대기, 오로라를 포함한 지구물리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극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남극에서 1년 동안 지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

국제지구물리관측년이 다하자 여기에 참가한 12개국이 1959년 12월 1일 남극조약을 체

각했기 때문이다.

결했다. 남극조약은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다. 나아가 남극조약에 가장 먼저 서명한

그러나 건설 장비와 건설 자재 면에서 볼 때 하계 기지와 상주 기지는 건설하는

나라 12개국이 이른 바 ‘원초서명국’이 되어, 이후 남극조약에 따르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데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비슷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기지를 여름에만 이

예를 들어 남극조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보호를 강조해, 기지를 짓기 전에 환경영향

용한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었다. 실제 남극의 여름, 두세 달 동안만 있을 기지

평가를 인정하거나 반려한다.

보다는 연중 상주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돌아

남극조약에서는 남극을 남위 60도 남쪽으로 정의했으며, 남극에서는 일체의 군사행동과 핵

오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은 자명했다.

사용을 금지하고 과학연구를 보장했으며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기지에

당시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았다는 사실도 한 가

설치되었던 핵발전기가 폐쇄되었고 오염된 물질이 제거되어 남극 바깥으로 운반되었다.

지 이유가 되었겠지만, 남극에 상주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옳은

이 남극조약 체제 안에서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판단이었다. 남극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황무지이다. 또 모르는 것을

Research, SCAR)가 여러 분과를 두어 연구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남극조약 체제에

알고 싶어 하는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곳이다. 나아가 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

과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남극조약에 가입하더라도 바로 남극조약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상을 높이는 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남극연구로 협의당사국 위상을 인정받아야 남극조약협의

이었다.

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에 참여할 수 있다. 2017
년 현재 남극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53개국이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29개국이다. 남극

해양연구소  

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만장일치 방식의 컨센서스(Consensus) 제도이다.

기지 건설이 결정되자 남극은 ‘강 건너 불’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해양연

남극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이 1972년 2월 11일 남극의 해표류를 보호하는 협약(Conven-

구소도 바빠졌다. 1987년 3월 16일 제1연구부 산하에 극지연구실이 신설되었

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CCAS)을 채택했고, 1978년 3월 11일 발

고 박병권 박사가 책임자가 되었다. 연구실의 구성원들은 당시 해양연구소의

효되었다. 1980년 5월 20일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인력을 중심으로 기상학, 생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원들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이 채택되었고, 1982년 4월 7일 발

이었다. 남극 국제법 전문가인 이서항 박사도 합류했다. 모두 경험은 없어도 새

효되었다. 각국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남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많은 국가가 남극

롭고 신기한 땅인 남극을 연구하겠다는 의욕은 충만했다.

조약에 가입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하계기지와 약 40개의 상주기지

1988년 5월 1일 해양연구소의 조직이 확대되면서 극지연구부가 설치되었다.

가 건설되었다.

이후 확대된 극지연구부는 극지연구실, 남극과학기지, 극지지원실로 구성되어
세종과학기지와 극지 연구를 지원할 조직을 갖추었다. 이때는 남극과학기지로
서 세종과학기지가 이미 준공되었고 제1차 월동연구대가 겨울을 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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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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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극지연구와 활동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9일)로 되었다가 극지연구본부(2000년 6월 1일)로 변경되어 극지연구소가 설
립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남극
영유권
남극기지건설단 출항식
01. 1987.10.06
02. 남극기지 건설 모습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  

남극에 진출한 나라들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영국이 1908년 가장 먼

남극연구와 남극에 관계된 활동은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

저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칠레, 아르헨

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남극 활동을 대표할 조직이 필요

티나가 합세했다. 주장의 명분은 발견, 탐험, 연구, 지리적 연장, 상속 같은 이유들이었다.

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ttee on

남극반도 일대는 영국과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지명이 다르다. 예

Antarctic Research, KONCAR)가 1987년 8월 28일 창립되었다. 허형택 당시

를 들어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섬을 영국은 ‘킹조지섬(King George Island)’, 칠레는 ‘이

해양연구소 소장이 위원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위원 17명은 학계, 연구소 및 관

슬라 레이 호르헤(Isla Rey Jorge)’로 부르지만, 아르헨티나는 ‘5월 25일 섬(Isla 25 de

련 부처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는 남극조약 체제의

Mayo)’으로 부른다. 기지 앞바다도 영국은 ‘맥스웰만(Maxwell Bay)’, 칠레는 ‘필데스만

구성 조직인 남극과학연구위원회에 대응하는 국내 조직이다.

(Bahia Fildes)’, 아르헨티나는 ‘가르디아만(Bahia Guardia)’으로 부른다. 7개국이 영유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가 북극 연구를 시작하면서, 2001년 10월에 창립된 한

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남극의 발견과 연구에 가장 큰 업적이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주장을

국북극과학연구위원회는 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와 함께 2002년 6월 27일 한

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1910년대 초부터 남극을 탐험

국극지연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들에 의해
남극에 대한 일체의 업적과 권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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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59년 타결된 남극조약에서는 모든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2

후보지 답사

새로운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
다고 해서 그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지건설 업무는 외무부에서 과학기술처로 넘어갔다. 과기처의 주관으로 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남극조약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

4~5월에는 킹조지섬을 중심으로 한 후보지 답사가 있었다. 당시 송원오 해양

방식도 발전해서 가족 거주와 출산, 대통령과 추기경의 방문, 국무회의 개최, 우표발행 같

연구소 제1연구부장을 비롯한 답사반 8명은 칠레 프레이 공군기지에 머무르면

은 여러 방법을 동원한다.

서 칠레에서는 헬리콥터를, 러시아에서는 설상차를 빌려 기지를 건설하기에 좋
은 곳을 물색했다. 그때에는 기지건설 전의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 인근 기지
의 양해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킹조지섬에는 러시아, 칠레를 비롯해 7개국의 기지가 이미 건립되어 있었
다. 그 중 새로운 터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폴란드 아르토스키
(Arctowski) 기지에서는 본국의 기지 부근 이탈리아 골짜기가 좋다며, 적극적
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헬리콥터 조종사가 난기류를 이유로 비행을 꺼렸다. 그
골짜기는 1970년대에 이탈리아가 대피소를 지었지만 아르헨티나가 극구 반대
해 건물을 철거한 곳이었다. 그래도 폴란드 기지에서는 본국 기지 주변에 다른
기지가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폴란드 기지에서 바다
를 건너가면 브라질 코만단테 페라즈(Commandante Ferraz) 기지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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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부는 이후 해양연구소의 조직 변화에 따라 극지연구센터(199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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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빙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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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섬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반

01. 세종과학기지

08. 중국 장성 기지

02. 아르헨티나 주바니(현 칼리니) 기지

09. 페루 마추피추 기지

03. 러시아 벨링스하우젠 기지

10. 미국 코파가바나 기지

04. 칠레 프레이 기지

11. 독일 달만 실험실

05. 폴란드 아르토스키 기지

12. 체코 에코 기지

06. 브라질 페라즈 기지

13. 칠레 에스쿠데로 기지

07. 우루과이 호세 아르티가스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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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마음대로 건널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 전에 찾아보았던 칠레 대원들이 추천한 곳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답사반은 바톤반도 해안에 평탄한 곳을 찾아내었다. 그리 높지 않은 써크

킹조지섬은 길이 79km에 폭 27km로, 당시에는 90% 넘게 얼음과 눈으로 덮여

(Cirque, 원형의 협곡)를 배경으로 하고(제1차 월동연구대는 써크가 있는 이

있었다. 북쪽 해안은 암초가 많고 빙벽과 암벽으로 이뤄져 있어 사람이 가까이

봉우리를 ‘세종봉’이라고 불렀다), 앞이 맥스웰만으로 터져 바람은 세겠지만 터

가기 아주 힘들었다. 반면 남쪽 해안에는 만도 있고 자갈해안이 있어 사람이 올

가 널찍하고 바위 아닌 자갈로 덮여 작업하기가 쉬워 보였다. 안쪽으로 약간 높

라갈 만했다. 따라서 킹조지섬에 진출한 7개국의 기지가 모두 남쪽 해안에 세워

은 평지가 있어 앞으로 기지의 규모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좋은 조건이었다.

졌다. 그중에서도 남서쪽 필데스반도는 땅이 가장 넓게 노출되어, 킹조지섬에

앞바다인 마리안 소만의 해안도 바위가 아닌 자갈이었다. 소만 안쪽으로는 바

기지를 가장 먼저 지은 러시아의 벨링스하우젠 기지를 비롯해서 칠레의 기지와

위 해안 절벽에 급경사였지만 거기까지 갈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행장과 우루과이 호세 아르티가스(José Artigas) 기지, 중국의 장성 기지가

후보지의 낮은 곳에는 꽤 큰 자연호수가 얼어 있었다(제1차 월동연구대는 이

모두 필데스반도에 있다.

호수를 ‘세종호’라고 불렀다). 또 상당히 높은 봉우리가 있는 마리안 소만 북쪽
의 위버반도는 북풍을 막아줄 것이었다(제1차 월동연구대는 위버반도의 높은
봉우리를 ‘서울봉’이라고 불렀다).

3

기지건설 준비

칠레 기지의 공항과는 얼음이 덮인 땅으로 연결되지만, 얼음에는 크레바스가
있어 위험했다. 그런 점에서는 공항 근처는 후보지로 불리했다. 어렵게 찾아낸

기지는 현대그룹에서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답사자료

바톤반도 해안의 평지에서 공항이 너무 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실제

를 바탕으로 설계에 들어갔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은 남극에 세워질

킹조지섬에 여덟 번째로 기지를 지으면서 이른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기란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설계하며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잠을 이루지

쉽지 않았다. 러시아 기지의 설상차로 찾아간 곳은 해안에서 상당히 멀었고,

못했다고 했다. 기술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았겠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으로도 벅

큰 호수가 부근 낮은 곳에 있어 물을 보존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다. 답사하

찼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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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학기지 건설선 HHI-1200호

1987.10.06 남극기지건설단 출항식

현대건설은 건설 기자재를 준비했다. 기중기와 불도저, 임시부두로 쓸 바지선 2

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역에 칠레 발디비아 대학교의 고층대기

척에 바지를 끌 예인선과 건설선, 부두를 오갈 페리선, 숙소로 쓸 40피트 컨테

관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칠레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이너에 이르기까지 짐이 수만 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났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도록 주춧돌과 부두용 콘크리트 블록을 포함해서 크고 무거운 토목 재
료들도 모두 준비했다. 현장에서 블록의 주형을 만들고 양생하기에는 날씨가

4

기지건설과 준공

좋지 않고 공사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울산에서는 건설기술자들이 시험 삼아 기
지 건물을 조립해 보았을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론과 실제는 큰 차이가

기지건설

있기 때문이었다.

기지건설선 HHI-1200호가 1987년 10월 6일 울산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현대중공업이 건설 자재를 운반하기로 해, HHI-1200호를 남극과학기지 건설선

해 12월 15일 후보지 앞에 도착했다. 다음날에는 페리선을 내려 해안부근의 수

으로 결정했다. ‘1200’은 그 배 기중기의 인양 능력이 1,200톤이라는 뜻이다.

심을 측정했다. 기지건설단(송원오 단장, 조중환 현장소장, 김동욱 감리단장)이

1,200톤이라면 중형 승용차 800대와 맞먹는 무게이다. 선적할 물자의 목록이

상륙해 16일 정오 바톤반도 후보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바지선을 내려

정리된 후 선적 순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선적할 때 순서를 고려해

임시 부두를 만든 다음 순서에 맞추어 물자를 하나하나 양륙했다.

싣지 않으면 물자를 내린 다음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물품이 크기

여름이라 낮이 길었고,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으므로 180명이 넘는 건설인력

와 용도와 무게가 다르고 사용 장소가 달라 선적에 많은 고생을 했다. 험한 남

이 오후 늦게까지 일했다. 건설은 기초를 다져 미리 준비된 주춧돌을 놓고 철골

빙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물자를 결박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을 세운 다음 바닥과 벽체와 지붕을 조립하는 식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땅도

정부에서는 후보지가 칠레 공항을 비롯해 외국 기지들이 있는 필데스반도에서

예상과 달리 쉽게 파였고 바위도 얼마 없었다. 미리 양생한 커다란 콘크리트 블

동떨어져 있어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불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능한

록을 가라앉히며 쌓아 작은 부두도 만들었다. 이웃 기지들과 교신할 통신시설

한 필데스반도에 짓기 위해 칠레 프레이 기지와 중국 장성 기지 사이로 바꾸려

도 갖추어졌다. 전화는 국제해사 인공위성을 이용하면서 중계국을 거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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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준공

험 어획을 위해 남극에 진출한 이래, 만 9년 2개월 만에 연구기지를 준공한 것이
었다. 우리만의 기지가 생겼고 남극 하늘에 언제나 태극기가 휘날리게 되었다.
세종과학기지의 위치는 우리나라에서 1만 7,240km 떨어진 남위 62도 13분, 서
경 58도 47분으로 서남극 남셰틀랜드 군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인 킹조지섬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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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17일 드디어 남극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되었다. 1978년 12월 크릴 시

서쪽 바톤반도의 북서쪽 끝 해안이다. 남셰틀랜드 군도를 포함한 남극반도 일
대는 이른바 해양성 남극으로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다. 따라서 환경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아 견딜만하다.
기지는 큰 건물로만 본관동, 거주동, 연구동, 하계연구동, 기계동, 정비동으로
1987.12.16 남극세종과학기지 기공식

구성되었다. 본관동에는 식당과 휴게실이 있고, 거주동은 2인실 침실로 되어 있
었다. 연구동에는 대기과학, 해양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연구실이 있었다.
주요 건물들은 눈이 날려가도록 땅에서 1.2m 정도 띄어진, 이른바 고상식(高床
式)으로 지어졌다. 고층대기와 지진을 관측하는 건물, 크지 않은 부두도 만들었
다. 향후 유용한 활용을 예상하고 건설에 참여한 목수들이 설계도에 없는 목조
창고를 지었고, 건설단은 비상숙소 이용을 염두에 두고 40피트 컨테이너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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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따라서 통화료가 1분에 10달러 정도로 매우 비싼 편이었다.

개 남겨놓았다. 기지의 전체 건축면적이 1,400m2(432평) 정도로 다른 기지와

시간이 흐르면서 바톤반도의 연한 갈색 지의류를 배경으로 한 주황색 건물이

비교하면 중간 정도이다.

한 채 한 채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관측동들이 세워졌고 기상자료 측정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세계에서 남극에 상주기지를 운영하는

탑이 섰고 건물에는 통신 안테나가 세워졌다. 건물 사이와 부두에는 가로등도

18번째 국가가 되었다(상주기지란 연중 사람이 있는 기지를 말한다). 세종과학

세워졌다. 건물이 들어서면서 실내에는 필요한 연구 장비와 가구들이 놓였다.

기지는 킹조지섬에서는 여덟 번째 기지다. 이후 칠레 남극연구소와 칠레 해군

필요한 곳에는 냉동고와 냉장고가 설치되었다. 하수처리시설도 규정에 맞게 설

이 상주기지를 각각 건설했으며, 전자는 한 때 월동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치되었고 113kW 발전기 3대와 용량 20톤의 저수탱크도 실내에 설치되었다.

다. 그러므로 지금은 킹조지섬에 상주기지가 9곳 있다.

기지가 들어설 자리에는 마땅한 수원이 없어 기지 뒤에 저수지를 만들었다(제1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은 단순히 남극과학기지가 하나 생겼다는 뜻이

차 월동연구대는 이 호수를 ‘현대소(現代沼)’라고 불렀다). 기지 부근에 있는 자

아니다. 우리나라가 수산 연구를 벗어나 남극의 대륙과 해양과 대기와 빙하, 한

연호수 ‘세종호’는 수질도 알 수 없었거니와 너무 낮은 곳에 있어 수원으로 적

마디로 남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연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하지 않았다.

것이었다. 곧 ‘남극의 한국, 세계의 평화’라는 말을 실천에 옮기는 첫 순간이 된

기지건설은 남극이라는 자연환경에 인간이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기지를 건설

것이다.

할 때의 기상은 비교적 좋은 여름 날씨여서 춥지는 않았지만, 급변하는 날씨로

필데스반도와 아르헨티나 주바니(Jubany) 기지(현 칼리니 기지) 사이에 우리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기지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건설은 예

기지가 생기면서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고무보트 고장이나 또 다른 이유로

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어려움에 처한
외국대원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과학기지의 위치는 큰 지리적 이점
을 가지고 있다.
덧붙이면, 필데스반도에 있는 칠레, 러시아, 중국, 우루과이의 기지는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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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지리

의 축으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기 때문이다. 남극권의 남쪽에는 하루 24시간이 낮
이나 밤인 현상이 있어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남쪽
으로 갈수록 심해져 남위 79도에서는 낮, 밤, 낮-밤이 4달씩 있다. 그러나 더 남쪽으로 갈
수록 낮, 밤이 길어지거나 짧아진다. 남위 90도, 곧 지리남극점에서는 남반구 춘분(3월 21
1988.02.17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식

일경)부터 추분(9월 21일경)까지는 밤만 계속된다. 반면 추분부터 춘분까지는 낮만 계속
된다.
남극은 평균 두께 2,160m의 얼음으로 덮인 광대한 대륙이다. 고체인 얼음은 천천히 흘러
내려 바다를 덮는다. 그 얼음 두께가 얇으면 250m 정도, 두꺼우면 900m를 넘는다. 연중
얼음으로 덮여 땅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얼음판을 빙붕(氷棚)이라고 한다. 남극의 면적은
이런 빙붕을 포함해 1,362만km2로 한반도의 62배, 중국의 1.4배 정도이다. 남극대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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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기지는 육상으로 크레바스가 없

우리나라의 반대인 남반구의 끝에 위치해 체감상 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유럽이

는 얼음 위로 오갈 수 있어 역시 한 행동권에 있다. 반면 헬리콥터나 배를 타

나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더 넓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다. 평균 높이는 2,500m

고 가야하는 폴란드와 브라질의 기지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다. 폴란드 기지

로 7대륙 가운데 가장 높다.

는 맥스웰만에서 15km 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가 있는 애드미럴티만에서 같

남극대륙의 가운데(남극점)로 본초자오선이 지나간다. 이 본초자오선의 동쪽이 ‘동남극’

은 거리를 북서쪽으로 들어가야 있다. 브라질 기지는 폴란드 기지에서 다시

이고 서쪽이 ‘서남극’이다. 또한, 동남극 빅토리아랜드에서 서남극 코츠랜드에 걸치는 길

북쪽으로 20km 정도를 올라가야 있다. 맥스웰만을 벗어나 브랜스필드 해협

이 4,800km의 높은 산맥을 남극종단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을 ‘큰

에 들어서면 파도가 아주 높아진다.

남극’, 서쪽을 ‘작은 남극’으로 부르기도 한다. 큰 남극에는 동남극 대부분과 서남극 일부가
포함된다. 큰 남극이 작은 남극보다 더 넓고 높으며, 얼음이 더 두꺼워 기온이 더 낮고, 지
질이 오래 되었다. 서남극의 남극반도는 남극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문명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얼음의 장애가 적어 가장 먼저 발견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발길이 닿았다. 반
면, 남극반도의 동쪽에 있는 고지대인 마리버드랜드는 남극에서 바다의 상태와 기상이 가
장 나빠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남극대륙은 유빙과 빙산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두꺼운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쇄빙선이나 얕은 결빙해역을 지나갈 수 있는 내빙선이 필요하지만, 이 선박들로도 상륙하
기가 쉽지 않다. 해안의 대부분이 빙벽이나 암벽이라서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육상에서는 두껍게 쌓인 눈과 어느 정도로 단단한지 가늠할 수 없는 얼음
탓에 설상차를 타고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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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증축과 재건축

1

기지 증축

발전동-창고동 신축

기지를 준공했을 때의 난방방식은 일정한 시간마다 뜨거운 바람을 불어 보내
는 열풍 난방방식이었다. 설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시간이 가면서
열풍이 불어올 때 기름 냄새가 났다. 게다가 건물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아 1990/91년에 난방방식을 전기 난방방식으로 바꾸었다. 기지에

신축 창고동에서 열린 삼겹살 잔치

큰 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발전 용량이 큰 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의 발전동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창고동도 지어 향후 수요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
쇄빙선 알미란테 이리사르(Almirante Irizar)호가 1990년 11월 하순 건축기
술자, 전기기술자, 건축자재들을 현지로 운반했다. 기술자들은 티에라 델 푸에
040

고(Tierra del Fuego)섬 리오 그란데에서 승선했으며, 건축자재는 부에노스아

조였다. 월동연구대원들은 가끔 식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복

이레스에서 선적되었다. 배수량 1만 5,000톤의 알미란테 이리사르호가 크게

되는 단조로운 월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흔들리지 않고 드레이크 해협을 건넜다. 칠레 선박 포마이레(Pomaire)호가
1991년 1월 중순 운반한 275kW 발전기 두 대는 러시아 기지의 수륙양용차로

고무보트 창고 신축

양륙했다. 당시 수륙양용차가 러시아 기지에서 세종과학기지로 오고 갈 때 고

기지의 주요한 교통수단의 하나가 고무보트이다. 얼음 위를 건너 칠레 기지의

무보트가 따라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항으로 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위험하다.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 고무

발전동은 기계동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이 쉽게 발전기의 이상 여부를 알

보트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고무보트는 바다에 내려놓고 쓴 다음에는 부두 위

수 있도록 기계동에 붙여 부두 쪽으로 지었다. 발전동과 기계동이 연결되어

로 올려놓아야 한다. 장비를 야외에 둔다는 것은 급격한 기상변화를 염두에 둘

당직자가 기계동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도 두 건물을 감시할 수 있게 되

때 현명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었다. 발전동이 지어지면서 그 전에 쓰던 113kW 발전기가 있던 자리는 다른

제11차 월동연구대(대장 이상훈 박사)는 1997/98년 월동을 하면서 기지에 있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전기 난방방식으로 바뀌면서 실내 공기가 훨씬

는 물자로 발전동 옆에 고무보트를 보관할 창고를 지었다. 특별한 설계도 없이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 기계동 건물에는 작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공구실이

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창고에 남아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지은 가로 5m, 세

마련되어 기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물자들이 정리되면서 기지 주변도 깨

로 10m에 높이 3m의 크지 않은 건물이다.

끗해졌다.

기둥이 들어설 자리에는 2m 정도를 파서 양생한 콘크리트 주춧돌 여섯 개를 묻

창고동 두 채는 기지에서 동쪽으로 200m 이상 떨어진 해안의 평지에 지어졌

었다. 기둥은 55mm 배관을 이용해 속을 콘크리트로 채워 사용하고 벽과 문과

다. 발전동을 포함해 건물 세 채가 모두 길이를 따라 반으로 잘라서 엎어놓은

지붕은 패널을 사용하되 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칠했다. 보트 두 척을 2층

통나무 같은 건물, 이른바 퀀셋(Quonset) 건물이다. 창고동 남는 자리에서는

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레일을 깔아 보트를 쉽게 건물 안으로 넣고 바깥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고 때때로 기지 대원들이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일석삼

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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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건설한 고무보트 창고

제13차 월동연구대원들의 손으로 지은 중장비보관동

제11차 월동연구대원들은 1998년 4월 10일부터 창고 건설을 시작해서 5월 11

게 용접이나 장비가 낯설지는 않았겠지만, 책임감에 긴장이 되었을 것이었다.

일 준공식을 했다. 익숙한 업무가 아니었지만 장비 보관을 위해 힘을 합쳐 끝낼

철골과 벽체와 지붕이 대부분인 건설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준비했다.

수 있었다. 남극에 자신들이 만든 작은 건물이 생겼고, 후임 월동연구대원들이

당시 설계도에는 출입문의 기초에 히팅 케이블이 없었다. 그러나 조립방법을

장비를 조금 더 쉽게 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뿌듯했다.

배운 윤민섭 대원이 이전 월동한 경험을 통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히

기지에서 이동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고무보트를 바다에 내려놓거나 바

팅 케이블을 출입문 주변에 포설했다. 극지에서는 얼어붙은 출입문을 억지로

다에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중국 쇄빙선 설룡호가 1999/2000년 굴삭기

열다가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이다. 제13차 월동연구대원들이 여름에 보관동

를 기지로 운반하기 전에는 1990년 투입된 유니목이라는 다목적 차량의 기중

을 지으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기를 이용했으며, 이전까지는 직접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해안에서 끌어올리

는 작업을 오래 하지 못했으므로 최대한 작업일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무

고 내렸다.

리 월동연구대원이 철골 조립방법을 배웠다고 하지만, 건설 기술자의 도움 없
이 월동연구대원들만의 손으로 면적 160m2가 넘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높이

중장비보관동 신축

살만한 일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기지에는 유니목, 설상차, 스키두,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비롯하

중장비보관동은 중장비들도 보관하지만 남은 자리에서는 창고동처럼 월동연구

여 크고 작은 장비들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기지 가까운 곳에 이들을 보관할 자

대원들이 작은 파티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중장비 보관을 넘어서

리가 필요해졌다. 제13차 월동연구대(대장 이방용 박사)는 1999/2000년 여름

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에 4~6번 연료탱크의 서쪽에 중장비보관동을 지었다. 이 건물은 세종과학기지
설립일에 맞추어 2000년 2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부두 보강과 바지선 계류장 신설

중장비보관동 설계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철골회사에서 맡았다. 그 철골회사에

기지의 콘크리트 부두도 건설된 지 20년 가까워지면서 낡아졌다. 워낙 무거워

서는 윤민섭 대원에게 철골건축 방식을 가르쳐주었다. 기계설비가 전문인 그에

서 꼼짝할 것 같지 않은 부두도 남극의 강한 파도에 아래가 파이고 틈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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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995/96년 부두를 보강하기로 했다. 강철 빔을 부두의 외곽으로 돌
리고 콘크리트와 자갈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했
다. 건설자재와 장비는 중국 쇄빙선 설룡호로 운반했다.
2004/05년에는 우리 기지에 바지선 ‘거북호’가 생겼다. 그 전까지 주로 중국 기
지나 러시아 기지의 바지선을 빌려 사용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우리의
자체 바지선을 마련한 것이다. 기지에는 바지선 투입에 따라 계류할 장소가 필
요했다. 계류장이 없으면 바지선을 해안 위로 끌어올려야 하고 밀어내려야 하
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2004/05년 여름 바지선을 계류할 시설도 만
들 겸 본격적으로 부두를 보강하기로 했다. 건설자재와 장비는 중국 쇄빙선 설
룡호로 운반했다.

2009.01.05 세종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준공식

공사는 부두의 외곽을 따라 ‘ㄷ’자 형태의 강철 시트를 박는 일로, 기중기에 매
달린 강철 시트를 2.5톤 진동 해머로 박았다. 바닥에 큰 돌이나 바위가 없으면
원하는 깊이까지 제대로 들어갔으나 그렇지 못한 시트들도 있어 바닥의 성질을
알만했다. 남경토건의 이동화 사장을 비롯해 다섯 명의 기술자들과 외국 인부
들이 이 공사에 참가했다. 현대건설 직원으로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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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연구대로 활동한 바 있는 이 사장은 남극연구를 돕겠다는 의지로 부두 보

크기였다.

강과 계류장 건설에 참가했다.

숙소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17여 명의 월동연구대

파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바지선을 계류장에 계류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파

가 모여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었다. 게다가 2층에

도가 심하면 무거운 바지선이 움직이면서 배 자체도 손상되고 부두에 부딪힐

서는 맥스웰만과 마리안 소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전망이 훨씬 좋아졌다.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바람이 세거나 오래 쓰지 않을 때에는 바지선을 그 옆

신중장비보관동 신축 - 2007/08년에는 1-2-3번 저유탱크 서쪽에 면적 약

낮은 해안에 끌어올려 놓았다. 바지선은 무거워도 굴삭기 2대가 당기면 어렵지

437m2(132.2평)의 신중장비보관동을 신축했다. 기지에 중장비가 늘어나면서

않게 움직인다.

기존의 창고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창고동 사이에 짓는 것으로 검
토했으나 그곳이 기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가까운 곳으로 변경했다.

생활동 외 신축과 개축

만약 처음에 예정했던 자리에 지었다면 건물 사이에 눈이 쌓여 건물 세 동의 수

생활동 신축 - 세종과학기지는 건설 직후부터 널찍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의

명이 짧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리를 옮긴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지

견이 나왔다. 건물을 사무실식으로 지어 월동연구대원들이 모여 편안하게 쉴

만 현재의 자리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 세종과학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1년을 기지에서 보내는 월동연구대원들에게 별도의

지가 있는 곳은 터가 넓지만 건물들이 모여 있으면서 생기는 현상을 예측, 검토

휴식공간은 필수적이었다.

해야 한다.

2007~2009년에 걸쳐 해안의 연구동과 본관동 앞 넓은 곳에 생활동 2층 건물

발전동, 고무보트 창고, 대기빙하연구동 개축 - 2007/08년에는 1990/91년에 지어진

을 짓기 위해 준비했다. 작업의 규모가 커서 2년에 걸쳐서 지은 생활동은 1층이

퀀셋 모양의 발전동을 신축했다. 새로 지은 발전동은 약 254m2(76.8평)으로 직

512.1m2(155평)이고 식당, 주방, 휴게실, 회의실, 식품창고 2개, 의무실, 자료

사각형의 건물이다. 1997/98년에 세운 고무보트 창고도 헐어내고 새로 지었다.

2

실, 화장실이 있다. 2층은 528.9m (160평)로 2인용 침실 18개, 대장실, 총무실,

고무보트 창고는 147m2(44.4평)으로 같은 직사각형 건물이다.

통신실, 화장실이 있다. 17여 명의 월동연구대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한

대기빙하연구동도 116m2(35평) 규모로 개축했다. 이 건물은 기지가 준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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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연구나 총무 분야의 대원들도 발 벗고 나섰다.

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높아졌다.

측지관측동 신축

2015년 2월에는 기지에 측지관측동을 신축하고 조위계(潮位計)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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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동원해 기지에 새 건물들이 늘어났고 연구대원

기지가 바닷가에 있어 조위 측정은 중요한 관측사항 가운데 하나였기에 기지를
준공하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조위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기
지를 지으면서 부두에 붙여 세워두었던 나무로 만든 자는 파도와 얼음 때문에
사라졌다. 그 후 1990/91년 초 기지 앞바다에 가라앉힌 조위계는 겨울 동안 기
세종과학기지 대수선공사(2007~2009)를 위해 운반되는 건설자재

록을 잘 보내다가 1990/91년 봄이 오면서 얼음에 케이블이 잘려나가 기록이 들
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때까지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석표가 만들어졌고
그 조석표가 기지에서 쓰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4년 초 기지의 조석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연
구소에 위탁해서 측지관측동을 신축하고 압력식 조위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건물의 넓이는 83.25m2로 용도에 따라 바지선 계류장 옆 해안 가까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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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고층대기관측동이었고, 규모가 작았다. 그러나 후에 연구장비와 관측

설되었다.

내용이 달라지고 늘어나면서 대기빙하연구동으로 이름이 바뀌어 증축되었다.
세 건물 모두 기지 건설 초기에 지어져 내부 공간이 협소했고 건물자체가 상당
히 낡고 퇴색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지의 증개축 차원에서 함

2

기지 재건축

께 손을 본 것이었다.
현대소 보수 - 2007/08년에는 현대소도 크게 보수했다. 원래 기지를 지으면서 현

2층 건물 건축

대소 바닥에 불투수층의 방수 시트를 깔았으나 접착된 부분이 떨어져 물이 바

남극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더 짧은데, 바닷가에 세워진 건물은 해수의

닥으로 많이 새어 나갔다. 또한 물과 함께 흘러들어온 펄이 쌓였지만, 그것을

염분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바닷가에서 먼 거리에 세워진 건물은 덜

퍼내기가 쉽지 않아 기지에서는 거의 방치한 상태였다. 제5차 월동연구대(대장

하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자체가 낡고, 연

김수암 박사)가 펄을 일일이 퍼냈다. 이러한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방수 시트

료탱크가 오래되면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된

를 제대로 깔았다.

지 거의 30년이 가까워져, 기지의 재건축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생활동 외에 크고 작은 건물들을 개축하고 현대소를 보수하면서 소요된 건설자

이에 따라 2016/17년부터 2017/18년까지 2년에 걸쳐 기지를 대대적으로 재건

재와 건설장비가 적지 않았다. 약 5,000m3로 추정되는 이 물자들은 몇 척의 배

축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끝내기에는 공사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로 나누어 운반했다. 먼저 엘리자베스 보이(Elizabeth Boye)호가 두 차례에 걸

과거 1988년에 지어진 건물들을 헐어내고 건축면적이 1,636m2(495평 정도)의

쳐 운반했다. 설룡호와 수네르곤(Sunergon)호도 운반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최신형 2층 건물 한 동을 짓기로 했다. 1층에는 연구실, 2층에는 숙소를 두고 있

지금은 우방건설산업이 된 신창건설이 시공했다. 물론 하역, 건설, 보수작업은

으며 최소 68명이 머무를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연구실과 생

건설기술자들만 한 게 아니고 제20차 월동연구대(대장 이상훈 박사)와 제21차

활공간을 한 건물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증축공사 설계와 시공은 강원

월동연구대(대장 홍종국 박사)도 힘을 합쳤다. 기술 분야의 대원들은 말할 것도

도 강릉에 있는 주식회사 우일 컨소시엄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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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단(연구 및 하계숙소동) 기지 도착

2017.04 재건축 공사가 완료된 세종과학기지 전경

시멘트, 골재, 철골, 외장 패널을 포함해 거의 1만 m3 규모가 소진되었다. 22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 기념 역사관 건립

의 기름 탱크도 6기가 준비되었다. 건설장비도 60톤 바지선, 350마력의 예인

2차년에는 34명의 기술자들이 2017년 12월부터 마감공사와 종합 시운전을 하

선, 트레일러, 트랙터, 굴삭기, 발전기를 포함해 수백 가지였다. 기지에서 물자

고 2018년 1월 말까지 역사관도 만들 것이다. 역사관이란 기존 건물 중 하나인

를 빨리 하역하려면 해안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하역장비와 운송장비가 협력해

하계연구동의 내부 시설을 손보아 만든 자그마한 박물관을 말한다. 남극에 기

야 한다. 기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극에서는 운반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

지를 짓고 연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극에 진

가며 성패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출한 나라 중 각국의 오래된 기지건물을 박물관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예

1차년에는 69명의 기술자들이 재건축을 끝내고 기름탱크를 교체할 계획이었

의 하나가 킹조지섬에서 남서쪽으로 900km 정도 떨어진 스토닝튼섬에 있는 폐

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기름탱크에 하자가 있어 기름을 흘린다는 것

쇄된 미국 기지 이스트 베이스(East Base)이다. 노르웨이 출신 미국 해군장교

은 남극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초기에는 기름탱크가 암면으로 보온되

인 핀 로네(Finn Ronne) 탐험대가 1947/48년 이 기지에서 월동했다. 미국은

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온효과가 다 없어졌다. 암면은 주변환경을 오염시

1991/92년 기지를 정리해 작은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킬 수도 있는 건축재이다.

기지가 재건축되면 연구실 면적이 404m2에서 723m2로 크게 늘어난다. 여름에

준비된 건설 자재와 건설 장비는 우리나라 선적의 1만 5,000톤급 신성 에버

는 하계연구대가 집중되면서 연구할 자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Shinsung Ever)호가 평택항에서 킹조지섬까지 운반했다. 넒은 상갑판에 30톤

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두 차례의 큰 공사를 통해 세종과학기지는 시설과

기중기 4대가 설치된 이 배는 2016년 9월 26일 평택항을 출발해 11월 22일 세

규모에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1988년, 2009년과 2018년에 지어 모양,

종과학기지에 도착했다. 손성현 현장건설소장은 “남극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색깔과 지은 방법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건물이 함께 있는 독특한 기지가 될

구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

것으로 기대된다.

었다”고 현장의 건축소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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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연구대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남극연구와 결과

구성과 활동
구성 -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의 효율적인 하계연구를 위해 하계연구대를 구성

해 운영하였다. 초기에는 업무 지원을 위해 선임자 또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하계대 대장과 총무가 선임되어 준비와 입출국의 제반 진행을 총괄했으나, 극
지연구소가 부설화되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사업단(2004～2005년)을 두고 하
계연구 지원 업무를 전담했다. 이후 임시조직인 사업단 체제가 없어지고 기지
지원부서에서 하계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남극환경보호에 관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남극으로 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부장관의 허
락을 받고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계연구대원들은 필요한 연구기기나 소모품은 미리 준비해 연구소에서 취합,
포장 발송한 후 기지에 가서 받는다. 교통편은 연구소와 협조해서 비행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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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다. 기지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월동연구대와 협조해야 한다. 기지에
서는 하계연구대가 도착하면 사고예방을 위해 기지 부근의 지형과 안전에 관한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남극이라는 새롭고
신기한 땅과 바다가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왔다.
기지를 지은 가장 큰 이유가 이곳의 과학을 연구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그런 기본 철학에 따라 주
로 남반구 여름에 세종과학기지 부근의 땅과 바
다에서 자연현상을 측정하고 연구 재료를 채집
한다. 또 기지를 유지하고 남극에서 필요한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해 1년 동안 월동연구활동을
한다.

규정을 설명한다.
기지 부근의 여름 날씨는 심하게 춥지는 않지만 빠르게 바뀐다(반면 겨울의 날
씨는 기온이 낮지만 여름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좋은 날씨가 갑
자기 나빠지는 것이 야외 조사에 문제가 되겠지만, 반면 나빠졌던 날씨가 빠르
게 회복될 수도 있으므로 기지에 처음 간 하계연구대원들은 날씨가 나빠졌다고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다. 물론 기지를 벗어날 때는 기지의 안전규정을 잘 지켜
야 한다.
활동 - 남반구 여름에는 하계연구대의 연구원들이 계획했던 연구를 한다. 여름

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낮이 길며, 바람이 덜 불어 하계연구대를 비롯한 모
든 사람이 여름을 최대로 이용한다. 대부분 기지의 주변에서 연구하지만, 지질
학자들은 가끔 배 또는 헬기를 타고 먼 곳까지 가서 지질을 조사하기도 한다.
지질학자는 지질망치를 들고 브란튼 컴퍼스와 야외조사 노트를 가지고 야외 지
질조사에 나선다. 야외 지질조사는 노두에서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고 기록하
고 사진을 찍는 일보다는 노두를 찾아서 걷는 일이 조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다. 그래도 지질현상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무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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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기상

남극은 지구의 남쪽 끝에 위치해 태양빛이 적게 도달한다. 그래서 기온이 낮고 날씨가
춥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현재까지 남극에서 측정된 최저기온은
2013년 12월 일본의 돔 후지 기지에서 기록된 –91.2°C이다. 미 국립 빙설 데이터 센
터가 위성을 통해 이 기지가 있는 산의 해발 3,779m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로, 이는 기
존 최저 온도였던 남극 보스토크 기지의 –88.3°C을 훨씬 넘어선 기록이며, 이 온도에
노출되면 인간의 눈, 코뿐 아니라 심지어 폐까지 단 몇 분 만에 얼게 만드는 정도인 것으

고무보트를 타고 맥스웰만을 건너는 제18차 월동연구대와 하계연구대

로 알려져 있다.
남극 전체의 평균 기온은 –34°C이다. 안쪽 높은 고원지대인 ‘대륙성 남극’의 기온은 매
우 낮지만 남극반도와 해안지방, 즉 ‘해양성 남극’의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다. 하지만 해
안에서는 세게 부는 바람에 의해 체감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
어 기온 –15°C~-17°C 정도에 바람이 초속 20m 정도로 불면 체감온도는 –40°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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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된다. 그럴 때에는 외부에 10분도 머무르기 힘들다. 그러므로 남극에서는 “아무리

예컨대, 빙하조선이 있는 바위나 현재 만들어지는 빙퇴석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끼어 입어도 춥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평소 살던 곳보다 평

수 없다. 우리나라나 남극이나 지질조사의 원리와 방법은 같다.

균 기온이 1°C 낮아지면 75칼로리를 더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학자들은 식물조사와 기록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배낭을 메고 나선다. 필

영양실조에 걸려 피부가 푸석해지고 피하지방이 적어지면서 야위어가고 쇠약해지며 면

요하면 연구할 식물을 채집한다. 또 방형구(方形區)를 놓고 종과 개체를 세거나

역기능도 떨어진다.

사진을 찍는다. 식물이 배출하는 기체를 모아서 측정하기도 한다.

남극대륙은 약 3,0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서 분리되면서 남빙양으로 둘러싸였다. 그

대기과학자들은 필요하다면 대기 조사용 풍선을 준비하고 보내는 기록을 받을

로 인해 북쪽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는 북대서양과 베링 해협으로 통

수신기를 점검한다. 기상장비의 컴퓨터도 점검해야 한다. 고층대기물리학자는

하는 북극과의 큰 차이로, 남극대륙이 고립되고 북극보다 기온이 더 낮은 이유 중 하나

하늘이 맑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기지가 바닷가에 있어 하늘이 맑은 밤을

이다. 또한, 남극대륙은 바다인 북극과 달리 높은 대륙이고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햇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도 남반구 별들이 은구슬을 뿌린 듯이 무수히 찬란하게

빛의 대부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고 원

빛나고 하얀 은하수가 지나가는 밤하늘 사진을 보면 그들의 노력이 보이는 듯

주민도 없다.

하다(물론 여름에는 밤이 짧아 맑고 긴 밤하늘을 기대하기 힘들다).
펭귄의 생태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은 바닷가에서 펭귄에 발신기를 붙인다. 그
러나 펭귄이 야생동물이고 몸부림을 치면 한 사람이 다루기 쉽지 않다. 바다에
서 돌아오는 펭귄을 붙잡아 발신기를 회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해양학자들은 배에서 필요한 조사장비를 준비한다. 해양생물학자들은 표본을
채집할 그물을, 해양지질학자들은 시추코어 장비를 준비한다. 수심별로 바닷물
을 채집하고 해양생물 표본을 채집한다. 그래도 장비 준비는 비교적 어렵지 않
다. 정작 어려운 점은 바다에서 심한 파도에 생체 리듬을 잃어 제대로 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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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멀미에 고생하는 일이다. 또한, 갑판에 다 올라온 시료가 흔들리다가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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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부딪쳐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다.
남극 조사와 연구재료 채집은 대부분 여름에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극의
여름은 하계연구대의 활동으로 분주하다. 연구재료의 분석과 해석은 극지연구
소와 참여 기관들의 각 실험실에서 이뤄진다.

2

월동연구대   

구성과 준비
구성 - 월동연구대는 남반구 여름에 기지로 가서 겨울을 나고 다음 여름에 돌아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공개모집 포스터

온다. 업무를 인계하고 인수하는 기간을 포함해 기지에 13달 정도 머문다. 월
동연구대는 대장, 총무, 연구반, 기지유지반으로 구성되고, 기지 건설 초기에는
월동연구대원이 12~13명이었으나 곧 15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17명이 되었다.
연구분야는 크게 고층대기를 포함한 대기과학, 해양과학, 지질과학, 생명과학,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연구직인 만큼 연구 장비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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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적절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캠퍼스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 훈련에는 극지 일반소개와 남극 환경보호

연구내용이나 연구소에서 확정해 새롭게 추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따라서

에 관한 법규사항 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가 포함된다. 기초안전훈련에는 기초

연구원이 월동연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연

소화방법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기술이 포함된다. 육상안전훈련으

구계획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 GPS 사용법과 육상 생존용품 사용법 훈련을 받는다. 해양 안전훈련에서는

유지분야는 업무에 따라 발전, 전기, 기계설비, 중장비, 해상안전, 전자통신, 의

고무보트 운행 시의 안전과 해상 생존기술을 배운다.

료, 조리로 구성된다. 대개의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며 전자통신 분야는 영어회

대부분의 월동연구대원 합격자들에게 이 훈련들이 생소하지만 월동연구활동의

화 가능자를 우대한다. 직종에 따라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해도 있다.

첫걸음이기 때문에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하다. 훈련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

과거에는 기상청,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만, 그 훈련을 통해 서로 알고 친해질 수 있으므로 모두 즐겁게 참가한다. 드

가면서 각 부처에서 파견 인력의 확보가 여의치 못해 중단되기도 했다. 예를 들

물지만 이 훈련을 통해 월동연구대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후보에서

어, 국방부에서는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기술하사관을 발전기술자로 파견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했으나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의료직으로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

월동연구대원으로 잠정 확정되면 정밀신체검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부적격자를

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수요를 채우는 것도 부족해 파견이 중지되었다. 월동연

선별한다. 여러 전형에 걸쳐 합격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구대원의 대우는 학위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극지수당이 포함된다.

월동근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월동연구대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연구소와 근

준비 - 매년 3~4월경 월동연구대원을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면

무 계약을 하고 11월경 기지로 떠난다.

접을 거쳐야 한다. 경쟁률은 직종과 때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경우는 수십 대
일에 이를 때도 있다. 이미 월동했던 사람이 다시 응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동연구

합격하면 월동연구대원 후보자 전원이 모여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는다. 과거

전공에 따른 연구 - 월동에서 연구원들은 전공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

에는 한강이나 영월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용당

게 된다. 예를 들어 기상학자는 기상요소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지구물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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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동연구대장은 우리나라의 안인영 박사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보다 3년 먼

근 들어 꾸준히 여성 월동연구대원이 파견되고 있다.
기지주변 관찰 - 월동연구대는 기지 주변의 자연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예

를 들어 바다의 상태, 새들의 출현과 같은 것을 기록한다. 기지의 여름이 끝나
가면서 펭귄들도 사라지고, 그 며칠 전에 펭귄을 잡아먹고 사는 진한 갈색의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저 기지를 지은 중국은 2000/01년 장성 기지의 부대장과 의사가 여자였다. 최

도둑갈매기가 사라진다. 또 색깔이 검은 새들이 사라진다. 반면 겨울이 되어
기지 부근이 눈으로 하얗게 되면 온몸이 하얀 남극비둘기와 스노우패트롤이
나타난다.
또 바다의 결빙 상태와 해빙을 기록한다. 6월 말~7월 초 들어 기지 주변의 바
남극세종과학기지 제24차 월동연구대 극지적응훈련

다가 얼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파도치는 모습대로 얼어붙기도 한다. 또 맥스웰
만에 얼음 조각들이 들어차면 얼음만 밟고도 중국 기지로 갈 수 있다고 농담을
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9월 말 들어 남반구 봄이 시작되면 맥스웰만
부터 얼음이 나간다. 남극에 봄이 오면서 다시 하얀 색깔의 새가 사라지고 잿빛
이나 검은 색깔의 새가 나타난다. 펭귄도 그때 나타나고 도둑갈매기, 남극제비
갈매기, 핀타, 페트렐도 마찬가지이다. 펭귄을 잡아먹고 사는 도둑갈매기는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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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얻은 자료를 필요한 곳에 보낸다. 어느 분야든지 이외

귄보다 며칠 늦게 나타난다.

의 평상시에는 연구원 자신의 고유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자신의 연구에 참고
할 남극 해조류를 채집해서 자외선에 노출시켜 변화를 관찰하기도 한다. 가져

월동생활

온 자료를 정리해 논문을 쓰는 연구원도 있다. 연구는 원래 자율성이 보장되므

굳은 의지는 필수 - 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을 하면 남극 특유의 몇 가지 장점을

로 강요하거나 통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생물학자처럼 기지 남쪽 펭귄 군서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첫째, 폐부 깊이 상쾌함을 전하는 공기가 좋다. 둘째, 파도

의 펭귄 숫자를 파악하는 필수 임무가 부여되기도 한다.

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어 조용하다. 셋째, 문만 열면 대자연

연구는 일 년 내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구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이다. 넷째, 전화가 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다섯째, 출퇴근에 시간이

기간에 국한해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차갑지만 날씨가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국내와의 연락이 손쉬

좋아, 야외 지질조사의 경우 그 계절에 설상차를 타고 새하얀 빙원에 나타난 노

워졌다.

두를 조사한다. 겨울에 생장하는 얼음 조류를 연구하려면 언 바다에서 얼음을

월동생활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

뚫어 얼음 바닥에서 시료를 채집해야 한다.

은 특별한 생활이다. 오전 7시에 기상해 8시간 근무하고, 오후 6시에 저녁을 먹

월동하는 동안 취향에 따라 글을 쓰거나 사진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월동연

고 나면 11시 잠들 때까지 개인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 긴 개인의 시간을 어떻

구대원 가운데는 귀국해서 수필집이나 사진첩을 발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5

게 쓰는 지는 전적으로 대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월동대원이 참

차 월동연구대 대장 김수암 박사, 제7차 월동연구대 대장 남기수 박사, 제10차

여하는 공동작업이 있지만 길어야 며칠이다. 그러니 그 많은 시간을 잘 쓰려면

월동연구대 의사 이명주 선생, 제18차 월동연구대 의사 홍종원 선생, 제19차 월

무엇보다도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

동연구대 의사 고경남 선생, 제28차 월동연구대 대장 안인영 박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곳이 남극이다. 또 부족한 부분이 금

이다. 또는 번역서를 발간한 사람들도 있다.

방 채워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차선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인도-중국-한국 순서로 남극에 진출했다. 그중에서 여

책을 찾아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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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연구대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기지에서 필요한 작업을 새롭게 찾아 함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께 힘을 모아 완수하는 보람을 찾기도 한다. 제1차 월동연구대는 부두 앞의 수
심을 측정했으며, 제4차 월동연구대는 113kW 발전기를 제거한 공간에 작은 체
육관을 만들었고, 제8차 월동연구대는 조석표를 만들었다. 제13차 월동연구대
는 중장비보관동을 짓고 국기게양대를 옮겨 세웠으며, 제20차 월동연구대는 고
무보트 창고를 지었다.
보람찬 겨울나기 - 월동은 만나는 사람, 움직이는 공간, 하는 일, 먹는 음식을 포

함해서 모든 것이 일정한 범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없는 아주
단조로운 생활이다.
그런 단조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대원들 간의 업무
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일명 ‘남극대학’을 개강해, 영어, 스페인어나 일어 등을

1999.08.24 남극올림픽 기념촬영

공부하기도 한다. 또 자신의 직무나 관심사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
상 담당자가 기상청의 임무를 소개하고, 의료직이 마약이나 알코올의 위험성을
강의하는 식이다. 또는 사진을 잘 아는 대원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며
요리사가 요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본인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월동연구대의 활동일지인 ‘눈나라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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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스키도 타며,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하기도 한다. ‘눈나라 이야기’는 제

현대소는 10월경 남반구에 봄이 오면서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이 흘러든다. 그러

5차 월동연구대(대장 김수암 박사)가 시작해서 다음 차대 월동연구대들이 그

나 다음해 2월 말경이 되면 녹을 눈과 얼음이 없어져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내용은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겨울을 보내면서 쓴 수

다. 이후 간간이 내리는 비로 꽉 차는 수도 있지만 금방 흘러나간다. 세종호의

필, 재주가 있는 대원이 그린 만화 등이 주를 이루며, 남극 탐험을 소개하는 내

물도 자갈로 이뤄진 바닥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용도 곁들인다. 또 실내체육관이 있는 칠레 기지가 주최하는 남극올림픽에도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남극 - 기지의 겨울에는 낯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또

참가한다.

위험한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수십 미터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무섭

대부분의 월동연구대원들은 단체 게임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대원들을 적당히

고, 빙벽과 크레바스가 위험하며, 얼지 않은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다.

나누어 당구나 족구나 얼음축구를 하다보면, 더욱 친해지고 전우애마저 생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얼음바다에 빠졌다면

다. 아니면 마라톤을 넣어서 얼음과 눈으로 하는 경기를 창안해 승부를 정하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깨지지 않는 얼음부터 찾아야 한다. 앞의 얼음은 깨

경우도 있다. 물론 자그마한 상품이 있으면 더 재미있고 실속도 있다.

지지만 옆의 얼음은 깨지지 않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몸을 큰 대자로 벌려

기지 유류관리 - 월동연구대는 월동을 하면서 기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

서 체중을 분산시켜야 한다. 실제 그렇게 해서 연구활동 중에 1994년 8월 세종

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지 주변이 자갈밭이라 기름이 새는 것을

과학기지 앞 얼음바다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알아내기 힘들다. 또한 연료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스키두를 타고 크레바스 지역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도

조사하지 않으면 예외로 더 많이 쓴 양, 실제는 흘린 양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있었다. 그가 크레바스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갑자기 공포가

겨울에는 탱크 간 연료 이송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탱크에서 응결된 물이

엄습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위험할 때에는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나 눈보라에 탱크 속으로 날려 들어간 눈이 물이 되어 연료 유출구에서 얼기 때

는 말이 생각나 침착하게 스키두에서 내려와 얼음 위에 엎드려 어떻게 할 것인

문이다. 한 겨울에 이를 녹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탱크에 있는 연료의 양과

가를 생각했다. 들어온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해 뒷걸음쳐 무사히 빠져나왔다.

매월 쓰는 양을 파악해 사전에 탱크를 바꾸는 시기를 조절하는 게 낫다.

심한 눈보라나 안개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화이트아웃(White ou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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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까이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날씨가 좋다고 서울봉에서 노

성공한 사람의 말로는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는 것이다. 빙원에서는 한 시간
에 2km를 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사람이 얼어 죽지 않으면 물만 마시고도 70시간 이상 살아있을 수 있다. 기지
부근의 여름은 위에서 말한 대로 춥지 않은 대신 날씨가 급히 변한다. 따라서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엘봉까지 기지 북동쪽 빙원을 함부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겨우 횡단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면 일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월동생활 - 하계연구대원들이 떠나면서 월동연구대원들만 남

게 되면 기지에 긴장감이 돈다. 이 긴장감은 한겨울에 아주 심해졌다가 기지에
봄이 오고 사람들이 오면서 사라진다. 긴장감은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운동이
나 단체활동으로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월동 초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이 늘지만 월동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제 몸
무게를 찾아가기도 한다. 외국의 기록을 보면, 건강한 두 그룹의 사람 가운데서
월동을 마친 사람이 월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서 월동이 끝난 후에
병치레를 덜 한다고 한다. 남극의 공기가 좋고 눈에 보이는 대자연의 풍광 때문
블리자드가 몰아치는 세종과학기지 모습

에 심신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호흡이 길어지면서 심장과 혈관계통이 건
강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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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식생활
월동 초기 식생활 - 월동연구대의 식단은 단순히 대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도를

넘어 지루한 월동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좋은 음
도, 지형과 기지의 위치를 잘 안다고 해서 길을 찾기 위해 움직이다보면 탈진해

식을 만들려면 재료와 조리시설, 조리 솜씨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명세

서 쓰러진다. 있는 자리에 멈추어서 바람을 막고 눈보라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계에서 멀어 교통이나 중간보급이 아주 불편한 남극이기 때문에 일괄 투입하는

야 한다. 그러므로 비상식량과 텐트가 있어야 하고, 옷과 장갑 그리고 무전기가

식재료가 좋기를 바랄 수는 없는 곳이며 조리사가 선호하는 조리시설을 갖추기

있어야 한다. 또 고무보트라면 비상 무전기와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가 필요하

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조리사의 조리 솜씨에 의존하게 된다.

다. 기지로 연락해야 기지에서 올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월동대원들이 가장 먼저 당한 식생활의 문제는 바로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기지 부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남극에서는

수 없는 김치였다. 기지 건설 후 초기에 먹은 김치는 ‘통조림 김치’였다. 당시 중

생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존교육 책에는 “생존상태에 처한 지 30초

동과 같은 외국 건설현장으로 많이 나간 이 김치는 김치 발효균을 고열로 죽여

내의 결정으로 살아났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고, 마음을 차

깡통에 담은 데친 김치였다. 색깔은 불그스름해 김치 색깔에 가까웠으나 맛은

분하게 가라앉힌 후,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기지

달큰하고 씹으면 물컹했다. 산티아고와 로스앤젤레스의 교민이 담근 김치도 간

의 안전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평범하게 보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본인

혹 보급되기도 하지만, 양도 적을 뿐더러 양념이 모자라 한국에서 먹는 고유의

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치의 맛을 느낄 수는 없었다.

남극에서는 공기가 매우 맑아 먼 곳이 가깝게 보인다. 바다에서는 이 현상이 더

따라서 칠레에서 구할 수 있는 푸른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작은 오이로 오이

욱 심해져, 실제 거리의 1/3이나 1/4보다 더 가깝게 보인다. 그러므로 남극에서

지를 만들어 먹은 월동연구대도 있었다. 우리나라라면 양배추김치를 자주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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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식물공장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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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세종과학기지의 식당 모습

2010년 식물공장 채소 재배 모습

않겠지만, 기지에서는 달랐다. 양배추김치가 배추김치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신

구입해 기지로 보냈다. 그러나 남극의 날씨가 좋지 않아 어떤 때는 시든 채소

선하고 아삭아삭해서 인기가 높았다.

와 상한 과일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기지에서는 ‘중간보급’이라고 부르면서 기

1995/96년 냉동 컨테이너 보급 - 국내에서 1995/96년부터 냉동 컨테이너를 보내

대가 컸다. 실제 식품이 도착한 날 저녁에는 요리사가 콧노래를 부른다. 기지에

면서 월동연구대의 식단이 크게 나아졌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김치다운 김치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분이 좋아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와 어리굴젓을 비롯한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들을 먹을 수 있었다.

식생활 개선 - 2009/10년 농업진흥청을 통해서 기지에 제공된 수경재배 시설인

쇠고기는 칠레산 또는 아르헨티나산으로 질이 좋았고 양도 부족하지 않았다.

식물공장을 설치하면서 채소 공급이 훨씬 나아졌다(남극에서는 오염을 염려해

고기의 양이 적지는 않았으나 모두 국거리용이어서 조리사가 조리하는 데 한계

문명세계의 흙을 쓰지 못한다). 식물공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채

가 있었던 월동연구대도 있었다. 칠레의 돼지고기도, 양고기, 닭고기도 좋았다.

소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푸른 상추와 붉은 상추, 쑥갓, 얼갈이

일부 월동연구대는 고급 어류로서, 흔히 메로라고 부르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배추, 치커리, 갓, 근대, 방울토마토, 고추 재배가 가능했고 콩잎도 마찬가지였

를 먹을 기회도 있었다.

다. 다만 식물공장에서 재배되지 않는 양배추, 감자, 양파, 과일, 우유는 ‘중간

기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다. 그러므로 기지 건설 초기

보급’으로 받았다.

부터 콩나물을 길렀다. 실제 1991년 2월 기지를 찾아온 스위스 펭귄 전문 사진

여러 나라의 쌀 중 칠레 쌀이 우리나라 쌀에 가장 가까운 ‘둥근 쌀(Riz Rond)’

사인 브루노 펭귄 젠더(Bruno Penguin Zehnder) 씨는 자신이 50개국 넘게 돌

이었다. 우리 쌀보다 찰기는 없어도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이 쌀이 인구 15만

아다녔으나 콩을 싹을 틔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당신 나라의

명인 푼타아레나스에 많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아 산티아고에서

조상이 아주 현명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컨테이너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가지고 왔다고 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생선은 칠레에서 샀다.

농사도 기술인지라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식단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조리사가 결정한다. 주로 한식이지만 조리사의 능

기지에서는 가끔 드나드는 칠레와 외국의 비행기 편을 알아 연구소로 연락하면

력에 따라서는 양식이나 중식이나 일식이 나오는 수도 있다. 기지에 있는 재료

이를 통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시급한 기지용품을 준비하거나 칠레에서

를 가지고 조리도 하지만 이미 조리된 것을 손질하기도 한다. 조리사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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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칠레 본토로 나가거나 귀국한다.

노력한다. 의사들이 모여서 각국의 기지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약품을 공개해
만약의 경우에 함께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통이 어려워 협조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기지에서는 최근에 설치한 X-선 장비
로 칠레 어린이의 골절 상태를 잘 진단한 경우가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킹조지섬에 있는 각국 기지에서는 의료장비와 약품의 공동사용을 위해 협조,

사고의 상당 부분은 환자 자신의 부주의나 특별한 환경에서 기인한다. 경험으
로 보면, 건물 계단이 얼어서 미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한 순간의 방심이
화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얼어붙은 발전동 문을 열려고 너무 힘을 주다가 갑자
기 닫히는 문에 손가락이 끼여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쇄빙연구선「아라온」

어떠한 이유로 다치든 기지에서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다른 기지의 의사와 협의하거나 연구소와 협의해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적지 않은 경비를 들여 칠레 기지의 경비행기나 공군기를
이용해 칠레 푼타아레나스까지 후송하는 수도 있다.
또한 의사는 약품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의사는 몸의 병도 고쳐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들로부터 멀리떨어져 춥고 고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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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맛있는 빵을 만들기도 한다.

남극에서 생활해야하는 월동대원에게는 긴 월동생활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

소주와 우리 술은 가져가고 위스키와 맥주는 주로 칠레에서 사는데, 적정량을

적으로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 의사

준비한다. 술은 혼자 마셔서는 안 되고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기지대장의 허

는 대원들의 식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극지처럼 먹을거리가 많지 않은 곳

락을 받고 마셔야 하며, 일주일에 1인 당 소주 반병으로 제한한다. 술은 거의 무

에서는 개인의 식성이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료이나 담배는 본인이 준비한다.
쇄빙연구선 건조 후 - 2009년 말 대한민국 최초 쇄빙연구선「아라온」이 취항하면

서 세종과학기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남극연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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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월동연구대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아라온호가 경기미,
한우와 같은 우리 입맛에 맞는 식품을 운송해주기 때문이다.

대기과학   

남극에서 한우를 먹고 경기미로 지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라온호가 건조되기

정상기상관측 - 세종과학기지의 대기과학 연구는 크게 지상에서 50km 고도에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하기 쉽거나, 더 싼 식재료는

이르는 대류권과 성층권에 대한 연구와 그보다 높은 고도인 중간권, 열권, 전리

현지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비싼 양고기가 칠레에서는 아

권을 다루는 고층대기 연구로 나뉜다. 대기과학 연구는 1988년 2월 기지가 개

주 싸다. 다 큰 양 한 마리가 단 몇 만 원 정도이다.

소되면서 바람, 기온, 기압 같은 기상 요소를 관측하면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가면서 기지의 식품과 식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 “역사는 반복하면

기지에서 정기 기상관측을 통해 기지 주변에서 40~50m 앞이 보이지 않는 폭

안 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말의 가치를 실감한다.

풍설이 짧으면 7~8시간, 길면 70시간 넘게 계속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한 겨울에 가끔 발생하는 한파는 남극 고기압과 지표 부근에서 생기는 심한 복

부상과 질병

사냉각 현상(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잃어 차가워진 지표

월동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것은 세종과학기지나 칠레 기지

로 인해 주변 대기가 냉각되는 현상)이 복합되어 생기는 현상임을 밝혀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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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기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열대 태평양 수온 변동과 이 지역 강수량 간에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큰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세종과학기지에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
로 기본적인 난류 통계량을 분석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기지의 평균기
온은 –1.8°C이고, 최저기온은 –25.6°C로 관측되었다. 하지만 평균 풍속은 초
속 8m로 체감 기온은 그보다 훨씬 낮다.
오존 변화 연구와 전량 관측 - 생물이 지구에서 잘 서식할 수 있는 여러 이유 가

운데 하나는 성층권의 오존층이 해로운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세
종과학기지는 남반구 봄철 넓어지는 오존 구멍 경계 지역에 있어, 남극 성층
권 오존 농도 변화와 관련된 지표 자외선 복사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적합한
위치이다.
인공위성 님버스(Nimbus) 7에서 측정한 오존 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8

에어로졸 관측 장비

년부터 1991년에 걸쳐 오존 전량이 연 11% 감소한 것이 밝혀졌다. 1998년부터
는 브루워(Brewer) 오존 분광 광도계를 세종과학기지에 설치해 지상에서 성층
권 오존 전량과 지상에 도달하는 유해 자외선 측정을 시작했다. 장기간의 기상,
오존 전량, 자외선 자료 분석을 통해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인 홍반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의 변동에 기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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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관측과 해석 -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지면과 대기 간의 에너지 교환 연

기지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중금속은 납(Pb)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발

구에서 하계 기간 중 눈이 덮이지 않은 지표에서 상당한 열이 대기로 이동되는

전기의 연료가 그 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망간(Mn)도 많이 검출된다. 2006

것을 확인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에어로졸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년부터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 화합물 같은 온실기체, 오존, 일산화탄소, 대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해양-대기 간의 에너지 교환을 주로 연구해 해빙

수은 등의 반응성 기체를 측정하고 있다. 이들 미량 기체의 측정은 인간 활동으

변동이 해양-대기 간 에너지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2010

로 인한 남반구 대기의 오염 정도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기지들이 남극

년 세종과학기지는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 감시프로그램의 지역급 관측소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기상청 위탁 관측소로 지정되어 기지 주변 대기환경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수치모델 연구 - 수치모델 연구결과, 남극의 오존 농도가 감소되었을 때 서남극

최근에는 세종과학기지에서 그동안 측정된 기상 자료를 이용해 기온과 기상요

은 약간 따뜻해진 반면, 동남극은 약간 차가워졌다. 이 원인은 첫째, 남극 상공

소 변동 추세를 연구한다. 또 대기 중 라돈(Rn) 농도를 측정해 남아메리카를 포

의 오존이 적어져 감소하는 하향 장파복사 에너지가 단파복사 에너지의 증가보

함한 남반구 대륙에서 남극으로 이동하는 대기의 경로를 연구한다. 나아가 에

다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오존이 적어지면서 많아진 구름이 단파복사에너지

어로졸이 생기는 과정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 영역을

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제2차 고기후 모형 비교 연구의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과, 마지막 최대 빙하기 동안 남극 진동의 변동성은 현재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대기 화학조성 연구 - 기지에서는 2000년 후반부터 대기의 화학 조성을 측정해

것이 밝혀졌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동안 남극의 서풍 제트류의 변화를 파악하

오염 물질, 온실 기체, 대기 에어로졸 같은 물질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

기 위해 해빙(海氷)과 육상 빙하의 증가와 저위도 해수면의 온도 변화에 대한

하고 있다. 나아가 기지에서 1년간 포집한 공기에서 폴리염화비페닐(PCB)과

민감도를 실험했다.

잔류성 오염물질(POPS)이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기지에서 배출되는

그 결과 빙하기에는 남위 4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남빙양 서풍이 현재보다 더

양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기지에서는 남극 전체보다 10배가

강해지는데 반해, 남위 65도 이상에서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

넘는 폴리염화비페닐이 측정되었다.

풍 제트류가 강해지는 것이 해빙이 약 80% 정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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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록암, 화강섬록암과 반화강암으로 구성된 층상관입암체이며 절대연대 측정

고층대기 연구 - 세종과학기지는 남위 62도 13분, 서경 58도 47분에 위치하고 있

결과 4,100만 년(에오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암체의 관입으로 주변 암석

어 서브오로라대(Sub-auroral Region)로서, 고층대기 현상을 관측하기에 적합

들이 열수교대 작용을 받았으며, 그 시기가 4,200~2,800만 년 전이다. 2000

하다. 이에 착안한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의 김재수 교수가 1988/89년 패브리-페

년대부터 시작된 암석 성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톤반도에 넓게 발달하는 변

로(Fabry-Perot) 간섭계를 세종과학기지에 설치하면서 세종과학기지에서 고

성 작용의 최고 온도는 300°C에 달하며, 유체 압력이 1,000bar 이하라는 것이

층대기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열권의 온도가 태양 활동뿐만 아니

밝혀졌다.

라 지자기 활동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종과학기지 지구물리 관측 - 세종과학기지가 설립된 초창기부터 지진, 지자기,

1999년 말부터는 적외선 간섭계를 운영하면서 중간권 상부와 열권 하부의 온

GPS와 중력을 관측했다. 이후에 정밀한 측정기기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도를 관측하기 시작했다. 적외선 간섭계는 2002년에 대기광 분광계로 교체되

관측 활동을 강화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절대지자기와 총 지자기 관측값을

어 현재까지 극지 열권 하부의 온도를 관측하고 있다. 이 관측에서 다양한 주기

실시간으로 미국지질조사소로 전송했다. 관측 자료 분석 결과 세종과학기지에

의 대기 파동이 이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는 태양의 영향으로 지자기 일변화 편차가 여름에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성(流星) 레이더가 기지에 설치되어 열권 하

초기에는 단주기 지진계로 지진을 관측했으나 2001/02년에는 광대역 지진관측

부의 바람과 온도를 동시에 관측했다. 나아가 고층대기에 대한 저층대기 파동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기지에서는 규모 2.2~4.5 정도의 약하거나 중간 규모

현상의 영향과 고층대기의 장기 변화 경향 등을 연구했다. 대기 중 온실 가스

의 지진과 빙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빙하 지진이 많이 기록되었으며, 주변

의 농도 증가가 저층대기 온도는 상승시키지만, 고층대기 온도는 하강시키는

바다의 해빙이 깨지면서 발생한 지진 소음이 많이 기록되었다. 멀리 떨어진 북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 가스 농도의 변동은 밀도가 매우 낮은 고층대기에서

쪽의 드레이크 해협에서 발생하는 장주기 너울이 기록되기도 했다.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고층대기 온도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은 매

기지주변 빙하 연구 - 2006/07년 처음 지표투과 레이더(GPR)를 이용해 빙하의

우 중요하다.

구조와 하부 기반암을 탐사한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2008년에는 고층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파동을 직접 관측하기 위해 하

첫째, 빙하의 질량 수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균형선의 평균 고도가 바톤반도를 포

늘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전천(全天) 카메라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

함해 빙하가 모이는 지역에서는 320m, 위버반도에서는 270m로 나와, 위버반

다. 2015~2016년에는 전리권 전자밀도 교란 감시기(GPS TEC/Scintillation

도의 질량수지가 높았다(균형선은 눈이 쌓이는 상부와 녹아나가는 하부 사이의

Monitor)와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각각 설치해 전리권 전자밀도의 교란, 열권

선을 말하며 빙하와 기반암의 단면도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바톤반도의 질량수

의 온도, 바람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지가 위버반도보다 상당히 낮은 것은 바톤반도의 빙하 배출구가 바다와 맞닿아
있어, 겨울의 강설량과 여름의 대기온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칼빙효과 때

지질과학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칼빙효과란 바다에 떠있는 빙하가 부력에 의해 갈라져서

기지 주변 지질연구 -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지질 조사와 연구는 기지가 준공되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서 시작되었다. 킹조지섬의 필데스반도에서 있었던 과거 화산 활동을 세 단계

둘째, 과거 50년간의 인공위성과 항공에서 얻은 사진과 빙하 모델 결과를 보면,

로 구분했고 각 단계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조사했다. 이 암석들이 솔레아이트

이 지역 기온이 연평균 0.037°C씩 더워지고 있고 따뜻한 해류의 영향을 받아

(Tholeiite)질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해령과 대륙이 갈라질 때 마그마 기원

바톤반도의 빙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60년경에는 바톤반도 주변에서 빙하

의 상부맨틀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지가 위치한 바톤반도 주변에는 층리가 잘 발달된 화산쇄설성 퇴적암인 세

기지 주변 고기후연구 - 초창기 고기후연구는 도보가 가능한 기지 주변을 중심으

종층이 분포한다. 이 층은 층상응회암, 응회암질 사암, 셰일로 구성되어 있으

로 시작되었다. 지질학자들은 기지 주변의 토양에서 점토 광물의 기원을 규명

며, 일부에서는 각력암이 나온다. 적갈색이나 흑색 셰일에서는 후기팔레오세-

하면서 점토 광물에 수반되는 광물의 특성과 미조직을 조사했다.

에오세에 번성한 식물들의 화석이 나온다. 기지 부근의 화강암체는 반려암,

나아가 지난 해빙기(解氷期) 곧, 1만 2,000년 전 이후 약 6,000년 동안 생성된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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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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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고 한다. 우주공간에 있는 전하를 띈 입자들은 거대한 지구자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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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오로라

자기장에 이끌려 지구의 양극 쪽으로 몰려든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이끌려 오면서 공기
를 만드는 성분들이 원자 또는 분자와 부딪쳐 발하는 빛이 극지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빛내
는 현상이 오로라이다. 부딪치는 높이와 원자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질소원자는 청색이나 적색을 내고, 산소원자는 아주 높은 곳에서는 붉은 색을 내지만
기지 주변의 노두에서 수행되는 지질 조사 모습

낮아지면 초록색을 낸다.
오로라는 극지의 어디에서나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장소와 때가 따로 있다.
오로라는 지자기극점을 중심으로 약 1,500~2,500km 떨어진 오로라대(Auroral Zone)
위에서만 보인다. 지자기남극점은 지구 자전축에서 10.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지구 중심
에 있다고 가정하는 지구막대자석의 축이 남반구에서 만나는 점으로 남위 78도 30분, 동
경 11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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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톤반도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바람에 실려온 먼지들이 주변에 있는 화산

오로라는 남북극의 같은 극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지구 내부의 지자기 자체뿐만 아니

에서 온 화산재와 일부 남미 파타고니아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다. 바위의 풍화

라 외부 우주에 따르는 자기활동도가 여러 이유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가 나

와 육상 생지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주는 육상 식물의 탄소와 질소 동위원소 분

타나는 지역도 항상 움직인다. 그러므로 오로라가 뉴질랜드에서도 보이고 캐나다 중부지

포는 서식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필데스반도 호수 퇴적물의 담수 규

방이나 노르웨이 북쪽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반면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오로라를 볼 수 없

조류 특성은 홀로세 동안 해양 침식의 역사를 말해주었고, 퇴적학적・지화학

다. 세종과학기지의 지자기 위도(지자기극점을 90도로 보고 환산한 위도)가 너무 낮아 오

적 분석으로 육상 환경이 복원되어 해양 기록과 비교했다. 필데스반도와 포

로라대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에 건설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

터반도에 있는 호수 퇴적물에서 화산재층에 대한 퇴적학적·지화학적·동위학

서는 오로라 현상이 관찰된다.

적 분석으로 대다수가 디셉션섬에서 기원했고, 가장 특징적인 화산재층은 약
5,000년 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기지 주변 고해양 연구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행된 고해양 연구에서 마리

안 소만의 부유물질 연구를 통해 빙벽 근처에는 특징적인 5층의 수층이 있고 조
석, 바람, 유빙의 활동에 따라 수층의 구조와 부유물질이 분산되는 형태가 달라
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맥스웰만에서 채집한 중력 코어에서는 약 500년 주기
의 소빙하기 기록을 복원했다.
최근의 남극반도의 기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피오르드 퇴적층에서 여러 학문
분야의 방법들이 이용되었다. 퇴적학, 지형학, 고생물학, 지화학과 고지자기 방
법을 동원해 퇴적층의 특성과 기반암의 분포를 파악했다. 이런 접근을 통해 마
리안 소만의 중력 코어에서 하부에 나타나는 다이아믹튼의 퇴적학적 기작과 고

장보고과학기지 앞에 펼쳐진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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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지질

남극대륙 아래에는 수억 년 전의 지반이 300~400m 두께로 눌려있다. 그 지반에서는

초기 연구동 지질실험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온천이 솟는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섬에서
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디셉션섬은 활화산섬으로 한때 온천이 있었다. 또한 남
극에는 금, 석탄, 석유, 구리, 철, 다이아몬드, 희유금속 등 다른 대륙에 있는 지하지원이
매장되어 있다. 단지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을 뿐 남극도 대륙이므로 다른
대륙에 있는 지질현상과 지하자원을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

해수의 특성 실험 및 분석

남극대륙에서는 약 2억 년 전 대륙이 이동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광대한 곤드와나 대륙
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육상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르스(Lystrosaurus)의 화석과 글
로솝테리스(Glossopteris)와 같은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어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
음을 보여준다. 남극대륙에서는 공룡의 화석도 발견되었다.

빙하 분포를 복원했다. 2004년부터는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이 앞바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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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 소만의 수온과 염분량을 연중 내내 측정하고 있다.
남셰틀랜드 군도 지질연구 - 지질학자들이 1992/93년 리빙스턴섬 폴스만(False

Bay)의 화강암이 남셰틀랜드 군도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1993~1994년 수행한 깁스(Gibbs)섬 조사를 통해 섬의 중앙부를 가로
질러 초염기성 암석이 발달해 있으며 다량의 크롬광이 부존한다는 것을 밝혔으
며, 이 섬 동쪽에서 채집한 암석이 25~26Ma 정도이며, 녹색 편암상의 변성 작
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변성 작용은 드레이크 해협의 형성이나
섀클턴 파쇄대(破碎帶)가 남극반도 아래로 내려갔던 지체 구조 운동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 1994~1995년부터 시작된 리빙스턴섬 중앙부에 있는 열수광
맥 연구에서 네 차례의 광화작용을 밝혀냈다. 광화작용은 대부분 200~300°C
정도의 저온과 염기성 성분이 적은 마그마에서 형성되어 다금속 천열수(多金屬
淺熱水) 광화작용의 특징을 보여준다.
리빙스턴섬 인근에 위치한 화산섬인 디셉션섬 하부 열수 시스템의 온도가
150~300°C 정도라는 것과 함께 남셰틀랜드 군도는 약 1억 년간(143~44Ma)
에 걸쳐 관입했거나 분출했고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면서 젊어진다는 사실
다른 대륙들에서도 발견되어 남극과 그 대륙들이 과거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파충류 리스트로사우루스(Lystrosaurus)의 화석

도 밝혀냈다. 나아가 친유동성 원소가 많아지며, 이는 섭입대에서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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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피닉스해령 지질연구 - 남아메리카 대륙과 남극반도 사이에는 피닉스 지

남극의 얼음

터 지질학자들은 이 해령에서 분출하는 화산 활동의 특성을 조사했다. 먼저
1998~1999년에는 온누리호를 이용해 피닉스 지판 중앙해령의 정밀 해저지형
탐사를 수행했다. 2001~2002년 조사에서는 해저 화산과 해령의 암석 시료를

남극 해안지역의 강수량은 500mm 정도이다. 그러나 내륙고원지대는 50mm도 되지

채집했다. 해령의 각 부분에서 채집한 암석 시료는 현무암이 대부분이었다. 피

않아 사하라 사막보다 더 건조하다. 그래서 남극대륙은 ‘하얀 사막’이나 마찬가지이다.

닉스 지판은 크게 P1, P2, P3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연령을 측정한 결과

그 사막에 내린 눈이 얼음이 되어 남극대륙을 덮는다. 면적이 5만 km2가 넘는 빙원을

P3 구역이 3,300만 년 전, P2 구역이 2,000만 년 전에 확장 작용을 멈춘 것으로

빙상(氷床)이라고 하며 그보다 작으면 빙모(氷帽)라고 한다. 빙상은 남극대륙과 그린란

해석되었다. 이는 피닉스 지판의 해저 확장 작용이 3,300만 년 전에 동시에 중

드에만 있다. 이 얼음은 흘러내려 바다로 들어가 빙붕을 만든다.

단했다는 기존학설과 달리, P3 구역에서 P2 구역으로 단계적으로 소멸되었음

남극대륙을 덮은 얼음은 3,400만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시사한다.

의 결과를 보면,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60m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

채집된 현무암 중에는 해저 확장 작용이 중단된 이후에 형성된 것도 있는데, 이

고 있다. 해수면이 1m만 높아져도 약 5억 명의 사람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큰 강

는 확장 작용이 멈춘 이후에도 남아있는 불균질한 마그마의 분출로 만들어진

의 하구를 비롯해 낮은 곳은 바닷물로 덮이고,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를 입는다. 남극대

현무암으로 보인다. 드레이크 해협의 히어로 파쇄대에서 채취된 해저암석은 대

륙을 덮은 얼음이 다 녹는 일이야 일어나지 않겠지만,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m 이

부분이 사문암이었다. 이 사문암은 두 번의 사문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상 높아진다고 하니,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기원암은 맨틀 깊은 곳에 있던 초염기성 암석인 스피넬 페리도타이트이다.

육지를 덮고 있는 얼음이 흘러내려가면서 지형이나 지면 또는 얼음의 무게에 따라 갈라

해양 지구물리 연구 - 해양 지구물리 조사는 남극 주변 퇴적 분지의 분지 형성 역

져 이른바 크레바스가 된다. 크레바스가 눈에 보이거나 규모가 작으면 피할 수 있으나,

사와 지각·지체구조를 밝히는 것이 주요 목표다. 탄성파 탐사자료에 의하면

눈 속에 묻혀있으면 무서운 함정이 된다. 따라서 크레바스는 남극탐험의 큰 장애물이라

브랜스필드 해협의 확장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수심

고 할 수 있다. 크레바스를 피하는 방법은 최대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어쩔 수 없

이 깊어진다. 브랜스필드 해협은 신생대 후기에 생긴 젊은 분지지만 유기물이

이 접근해야 한다면 로프로 사람들의 허리를 묶고 각자의 허리에 묶인 로프가 팽팽하게

풍부하고 지열류량(地熱流量)이 높아서 유기물이 석유나 가스와 같은 탄화수

당겨지도록 거리를 두고 걸어가,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로프로 연결된 다른 사람들이 빠

소 자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남셰틀랜드 군도와 브랜스필드 해협의 남서

진 일행을 당겨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쪽 경계를 이루는 보이드 해협에는 피닉스 지판과 남극 반도 대륙 지각이 충돌

남극의 육지얼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이 언 것이 아니고 눈이 다져져 만들어

하면서 일어난 지체 구조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각 구조들이 발견되었다.

진 것이기 때문에 얼음 속에 눈이 내릴 당시의 공기가 보존되어 있다. 그 공기의 이산화탄

세종과학기지 인근 남셰틀랜드 군도의 대륙 사면에서 획득한 지구물리 자료를

소와 메탄가스 같은 성분을 연구하면 눈이 올 당시의 기온이나 더 나아가 남극대륙의 기후

분석해 국내 소비량의 약 300년분에 해당되는 양의 ‘불타는 얼음’ 가스하이드

변화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얼음에 섞여 있는 먼지나 꽃가루를 조사하면 바람의 발

레이트의 부존을 확인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기저 반사층의 깊이와 지층 온도

원지와 그 계통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남극의 얼음은 중요한 연구 재료이다.

구배를 이용해서 이 지역의 지열류량이 50~85mW/m2(평균 65mW/m2)임을
밝혔다.
수중음향관측 - 미국해양대기청과의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5

년 동안 브랜스필드 해협에 수중음향 관측망을 설치해서 수중으로 전달되는 음
향을 관측했다. 획득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판 경계부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과
브랜스필드 해협에서 일어나는 진도 1.0~4.4인 작은 지진 총 3,900개를 기록하
흐르는 빙하로 군데군데 갈라져 형성된 크레바스

고 그 위치를 결정했다. 브랜스필드 해협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지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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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있다. 이 지판에서는 해령의 확장 여부가 논란이 된다. 1998~199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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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연구해서 남극권 맨틀에 독특한 특성을 밝혀냈다. 앞으로 무인 해저탐

연안 생물상과 주요 생물종 연구 - 한국해양연구소와 관련 기관들이 남극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양과학자들이 남극연구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초기 해양과학
자의 대부분은 해양생물학자들이었다.
기지가 준공된 당시부터 생물학자들은 기지 주변 생물의 기초 사항을 조사했
박스형 시추기를 통해 연구선 갑판에 올라온 해저 퇴적물

다. 1990년대부터는 남극 해양생태계의 일환으로 연안 생태계의 우점종인 남
극큰띠조개의 적응 기제와 생존 방식에 관한 연구를 했다. 곧 섭식 생리와 생
태, 호흡대사, 생식주기와 양상, 월동 에너지 전략 같은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연구했다.
남극큰띠조개가 주로 식물 플랑크톤과 저서 규조류를 먹으면서 수중의 유기물
질을 다른 생물들에게 잘 전달하며 연안 생태계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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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이 현재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수중음향 자료에는 빙산이 깨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남극의 저온이 성장을 막지 않고 호흡대사를 낮추

지거나 이동하며 부딪혀서 생겨 전파되는 음향들과 고래가 내는 음향들도 기록

어 생존하며, 지방이 겨울에 대비한 에너지원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나아가 맥

되어 빙산 이동 경로와 수중 포유류의 활동을 알 수 있다.

스웰만에 분포하는 규조류의 수중 밀도가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며, 이는 해저

남극 중앙해령 연구 - 남극대륙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미 대륙, 아프리카와

에 있는 규조류가 파도 때문에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함께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다. 곤드와나 대륙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중앙

연안 저서생물 군집연구 - 남반구 여름 동안 기지의 북동쪽에 있는 빙벽에서 흘러

해령이 생기고 해저가 확장되면서 남극대륙이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내리는 융빙수는 마리안 소만에 서식하는 큰 해조류와 삿갓조개의 중금속 농도

따라서 남극 중앙해령에서 형성된 해양 지각에는 남극해와 남극대륙의 진화

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금속은 육상에서 기원한다. 또 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남극권 맨틀의 조성과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

미세조류,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삿갓조개는 서식처와 크기에 따

보가 담겨있는 것이다. 남극 중앙해령에서 분출하는 열수는 남극해 열수생태

라 먹이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냈다. 나아가 기지 부근 연안의 생태계에 대한 기

계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열수분출구 주변은 새로운 생명체가 발견되

초 환경조사와 함께 수심별로 분포하는 생물들의 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군집

는 곳이다.

조사를 했으며 저서 무척추동물들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세종과학기지는 열악한 탐사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탐사한 적이 없는 호주-남극

맥스웰만에 서식하는 남극큰띠조개는 과거 50년 동안 패각의 성장률은 거의 2

중앙해령에서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했고, 열수분출공에서는 암석과 생물체 시

배로 상승한 반면 최대 크기는 약 25% 작아졌으며 호흡에 따르는 에너지 소모

료를 채취했다. 그 결과 호주-남극 중앙해령 구간의 지형도를 최초로 작성했으

가 증가했다는 것을 독일 알프레트-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밝혀냈

며, 새로운 열수분출공을 발견했다. 이 열수분출공을 ‘무진열수공’이라 명명했

다. 이 결과를 통해 엘니뇨-남방 진동이 지역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 지역

다. 이 열수공에서 키와게(Kiwa crab)와 일곱 다리 불가사리 같은 열수동물을

에 있는 생물들의 성장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집했고, 남극권에 고유한 열수생태계가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빙 주변 식물 플랑크톤 연구 - 1990년대 초반부터 남셰틀랜드 군도 주변 해역에

나아가 빙하기-간빙기 순환에 따라 영향을 받은 마그마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

서 해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해양미생물, 동식물 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생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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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증가 측면에서 집중 연구했다. 그 결과 연구 지역에서는 20μm 이하의
미소 식물 플랑크톤이 일차 생산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착편모
조류(Phaeocystis Antarctica)가 우세했다. 이 착편모조류는 직경이 2μm로 두
개의 편모가 있는 단계와 세포들이 점액 물질에 둘러싸여 구형을 이루는 단계
이다. 구형 단계에 해빙 주변에서 크게 번식한다.
기지 주변에는 겨울에는 미소 플랑크톤이 가장 많지만 여름에는 돌말류가 일차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극의 봄이 시작되면서 일사량이 많
아지고 바다 얼음이 녹으면 염분과 밀도가 낮은 표층수가 생기고 영양염이 많
이 공급되어 식물 플랑크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식물 플랑크톤 군집연구 - 남극에 봄이 오면서 남극반도의 북쪽 바다에는 해빙이

세종과학기지 앞바다 수중생물상 조사

적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해빙 부근에 많던 호냉성(好冷性) 식물 플랑크톤
이 적어진다. 이는 표층수가 잘 순환되어 식물 플랑크톤이 깊이 들어가면서 안
정된 광합성을 할 물리적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크기
가 작은 소형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반면 남쪽 바다에서는 해빙이 적어지면서 융빙 해수가 유입되어, 군체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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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돌말류가 위주인 호냉성 식물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그 가운데 남극반도

해조류와 저서생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지 부근의 해조류를 포함해 해저

서쪽에서 해빙이 적어지면서 북쪽에서 수온이 높은 해수가 남쪽으로 확장되어

에서 생장하는 식물을 대략 파악했다. 이후 1992~1993년 조사를 통해 남극산

북쪽에서 생장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들어오기 때문이며 결국 남쪽 바다에서는

규조류 18종 64균주를 밝혀내고, 1995년까지 녹조류 7종, 황갈조류 1종, 갈조

식물 플랑크톤을 포함한 생물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크릴과 펭귄, 해표류, 수

류 15종, 홍조류 20종을 동정했다.

염고래류가 많아진다.

2005~2006년에는 남극 호냉성 규조류 9종 20균주에 대한 미세 구조와 분

육상식물과 미생물의 다양성 - 킹조지섬을 비롯해 남극에서 꽃이 피는 두 종의 현

자 형질에 바탕을 둔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시작했다. 2011년에는 국제 공동

화식물 가운데 한 종인 남극좀새풀은 2001~2002년과 2002~2003년 연구를

연구를 통해 홍조 김 파래 목의 유연관계를 조사해 기존에 알려진 종과 속

통해 기지 부근에서 빠르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2004~2005년부터는

을 수정했다. 2010~2011년 조사에서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신종 섬모충류

기지 부근에서 8종의 박테리아가 보고되었고, 그 가운데는 신속-신종의 박테리

(Metaurostylopsis Antarctica)를 보고했다.

아도 있었다. 기지 부근의 지의류는 2005~2006년에 제대로 조사해 형태, 화학

펭귄의 행동연구 - 미국의 생리학자 제럴드 쿠이먼(Gerald Kooyman) 박사가

성분, 염기 서열을 분석, 38속 62종의 생장을 확인했다. 나아가 계통 분석을 통

1971년 남극 황제펭귄의 잠수 깊이를 측정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바이오로

해 단계통과 다계통을 이루는 지의류를 분류했고 종 다양성도 연구했다. 나아

깅(Bio-logging) 방법을 이용해 펭귄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바이오로깅은 데

가 지의류와 이끼를 포함한 육상 식생의 분포를 종합해 조사했다. 그 결과 아주

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동물의 몸에 붙여 기록하는 장치이다. 쿠이먼 박

많은 종들이 밝혀졌고, 생장하는 높이와 눈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

사가 사용한 수심기록계를 비롯해 현재 위성추적 장치, 비디오카메라, 가속도

게 되었다. 드물지만 버섯도 한 종이 생장한다. 2010~2011년부터는 연구 지역

계, 자기기록계 등이 동물의 행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을 기지 부근에서 바톤반도로 넓혀 육상 식생,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 생물 지

극지연구소에서는 최근 개발된 바이오로깅을 활용해 펭귄의 잠수 깊이, 먹이

리 정보, 서식지 환경을 조사한다.

원, 취식 영역, 개체들 간의 상호 작용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하고 있다.

남극 규조류와 해조류와 원생동물 -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 이후 해양생물학자는

남극큰띠조개

2013년 세종과학기지 인근에 서식하는 젠투펭귄에 수심기록계를 부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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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델해표

젠투펭귄

최대 180m까지 잠수하며 6분 이상 숨을 참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펭귄의

해양 환경에 적당하게 염기 서열이 변한 사실을 밝혀냈다.

등에 달아 준 비디오카메라와 음향 장치를 통해 먼 바다에서 헤엄을 칠 때 짧

환경변화에 따른 생리반응연구 - 최근 기지 주변을 포함한 남극에서는 지구가 더

고, 높은 소리를 내어 주변에 있는 다른 개체들과 교신을 하고 무리를 짓는다는

워져 수온이 상승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강해진다. 그에 따라 남

사실을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다. 바이오로깅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극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의 양상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펭귄의 행동연구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생물과 비교할 수 있는 과거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남극생물의 분자생물학 - 기지 부근의 생물에 대한 분자 수준의 연구는 2000년

그래도 해양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의 군집을 포함해 남극 외양 생태계 구조에

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방선균 스트렙토마이세스, 남극좀새풀, 남극큰띠조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남극 식물 플랑크톤의 구조 변화와

를 대상으로 주로 저온 적응 유전자와 생물 독성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연구했

생리적-생화학적 반응을 연구했다. 그 결과 수온이 올라가면서 편모미세조류가

다. 먼저 스트렙토마이세스는 대장균과 발현해서 유전자 복제를 강하게 억제

자주 출현하고 빙벽 주변에 해빙이 생기면서 수온이 낮은 곳에는 돌말류가 발

하는 기능이 발견되었다. 남극좀새풀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했다. 남극큰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아가 해빙 부근에 자외선이 증가하면서 편모미세조

띠조개에서는 2,592개의 발현 유전자를 분석하고 기능을 분류했다. 나아가 생

류가 많아진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런 종들은 앞으로 남빙양의 환경 변화를 지

체에서 항산화 기능이 있는 단백질을 처음 발견했다. 유기염소 계통의 오염물

시하는 지표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질이 남극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 수준에서 연구해 유전자를 탐색하고 유

환경 변화에 따른 육상 생태계 반응과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 발현 변화를 측정했다. 2011년부터는 남극대구, 남극좀새풀, 저온성 미

2010년대 초반부터 토양 내 미생물 군집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활성 변화에

생물에 대한 유전자 정보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의 반응에 대한 분자 수준의 이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분자생물학적, 생태학적 연구를 시작했다. 미생물의

해를 높이고 있다.

분해작용으로 인해 토양 고분자 유기물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저분자 유기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남극대구의 유전체를 분석했고, 2017년에는 드래곤피

화합물은 식물의 생장, 식생 천이, 토양 미소생태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

시의 유전체를 밝혀냈다. 드래곤피시의 경우 전체 유전자 가운데 333개가 저온

유전체 연구대상인 남극에메랄드피쉬

어 있으므로, 마이크로코즘(Microcosm, 자연생태계의 반응과 현상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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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남극특별보호구역 나레브스키 포인트에 설치된 비상대피소

갈색도둑갈매기와 남극도둑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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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실험실 내에 인위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유사 생태계) 실험과 현장

083

방문 연구를 통해 남극 연안 육상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 예측하기 위한 자료
를 축적하고 있다.
남극생물의 응용 - 극지 생물들은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서식하고 생장해서 이들

에게 있는 특별한 성분과 적응 기제를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물학자
들은 기지 부근에 있는 박테리아, 지의류, 남극좀새풀, 남극대구의 저온 적응과

환경 모니터링과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활동

관련된 유전자와 생물 독성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분자 수준의 연구를

환경 모니터링 -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지 운영과 연구 활동은 남극

수행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지 운영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그 결과 항산화 물질, 항당뇨 물질, 저온성 효소, 항동결 바이오폴리머처럼 새

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은 기지 운영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1991년 남극조약

로운 기능이 있고 활성이 높은 물질을 발견했다. 2007년 발견된 항동결 바이

환경보호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환경 모니터링의 의무화가 촉구되었다. 세종과

오폴리머는 박테리아 균주가 분비하는 다당체로 기존 냉동 보존 첨가제에 비

학기지에서는 1996년부터 기지 앞 마리안 소만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해 성능이 우수했다. 나아가 남극지의류에서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라말린’

을 시작해 기지 운영으로 발생되는 오염원들과 이들의 영향을 감시하고 있다.

과 피부 세포 증식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성분 유시마인을 분리했다. 이 기술

우리 정부는 환경보호의정서에 기초해 2004년 3월 22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

이 LG생활건강에 이전되어 ‘프로스틴’이라는 화장품의 첨가제로 활용되었다.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남극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

2010년에는 지의류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로바릭산을 발

의 의무를 명시했다. 나아가 2005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각 당사국

견해 활성이 더 우수한 유도체 물질 로바린의 합성에 성공했다. 남극좀새풀에

이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

서는 저온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분리해 벼에 도입, 형질을 바꾸어 저온에서 잘

으며, 이에 따라 세종과학기지 실정에 맞는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라는 벼 생산에 성공했다.

지의류 Ramalina Terebrata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활동 - 기지부근 남쪽 2km 정도 되는 나레브스키 포인트에

이 번식한다. 조사된 펭귄의 둥지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약 2,900쌍의 턱끈펭귄

남극의
생물
남극기지건설단 출항식
01. 1987.10.06
02. 남극기지 건설 모습

과 약 1,700쌍의 젠투펭귄이 번식하고 있다. 또 군서지 부근에서는 남방큰풀마
갈매기, 알락풀마갈매기, 칼집부리물떼새, 윌슨바다제비, 갈색도둑갈매기, 남극

남극에서는 여름 기온이 낮아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꽃이 피는 2종(잔디 계통의 남극좀

도둑갈매기, 남방큰재갈매기 등 다양한 조류가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풀, 석죽과의 남극개미자리)을 포함한 약 900종의 식물이 생장한다. 대부분의 식물이 이

지면에서는 지의류 51종, 이끼류 29종, 태류 6종에 조류 1종이 생장한다. 군서

끼류와 지의류와 조류(藻類)이다. 식물은 기온이 낮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잘

지와 부근 토양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 다양한 생물

적응해 살아간다. 이러한 식물과 마찬가지로 남극의 차가운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온도

이 서식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생태적인 보호가치가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가 낮아도 몸속의 피와 조직이 얼지 않도록 결빙 방지 물질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 일대는 2009년 4월 1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제32차 남극조약협

남극대륙의 해안에는 황제펭귄을 비롯해 5종의 펭귄과 도둑갈매기, 가마우지, 슴새 같은

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특별보호구역 171번으로 지정되었다. 세종과학지지가

조류(鳥類)가 서식한다. 8월경 부화하는 황제펭귄은 남극의 겨울에 부화하는 특이한 새다.

건립된 1988년 이후로 이곳에서의 생태조사가 수행되어왔으며 2000년대 들어

남극에 사는 포유동물로는 남극물개를 비롯한 기각류(육식성으로 발 대신 지느러미가 있

서는 펭귄을 비롯한 극지 조류의 행동과 생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는 펭귄군서지가 있다. 이 군서지에서는 매년 남반구 봄에 젠투펭귄과 턱끈펭귄

는 포유류)와 고래가 있다. 남극물개는 가죽이 부드럽고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멸종에 이
를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물개가 사냥되었다가 최근 개체 수를 회복했다. 무게가 3.5톤 정
도인 코끼리해표 수컷 한 마리에게서 750리터 정도의 기름이 나와 한 때 사냥의 표적이 되
084

었다. 석유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우연히 발견되기 전에는 동물 기름으로 불을 켜고 약
품과 비누를 만들었으며 기계의 동력원으로 사용했다.
남극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남빙양은 서풍피류가 되어 시계방향, 곧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
른다. 이 서풍피류가 북쪽의 덜 찬 바닷물을 만나는 남극수렴선은 남위 62도 정도에서 남
위 54도 정도를 오르내린다. 폭 40km 정도의 남극수렴선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해상
과 기상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남극수렴선을 기준으로 남극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
의 종류와 그 북쪽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남극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관련된 국제협약에서 남극수렴선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코끼리해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남극지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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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남극
환경보호
남극기지건설단 출항식
01. 1987.10.06
02. 남극기지 건설 모습

1

기지방문

1989년은 남극조약 서명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 해 1월 하순 남극반도에서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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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극물자 운반선 바이하 파라이소호가 침몰했다. 같은 해 3월 23일에는 미국 유조선 엑

정부인사・국회의원과 언론매체  

손 발데스호가 북극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만에서 엄청난 기름을 유출했다. 거의 같은 시

남극에 여름이 오면 이웃 기지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세종

기에 양극지방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극지의 환경이 외부요인에 매우 취약함을 단적으

과학기지를 찾아온다. 남극의 겨울철 동안 사람의 왕래가 많이 없는 기지에서

로 보여주었다.

는 별일이 없으면 외부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남극조약 발효 30주년이 되는 1991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남극 환경보호를 적극

여름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정부의 기지검열단이나 기지방문단이 기

강조해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를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1988년 합의되

지를 방문한다. 기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담당 부처에서 현장을

었던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은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남극광물자원개발은 적어도 50

파악하고 기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년 동안 금지되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1998년 1월 14일 발효되어, 2048년 이전에

TV와 신문의 취재진들도 거의 해마다 기지를 찾아온다. 그들의 임무가 보기

는 남극에서 지하자원개발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지 건설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힘든 곳을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남극이 그런 소재로 적격이기

를 강조해 작업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식물을 보

때문일 것이다. 세종과학기지가 상당히 오래 전인 1988년 2월 준공되었지만

존하고 폐기물 처리와 해양 오염방지를 강조했다.

연말연시나 명절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국위선양과 지구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이 2009년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제 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

환경변화 연구에 여념없는 기지대원과 기지에서의 생활 등이 좋은 방송거리가

국회의에서 남극조약 서명 50년을 회고했으며, 남극조약 제도에 대한 지지와 당사국의 의

되는 것이다.

무를 확인하고 다짐하였다.

기지를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 기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기지들을

몇몇 나라가 남극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체제에서 큰 변화가 있지

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기지 대장은 방문단이나 검열단에게 적어도 중국

는 않을 것이다. 또한 남극 환경보호는 계속 강조되어 남극의 지하자원개발은 금지될 것이

장성 기지는 거의 빠뜨리지 않고 찾아볼 수 있도록 중국 기지와 협조한다. 반

다. 2016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남극환경보호

면 중국 기지를 찾아오는 중국인들도 비슷한 심리여서 대부분 우리 기지를

의정서 서명 25주년을 맞이하여 남극 광물자원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이행하

찾아온다. 이는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운영하는 남극기지가 근처에 있다는

겠다고 다시 결의한 바 있다.

게 반가워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교통편은 주로 칠레의 공군 수송기이지만, 민간 비행기나 전세 비행기
를 이용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우루과이나 브라질의 수송기를 이용하기도 하
며, 일정이 맞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차 연구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비행기는
빠르고 편안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멀
미를 할 위험이 있지만 남빙양에서의 승선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비행기를 타
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수백 마리가 모여 날아가는 핀타
도 페트렐 무리나 해면에 앉아있는 수십 마리의 알바트로스 무리, 하얀 물기둥
을 뿜는 고래를 구경할 수 있다. 또 남빙양에서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이나 주
황색의 아름다운 황혼을 볼 수도 있다. 이 모두는 배를 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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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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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교사는 문명세계로 돌아오는 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해저를 시추하는

남극을 체험했던 대학생 1명은 생명과학을 전공해 몇 년 전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스웨덴에서 박사후 연수를 했다. 또 1명은 미국에서 이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언젠가는 이들이 극지연구에 참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방
남극연구체험단의 기지 가는 길

문한 바 있는 한 화가는 현지에서 받은 느낌을 대형 벽화로 제작, 기증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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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도왔다.

구소에 전시되어 있다. 화가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 기지만이 아니고 중국 기
지나 체코 기지도 마찬가지이다. 남극이라는 새롭고 신기한 곳이 모든 사람
을 위한 곳이 된다.

정부조사단

유명 인사

만나기 아주 힘든, 귀한 손님들도 있었다. 앞에 말한 펭귄 사진사 ‘브루노 펭귄
젠더’ 씨가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타임(Time)지 1990년 1월 15일자 표
지 사진을 찍은 그는 펭귄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의 사진
가운데 어미 황제펭귄이 선생님처럼 새끼들 가운데 서있는 사진은 뉴욕 현대미
술관에서 전시된다고 한다. 50세가 되는 1997년에는 펭귄 사진들로 책을 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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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대자연의 아름다움이요 나중에 기억날 추억거리이다.

다고, 책의 제목(My Life as a Penguin)까지 지었던 그는 1997년 겨울 러시아
미르니 기지에서 월동하다 조난당했다.

일반인 체험단

같은 해 12월 14일 ‘1990년 국제남극종단탐험대’ 대장인 프랑스 의사 장-루이

한국해양연구소는 1989/90년 남반구 여름에 차세대 리더양성과 국민에게 남극

에띠엔느(Jean-Louis Etienne) 씨가 탐험대 요트 ‘안타크틱(Antarctic)호’를 타

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생 두 명과 고등학생 한 명, 초등학교 교

고 기지를 찾아왔다. 그는 환자 몇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

장선생님 한 명에게 남극을 체험시켰다. 이후, 원거리의 장기간 여정과 위험부

게 영향을 주려고 남극을 탐험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극의 크레바스에 빠지면

담 등 청소년들에게는 무리라는 판단이 있어 그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지만, 남빙양은 차가운 바닷물이라 더 무섭다”고 했다. 그

2000년대 들어 체험 참여자의 연령대를 높여 ‘남극연구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는 ‘1990년 국제남극종단탐험대’ 탐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저작권을

예술가, 대학생, 교사, 보도진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2004/05년에는

행사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번역할 수 있게 했다.

화가와 사진기자를 초청했다. 이들은 당시의 감격과 감정을 두툼한 글로 남겼

내셔널 지오그래픽 취재진이 2001년 1월 20일 토요일 요트 골든 플리스

다. 2006/07년 여름에도 사진작가, 화가, 아동문학가를 포함한 문인들을 초청

(Golden Fleece)호를 타고 와 기지를 취재했다. 해외 취재진 내방은 기지가

했다. 같은 해 대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기지를 방문했다. 2008/09년에는 과학

건설된 이래 처음 있었던 일로 기지에서는 반갑게 맞았다. 30대 후반의 지질

교사 4명, 2011/12년에는 예술가 6명, 2013/14년에도 예술가 5명이 세종과학기

학 전공 작가 로프 스미스(Roff Smith), 50대의 여자 사진사 마리아 슈텐젤

지를 방문했다.

(Maria Stenzel)과 젊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를 묻고 살피고 촬

기지에 온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남극의 풍광에 넋을 잃고 기지에서 보이는 모

영하고 떠난 다음, 몇 달 지나 본사에서 상당한 질문을 해서, 그들의 기사 작

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지 남쪽 펭귄 군서지로 간다는 말

성 열의를 알 수 있었다.

에 완전무장을 하고 따라 나섰다. 또 펭귄을 교란시키지 않으려고 땅에 엎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2007년 11월 9일 기지를 찾아왔

려서 군서지를 살펴보았다. 땅바닥에 눈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 칠레 정부의 초청으로 칠레 프레이 공군기지까지 왔던 반 총장 부부는 육안

089

지봉투는 귀중한 기념품이 된다.

을 일으킨다. 기지에서는 보여주어도 될 만한 시설을 보여주고 안내해준다.
공교롭게도 기지 생일에 기지를 찾아왔다는 것을 안 관광선에서는 생일 축하
케이크를 급하게 가져오는 수도 있다. 고무보트로 가져온 축하 케이크는 기지
에 반가운 선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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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월동연구대원들뿐 아니라 기지 시설 하나하나가 궁금하고 호기심

기지를 구경한 관광선에서 대원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관광선으로 초대된 사
람들은 배도 구경하지만, 매점에서 남극의 자연과 생물에 관한 귀중한 책을
사기도 한다. 문명세계와 가까운 남극인 킹조지섬에 남극관광객이 늘면서 맥
스웰만을 찾는 관광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초 기지에 새로운
2007년 반기문 UN사무총장 세종과학기지 방문

2층 연구동이 완공되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기지에서도 앞다투어 구경하러
올 것이다.

다른 손님들

펭귄이 돌아오고 북풍이 가끔 불면서 남반구 봄이 시작되면, 기지로 사람들
이 찾아온다. 맥스웰만으로 들어오는 칠레 쇄빙선이나 아르헨티나 칼리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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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는 모국의 기지를 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 총장 부부는 응

지로 오는 아르헨티나의 배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손님들은 여름으로 가

원메시지를 남기고 월동연구대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했다.

면서 점점 많아진다. 우리 기지가 바톤반도에서 좀 떨어져 있고 늦게 건설되

모나코 왕 알베르 2세가 2009년 1월 6일 기지를 찾아왔다. 한때 봅슬레이 올림

었으나, 시설이 좋아 모두 와보고 싶어 한다.

픽 출전 선수였던 그는 지금 환경보호주의자가 되어있다. 환경보호정신을 널리

손님들은 먼저 발전동 앞에 서있는 장승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 알래스카의

확산하기 위해 북극까지 갔던 그가 남극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무장승이나 이스터섬의 석상과는 완연히 다른 동양의 장승에서 동양과 우

중요 인물(Vip)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 또 기지에서는 귀한 손님맞

리나라의 문화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준비를 한다. 그들이 맥스웰만에 있는 모든 기지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들

손님 가운데는 칠레에 주재하는 대사 부부나 외교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칠

이 바쁜 시간을 내어 온다는 것은 세종과학기지가 그만큼 찾아올 가치가 있다

레나 아르헨티나의 남극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의 사관들도 있다. 또는 중국

는 뜻이다.

기지로 온 중국인들과 칠레 프레이 기지에 온 손님들도 시간을 내어 우리 기
지를 찾는다. 대개는 몇 사람씩 오지만 많이 오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

관광선   

를 건너와 기지가 갑자기 북적거리기도 한다. 가끔은 기지 휴게실에 있는 노

남반구 봄이 무르익으면 관광선들이 남극을 찾는다. 이들은 하루 전에 미리 기

래방 시설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기지에서 손님들에게 저녁식사

지의 의견을 물어온다. 겨우내 거의 갇혀 살았던 대원들에게는 사람도 그립고

를 대접한다. 손님 가운데는 칠레 기지의 어린이들도 있어, 돌아갈 때는 안기

우리 기지를 널리 알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지로서는 마

도 힘든 큰 과자를 한 상자씩 선물한다.

다할 이유가 없다. 관광선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지 앞으로 온

기지에서는 사람이 그립고 모두 손님이기에 반가워한다.

다. 호화 유람선을 타고 2~3주 남극을 구경하는 이들은 기지에서 1년을 보내
는 월동연구대원들이 신기해 손을 잡고 얼굴을 만져본다. 패치를 사려고 하며
또 극지봉투에 기지 도장을 찍는다. 기지의 도장이나 대원들의 서명이 있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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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차 월동연구대의 임무교대 기념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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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동연구대 교체와 물자운반

제19, 20차 월동연구대 인계인수식

노하우를 전하고 의사는 약품 목록과 경험을 전해준다.
후임 월동연구대는 서류에 혹시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없나 신경을 쓴다. 전임

월동연구대 교체

월동연구대가 떠난 다음에는 그런 것을 발견해 보아야 뾰족한 설명을 들을 수

남반구의 여름에 기지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월동연구대 교체와 물

없다. 그러나 기지에 큰 시설들이 없고 월동연구대에는 월동 경험이 있는 사람

자 운반이다. 월동연구대 교체는 글자 그대로 월동연구대를 바꾸는 것이다. 곧

이 한두 명 있어 월동연구대 임무 교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전임 월동연구대가 월동 임무를 후임 월동연구대에게 인계하는 것이다. 이때는

예전에는 교통편이 확실하지 않아 단 하루 합동근무를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한

양쪽 모두가 들떠 있다. 국내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간다고 들떠 있고, 기지에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1~2주일 합동근무를 한다.

온 사람은 신기한 남극에 도착했다고 신이 나기 때문이다. 전임 월동연구대는
후임 월동연구대가 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인계 준비를 끝내고 기다린다.

물자 양륙과 선적

월동연구대를 바꿀 때에는 양쪽 담당자가 며칠 함께 근무하면서 임무를 넘겨준

남극에는 얼음 외에는 인간이 쓸 것이 거의 없다. 물론 옛날에는 조난당한 30명

다. 이른바 합동근무이다. 아무리 시설과 장비의 원리가 단순해도 설명을 듣는

의 선원들이 물개와 해표와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1년을 버텼지만 요새는 그런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크게 다르다. 임무만 인계하는 게 아니라 월동생활을 잘

시절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소에서 모든 식량과 생활용품과 연구기자재 같

보내기 위해 참고해야 할 곳 예컨대, 낚시터, 얼음낚시터, 스키장을 알려주기도

은 것을 7~8월 경 준비해서 배로 보낸다. 하계연구원들이 쓸 연구 소모품을 포

한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야 낚시를 할 수 있고 얼음낚시는 바다가 얼어야 한

함해 연구소에서 2017년에 준비한 물량은 20피트 컨테이너로 자그마치 33개이

다. 바다는 연평균 기온이 –2.7°C 정도면 어는 것으로 보인다.

다(보통은 13개 정도이지만 2017년은 전년도 착수한 기지 재건축 완공을 위해

연구대원들의 임무 인계인수는 연구장비의 관리와 더불어 관측 방법과 처리에

기지 내장재와 발전기를 포함하는 물자의 양이 특별히 많아졌다). 과거에는 우

대한 현장 설명이 대부분이다. 관측자료 가운데는 실시간으로 국내 또는 외국

리나라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온 화물을 칠레 푼타아레나스에서 기지로 올

으로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총무는 물자 목록을 주고받으며 월동생활의

배에 옮겨 실었다. 그리고 칠레에서 산 주류와 식음료 같은 것과 필요한 식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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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에서 과거에는 연 25만 리터 정도의 연료를 썼으나 지금은 시설이 늘어나

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먼저 기술자가 내려와서 기름에 관련된 장비와 부
품을 살펴보고 점검하기 때문에 월동연구대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작업 시 협
조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유류 운반선이면 펌핑 능력이 좋아 유류 양륙에
강풍에 파손된 저유탱크 수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잡용선인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기지에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연 40만~50만 리터를 쓴다. 연료 양륙은 대개의 경우 배에서 직접 육상으로 펌

연료 16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 6기가 있다.
배가 떠날 때에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는 쓰레기들을 배에 싣는다. 유리, 비
닐, 고철, 폐유 같은 모든 쓰레기는 남극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쓰레기
는 발생할 때마다 상자에 잘 포장해 큰 어려움 없이 부두에서 바지선으로 옮기
고 배로 싣는다.

물자 하역 작업

목재창고 외벽 수리

기지 수리

남반구 여름에 기지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지 수리작업
이다. 기지에서는 생활의 개선을 위한 일이나 기지가 낡아지면서 필요한 일들
이 생겼다. 남극은 상상할 수 있다시피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모자라는 게 있고
094

추가되었다.

없는 것이 있으며, 건물은 퇴색된다. 그러므로 기지에서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

기지에서 물자를 내릴 때는 월동연구대원들이 모두 협조한다. 하역과 양륙은

면 대개는 모아두었다가 여름에 처리한다.

날씨가 좋을 때 협력해서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다가 바람이라도 불

일의 상당 부분은 단순 노동이어서 연구소에서는 초기부터 상당 기간 칠레 인

면 작업 중지이다. 그때를 이용해서 쪽잠을 자기도 한다. 지금은 아라온호가 물

부를 활용했다. 항공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

자를 가져오기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 전 러시아 내빙선이 가져왔을 때는 물

비에도 칠레인부의 확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지에서 여름에 하는 일

자를 내려주는 러시아 선원들과 바지선에서 받는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 재미있

가운데는 부두공사를 보조하거나 기지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 기지에서 발생

는 이야기가 많았다. 배에서는 빵과 뜨거운 음료를 내려 보낸 적이 있었다. 말

한 쓰레기를 치우는 일, 체육관 이전 같은 일들이 있다. 또는 기지에 사람이 많

은 통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는 서로 알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는 언어

아지는 여름에 주방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자 주방 보조를 고용하기도 했다. 인

와 피부와 문화와 역사와 이념이 달라도 남극에서 모두 친구가 된다.

부들은 많으면 7명, 적으면 2~3명이 고용되었다. 칠레 인부들은 칠레 본토의

부두에서는 바지선이 가져온 물자를 부두로 양륙하고 옮겨놓는다. 물자들이 한

2~3배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서 언어와 음식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

꺼번에 옮기기 쉬운 상자에 들어있으면 손쉽게 처리된다. 그러나 칠레에서 산

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칠레의 노동법이 바뀌어 비용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식품들처럼 주머니와 크고 작은 종이상자에 불규칙하게 들어있으면 문제가 달

안전사고 등 문제의 발생을 고려해 더 이상 칠레 인부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라진다.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겨울을 넘기면서 먹을 것
이라 월동연구대원들은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양륙작업은 월동연구대가 1년에 한 번 하는 피할 수 없는 업무이다. 양륙작업은

3

기지검열

작업하는 동안 날씨가 좋으면 어렵지 않게 빨리 끝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다말다 하면서 고생한다. 다행히 떠날 월동대와 남을 월동대가 함께 양륙하

기지를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그린피스 같은 기지검

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끝난다.

열단 소속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하계연구대, 월동연구대 인원과 기지 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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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자원

남빙양과 남극대륙에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빙양에는 어류, 크릴, 고래와 같은 생물자원이 있다. 흔히 남극새우 또는 크릴새우라고
부르는 크릴은 새우와는 모양새도 다르고 생태도 다른 동물 플랑크톤이다. 남빙양에 살고
있는 수억 톤의 크릴이 수염고래, 해표, 펭귄, 물고기를 비롯해 남빙양에서 서식하는 동물
들의 먹이가 된다. 또한, 사람들도 크릴을 잡아서 비료나 사료로 써왔다. 흔히 메로라고 불
리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도 남극의 대표 어종 중 하나이다. 이 고기의 하얀 살은 아주 맛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한 영국 기지검열단

있어 누구나 좋아해서 참치에 버금갈 만큼 비싸다. 그러나 심해에 서식하는 이 물고기는
성장이 아주 느리다.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같은 생물자원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면 적정
량만 어획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지질시대에 남극대륙과 결합되어 있었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에는
엄청난 철광석, 석탄을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남극대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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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못지않은 방대한 지하자원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로스해(Ross Sea)를 비

물자 운반수단, 소비하는 기름에 관심을 갖는다. 검열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개

롯한 남극 해저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발가능성도

는 수용한다. 세종과학기지를 검열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나 비정부조직으로

높았고, 서남극 펜사콜라산맥에서는 남아프리카 부쉬벨드에 못지않은 거대한 희유금속의

는 러시아, 영국-뉴질랜드 합동,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 영국-이탈

광상이 발견되었으나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채택으로 남극지역에서 과학활동을 제외한

리아-(한국) 합동, 중국, 그린피스 등이 있다. 그린피스와 중국은 몇 차례나 왔

일체의 광물자원활동이 금지된 상태이다.

다. 그러나 기지가 건설된 초기에는 기지검열단의 방문이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아직은 남극대륙에 어느 정도의 지하자원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차 줄어들었다.

상황이며, 또한, 지하자원 때문에 남극의 청정무구한 환경을 깨뜨리지 말자는 의견이 압도

검열 당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기

적이다. 따라서 남극지역에서 일체의 광물자원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자원개

지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타국기지를

발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열한 적은 없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참가한 공동검열단의 일원으로 검열
한 적이 있다. 세 나라가 1993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영국 쇄빙선 엔듀어런스
(Endurance)호를 타고 기지와 관광선과 폐쇄된 기지를 포함해 거의 30회에 가
까운 검열을 했다.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운반 수단만 마련한다면 검열할 수 있다. 쇄빙연구선「아
라온」이 있으므로, 다른 남극기지들을 검열할 수 있고 이는 남극조약협의당사
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크릴

맥스웰만에서 포착된 고래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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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난당한 배의 선원들 구조

03.

하계 조사를 위해 빌렸던 배가 조난당한 외국 배의 선원들을 구조한 적이 있었
다. 1989년 1월 말, 기지에서 남서쪽으로 400km 정도 떨어진 미국 파머 기지
앞에서 아르헨티나 남극물자운반선인 바이아 파라이소(Bahia Paraiso)호가

1

국제조직 참가

좌초되었을 때, 하계조사를 위해 빌렸던 칠레 배 크루스 데 프로워드(Cruz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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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ward)호가 구조에 나섰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당시 기지에 있던 한국해양연구소 제1연구부장 송원오 박사가 제1차 월동연구

남극조약의 체제는 2중 구조이다. 남극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같은 권리와 의

대의 하준걸 대원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송 박사는 당시 하계대장으로 참여하

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되어야 의견을 펼 수 있고 투

고 있었다). 바다가 아주 험해 빙해도선사 칠레 해군대령 출신의 페데리코 혼은

표권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남극조약의 이사국에

“정상이라면 (이 바다에서는) 항해하지 못하는데 피할 곳이 없어 항해했다”고

해당한다.

말했다. 멀미약도 효력이 없어 수면제를 복용할 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구조선

우리나라는 1978년 크릴 시험어획으로 남극에 진출한 이래 세종과학기지를 건

은 침몰한 배의 선원 54명을 아르헨티나 주바니 기지(현 칼리니 기지)까지 수

설하고 꾸준히 진행한 종합 해양조사 결과가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인정을

송했다.

받아, 1989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자 국제사회에서 남극 환경보호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현재

에서 23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남극을 연구

남극조약체제 중 남극조약과 또 다른 축인 남극환경보호의정서를 심도 있게 논

하는 국제사회에 정식 당사국 자격으로 참가해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투표할

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조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내용 곧, 남극
의 연구와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논의의 주요한 의제가 된다. 최근에는 남
극 환경보호가 강조되면서 남극 환경보호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르는 환경영
향평가, 남극동식물 보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남극보호구역 지정 같은 내
용이 주요한 의제가 되어 있다. 예컨대 건물이나 활주로 건설에 따르는 환경
영향평가, 수중음향탐사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류서식지 보호, 남극
어류보호 같은 사항을 주요하게 논의한다. 생물보호의 경우 특별보호종의 지
정기준, 대상 확대, 남극 생물의 어획, 이용 규제처럼 남극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제안을 검토한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정회원

각국이 남극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남극의 자연과학 연구수행이다.
그러므로 그 연구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의 정회원
이 되는 것은 국가 위상에 중요하다. 정회원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업적이 있어
야 한다. 그러므로 남극연구에 큰 준비를 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1987년 12월 18
일 준회원국 가입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고 해마다 해양조사를 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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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연구활동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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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면서 개최된다.

26개국, 비협의 당사국 16개국, 남극 관련 13개 국제기구에서 약 250명이 넘는
정부대표, 법률가, 과학자, 민간인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남극 환경보호와
남극조약 사무국 설치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때도 1989년 1월 아르헨티나 남극물자 운반선 바이아 파라이소호가 남극반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남극 관련 회의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 회의에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도 서쪽에서 침몰된 이후 남극 환경보호가 강조될 때였다. 그에 따라 기지 건설
에 환경영향평가가 크게 강조되었다. 기지를 건설하려면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기지를
증축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

남극을 오가는 것이 어려워 남극에 기지가 있는 나라들은 협력해 사람과 물
자를 운반을 한다. 그 조직이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COMNAP)이다. 주로 국가의
극지연구 책임자나 극지연구소장이 참가하는 이 회의의 중요한 논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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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서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1990년 7월 23일 브라질 제21차 남극연구과학

국가 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이다. 나아가 새로운 활동과 극지기술도 논의

위원회 회의에서 정회원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남극연구에서 국제사

내용이 된다.

회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주최로 2013년 7월 8일부터 10일에 걸쳐 서울 롯

그 이후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정회원국으로 참가하며

데호텔에서 제25차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주로 자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는 ‘남극해 관측 공동연구 프로그램(Southern Ocean

연과학과 자원에 관련되는 학술적 내용이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 전부터

Observing System, SOOS) 워크숍’과 회의 때마다 열리는 ‘국가남극프로그램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했다.

운영자위원회 정례회의와 양자-다자간 협의’였다. 전자는 공개했지만 후자는

2017년 9월 현재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정회원국 30개국, 준회원국 13개국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역분과별 회의도 있었다. 당시에는 지역이 ‘동남극’,

로 구성되어 있다.

‘라르스만 힐(Larsemann Hills)’, ‘남극특별보호구역’, ‘로스(Ross)해 지역’,
‘남극반도’와 ‘퀸 모드 랜드(Queen Maud Land)’로 나누어 논의했다. 당시 회
의에는 옵서버를 포함해 30개국 140명이 참석했다.

2

국제회의 개최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에는 2017년 현재 항공, 에너지와 기술, 환경,
의료, 안전, 과학, 해상운송, 훈련, 교육 전문가그룹이 있다. 이 그룹은 서로 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

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조한다. 나아가 선박 위치 보고를 포함해 다수의 5개년

조약에 가입하면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극조약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의당사국 회의 개최이다. 우리나라가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된 이래 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아니라도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의 회원이 될

음으로 1995년 5월 8일부터 2주일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제19차 남극

수 있다. 그러나 남극조약과 남극환경보호프로토콜에 동의해야만 한다. 2017년

조약협의당사국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당사국 국가명의 알파벳순으로 돌

9월 현재 국가남극프로그램운영자위원회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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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사무국은 규정을 따라 의장국과 함께 움직여 우리나라

3

회의와 학술지와 학회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는 2016년 10월 중국에 넘겼다. 의장국의 임기는 2년이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 다음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1988년 11월 4~5일 신라
호텔에서 제1차 국제남극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남극에 늦게 진출한 우리
나라로서는 먼저 진출한 나라들의 경험, 연구의 내용, 경향을 배울 필요가 있었
아시아극지과학포럼 회의

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칠레, 폴란드를 포함한 10개국 4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가해 남극의
지질, 지체구조와 해양생물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남극연구 결과를 한꺼번에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제남극학술 심포지엄은 1999년 제6차까지는 격년으로 개최됐다. 2000년부
터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환경보존 등의 주제로 번갈아 매년 개최했다.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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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캐나다를 비롯한 4개국이 옵서버이다. 회원국은 남극에 상주기지나 하계

의 환경변화의 영향과 반응’, ‘극지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적응’, ‘극지역 기후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생리생태적 반응’처럼 환경이나 생물에 관한 직접적인 주제가 있
었다. 반면 ‘극지 지구과학 관련 최신 접근법’처럼 연구방법에 관한 주제도 있

아시아극지과학포럼

었다. 나아가 ‘북극 기후변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나 ‘북극의 미래’와 같이 주

극지에 진출한 국가들 중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은 자기들만의 지역 협력체를

제를 북극으로 넓혀 나갔다. 2002년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한 이후, 2003

만들어 연구나 보급 협력을 추진했는데,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

년 제10회차부터는 국제극지과학 심포지엄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06년

을 느껴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 AFoPS)’을 만

제13차 심포지엄에서는 ‘분자에서 생태계까지 극지과학 IPY(국제극지의 해)

들었다. 2004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한 - 중 - 일 3개국의 합의로 결성되었으

2007~2008을 향하여’가 주제였다. 나아가 우리 쇄빙선의 취항을 기다리던

며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 6월 개최된 제16차 심포지엄에서는 쇄빙선으로 할 수 있는 극지연구를

2014년 연례회의에서는 남극의 남극연구과학위원회와 북극의 북극과학위원

주제로 삼았다.

회 같은 조직들과 협력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회원국 증대에 관한 논의도 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적으면 6개국, 많으면 10개국이 넘는 나라의 학자들

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터키 같은 국가가 남극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이 참가했다. 2009년 말 쇄빙연구선「아라온」이 취항하고,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때문이다. 나아가 인구 2억 5,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도 관심이 있다.

을 시작한 2012/13년부터는 참가 학자들이 늘어났고 수준이 점점 높아졌다. 아

2016년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2차 아시아극지과학포럼 연례회의가 열렸

라온호에서 수행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연구 지역도 북극으로 확대됐을 뿐

다. 이 회의에서는 회원국과 옵서버국 간의 정보 공유와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아니라, 발표되는 논문도 많아졌고 주제도 다채로워졌다. ‘북극의 미래: 과학과

운영에 관계된 논의를 했다.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미래 로드맵과 1단계 실행

거버넌스’가 주제였던 2016년 제22차 심포지엄에는 12개국 160명이 넘게 참가

계획을 검토, 승인했다. 나아가 이 회의에는 회원국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말

했다. 2017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연구소에서 열린 제23차 심포지엄에서는

레이시아, 인도 외에 옵서버로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터키, 호주가 참가했다.

“극한환경에 분포하는 생명체들의 회복 탄력성, 적응과 응용 가능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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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질학회 빙권-극지분과 설립

빙권(氷圈)-극지분과를 설립했다. 그 일환으로 극지연구소에서 워크숍을 개최
했다. 발표된 내용에는 남극대륙 내부로 파고 들어가 빙저호를 굴착하는 내용
부터 북극 조간대의 형태와 퇴적 과정을 연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빙권 변동과
해수면 상승 연구는 빙권이 해수면 상승에 상당히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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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들이 많아지면서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8월 29일

연구이다. 나아가 빙권을 원격으로 탐사하려는 연구 또한 빙권의 대부분이 인
간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극지의 환경을 고려하면 중요한 연구이다. 이 모임에
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안진호 교수가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몇 년 전부터 매년 열리는 대한지질학회에 극지세션 같은 모임이 학회 기간에
2016.05.10~11 제22회 국제극지과학 심포지엄

있었지만, 분과를 둔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학회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지질학 회원 가운데 극지를 연구하고 극지에 관심을 가진 회원 비율
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기상학회나 생물에 관련된 학회들과 해양학회에는 극
지분과가 없다. 그러나 머지않아 극지를 연구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면 이들 학
회에도 극지 분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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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주제였다. 이 학회에는 14개국에서 170명이 넘게 참가했다.
대한민국에 극지과학자가 늘어나고 연구가 왕성해지고 아라온호가 취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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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고조

명실공히 국제 심포지엄이 되어 발표 내용이 매우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졌다.
극지과학기술 개발계획
학술지 <한국극지연구> 창간과 합병

우리나라가 세종과학기지를 운영하면서 극지에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관계자

극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전문 학술지의 필요성이 대

들은 극지를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극지연구를 주관하는 해양

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극지연구(Korea Polar Research)>가 1990년 6월 1

수산부는 2000년 5월 해양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극지연구는 당시만 해도

일 창간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하나의 부서업무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극

<한국극지연구>의 내용은 연구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관측기록이나 월동생

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서 일반인이나 극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관

활 경험처럼 자연과학 분야가 아닌 내용도 있었다. 예컨대, 남극특별보호구역

심을 유도했다.

설명, 하계조사에 대한 보고, 세종과학기지 월간 기상자료도 있었다. 또 남극

해양수산부는 2002년 7월 22일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8

조약협의당사국 자격 획득과 1989년 1월 남극에서 침몰한 바이아 파라이소호

개 부처가 합의한 ‘극지과학기술 개발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

에 관한 소식도 실었다. 가끔 합본도 있었지만, 연 2회 기준으로 꾸준히 발간

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쇄빙선 건조, 남극제2과학기지 건설, 극

되다가 2000년 6월 11권 1호를 끝으로, 2001년 3월 한국해양연구원의 <Ocean

지연구 전문기관 설립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세종과학기

Research>와 통합, <Ocean and Polar Research>로 발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지가 설립된 직후부터 줄곧 극지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었다.

연 4회 발간되며 2018년에는 40호가 발간될 예정이다.

2003년 쇄빙선 건조 사업이 추진되던 중 그 해 12월, 전재규 월동대원이 기지에
서 순직했다. 그러자 국무조정회의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대책방안’
과 극지연구 활성화가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극지연구소가 서둘러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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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아라온」 남극 항해 모습

아라온호가 빙산에 의해 좌초된 썬스타호를 예인하는 모습

설립되었고 쇄빙선 건조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때문이다.
국제 공동연구의 장 - 장보고과학기지가 준공된 다음 아라온호는 남반구 여름에

쇄빙연구선「아라온」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에 사람과 물자를 수송한 다음에는 어김없이

취항 - 쇄빙선 건조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한진중공업에서 2008년 5월 7일 기

연구에 나선다. 반대로 북반구 여름에는 북극 연구에 나선다.

공되었고 2009년 6월 11일 진수했다. ‘아라온’으로 명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쇄

극지의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쇄빙

빙연구선은 길이 110m에 총 톤수 7,487톤에 두께 1m의 얼음을 깨며 3노트

선을 보유한 나라가 많지 않고, 더구나 연구에 쇄빙선을 사용하는 나라는 얼마

(Knots)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일에는 아라온호가 연구소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라온호가 북극을 연구할 때에는 10개국 이상의 학자

인도되어 취항했고, 12월 18일에는 종합 시험항해에 나서 2010년 1~2월에 걸

들이 모이는 국제 공동연구의 장이 된다. 그만큼 연구에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쳐 남극에서 쇄빙능력을 시험했다. 시험쇄빙을 무사히 마친 후에는 장보고과학

증거이다.

기지가 들어설 곳을 처음 답사했다.

새하얀 얼음 바다 위에 떠있는 빨간 한 점의 쇄빙선은 극지에 대한 그 나라의

아라온호는 2010년 7월 1일 인천항을 떠나 북극 척치해 첫 항해에 나섰다. 알래

관심이자 국력의 상징이다. 쇄빙선이 있어도 연구에 쓰지 못하고 사람과 물

스카 놈(Nome)에서 연구원들을 태우고 베링 해협을 올라가 척치해를 조사한

자만 운반하는 나라도 있다. 아라온호는 국제 극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다음 놈을 거쳐 8월 25일 귀국했다. 이후 매년 여름 해양조사를 하고 사람과 물

를 한 단계 올렸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이

자를 옮기기 위해 북극 항해에 나섰고 북반구 겨울, 곧 남반구 여름에는 남극항

되었다.

해에 나섰다.

조난당한 배 구조 - 아라온호는 남극에서 조난당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어선을 구

아라온호는 2012년/13년과 2013/14년 남반구 여름에는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조함으로써 연구 외 또 다른 활약을 했다.

에 참가했다. 첫 해의 건설선인 수오미그락트(Suomigracht)호와 둘째 해의 운

2011년 12월 18일, 로스해에서 얼음에 부딪쳐 선체에 직경 30cm 크기의 구멍이

반선인 비비시 다뉴브(BBC Danube)호가 내빙선이어서 해빙을 깰 수 없었기

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구조했다. 아라온호에서는 조난 당시 32명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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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대단히 귀한 경험이다. 남반구 여름이라 굴착지역의 기온이 –30~-40°C

그 배가 항해할 수 있는, 유빙이 없는 지역으로 인도했다. 이후 러시아 수산청이

정도였으나 얼음 코어를 보관하는 곳은 –60°C였다. 그곳에서 빙하코어 시추

우리나라 농림수산부에 감사의 문서를 보내왔다. 나아가 러시아 관계부처 장관

에 참여한 우리나라 연구원에 따르면 그곳이 너무 건조해 물을 자주 마셔야했

과 뉴질랜드 구조센터가 극지연구소 소장에게 감사의 연락문을 보내는가 하면,

고, 몸에 열을 내느라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야만 했다고 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아라온

다. 그러나 남극대륙 내부에서는 바람이 없고 태양과 파란 하늘이 보여 견딜만

호가 없었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되었을 것인가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했다고 한다.

아라온호는 조난당한 우리나라 어선 두 척을 구조하기도했다. 먼저 2012년 1월

나아가 오오츠크 해의 가스 수화물 국제 공동탐사에 참가했다. 또한 북극 에어

10일 부산 선우실업 소속 어선 정우2호의 선원들을 구조했다. 장보고 기지 후

로졸의 특성 연구와 북극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연구와 세종과학기지 주변

보지에서 거의 정서쪽으로 310마일 떨어진 남위 73도 22분, 동경 179도 07분에

의 생태계변화를 연구했다. 남극 내륙에서는 운석을 탐사했다. 운석이 남극에

서 불이 난 정우2호는 500톤 급에 선원 40명이 타고 있었다. 불 때문에 실종자

특별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얀 빙원 위에 있는 검은 돌멩이는 운석

와 부상자가 생겨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아라온호는 정우3호로 옮겨 탔던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 바깥에서 오는 운석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과 생명

선원 30명을 뉴질랜드로 호송하기로 하고 승선시켰다. 화상환자 7명은 미국 쇄

체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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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의 파손된 부분을 용접한 다음 시멘트를 채워 수리를 해주었다. 이어 28일

빙선 나다니엘 파머호가 맥머도 기지까지 수송했다. 정우2호는 바람에 밀려가
다가 침몰했다.

북극연구와 북극회의   

2015년 12월 18일에는 유빙에 갇힌 어선 선스타호를 예인해 연료를 공급하고

북극다산과학기지 설립과 연구 - 남극에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되고 남극연구가 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조롭게 되자, 북극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북극도 남극과 함께 지구 냉기
의 발상지로 소홀하게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북극은 남극과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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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극지의 해(IPY)’사업

지리에, 자연환경에 사람의 삶이 얽힌 곳이다. 또 문명세계에서 아주 가깝다.

2007년은 1957~1958년의 ‘국제 지구물리의 해(IGY)’로부터 50년이 되는 해

나아가 북극은 모두 주인이 있고 원주민이 있다. 곧 러시아, 캐나다, 미국, 노르

였다. 국제과학연맹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제

웨이, 덴마크 같은 5개국, 이른 바 A5가 북극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A는 북극

극지의 해(IPY)’로 규정해 극지에 진출한 나라들과 함께 대규모 극지 관측 계

(Arctic)을 뜻한다.

획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4월 열린 국제북극과학위원회

이 계획에 따라 극지연구소는 2007년 4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 극지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 IASC)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의 해’ 선포식을 주관했다. 이 선포식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

해 북극해 연구 현황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2002년 4월 네

다, 중국, 러시아 6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덜란드 그로닝엔에서 열린 국제북극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회원국가로 가

극지연구소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돔 후지와 콘코르디아 기지에서 빙하코어 시

입했다.

추에 참가했다(돔 후지는 1995년에 건설된 일본 내륙기지로 쇼와 기지에서 남

2002년 4월 29일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스피츠베르겐섬의 과학마을 뉘올레순

쪽으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높이 3,810m에 있는 빙하시추 기지이다. 프랑

에 북극다산과학기지를 설립했다. 연구원들은 북극의 기상, 생물, 지질, 해양분

스와 이탈리아 합동기지인 콘코르디아 기지는 남위 75도 06분, 동경 123도 21

야와 고층대기 분야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북극에는 펭귄이 없고 여우와 북극곰

분, 해발고도 3,233m에 있다). 남극대륙 내부에 있는 이 기지들을 가고 오기는

이 있다. 꽃피는 식물이 200종 가까이 있고, 북극 특유의 미생물들과 새들, 곤충

쉽지 않다. 2006/07년 돔 후지로 갈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 있다.

러시아 비행기를 이용했다. 2007/08년 콘코르디아 기지로 갈 때는 프랑스 조사

북극과학기지는 남극과학기지와 개념이 다르다. 노르웨이의 반국영 회사로부

선 아스트로라브호로 뒤몽 뒤르빌로 간 다음 설상차로 갔다. 남극대륙의 새하

터 건물을 빌려 전기와 물과 가스를 쓰고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사람이

얀 빙원을 설상차로 달린다는 것은 남극대륙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연중 상주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방문해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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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다산과학기지

나레브스키 포인트 남극특별보호구역 171번(ASPA No. 171 Narębski Point)

다산과학기지의 설립으로 남극과는 판이한 북극의 자연환경과 지구환경 변화

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기, 북극해, 육상, 해양 생태계, 물리-화학 상

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이 보다 쉽

태, 빙하, 영구 동토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방법과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게 이뤄지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2013년 5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제8차

북극관련 회의 - 우리나라가 북극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기록할 만한

각료회의에서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2008년 잠정 옵서버에서

일이 있었다.

격상된 것이었다. 북극은 주인이 있어, A5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 2011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에서 2011년 북극과학최고회의

들은 북극에 관심을 가진 나라 가운데 관심과 활동의 정도에 따라 잠정 옵서버

(Arctic Science Summit Week, ASSW)가 열렸다. 13회째인 이 회의에는 우리

와 정식 옵서버 자격을 준다.

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19개국 300명이 넘는 학자들과

우리나라가 2002년 4월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한 이래 북극을 꾸준히 연구했고

북극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주관에 따라

아라온호를 이용한 북극 연구 성과를 북극이사회 국가들이 인정했다. 북극이사

극지연구소가 개최했다. 3일간은 국제기기구별 회의가, 3일간은 학술심포지엄

회는 A5 외에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8개국으로 되어있다.

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북극과 관련된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의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

남극특별보호구역 제안

환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북극 관련 조직에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 ‘뉘올레순

우리나라가 남극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극조약 사무국에 세종과학기지 남쪽 나

과학운영자회의’, ‘유럽극지위원회’, ‘북극연구운영자포럼’, ‘북극해양과학위원

레브스키 포인트 일대에 남극특별보호구역 설정을 제안했고 제안이 받아들여

회’, ‘태평양북극그룹’, ‘극지과학신진연구자협회’ 같은 조직들이 있다.

졌다. 그 지역은 1987/88년 기지를 건설할 당시 ‘펭귄마을’로 알려졌던 곳으로

심포지엄의 주제는 ‘The Arctic: New Frontier for Global Science’로 지구환경변

기지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다. 나아가 그 지역에

화에 따르는 북극의 과학 연구였다. 북극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서 많은 식물들이 생장하고 펭귄 외에도 새들이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북극 바다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 연구를 포함한, 19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

그러나 인간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동물들의 생태가 방해되어서는 안 되고 생물

111

고조되면서 극지의학연구회와 극지연구소가 협조해 2014년 6월 21일 ‘대한극

안에서 가까워 사람의 발길이 잦아질 위험도 있었다.

지의학회’(회장 서창식 교수)를 창립했다.

환경부의 의뢰로 극지연구소가 기초조사를 한 다음, 외교부가 펭귄군서지를 포

대한극지의학회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극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함한 나레브스키 포인트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신청서를 2008년 6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

월 남극조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제안이 2009년 4월 17일 미국 볼티모어에

째, 극지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의료의 특징과 문제점에 체계적으로

서 열린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인정되어, 그 지역 일대가 남극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감염병이나 우리나라 사람의 생리와 병

특별보호구역 171번(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No. 171 Narębski

리를 연구하고 규명하는 것이다.

Point)으로 지정되었다.

대한극지의학회는 2015년 4월 11일 고려대학교 문숙의학관에서 제1회 대한극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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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보호하자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 지역이 상륙하기 쉬운 해

지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연 1~2회 학술대회를 열어, 2017년 10월

한국극지연구진흥회

21일에는 6차 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렸다. 학회에는 월

2004년 4월 극지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극지에 관한 크고 작은

동한 의사 외에도 극지와 월동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 연구원, 심리학자들이 참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1985년 한국남극관측탐험을 주관했던 윤석순 씨

석한다. 대한극지의학회는 학술활동을 통해 남극 바이러스를 의학계에 발표했

가 한국극지연구진흥회를 설립했다. 2005년 11월 8일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창

으며, 남극 관련 국제학회에 참석한다.

립총회가 개최되었고, 다음해 1월 13일 해양수산부에 사단법인 제109호로 등
록되었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는 2006년 6월 ‘미래를 여는 극지인’을 연 2회 발간 계획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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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에 대한 자신감

로 창간했고, 2017년 7월 21호가 발간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정부의 극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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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해설, 월동대의 생활, 남북극에서 연구하는 하계연구대의 활동, 극지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자연현상의 해설, 극지탐사를 비롯한 극지 소식들이다. 아라온호의 활동과 외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짓고 남극을 연구하면서 남극을 더 연구하고 싶은 의욕과

국의 극지연구기관도 좋은 내용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극지전문잡지로

자신감이 생겼다. 그 증거의 하나로 남극대륙기지 건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극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하

대륙기지 건설 이야기는 1990년대부터 몇 차례 나오다가 사라졌다.

여 준다.

2002년 7월 22일에는 ‘극지과학기술 개발계획’이 김대중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

이 극지전문 잡지 외에도 극지사진 전시전이나 강연을 지방에서 개최해 청소년

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이 계획은 쇄빙선 건조, 제2기지 건설, 극지연

들의 극지에 관한 호기심을 채워주었다. 또한 극지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구 전문기관 설립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일선 학교에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2기지 건설은 2005년 이후에 추진해 필요한 연구소를 찾아가고 외국 선박에
편승해 남극대륙도 경험하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또 외국 전문가들을 초
청해 그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정보가 많지 않아 후보지 답사에 많

대한극지의학회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월동하거나 아라온호에서 근무한 의사

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12월 현재의 장보고과학기지가 들어선 테라노바만을

들이 늘어가면서, 극지에서 활동한 의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

추천해, 2009년 1월 건설 관계자와 함께 뉴질랜드 비행기로 예비 답사를 했다.

직이 필요해졌다. 지식인이자 의료 전문인으로 극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

2010년 초 아라온호의 시험 항해를 하면서 테라노바만을 답사했으며, 해양수산

에 더 잘 대비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가 4월 후보지로 발표했다.

을 중심으로 극지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의료인들이 2007년 ‘극지의학연구

현대건설이 2012/13년부터 2년에 걸쳐 기지를 건설했으며, 첫해에는 본관동,

회’(회장 고려대학교 강윤규 교수)를 설립했다. 그 후 극지의료에 관한 관심이

발전동, 정비동과 같은 주요 건물의 기초공사를 했고 철골을 세웠다. 둘째 해에

시아 보스토크 기지 아래 3,700m에 있는 보스토크호수이다. 이 호수는 면적이

이 호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 후에 제대로 얼지 않은 살얼음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액체, 곧 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그 물을
채집하는 것이 남극연구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빙저호를 굴착해서 물을 채취하고 퇴적물을 채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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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1.5배, 평균 수심이 430m에 이른다. 1950년대에 기지를 건설할 때는

을 요한다. 얼음을 굴착하는 동안 얼음이 움직여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호수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멸균한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구멍을 뚫고, 호수의 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대개는 구멍이 막히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오일을 채우면서 얼음을 굴착한다.
현재 미국이 빙원 아래 800m 깊이의 빙저호 윌란스(Lake Whillans)에서 물을
채취한 결과를 2014년 발표했으며, 그 기술을 재현한 채수 연구는 아직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몇 년 전 보스토크호수 물을 채취했다고 보도했지만 시
추 과정에서 심하게 오염이 되어 2017년 호수의 화학적, 생물학적 구성을 밝히
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영국도 빙원 아래 3,400m에 있는 서남극
남극장보고과학기지와 아라온호

엘스워스호에서 채수를 하려고 했으나 기술 문제로 중단했다. 이 호수는 길이
12km에 폭 3km 정도이며 수심은 150m이다. 빙저호에서 물을 채취하려면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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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태, 곧 빙상의 두께, 그에 따른 압력, 얼음의 물리-화학 성질, 호수의
상태 등을 면밀히 알아야 한다. 곧 호수의 크기, 깊이, 수량, 굴착공의 굵기와
굴착심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빙저호가 있는 남극 내륙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일도 대단한 일이다. 평균고도
는 기지의 외장과 내부 설비를 끝내고 시운영 했다. 시운영을 마치고 이상이 없

2,500m인 남극대륙은 해안을 벗어나면 곧 험악한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그 험

음을 확인한 후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2월 12일 준공되었다. 준공 당시 박

준한 지형에서 길을 찾는 것은 또 다른 탐험이고 모험이다. 더구나 여름에 찾았

근혜 대통령은 “남극은 자연과학의 거대 실험장이자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기

던 길이 겨울에 눈과 얼음으로 덮이면 새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안에서

회의 대륙”이라며 “해상왕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과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매년 길을 찾아야 한다.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길을 만드

나라 극지 탐사의 새 지평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는 동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

는 것은 풍계와 적설의 상태, 지형과 지면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대한민국은 장보고과학기지를 준공하면서 남극에 두 곳의 상주기지를 가진

을 예상해서 추진해야 한다.

열 번째 국가가 되었다.

빙저호 탐사와 대륙 활동       

빙저호(氷底湖)란 남극대륙을 덮은 빙상 아래에 있는 호수를 말한다. 현재 알려
지기로는 빙저호가 400개에 가깝다. 2,000~4,000m가 넘는 빙상 아래에 호수
가 있다니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무거운 얼음, 지질구조, 지하의 조건에 따
라 물이 들어찬 호수가 얼음 아래에 있다. 빙저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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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남극연구 중 순직 그 이후

1

전재규 대원의 순직

순직경위

2003년 12월 세종과학기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월동근무를 마친
월동연구대원과 하계연구대원 수십 명이 귀국하기 위해 2003년 12월 7일 킹조
지섬에서 칠레 푼타아레나스로 떠나게 되었다. 이들을 태우고 세종과학기지에
서 칠레 기지 해안까지 갔던 고무보트가 대원들을 내려주고 기지로 돌아오다가

2007.10.13 故 전재규 대원 국립묘지 안장식

강한 북동풍에 넬슨섬으로 밀려가 조난당했다. 이때 고무보트에서 새로 기지에
부임한 제17차 월동연구대원 몇몇이 임무를 수행했고, 안타깝게 악천후로 조
난당한 것이다. 이들은 고무보트도 난파되었고 악천후와 통신기의 장애 등으로
자신들이 넬슨섬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
는 기지에서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바람이 약해진 틈을 타, 또 다른 제17차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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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연구대 지구물리연구원인 전재규 대원을 포함한 5명의 수색대를 보냈다.

하나로 한국해양연구원의 하나의 조직이었던 극지연구소를 부설로 독립시키

그러나 수색대를 태운 보트가 아델리섬 가까운 남동쪽에서 높은 파도에 전복되

기로 결정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일개 부서로는 예산을 포함해 효율적인 기

면서 전재규 대원이 순직했다. 다른 사람들은 남동풍에 밀려 다행히 아델리섬

지 운영 등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

에 올라가, 칠레 남극연구소가 지은 펭귄연구 은신처에 은신하면서 구조되었

도 나름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토록, 극지를 연구하는 조직을 분리

다. 넬슨섬에 조난당했던 일행은 다음날 칠레 헬리콥터로 무사히 구조되었다.

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영월군 출신인 전재규 대원은 1994년 3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시스

서 2004년 4월 16일 재설립되었다. 지구물리학자로서 월동을 두 차례 한 김예

템과학전공에 입학했으며, 200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지

동 박사가 초대 소장이 되었다. 극지연구소는 2006년 초 경기도 안산(한국해양

구물리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원 소재지)에서 인천광역시 테크노파크로 이전했다. 이후 인천광역시의 부

고 전재규 대원은 극지연구에 헌신한 공로와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2003년 12

지 제공에 따라 2013년 4월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26에 마련된 독립 청사로

월 13일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되었고, 살신성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

옮겼다. 극지연구소는 지상 6층, 지하 1층, 연구동 세 동의 건평을 합해서 1만

서는 그를 의사자로 인정해 2007년 10월 13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시켰다.

6,905m2이며, 연구지원동과 극지지원동이 각각 5,337m2, 2,282m2이다. 기관운
영동이 지상 9층에 지하 1층으로 7,140m2이다. 지상 7층의 기숙사도 1,618m2이
다. 전체가 3만 3,321m2로 알기 쉽게 1만 평이다. 아직은 건축하지 못한 극지교

2

순직 이후

육관 부지도 마련되어 있다. 2017년 현재 극지연구소(소장 윤호일) 연구조직으
로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극지해양과학연구부, 극기기

극지연구소 설립

후과학연구부, 극지고환경연구부가 있어 극지에 대한 종합 연구를 수행한다. 이

전재규 대원이 순직하자,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

외에 극지유전체사업단, 북극해빙예측사업단,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 K-루트

록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후속 대책의

사업단,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단이 있다. 또한 정책협력부, 기획부, 행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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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지구의 변화’, ‘지진’, ‘지하수’, ‘지질재해’, ‘화산’, ‘자원확보’, ‘지구사건의

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2017년 12월에는 제13회 전재규 학술대
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는 전문가들도 참석하지만, 과학고등학교와 일반고
등학교 과학반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젊은 세대에게 지질학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비는 전재규 대원이 순직하자 국민들이 보내준 조위금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2. 남극연구활동과 성과

기록과 해석’, ‘미생물이 기록한 지구환경’처럼 지구와 지구 역사에서 일어난 현

과 보험금의 일부를 전재규 대원의 부친인 전익찬 씨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학 지구환경과학부에 기증한 금액이 바탕이 되었다. 세상에 없는 아들이 남긴
자그마한 것을 고마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려는 부친의 애틋한 심정의 소산이다.
미생물 - 전재규 대원의 이름은 남극세종과학기지 부근에서 발견된 신속-신종

토양미생물에도 남아있다. 곧 2005년 이후 기지 주변의 토양미생물을 본격적으

2004.07.01 극지연구소 개소 기념 현판식

로 연구하기 시작해 8종의 신종 미생물을 보고했다. 그 가운데 펭귄군서지 토양
에서 발견한 한 종(Sejongia jeonii)의 속과 종은 각각 세종과학기지와 전재규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그러나 2009년 이 미생물의 속이 크리서박테리움으로
변경되었다). ‘전 크리서박테리움(Chriseobactreium jeonii)’은 5°C에서도 자라
지만 20°C에서 가장 잘 자라며 30°C가 넘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호냉성 균주의
118

두어 대내외 행정지원을 하며, 극지인프라운영부가 이들 연구부와 사업단을 비

하나이다.

롯해 기지들과 아라온호 운영을 지원한다. 극지연구소는 2017년 현재 구성원이

전재규 화산 - 전재규 대원의 이름이 ‘재규 놀(Jaekyu Knoll)’에 남아있다. ‘재

400명에 이르며, 예산도 1,200억 원에 가깝다.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세종과학기

규 놀’은 남위 63도 28분, 서경 56도 27분에 있는 해저화산으로, 남극수로

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두 곳의 월동연구대 운영비와 쇄빙연구선 운영에 충당된

(Antarctic Sound)에 있는 로사멜섬에서 북서쪽으로 10.2km 떨어져 있다. 이

다. 아라온호의 하루 운행에 연료와 인건비를 포함해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해저화산은 해저에서 해수면 아래 200m 정도까지, 약 700m 정도 솟아올랐다.

1990년 6월 창간된 <한국극지연구>의 창간호에서 박병권 외 2인은 우리나라 남

이 해저화산은 미국 남부플로리다대학교의 고 유진 도맥(Eugene Domack)교

극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비의 증액, 빙해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과 제2기

수가 미국 남극연구계획에 따라 2007년 1월 미국 쇄빙선 나다니엘 파머호에

지의 건설과 전담연구기관의 건설’을 제안했다. 극지연구소가 2004년 4월 16

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다가 발견했다. 그가 한국의 극지연구소 연구원과 친분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고, 아라온호는 2009년 12월에

이 있었고 그를 통해 전재규 대원의 순직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재규 놀’이

취항했으며, 장보고과학기지가 2014년 2월 12일 준공되었다. 2004년부터 10년

2007년 미국 해저특이지형 자문위원회에서 명명되어, 그해 7월 11일 모나코에

동안에 그 제안이 현실이 되었다. 그런 제안을 한 지 14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

서 열린 20회 국제해저지명 소위원회에서 지정되었다.

뤄지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모두 이뤄진 것이다.

전재규 젊은 과학자상 -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시상하는 ‘전재규 젊은 과학자상’에

전재규 대원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 상은 극지연구와 활동에 참여한 젊은 연구
‘전재규’ 이름이 남아

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 후 5년 이내인 젊은 과학자를

전재규 학술대회 - 전재규 대원은 안타깝게도 희생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러

대상으로 한다. 2011년부터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곳에서 기억되고 있다. 먼저 ‘전재규 학술대회’에 남아있다. 이 학술대회는 서

극지가 점점 더 알려지면서 연구도 더욱 활발하게 수행될 것이며, 이 상의 연구

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와 극지연구소가 공동 또는 개별 주관

내용도 더욱 충실해지고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재규 젊은 과학

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주제는 ‘지질학’, ‘명산(名山)’, ‘에너지와 환

2017년 제13회 전재규 학술대회 포스터

자상’ 제도는 젊은 극지과학자에게 극지연구를 향한 큰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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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활동한 선박과 연구・보급 지원

1

해양조사

남극 해양조사와 물자 운반에 필요한 배는 거의 외국의 배였다. 첫해와 둘째 해
에는 칠레의 예인선 크루스 데 프로워드호를 빌렸다(1988년, 1988/89년). 이 배
는 숙소가 모자라 20피트 컨테이너로 임시숙소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영국 내빙선 이스텔라(Eastella)호(1989/90년)와 사우델라(Southella)
호(1990/91년)를 빌렸고 프랑스 쇄빙선 에레부스(Erebus)호를 3년간(1991/92

제3차 하계조사선 Eastella호

년~1993/94년) 빌렸다. 내빙선 이스텔라호의 선장은 눈에 보이는 얼음은 피하
면 된다며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투명하고 납작해서 놓치기 쉬운 얼음에 경계
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에레부스호는 규모가 작은 쇄빙선이지만 많은 쇄빙경
험으로 연구원들의 요구에 아주 잘 부응했다. 러시아 내빙선 유즈모지올로지야
(Yuhzmorgeologiya)호를 여러번(1994/95년~1996/97년, 1998/99년,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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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06/07년)빌렸고, 노르웨이 쇄빙선 폴라 듀크(Polar Duke)호를 빌린 적도

왔고 러시아 기지의 수륙양용선이 내렸다. 중국 쇄빙선 설룡호도 여러 차례 물

(1997/98년) 있었다. 남극 해양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자를 운반했다. 1995/96년에는 부두보강 공사용 강철자재를, 1999/2000년에는

온누리호도 두 번 갔다(1992/93년, 1999/2000년). 연구조사 수행 능력은 우수했

굴삭기를, 2004/05년에는 바지선 거북호와 부두보강용 강철 자재와 기중기를,

지만 내빙 등급조차 갖추지 못한 온누리호였기에, 먼발치에 얼음이 보이면 선원

2007/08년에는 생활동과 기지수리를 위한 장비와 재료의 일부를 운반했다.

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항해했고, 특히 레이더에 의존해야 하는 야간 항해 시에는

2016/18년 기지 재건축의 첫해에는 우리나라의 ‘신성 에버호’가 건축 물자와 장

손이 땀에 젖을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주의를 기울인 덕분에 온누리호는 별다

비를 옮겼으며, 둘째 해에는 멕시코 워리어호가 옮겼다. 우리 쇄빙연구선이 남극

른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남극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

과 북극 연구도 하고 기지 재건축의 물자를 옮기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우리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2009년 말 취항한 이후 매년 남극과 북극에서

연료는 우리가 빌린 연구선 에레부스호나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유류 운반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반구 여름에는 북극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남반

선이나 잡용선이 대개 2년마다 수송한다. 예컨대 루마(Luma)호나 아레스

구 여름에는 남극에서 연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

(Ares)호나 카벤디시-시(Cavendish-Sea)호가 수송했다. 칠레해군 갈바리노

면 쇄빙연구선은 연구조사에 계속 쓰일 것이다.

(Galvarino)호도 1996/97년 280톤이 넘는 연료를 운반했다. 근래에는 쇄빙연
구선이 기름도 수송한다.
아라온호는 2010/11년과 2011/12년에 세종과학기지 물자를 운반했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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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운반

5월에도 세종과학기지에 물자를 옮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장보고과학
기지 건설 지원으로 여유 일정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웠지만 요즈음에는 해양조

기지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외국의 배를 이용했다.

사와 물자 운송을 병행한다. 다만 쇄빙이 필요한 장보고과학기지 관련 업무가

1990/91년 발전동과 창고동 2채를 지었을 때에는 아르헨티나 쇄빙선 알미란테

우선이기 때문에 세종과학기지에서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

이리사르호가 사람과 물자를 날랐다. 발전기는 칠레 포마이레호를 임차해 가져

런 점은 쇄빙연구선이라 바다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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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 바깥 세상이 만나는 경계에 연안과 육상연구의 교두보를 놓다
드레이크해협 해양생태계 - 킹조지섬 북쪽 바다가 폭 1,000km의 드레이크 해협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다

이고 남쪽 바다가 폭 120km 정도의 브랜스필드 해협이다. 전자를 건너가면 남
아메리카 대륙이고 후자를 건너가면 남극 본토인 남극반도의 북쪽이다. 한마디
로 세종과학기지는 드레이크 해협과 브랜스필드 해협으로 둘러싸인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 그만큼 바다가 가깝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좋은 위치이
다. 그러므로 세종과학기지는 앞으로 이 좋은 위치를 최대로 이용해야 한다.
먼저 드레이크 해협을 포함한 남빙양의 해양생태계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
다. 그 바다가 남극의 바다로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생물종도 다양하고 생물

미래의 남극세종과학기지

량이 많다. 크릴 양이 남빙양 다른 해역에 비추어 많다는 것이 그런 현상과 관
련이 있을 것이다. 기온과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류가 변할 가능성도 있고 생물
의 분포와 산출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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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생태계와 외래종 유입 - 기온이 오르면서 육지가 빨리 드러날 것이므로 남극

육상생태계 연구에도 세종과학기지 일대가 유리하다. 현재는 남극 육상생태계
가 해양생태계의 일부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지의 환경이 좋아진
다면 다를 것이다.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들이 발달할 것이다.
킹조지섬을 포함한 남극반도 일대는 사람의 출입이 잦아져 외래종, 곧 남극 아
닌 외부 세계의 생물이 남극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이방종에는
식물도 있겠지만 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미생물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폴란
드 기지 주변에서는 관광객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는 식물 한 종이 실제
생장한다.
그러므로 외래종의 도착과 적응이 훌륭한 연구 재료가 될 것이다. 생물종의 단
순한 유입을 넘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연구의 거점이 되다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은 남극을 포함한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남극반도
일대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 가운데 하나이다. 기온 상승과 더불어 얼음이 빨
리 녹고 빙벽이 눈에 띄게 후퇴한다.
이에 따라 바다와 육지의 분포와 환경이 달라질 뿐 아니라 지형과 수계와 지면
이 달라질 것이다. 또 바람과 해류가 달라지고 기후가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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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생장하는 미생물과 식물뿐 아니라 서식하는 동물에 대한 변화도 일어날

서 사는 생물들이 적어지거나 없어질 것이다. 또 현재 서식하는 생물들의 분포
지역이 달라지고 종에 따라서는 생리가 달라질 것이다.

킹조지섬 일대 해저지형 조사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것이다. 단순하게 말해 따뜻한 곳에 사는 생물들이 늘어나고 대신 차가운 곳에

현재 섬의 90% 정도가 얼음과 눈으로 덮인 킹조지섬이 10년에 거의 1% 정도
눈이 녹아 땅이 노출된다. 물론 이런 정도는 지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60
년경이면 세종과학기지 일대의 얼음은 사라진다는 전망도 있다. 육지가 노출되
면서 지형이 변하고 지형이 변하면 지도가 바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류가 달라
지고 해저지형이 달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남극에서 인간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곳 가운데 하나인 킹조지섬은 앞으로도
인간의 출입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킹조지섬의 해저지형은 의외로 그
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칠레기지 앞바다에는 고무보트의 엔진이
닿을 정도로 얕은 깊이에 암초가 있다. 한때 칠레기지에서는 부이(buoy)를 띄
워 그 위치를 표시했으나 남극의 바다에서 견딜 리가 없다.
그러므로 세종과학기지 일대 해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킹조지섬의 정확한 해
저지형도가 킹조지섬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연구는 킹조지섬을 벗어나 남셰틀랜드 군도로 확장해도 좋다. 남셰틀랜드 군도
일대에는 기지도 많고 인간이 오래 전부터 활동해, 관광선을 비롯해 남극에서
인간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해저지형도를 만드는 일은 좁은 의미에서 과학 연구는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의
학문이 아니겠지만, 안전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과학 연구 못지않게
필요하다. 덧붙이면 과학 자체보다 인간에게 당장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조사를 한다면 우리나라 남극활동이 그야말로 ‘남극의 한국 세계의
평화’라는 세종과학기지 건설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전 세계인들에게 우
리가 기여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해저지형도를 만드는 우리로서는 세종과
학기지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의 남극체험 학습장

남극은 모든 사람에게 새롭고 신기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그 누
마리안 소만 빙벽

구도 청소년만큼 새롭고 신기한 남극에 크게 감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청소
년 시절에 만들어진 추억이나 경험은 뇌리에 오래 남아있으며 본인 인생의 진
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험의 영향으로 극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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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극지의 결빙해

것이다. 나아가 극지과학자가 되어 남극생물을 연구하거나 극지 지질이나 빙하

해안선 침식

를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과학기지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혹은 가상공
간에서 남극을 체험시키는 장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7년에는 일반시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과학기지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여러 가

을 대상으로 남극을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지가 달라지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닷가에 있는 기지에서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30년을 돌아보다

3. 미래의 세종과학기지

역을 항해하는 쇄빙선의 선장이 될 수도 있고 내빙선의 도선사가 될 수도 있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남극체험단 모집 공고

즉 세종과학기지의 북쪽 해안, 곧 마리안 소만의 남쪽 해안이 무너져 내리는 변화이다. 이
현상은 기지건설 시 숙소로 쓰인 40피트 컨테이너들을 놓아두었던 곳이 거의 다 깎여나간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록은 없지만 목측으로 10m 가까이 침식되었다. 이렇게 추
측할 수 있는 바탕은 기지 건설 당시 숙소 아래에 깔아두었던 배수용 흑색 파이프이다. 건
설 당시는 겨우 확인 될 정도인 50cm 내외가 노출되었으나 2005년 12월에는 7~8m 넘
게 노출되었다.
해안이 매년 얼었다 녹으면서 자연히 부스러져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풍화되는 양은
크지 않고, 주로 만조(滿潮)에 강한 바람이 겹쳐서 생기는 높은 파도에 많이 깎이고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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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해안에서 아주 가까운 측지관측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
다. 또한 시간이 가면 기지에서 창고동으로 가는 길의 왼쪽, 곧 북쪽이 침식되어 길이 위험
해질 것이다. 해안의 침식을 쉽사리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길의 위치를 바
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아무데로나 길을 내서는 안 되고 식물 자생지와
동물의 둥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접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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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1. 남극세종과학기지, 지구와 우주를 살피는 관측소가 되다

2.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땅 속에서 지구 역사의 비밀을 캐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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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3. 극지 생물다양성 연구, 지구 환경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다

4. 남극 생물자원에서 생명공학의 블루오션을 발견하다

5. 해양 생태 연구를 통해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밑거름이 되다

6. 남극의 과거를 읽고 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7. 남극 생태계 보전과 거버넌스 참여의 디딤돌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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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인 현상과 극 지역 현상의 비교, 지구 온난화의 영향, 저층대기-고층대기 상호작용,

1

측정 자료와 모델을 통한 미래예측 등 다학제적이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로 발전
했다. 이는 측정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극지연구소 내에 전문가가 확보되고 국내외, 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과학기지의 대기과학 연구는 2000년 후반기부터 대기 중 오염물질 연구, 온실 기체
와 대기 에어로솔 등 대기 구성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
다. 오염물질 모니터링과 더불어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양생물군이 만들어내는 황을 포함
하는 가스가 해염 입자의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 하계 기간 중 10
개 세트의 에어로솔 샘플을 포집해 그 안에 있는 2,900개의 입자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세종과학기지 입자는 황 성분을 포함하는 해염 입자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황 성분
이 없는 해염 입자, 이온을 포함한 입자, 그리고 유기물 등 다양한 성분을 포함한 입자 등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기의 기체 성분뿐만 아니라 부유미립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
한 분석 연구를 위해 2006년부터 상시 관측하고 있다. 극지 대기의 구성 물질과 기후 변
화의 연구는 2008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대류권 오존, CO2처럼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미
량기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세종과학기지에서의 고층대기 및 우주환경연구는 초기에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활용한

남극세종과학기지,
지구와 우주를 살피는 관측소가 되다

열권 바람 관측을 시작으로 다양한 광학 및 레이더 관측장비를 활용하여 중간권과 열권
온도 및 바람, 그리고 대기 중력파 관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극지 전
리권 불균일성 관측연구도 시작했다. 고층대기는 저층대기 구성물질 및 대기파동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으로, 고층대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장기 기후변화감시를 위
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1988년 2월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된 이래 약 10년간 대기 분야의 주요 연구는 기지 주변

각종 보고에 의하면, 1950년 이후 남극 반도의 기온이 올라간 지역 중에서 전 지구 평균

의 기상현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자동 기상

온도의 3배 이상이나 기온이 오른 곳도 있다. 이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측정 시스템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했으며, 관측소의 신뢰성 확보와 국제적인

또한 기후 모델을 통한 이 지역의 온난화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모델로는 잘 재현되지 않

인증을 받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에 등록했다. 세계적 이슈인 남극 상공의 봄철 오존구멍 형

으며, 온난화는 지역과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세종과학기지의 관측 시

성에 대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해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스템과 이를 통한 정보의 축적과 연구는, 장기적으로 남극 반도 영역의 온난화를 이해하

또한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기분야 뿐만 아니라, 우주환경의 일부인 고층대기 관측연구도

는 것은 물론 지구의 온난화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인류에게 닥

기지운영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남극반도 끝단은 대기중력파 연구

친 기후환경 변화와 파급효과 대응이라는 중대 과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를 위한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세종과학기지의 대기 및 고층대기 분야 연구는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극지기후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방용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형태로 전환되었다. 측정 자료의 단순한 추세 분석은 물론 세부 요소 간 통계 비교, 전 지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지구대기관측소

해빙의 이동을 포함한 지역적 기온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탄소가 풍부한 남극해 심
층 해수를 표층으로 용승시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극 봄철 성층권의 오존량은 21세기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대기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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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산화탄소 증가와 함께 대기순환 변화를 일으켜 남극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남극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는 연중 바람이 강한 곳이다.

으로 보인다. 시기에 따라 기후변화 과정을 뚜렷하게 겪고 있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남반구 중위도와 고위도 간 기온의 차이는 중위도에서 생성된 저기압이

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성층권 오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환경 변화

남극 주변으로 모여 이동하고 소멸하며, 또한 남극 주변에서 발생한 저기

과정에 대한 이해는 향후 남극기후변화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이 이동 및 소멸해 남극 주변은 바람이 강하고 흐린 날이 많은 기후학적 저압대를
형성한다. 이런 환경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개소 1년 뒤 1989년 세계기

극지기후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최태진

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의 정규 기상관측소로 지정
되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관측된 기상 자료는 하루에 4회 칠레 기지를 통해 세계기
132

상기구로 전송되어 기상예보로 활용되고 있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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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에서의 평균 풍속은 8m/s, 순간 최대 풍속은 2014년 7월 중의 51.9m/s였다.
평균 기온은 -1.8°C, 기록된 최저 기온은 1994년 7월 중의 -25.6°C, 최고 기온은
2004년 1월 중의 13.2°C이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는 지구상에서 기
온 증가가 가장 빠른 곳 중의 한 지역이다. 이 기온의 증가는 풍속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남극반도 동쪽의 여러 빙붕들이 깨져나가는 데 풍속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남극 여름철 강한 바람은 봄철 남극 성층권 오존구멍 생성 및 전 지구 온
실기체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온 증가가 빨랐던 남극반도는 1990
년대 이후 다시 기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988년부터 거의 30년에 걸쳐 측
정된 세종과학기지 기온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세종과학기지는 1989년 WMO 정규 기상관측소로 시작해 점차 관측 장비의 확대
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개소 후 약 20년이 지난 2010년 세종과학기지는 기상청과의
협력으로 WMO 지구대기감시(Global Atmospheric Watch) 프로그램의 지역급
관측소로 지정되었다. 여러 관측 요소 중 남극 성층권 오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 지표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교한 관측을 수행하고 이를 WMO에 보고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증가율은 2.3ppm/yr로,
같은 기간 전지구 연증가율인 2.4ppm/yr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극에서의 바람은
세종과학기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시스템

서 저주파 관성 중력파의 빈도 수평 전파 방향과 계절적인 특성 등을 규명했다. 나아

극지고층대기는 우주를 향해

가 유성의 고도 분포 특성으로부터 주변 대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열려있는 지구의 창

했고, 이는 기존의 유성 소멸 시간을 이용한 온도 추정법보다 간결한 분석 방법과 정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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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유성레이더를 활용한 중간권계면 온도 연구에 새로운 가

134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 주변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남아

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와 공동으로 중간권

메리카의 안데스 산맥과 남극반도를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남극산맥의

및 열권 바람과 온도 관측을 위한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새로 설치해 고층대기 관측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복잡하고 활발한 대기 파동 현상(대기 조석파, 대

영역을 열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 중력파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한 겨울철 성층권에 존재하는 남극 소용돌이

세종과학기지에서의 우주환경 및 고층대기 연구는 아래로부터 전파되는 대기 파동

(Antarctic vortex)의 경계 지역으로 복잡한 대기의 운동이 존재하며, 따라서 대기

과 우주환경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대기영역을 다양한 지상 관측과 위

파동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대기 순환과 온도

성 관측을 통해 감시해 고층대기 고유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우주기상 예

분포에 있어 대기 파동이 기여하는 바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대기

보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인류가 급격한 우주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모델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층대기 파동 연구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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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리적으로 최적지인 세종과학기지에서는 광학 및 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다양
한 고층대기 관측을 통해 중간권 상부(약 70km 고도)에서 열권 하부(약 120km 고
극지기후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지건화

도)까지의 바람과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극지고층대기와
우주환경변화 또는 대기 파동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기지운영 초기에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고층대기
열권 바람 관측을 위한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운영했으며, 1990년대 말 중간권 온도
관측을 위한 적외선 간섭계가 도입되어 운영되었다. 2000년대 초기에는 중간권과
고층대기 관측을 위한 광학관측동과 관측동 내부

열권 온도 관측이 가능한 대기광 분광계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전천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중력파의 2차원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파동의 전파 메커니즘에 관한 통계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
행했다. 또 충남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2007년 고층대기 관측을 위한 유성레이
더를 세종과학기지에 설치했으며, 뛰어난 관측 성능을 바탕으로 중간권-열권 하부의
전반적인 고층대기 물리량을 수집해 다양한 고층대기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유
성레이더에서 관측된 유성 소멸 시간을 활용해 중간권 온도 추정 방법을 개선했으며,
유성레이더 중성대기 바람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세종과학기지 상공 고층대기에서의
대기 중력파 특성 연구를 수행했고, 또한 세계 최초로 중간권계면(약 90km 고도)에

고층대기 관측을 위한 유성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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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위성관측의

(a)

중심에 서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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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톤반도 식생분포, Veg.는 식생지수, B.S.는 눈으로 덮여 식생이 분포가 확인되지 않은 공간, (a) 2012년 2월, (b) 2006년 12월

극지연구에서 위성탐사는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주도했던 극지 위성탐사는 이제 보편화되었다.

(a)

(b)

King George
Island

한국도 지구관측 위성인 아리랑 위성을 이용해 지구관측을 수행하는 수
준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극지 관측 위성은 극궤도라는 불리는 남극과 북극 방향으로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다. 때문에 위성의 미세한 움직임 조정과 촬

Antarctica

남극 세종위성관제소

영 미션을 수행하는 위성관제소는 극지역 가까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세종과학기

King George
Island

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리랑 위성의 원격 관제를 위한 ‘남극 세

Barton Peninsula

58.78°W

58.75°W

58.72°W

58.78°W

(c)

58.75°W

58.72°W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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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2005년 2월 24일부터 관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남극 세종

62.23°S

62.23°S

62.23°S

주체국으로서 당당히 극지연구의 선도 국가가 되었다. 현재 아리랑 2호, 3호, 3A호

62.23°S

위성관제소’ 설치 운영을 통해, 극지 위성관측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으며 위성운용

그리고, 5호의 위성 관제를 원격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운용될 위성들 또한 ‘남
극 세종위성관제소’의 역할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극지연구소 연구진들은 정밀 광학위성인 아리랑 2호와 3호를 이용해 세종과학기지

58.78°W

58.75°W

58.72°W

58.78°W

58.75°W

58.72°W

세종과학기지 주변 바톤반도를 아리랑 2호로 관측한 영상(좌, 2012년 2월)과 QuickBird로 촬영한 영상(우, 2006년 12월)

가 위치하고 있는 바톤반도의 식생분포를 정밀 관측해 세계 최초로 식생 분포도를 작

58°49'0'W

58°48'0'W

마리안 소만 빙벽 후퇴

58°47'0'W

58°46'0'W

58°45'0'W

58°44'0'W

58°43'0'W

58°42'0'W

58°45'30'W

58°44'30'W

58°43'30'W

58°42'30'W

58°41'30'W

62°12'0'S

58°46'30'W

62°12'30'S
62°13'0'S

60°12'30'S

62°13'30'S
62°14'0'S
62°14'30'S

62°13'0'S
62°14'0'S
62°14'30'S

북극해빙예측사업단 책임연구원 김현철

58°47'30'W

60°13'0'S

62°12'30'S

60°12'0'S
60°14'0'S

한 전천후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8°48'30'W

60°12'0'S

58°41'30'W

60°13'30'S

58°42'30'W

60°14'0'S

58°43'30'W

62°12'0'S

58°44'30'W

60°13'30'S

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한국이 보유한 첨단 위성 관제를 포함해 남극연구를 위

58°45'30'W

62°13'30'S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환경연구의 중심

58°46'30'W

60°12'30'S

만의 빙벽 후퇴 및 바톤반도를 덮고 있는 빙설의 공간 분포를 아리랑위성을 이용해

58°47'30'W

60°13'0'S

상도 위성을 이용해 작성했다. 아울러 온난화에 의한 세종과학기지 앞바다 마리안 소

58°48'30'W

60°14'30'S

성했다. 또한 바톤반도의 입체 지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고도지도를 고해

60°14'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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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위성관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성관제소는 2002년부터 약 3년간의 연구개발을

58°49'0'W

58°48'0'W

58°47'0'W

58°46'0'W

58°45'0'W

58°44'0'W

바톤반도와 마리안 소만(아리랑 2호, 2012년 2월 24일)

58°43'0'W

58°42'0'W

청정세계에서
극미량 오염물질을 감지하다

이사슬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축되는 것을 확인했다. PCBs와 OCPs는 물론 다염화
파라핀(PCNs), 데클로란(Dechlorane), 브롬화난연제인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
칸(HBCDs)과 같은 생활제품에 많이 쓰이는 POPs 물질들도 남극 조류에서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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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밝혀진 연구내용이다.
남극은 얼음으로 덮인 은빛의 청정지역으로서 지구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의 킹조지 섬은 8개국의 남극기지가 운영되

한 곳이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는 곳으로, 남극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중심지역이다. 지속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

은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서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고 생물의

질의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과학기지는 장기적으로 남극 환경변화 연구의 핫스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각장에서 배출

팟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되는 다이옥신-퓨란류,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yl, PCBs)과 유

극지고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강정호

기염소계농약(Organic Chlorinated Pesticides, OCPs) 등이 스톡홀름협약에서 규
제하는 대표적인 POPs 물질이다. 이들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암을 비롯
138

한 다양한 환경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로 북반구 중위도에서 인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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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배출되는 POPs 물질은 장거리 대기이동을 통해 남극 대기로 유입되고 저온
응축으로 남극의 지표와 빙상에 침적된다. POPs 물질은 남극의 지의류, 어류와 조류
와 같은 남극 생태계에도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극은 극한 환경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링을 위
한 시료 채취가 쉽지 않다. 극지연구소와 포항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대기시료채취기(Passive Air Sampler, PAS)를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설
치해 2004년부터 1년 단위로 남극 대기에서 POPs 물질의 거동을 연구했다. 한편,
2008년에는 킹조지섬에 서식하는 젠투펭귄, 아델리펭귄과 스쿠아의 생체시료를 채
취해 POPs 물질의 생물 농축성연구도 수행했다.
세종과학기지 대기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장거리 이동한 PCBs과 OCPs
가 검출되었으며 장거리 대기이동이 수월한 저염화 PCBs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PCBs 동족체 분포를 연구해 여러 나라의 남극 과학기지 자
체가 오염원이 될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인간연구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경
각심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OCPs 중에서는 남반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엔도설판
(Endosulfan)과 같은 유기염소계농약이 남극 대기로 유입되고 있으며 남극의 펭귄
과 도둑갈매기와 같은 조류의 몸속에는 더욱 다양한 POPs 물질들이 검출되었고, 먹
펭귄마을에 설치된 수동대기시료채취기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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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연간 소비량 200배에 해당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층을 발견했다. 또한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땅 속에서
지구 역사의 비밀을 캐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해양대기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수중 음향 관측 장
비를 계류해 남극 반도 주변 해역의 해저 지각 활동, 빙산/유빙 활동, 해양 포유류
활동을 관측했다.
한편 세종과학기지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된 정밀 지질 조사에서 채취한 화산암
시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구화학 연구를 수행했다. 바톤반도와 위버반도에 분

세종과학기지의 지질 연구는 초기에는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바톤반도의 지질 특성을 조

포하는 화산암류를 산출 상태와 지구화학 특성에 기초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사하는 야외 조사에 주력하다가 점차 인근 기지가 있는 필데스 반도, 애드미럴티 만으로

각 과거의 독립된 화구로부터 분출된 것임을 밝혀냈다. 또 이 화산암류들이 대륙

조사 지역을 확대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남셰틀랜드 군도 전역으로 연구 지역을 확대

지각 물질이 관여하지 않은 미성숙한 화산호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

해 온누리호, 유즈모호 등 조사선을 이용해 조사했고, 깁스 섬, 리빙스턴 섬, 디셉션 섬 등

었으며, 바톤반도에 관입한 화강암체에 대한 지질 조사와 지구화학 분석도 시행했

에 상륙해 야외 캠프를 설치하거나 타국 기지에 체류하면서 조사를 수행했다. 2000년대부

다. 이를 통해 화강암체가 반려암, 섬록암, 화강섬록암, 반화강암으로 구성된 층상

터는 남극 반도와 남미 대륙의 분리 또는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남미 파타고니아와

관입암체인 것을 밝혀냈다.

드레이크 해협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남극에서의 지구물리·화학 관측은 남극 상주기지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측 활동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극 반도 북쪽 지역은 해구와 배호 분지, 확장 해령과 파쇄대 등

이다. 그러나 남극 관측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종과학기지의 지구물리·화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지질 구조들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세종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지난

학 관측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30여 년 동안 이 해역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남극 반
도와 남미대륙 사이 드레이크 해협 확장 해령의 지체 구조 특성을 규명했으며, 우리나라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예동

남셰틀랜드 군도 주변의 지각구조 및
지각활동 연구

연구를 했다. 그 결과 남극반도 주변 수백 킬로미터 하부의 지각구조를 밝혔고 브랜
스필드 해협의 화산활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속도층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1

극지연구소 부소장 홍종국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는 남극반도와 함께 남극판의
일부로써 남극판 경계부 중에서 가장 복잡한 남극 판, 스코시아 판, 그리
고 피닉스 판이 만나는 지점인 삼중점(Triple Junction)과 인접해 있다.

56°W
59°S

54°W

52°W

50°W

48°W

46°W

44°W
59°S

이 삼중점을 중심으로 쉐클턴 파쇄대가 발달해 있으며 태평양판의 일부인 피닉스
판이 남극 판으로 섭입하는 남셰틀랜드 해구 등 복잡한 판들의 상호운동이 나타나

60°S

60°S

61°S

61°S

고 있다. 삼중점의 남서쪽에 위치한 남셰틀랜드 해구는 피닉스 판과 남극 판과의 경
계면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섭입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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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에서는 기지 건설 이래 남셰틀랜드 군도 주변의 지각구조 및 지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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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초창기에는 해양지구물리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62°S

62°S

었다. 특히 1992년과 1999년에는 당시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종합조사선 온누리호
를 이용해 남극반도 주변에 대한 탄성파탐사, 해저지형조사, 중자력 조사 등의 조사
활동을 수행했다.
남셰틀랜드 해구를 가로지르는 탄성파 자료를 분석해, 태평양 판이 해구 밑으로 섭

63°S
56°W

54°W

52°W

50°W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지체구조도

입한 결과 발생된 지각변형에 대해 밝혔으며 또한 섭입에 의해 해구 맞은편에 있는
브랜스필드 해협의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바 있다. 남셰틀랜드 해구의 정확
한 구조는 중력탐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섭입하는 피닉스 판 지각의 두께, 경사 그리
고 밀도와 함께 해구주변 퇴적물의 두께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해구의 연장선은 남
셰틀랜드 군도 남서단까지 연장되는데 섭입대와 비섭입대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지각구조의 특징을 보이드 해협에서 획득한 탄성파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밝혀낸 바
있다. 피닉스 판의 활동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지화학적인 연구가 매우 필
요한데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피닉스 판의 3대 확장축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를 분석
해 활동 시기 및 마그마 성분을 밝힌 바 있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설립 이후 지진관측을 위한 지진계를 가동했으며, 그동안 획득
된 자료와 주변의 지진관측 자료를 종합해 세종과학기지 하부의 지각구조에 대한

기지 인근에서 임차연구선(유즈모호)을 이용한 해양탄성파 탐사 모습

48°W

46°W

63°S
44°W

들어진 메탄들이 막대한 양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과학자들

남극 바다에 묻혀있는 미래자원,

은 주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빙상의 변동에 관련된 남극 가스하이드레이트 연

가스하이드레이트

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2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 진영근

남극해의 차가운 바다 밑 해저지층에는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 주목받
고 있는 ‘불타는 얼음’ 가스하이드레이트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지구
상에 발견되는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가스의 대부분이 메탄이기 때
문에 메탄하이드레이트로 불린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의 공급이 충분하고 수

Italian Lines

심이 약 300m 이상 깊은 수온이 낮은 해저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극지의 차

High amplitude BSR

59°W

58°W

57°W

56°W

55°W
60°S

BSR in korean Line
Low amplitude BSR

가운 해저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좋은 저장고이다.

Transcument Fault
Trench

세종과학기지에서는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남극반도 주변 해역에서 남극해저지

Reverse Fault

질을 조사하는 연구탐사를 수행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의 북

Normal Fault
61°S

Trough

부 해역(남셰틀랜드 대륙주변부)에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활동

61°S

Shelf Edge

에 따라 해구, 섭입부가대, 전호분지와 대륙붕 지역이 전개되는 독특한 지체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이런 해저지질환경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좋은 환경이
다. 2003년 남극반도 남셰틀랜드 군도의 대륙사면에서 지구물리탐사를 통해 막대
※BSR(해저면모방반사층: Bottom Simulating

한 가스하이드레이트층을 발견했다. 이 해역의 해저지층구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Reflector) - 가스하이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

탄성파 탐사 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해저면 아래 약 600m 지점에서 해저면과 평

62°S
60°W

59°W

58°W

57°W

60°S
55°W

56°W

남극반도 해역의 탄성파 탐사측선과 가스하이드레이트 BSR 분포도

행하게 나타나는 강한 반사층을 발견했다. 이 반사층은 경사지거나 휘어져 있는 실
제의 퇴적지층을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데, 상부 퇴적층과 하부 가스층의 상변화
(Phase) 경계를 말한다. 이 반사층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한다는 유력한 증거

가스하이드레이트
SW
4500

의 하나인 해저면모방반사층(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으로 밝혀졌다.

2

NE
3500 CDP

4000
Unconformity

SW
2

2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의해 남극반도 남셰틀랜드 군도 북동해역에 약
3

12

3

4.8×10 m (표준 상태에서의 메탄의 양으로는 7.7×10 m )에 달하는 가스하이
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연간소비량(약 3,000만

Time (Sec)

10

Depth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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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W
60°S

Korean Lines

3

3

톤 기준)의 약 200배에 해당한다.

Fig.4
175

150

125

100

팀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최근 남극대륙의 두꺼운 빙상 밑에는 미생물에 의해 만

불타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남극반도 남셰틀랜드 대륙주변부에서 확인된 가스하이드레이트 BSR 모습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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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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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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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

7

남극해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와 한국 연구

75

145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3

남극반도 브랜스필드 해협 발생
해저지진 및 주변 빙하 붕괴 활동 연구
지구상에서 지진활동은 대부분 대륙판 사이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며, 판

2014년 로스해에서 포착된 음향신호

경계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양에 위치한다. 과거 이러한 판경계
부 지진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 세계 육상에 설치된 지진 관측망을
주로 활용했으나, 발생 위치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 정확한 위치 결정에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연구진을 중심으로 해양 수심 1,000m 가량에 설치
된 수중음향관측망을 활용해 해저지진에 관한 연구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해저면에
서 발생한 지진 활동음은 수층을 통과하는 음향파로 전환되어 해양 저속도층을 따라
146

수천 km의 거리도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이는 원거리에서도 미소 해저지진 활동음

147

을 면밀히 관측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극반도 브랜스필드 해협에서는
남셰틀랜드 군도 북쪽 섭입대가 약 400만 년 전 활동을 멈춘 후 배호분지 확장에 따
른 해저화산 활동이 꾸준히 관측되고 있었으나 명확한 원인규명은 이뤄진 바 없다.
2014년 로스해에서 포착된 빙하 붕괴 소리

세종과학기지와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2005~2010년간 공동연구로 수행된 수중음
향관측 연구활동을 통해 기존 육상 지진 관측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미소 해
저지진활동을 새롭게 발견했고, 이는 브랜스필드 해협에 존재하는 해저화산 하부 마
그마 이동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규명했다. 극지역에서는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체구
수중음향관측장비의 계류작업 모습

조 활동음 외에 빙권 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음향신호가 빈번하게 포착된다. 예를
들어 육상 빙하가 바다로 이동하며 바닥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 해빙이 떠다니다 서
로 부딪히는 소리 등 다양한 음원이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신호는 대기온 변화 및 해

2014년 로스해에서 포착된 빙하 떨림 소리

빙 분포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했다. 또한 수십 년간 전 세계 해양에서
획득된 수중음향 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경 잡음이
일정부분 극 지역 융빙에 따른 빙하 붕괴음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급격한 빙권 변화를 수중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차분히 듣는 것만으로도 면밀
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빙권 변화 관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 책임연구원 이원상

2014년 로스해에서 포착된 해표와 고래 소리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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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hetland Islands

Gibbs Island
Ice cap
King Georg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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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n
Cove

Livingston Island

5

Antarctic
Peninsula

남셰틀랜드 군도 주변의

6

지구화학적 진화과정 연구

NoeL Hill (307m)

The King
Sejong Station

곤드와나 대륙의 중심을 이뤘던 남극은 중생대 약 2억 년 전부터 호주,

Barton Peninsula

8

3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대륙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남미대

2

1

9

륙에 붙어있던 남극반도는 최종적으로 신생대 제3기(약 4,000만 년 전)

4
7

부터 분리되기 시작해 3,000만 년 전에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세종과학기
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는 중생대 이후 신생대까지 태평양 판의 섭입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도호(Island Arc)로서 남극반도와 연결되어 존재했으나, 약 200
만 년 전 이후에 일어난 브랜스필드 해협의 확장작용에 의해 남극반도로부터 분리

Dyke

Granodiorite

Diorite

Intrusive
basalt

Upper basalt
basaltic andesite

Lapilli tuff

Sejong
Formation

Fault

Geological
boundary

된 것으로 생각된다.

149

남셰틀랜드 군도의 가장 큰 킹조지 섬과 리빙스톤 섬에는 중생대 후기부터 신생대

바톤반도 지질도

초기에 걸쳐 해양판의 섭입에 의한 화성활동으로 분출 또는 관입한 화성암류들이

58°15'W

62°12'S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섭입환경에서 만들어진 화성암류의 형성시기와 지구

58°17'W

G

화학적 특성 고찰을 통해 해구에서의 해양판 섭입이 진행되며 마그마가 발생되는
웨지맨틀의 지구화학적 진화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킹조지 섬과 리빙스

ve

턴섬 화산암류의 서로 상이한 지구화학 및 동위원소 특성은 마그마 발생에 기여한
62°13'S

근원맨틀의 불균질성과 지각물질과의 혼염과정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세종과학기지 주변 바톤반도와 위버반도에 분포하는 약 5,000만 년 전의 화산

o
nC

ria

Ma

Weaver
Peninsula

I

G

분화로 형성된 화산암에 대한 지질조사와 화학분석을 통해 이 화산암들이 Weaver
Nunatak과 Three Brothers Hill의 화구에서 격렬한 분출에 의해 형성된 것을 밝혀
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지질도와 제4기 지형도를 발간해 다른 분야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했다.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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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3
극지 생물다양성 연구,
지구 환경변화의 미래를 예측하다

2005년 이후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8종의 신종 박테리아가 보고되었고, 해조류와 섬모
충류, 지의류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주제가 계통분류학, 유전학,
생리학, 분자생물학, 동물행동학, 생명공학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 생물에 대한 분자 수준의 연구는 주로 방선균 스트렙도마이세스, 남극
좀새풀, 남극큰띠조개 등의 모델 생물을 대상으로 저온 적응과 관련된 유전자와 생물 독성
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남극의 대표 생물에 대한 대량의
발현 유전자와 유전체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세종기지 주변 육상생물 다양

세종과학기지의 생물다양성 연구는 월동연구 1차 연도인 1988년부터 주로 기지 주변에

성 연구가 바톤반도 전역의 생물 다양성 연구로 확대되었다.

서식하는 생물상, 연안과 해양 생태계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다가 1993년부터 인근 해

세종과학기지는 환경 변화가 극심한 남극에서 30여 년 간에 걸친 이와 같은 생물종의 변화

역인 드레이크 해협, 브랜스필드 해협, 웨델 해 등으로 연구 지역이 확장되었다. 2002년

연구와 정보 축적을 통해 극지 생물의 다양성과 계통 지리 정보를 이해하고, 이들의 분포

에는 지의류와 선태류의 분포를 표시한 세종과학기지 주변 식생도가 완성되었고, 이를 통

를 결정하는 환경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기후

해 1988년부터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보고되었던 남극좀새풀이 기지 주변에서 빠른 속

변화에 대응해 비교 연구가 가능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4년에는 세종과학기지 이름과 조난사고로 숨
진 전재규 대원의 성을 따와 세종기아 전니아이로 명명한 신종 호랭선 세균이 보고되었다.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정호성

있다. 우리나라 연구팀을 비롯해 국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지의체 내에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대표 식생

이를 구성하는 대표 균류와 광합성 조류 이외에도 다양한 균류와 박테리아가 공생

지의류와 이끼류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형태 분류나 분자계통학적 분류에서 간과되었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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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균류(효모, 곰팡이 등)가 지의체의 형태를 변화시켜 동일종에 속하는 다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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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강한 블리자드, 낮은 기온, 건조한 대기로 남

태들이 별개의 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또한 서식지의 환경 특성에 따라 형태적 변

극은 극지 사막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남극의 모든 지역이 사막인

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우리 연구팀은 지의류 다양성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기

것은 아니다. 황금빛 사막에도 생명을 품은 오아시스가 있듯 순백의 남

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킹조지섬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은 분류군인 사슴지의속

극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다. 남극은 그 기후에 따라 해양성 남극지역(Maritime

(Cladonia)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의류의 다양성에 대

Antarctic Region)과 대륙성 남극지역(Continental Antarctic Region)으로 구분

한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된다. 세종과학기지는 해양성 남극지역인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바

선태식물 중 이끼류(선류)는 킹조지섬에서 보고된 65종 중 29종이 바톤반도에서

톤반도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연평균 –1.8°C: 1988~2016년 관측값 평균),

발견되어 형태와 분자계통학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킹조지섬에서 11종

다습하다(연평균 88.7%). 특히 7개월 이상 지면을 덮고 있던 두꺼운 눈이 녹아내
리는 남극의 여름철 기온은 평균 약 1.5°C에 달한다. 짧은 여름철이지만 상대적으

분자계통학 방법으로 동일종으로

이 보고된 우산이끼류(태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인식되는 자의류들

로 높은 기온과 충분한 수분 공급, 그리고 오밀조밀한 굴곡이 잘 발달된 바톤반도의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지희

지형특성은 육상의 다양한 서식환경을 만들어 생태계 다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톤반도의 식생을 이루는 대표적인 두 분류군은 균류와 광합성 조류의 공생체인
지의류와 선태식물에 속하는 이끼류이다. 지의류와 이끼류는 바톤반도의 지형 및
크고 작은 암석들이 이루는 미지형과 관계를 맺으며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분포 패
턴을 결정하는 것은 지형에 따른 눈 쌓임, 수분 공급과 배수 등의 물리적 요인과 주
변의 생물학적 요인들이다.
바톤반도 식생에 대한 다양성 연구는 1992년 생태조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종 목록으로 지의류 42종과 이끼류 6종이 보고된 바 있으나 단발적인 연구에 그
쳤다. 2000년대 들어 육상식생의 분포와 다양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재개해 2006
년에는 지의류 62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지의류의 분류는 고전적으로 지의
체의 형태특징과 이들이 생산하는 지의성분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로 분리한 화학적 특성을 활용해 수행되어왔다. 최근 들
어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을 이용한 분자계통학 방법이 도입되면서 그 동안 다른 종
으로 분류되어왔던 다양한 형태의 지의류들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지의류와 이끼류 혼합 군락

바톤반도 노출지의 식생분포도(2015년, KGI-LTER, PEI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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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경우 새로운 속을 제시함으로써 남극 특이 분류군을 확인했다. 또한 세종과학기

세종과학기지에서 찾아낸

지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안생물들의 분포와 서식지 정보 등을 수집

신종 남극 생물들

하고 있으며 약 30년간의 기후변화, 빙하후퇴로 야기된 생물상과 생태계 변화 양상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2

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가장 정확하고 민감하게 포괄적으로 환경변화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하면 바다 표면의 온도는 10년에 0.13°C씩 올라

보여주는 지표이며 미래 생명자원인 이들의 체계적인 확보와 기록을 위해 11문 72

21세기 말에는 1~4°C까지 오를 것이라 한다. 언뜻 바닷물 1°C 증가가

과 200여 종, 500점 이상의 세종기지 연안 해양생물시료와 이미지 자료를 확보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보다 이해가 쉬

이를 바탕으로 생물 분류군별 남극생물도감 시리즈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울 것이다. 전 지구 바닷물의 총량은 약 14억 km3이다. 이를 1°C 올리기 위해서는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상희

2,800만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폭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구나 이 에너지가 고
르게 공급되었을 리도 없으므로 대기, 해류의 불균형으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엘니

Neokeronopsis asiatica

Tigriopus kingsejongensis

Adineta sp.

Actuncus antarcticus

뇨, 집중호우, 태풍,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IUCN, IPCC 등이 해수온도가 금세기
154

최고의 위협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이 1°C가 야기하는 기후 변화로 이미 생물종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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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선캄브리아기보다 빠르다고 하며 어류들은 10년에 10km, 육상생물은 6km
씩 북쪽으로 이동했다. 부화당시 온도에 따라 성비가 바뀌는 푸른바다거북은 80%
가 암컷만 태어나고 있으며 동해안에서는 명태가 사라지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어
업량이 1/3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해 있는 서남극은 남극 대륙에서도 가장 급격한 온난화 현상을
보여준다. 전 세계 해양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남극 심층수가 표층으로 역
류하고 북극의 고온 해류가 유입되어 라슨 빙붕이 붕괴되며 해빙이 급격히 감소하고

Pseudonotohymena
antarctica

Urosomoida
sejongensis

Metaurostylopsis
antarctica

Anteholostica
rectangula

있다. 특히 남극 생물들이 부화하는 짧은 여름 2주간의 온도변화는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종다양성의 붕괴는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진 생물진화의 동적인 과정과 생태계
균형을 파괴해 환경재앙과 과학적, 산업적으로 유용한 자원의 소실을 야기하게 된다.
남극 생물은 저온에 적응해 오랜 기간 종분화 과정을 거쳤으며 50% 이상이 고유종
으로 여겨진다. 독특한 진화과정을 거쳐 오면서 남극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남극생물들의 다양성과 특이 신종들의 확보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에
후발 주자이나 남극에서만큼은 최초로 11종(요각류 4종, 섬모충류 7종)의 신종 무
척추동물들을 발굴했고 다수의 신종 후보종들(완보동물 1종, 다모류 다수, 요각류
다수)을 확보함으로써 남극 생물다양성 보존과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섬모충

남극에서 발견된 다양한 신종, 미기록종 무척추동물들. 남극 또는 세종과학기지를 따서 이름지었다.

Paraholosticha
muscicola

Keronopsis
helluo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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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의

남극어류(Dragon Fish)

게놈 프로젝트

● 남극어류의 계통학적 진화도

Antarctic lineage

Chaenocephalus aceratus

6.7

남극해양의 어류들은 일 년 중 대부분을 해수온이 빙점(-1.9°C)에 이르

Parachaenichthys charcoti

9.2

는 남극해에 산다. 남극어류는 5종의 아목 대략 120종이 서식하고 있
77.3

고 이중 남극암치아목(Notothenioids)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Natothenia coriiceps

며, 남극해 전체 어류 생물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들 어류들은 진화적인 관점

Gasterosteus aculeatus

에서 볼 때, 남극에서의 특별한 서식지의 환경 요인들에 반응해 선택적으로 생겨난
110.4

적응 특성을 통한 진화를 거쳐 왔다. 그 예로서 어떤 종은 그들의 적혈구를 잃게 됨
으로써, 아가미를 통해 물로부터 산소가 필요한 각 조직들에 산소를 운반을 해주는
156

Xiphophorus maculatus

17.5

Poecilia formosa

82.1

데 필요한 헤모글로빈 또한 부족하게 된다. 그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차
122

가운 물에 산소 포화상태가 되고, 그들의 대사작용이 온대 어류에 비해 매우 낮기

Oryzias latipes
96.8
Oreochromis niloticus

때문이다. 적혈구가 없으므로 그 어류들은 반투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흔히 빙어
170.1

‘ice fish’라 불려왔다. 또 다른 예로써 동결방지 단백질의 진화이다. 모든 남극 어류

Takifugu rubripes

51.6

는 결빙의 해수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의 체액을 해수보다 빙점이 낮게 보호하기 위
한 동결방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모든 남극 어류는 혈액 내를 순환하는 동결방지
단백질을 지니도록 진화했다. 이와 같은 진화의 비밀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

Tetraodon nigroviridis
170.6

Gadus morhua

는 그들의 유전체 정보이다. 이를 위해 극지연구소에서는 2009년부터 남극어류의

Danio rerio

152.3

유전체 해독을 시작해 남극어류 3종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를 통한 남극어

Astyanax mexicanus

류의 환경적응, 진화 문제를 분자수준에서 해석해, 생명의 진화 기작 해석의 중요한
모델 시스템이 되고 있다. 현재 남극어류의 유전체 분석을 완성한 연구는 극지연구

200
Triassic

100
Jurassic

Cretaceous

0
P

E

0

M

Million years ago
Pli Plt

소가 유일하다. 이들 유전체 정보는 우리에게 남극 생물 종들이 현재 남극에서 일어
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래에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해
갈지 등의 생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극지유전체사업단 책임연구원 박현

200 myr

100 myr

35 myr
Antractic Ice-sheets appear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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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미생물을 대상으로 탈유화 방선균, 저온효소, 결빙 방지 물질 탐색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나 극지연구소의 부설화와 더불어 2004년부터 남극생물 유래
유용 생물자원의 확보와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신기능·고활성의 유용 물질들이 도출되어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서식하는 남극 지의류와 이끼에서는 화장품이나 의약
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화합물들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라말리나 테레브라타(Ramalina
Terebrata)에서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라말린’을 발굴,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2010년부터는 극지생물에서 유래된 결빙 방지 단백질과 항동결 폴리머를 이용한 유용 생
물자원의 동결보존제 개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극지생물 종

남극 생물자원에서
생명공학의 블루오션을 발견하다

유래의 재조합 결빙 방지 단백질을 발현했고 더 나아가 삼차 구조와 생화학적 특성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결빙 방지 활성이 북극 효모에서 유래한 LeIBP 결빙 방지 단백질
보다 10배 높은 남극 박테리아 유래 고활성 결빙 방지 단백질인 FfIBP를 발굴해 삼차 구조
해석 및 결합 기작을 규명했다. 미생물 유래 p-CY01은 항동결 바이오폴리머로서 직접 수
혈이 가능한 혈액 냉동보존제로 활용될 수 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의 대표 생물에 대한 발현 유전자와 유전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
다. 남극대구, 남극좀새풀, 저온성 박테리아 등의 유전자를 대량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유전자 정보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남극생물의 환경 적응과 환경오염의
반응에 대한 분자 수준의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극지미생물자원은행과 극지생물유전자정보은행을 운영하며 극지생물
과 유전자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 극지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이홍금

결빙 방지 단백질의
발굴

제대혈, 줄기세포와 같은 주요 생물자원을 동결 보존해 유전적 변이를 막고 장기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결빙 방지 단백질의 산업적 활용
을 위해서는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극지연구소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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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방지 단백질들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 대량생산과 정제가 가능해 생산
극저온의 극지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을

에 필요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결빙 방지 단백질이

위한 적응 방법을 가지고 있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곤충류와 세균같은

요구되는 기초연구와 다양한 응용연구가 가능해져서, 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한 결빙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에게 생체 내의 얼음 생성은 날카로운 얼

방지 단백질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음 결정에 의한 생체 내의 물리적 손상과 세포 및 조직의 탈수현상을 유발해 생물이

극지유전체사업단 책임연구원 이준혁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영하의 극지 해양에서 살아가는 어류들의 혈액이 어떤 이
유로 얼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 1969년 Arthur Devries 박사에
의해 남극 경골어류의 혈장에서 결빙 방지 단백질(Antifreeze Protein, AFP)이 처
160

음으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후속연구에 의해 현재까지 어류에서만 총 4가지 타입
의(Type I~IV) 결빙 방지 단백질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극지에서 서식하

● 결빙 방지 단백질의 얼음결합 부위 규명
A

161

B

는 곤충, 식물, 효모, 세균 등에서 새로운 결빙 방지 단백질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
고 있다. 다양한 극지생물에서 발견된 결빙 방지 단백질의 공통적인 특성은 편편한
얼음결합 부위가 있고, 얼음의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이루기 위해 얼음결합 부위에
Serine 또는 Threonine 아미노산 잔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얼음에
결합한 결빙 방지 단백질은 얼음 결정의 성장을 억제하고 어는점을 특이적으로 낮
추는 온도이력(Thermal Hysteresis) 활성을 가지게 된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호냉성 효모(Leucosporidium sp.) 및 빙하 속 미생물 (Flavobacterium Frigoris PS1)에서 신규 결빙 방지 단백질들을 발견해 구조 및 기능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결빙 방지 단백질의 삼차구조를 해석해 얼음결합 부위를 규명

(A)남극 박테리아 유래 결빙방지 단백질의 구조

(B)사람 세포의 동결보존 효능 증가

CYS124
CYS107

하고 결빙 방지 활성에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들을 분석해 단백질 공학으로 고활성
결빙반지단백질 없을때

결빙 방지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결빙 방
지 단백질 관련 연구는 기초연구에서 나아가 결빙 방지 단백질의 얼음 결정생성 억

결빙방지단백질 첨가 후

(C)해양 규조의 동결보존 효능 증가

C-term

Rapid Freezing
LelBP(-)
LelBP(+)

Rapid Freezing
LelBP(-)
LelBP(+)

제능력과 어는점을 낮추는 활성을 이용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빙
방지 단백질을 이용한 상업적 응용 분야로는 식품산업, 형질전환 생물체 제작, 화장
품 산업, 동결보존제 산업 및 의료산업이 있다. 이 중에서 극지연구소에서는 혈액,

N-term

결빙방지단백질 첨가 후 동결보존시 규조 세포의 파편 (화살표) 감소 및
생존을 증가 확인

라말린의 분자 내에는 유해한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특이적 작용기(Functional

남극 지의류로부터

Group)들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

항산화 효능의 라말린 분리

졌다. 또한, 공정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라말린 합성법을 완성해 대량생산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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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게 했다. 라말린은 기존 시판되는 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C보다도 50배 이상의 매
생물은 정상적인 여러 대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활성산소종(Reactive

우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산화 관련 질병 치료제나, 노화방지용 기능성

Oxgen Species, ROS)과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식품, 미백 및 주름개선용 기능성 화장품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NS)을 축적하게 되고, ROS는 염증, 심혈관질환, 암, 노화관련 질환,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임정한

대사질환 및 아테롬성 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과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ROS는 효소 수용체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세포막 단백질에 손
상을 줘 결국에는 세포의 불활성화를 초래한다. 생물은 ROS의 유독성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방어기작을 가지고 있으나, ROS의 축적이 증가하면 세포의 비가역적인
162

산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화 과정을 늦추거나 억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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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합성 항산화제가 개발되어 왔으나, 이들은 암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보고되

O

고 있으며, 알려진 비타민제들은 효과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인체
에 부작용 없이 여러 질병들에 대한 예방 기능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

O

HO

연의 생물자원으로부터 항산화제를 분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NH2

H
N

OH

H
N

지의류는 비개화식물과 비슷하며, 곰팡이(Mycobiant)와 조류(Alga, Photobiant)
또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와의 공생연합체이다. 다양한 지의류로부터
항생효과, 항산화 및 항염증 등의 여러 생물학적 유용활성을 가지는 천연의 화합물

라말린의 구조와 라말리나 테레브라타(Ramalina terebrata)

들이 분리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지의류

●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는 열대 및 아열대 기원의 종들이었으며, 극지방의 지의류에 대한 항산화 활성에 대

출원번호

출원일

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남극

KR201000525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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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67710A

2010.07.14

KR20120006366A

2012.01.19

KR20120020515A

2012.02.28

KR20120027649A

2012.03.19

지의류로부터 새로운 천연화합물을 분리,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시료 확보와 스크리
닝을 수행해 왔으며, 남극 지의류인 라말리나 테레브라타(Ramalina Terebrata)로
부터 기존의 합성 혹은 천연물질보다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새로운 구조의
화합물인 라말린(Ramalin)을 분리했다.
라말리나 테레브라타(Ramalina Terebrata)는 남극대륙 킹조지섬에 군락으로 자
생하는 지의류로서 이것으로부터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보이는 라말린을 분리했다.

발명의 명칭
라말린을 함유하는 염증질환 또는 면역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라말린의 합성방법
글루탐산 유도체와 하이드록시 아닐린 또는 하이드록시기가 보호된
하이드록시 아날린을 이용한 라말린 및 라말린 전구체의 합성방법
라말린을 함유하는 간섬유화 및 간경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다공성 매트릭스를 이용한 라말린의 안정화 방법 및
안정화된 라말린 용액

법적상태

해외출원 여부

등록

CN. EP, JP, KR, US, WO

등록

CN. EP, JP, KR, US, WO

등록

CN. EP, KR, US, WO

등록

CN. EP, KR, US,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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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WO

냉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적의 작물이다. 결과는 기대

남극 식물 유전자의

이상이었다. 내냉성 검증을 위해 DaCBF7 유전자 삽입벼와 일반벼를 함께 저온에

활용 연구

서 배양한 후 식물의 생존율을 조사했을 때, 일반벼의 생존율은 평균 11%로 열의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3

아홉은 잎이 누렇게 뜨고 죽어나갔지만, 유전자 삽입벼는 평균 54%로 생존율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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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좀새풀은 남극에 분포하는 유일한 벼과식물이면서 척박한 환경에

배 정도 증가했다. 애초 예상한 대로 DaCBF7 유전자가 식물의 냉해 저항성을 증가

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도의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학자

시킨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식물은 남극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랜 기

남극좀새풀뿐 아니라 극지방의 다른 현화식물이나 선태식물들도 작물 개량을 위한

간 적응과 진화를 거쳐온 결과, 다른 식물종과 구분되는 현재의 특별한 모습을 갖추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지속적으

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극좀새풀과 다른 식물을 구분해 주는 특별함은 무엇일까?

로 발생하는 가뭄피해, 이른 서리로 인한 냉해, 간척지에서 흔한 고염분 피해 등 환

그 답을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가진 특별

경조건이 알맞지 않아 생기는 작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분야로 특화된 잠재적 가

한 성질은 자손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유전정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능성이 크다. 수십 년 후 극지식물의 유전자원이 전 세계 식량문제의 해결사로 등장

모든 생명체의 생김새, 대사능력, 환경저항성 등의 특징은 정보화되어 유전자에 저

하는 날이 오리라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장된다. 잎의 생김새를 예로 들면, 식물에 따라 길쭉한 잎, 동그란 잎, 뾰족한 잎,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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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한 잎 등 실로 다양하다. 이는 식물종마다 잎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유전 정보의 차이는 식물의 광합성 속도나 스트레스에 버
티는 것과 같이 생존과 직결된 능력의 차이를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극좀새풀
이 다른 식물이 살지 못하는 남극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응하는 특별한 유전정보, 즉 특화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 일반벼와 DaCBF7 삽입벼의 저온처리 후 비교

극지연구소에서 남극좀새풀을 연구하던 중 발견된 DaCBF7이라는 유전자가 있다.

일반벼

DaCBF7 삽입벼

일반벼

식물의 저온순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의 일종이
다. 다른 식물에서도 유사한 유전자들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남극좀새풀 유전자는
강한 추위에 더욱 특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가설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가설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위에 약한 다른 식물체에 유전공학적
저온처리

방법으로 해당 유전자를 삽입해 내냉성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남극좀새풀
DaCBF7 유전자를 삽입할 대상식물로는 벼가 선정되었다. 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주식이면서, 식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작물이어서 연
구기법도 잘 확립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벼는 남극좀새풀과 같은 벼과에 속하는 친
척관계이면서도 냉해에 매우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DaCBF7 유전자가 식물의 내

남극좀새풀

DaCBF7 삽입벼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졌다. 연안 해저 생태계의 주요 우점 생물종인 남극큰띠조개 등의 적응 기작이나 생존 전
략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식 생리와 생태, 호흡 대사, 생식 주기 및 양상, 월동 에너
지 전략 등에 관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했다. 남극큰띠조개는 남극 대륙 주변부 연근해
수심 5~30m 내외에 널리 분포하는 대표적 해양 초식동물로서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지
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 생태계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지표 생물종으로 주목받
는 등 연구 가치가 매우 큰 종이다.
한편, 1990년대 초반부터는 남셰틀랜드 주변 해역인 드레이크 해협, 브랜스필드 해협과
웨델 해 해빙 주변 해역에서 해양 미생물과 식물플랑크톤 그리고 동물플랑크톤의 종조성
과 생물량 등을 조사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주변 군집 변화
양상을 집중 연구했으며, 온난화, 자외선 증가 등에 대한 주요 우점종의 생리적 반응 등을
병행해 연구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의 바톤반도 일대는 뚜렷한 기후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다. 연구 결과 마리안 소만에서는 여름철마다 육상에서 비롯된 혼탁한 빙하 유출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어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융설수

해양 생태 연구를 통해
인류를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밑거름이 되다

유입원에서 근거리와 원거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수, 대형 해조류 그리고
조간대 대표 해양생물인 삿갓조개에 농축된 육상 기원의 중금속 농도가 융설수 유입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종과학기지 주변 연안 해양 생태계의 자연
군집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중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통해 기초 환경 조사와 수심
별 서식생물의 분포도와 군집 조사를 수행해 2010년에는 세종과학기지 연안해양 저서 <
무척추동물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처럼 세종과학기지는 30여 년 동안 주변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으로 정보를 축적해 극지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가는 한편 이들 기초자료를 극지생물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준공된 후 제1차 월동연구대는 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펭귄, 물개

을 이용한 응용연구 및 활용연구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

등의 동물과 육상 식생, 마리안 소만의 조간대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저서동물에 대

창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기지 주변뿐 아니라 맥스웰만에 출현하는 해조류, 해양저
서 무척추동물 그리고 연체동물에 대한 기초조사도 수행했다. 이로써 주변 해역에 분포하
는 생물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극지해양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강성호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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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해양생물의 개체 생태 연구가 주로 이뤄

을 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세종과학기지가 기후변화 관련 해양생태계연구

세종과학기지

의 최적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주도적으로 국제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해 나가

바다 밑 생물 요지경

고 있다. 최근 조개, 성게, 산호, 불가사리 등 해양무척추동물들의 대다수가 석회질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01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성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관련 연구도 시
사람들은 남극에 펭귄, 물개, 바닷새 그리고 고래만 있는 줄 알고 있다.

작하였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남극 바다에는 놀라우리만치 다

극지해양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안인영

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우리 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가사리, 말
미잘, 멍게, 갯지렁이, 조개, 산호 같은 해양무척추동물들이 모두 살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보는 것들과 같은 종은 아니고 남극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된 남
극토착종들이다. 현재 남극해양무척추동물은 약 1만여 종이 등록되었는데(www.
scarmarbin.org, www.marinespecies.org/rams) 과학자들은 이것은 단지 빙
168

산의 일각일 뿐으로 실제로는 최소 수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남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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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생물인 펭귄이 총 7종, 물개와 해표가 6종, 고래가 25종인 것을 고려하면 실로
놀랄만한 숫자다. 최근 과학자들이 속속 발견하고 있는 신종들 중에는 얼음 밑에 거
● 수심별 남극해양생물

꾸로 매달려 살고 있는 말미잘처럼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물들도 있다.
남극반도 끝자락에 있는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수많은 해양무척추동물들을 만날 수

헤엄치는 달팽이 ‘바다나비’
Clione sp.와 Limaciana antarctica

0m
삿갓조개
Nacella sp.

있다. 해양성 남극에 속하는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연안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
는 특성을 두루 잘 갖춘 곳이면서 기상조건도 비교적 온난해서 해양생물을 연구하기
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지난 30년간 세종과학기지 앞

위장술에 능한 성게
Sterechinus

바다 마리안 소만에 어떤 해양생물들이 살고, 추운 바다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해변말미잘

10m

지를 연구해왔다. 특히 남극 연안해양생태계 대표생물인 ‘남극큰띠조개(Laternula
elliptica)’의 전반적 생태와 극한 적응기작을 밝혀냄으로서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
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누적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남극큰띠조개가 기후변화
모델생물로 활용될 수 있는 생리반응에 대한 수치모델 등도 개발했다.

바다의 큐피드
빗해파리
Lyrocteis flavopallidus

세종과학기지 인근 바닷속을 탐사하는
연구원들 모습

갯민숭달팽이(바다토끼)
먹잇감을 공격하고 있는
Doris kerguelenensis
빨간 불가사리들
Odontaster validus

가시로 덮인 연필성게
Ctenocidaris sp.

사체를 먹으려고 몰려든 고둥들
Neobuccinum eatoni

20m

원시적인 환경에서 오랫동안 적응해 온 남극해양생물, 특히 해저에 살고 있는 무척
추동물들은 거의 한 곳에 붙어살거나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띠조개
Laternula elliptica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탄광의 카나리아’이다. 최근에는 마리안 소만에서 최소
60여 년간 진행된 빙벽후퇴가 이들 해저생물군집의 분포와 다양성에 직접적 영향
30m

멍게를 잡아먹고 있는 끈벌레
Parborlasia corrugatus

수십 개 팔을 가진
회초리산호
불가사리
Onogorgia nodosa
Labidiaster sp.

유령멍게
Molgula pedunculata

노랑해면

몰랐던 미세 식물 플랑크톤 포식자들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규명하는 성과로 이어

남극 반도의 얼음바다로 가는

졌다. 그때의 연구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는 빙붕이 유례없는 속도로 후퇴하는 아문

교두보

센해 연구와 남극반도 일대 연안 생태계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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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력부 책임연구원 신형철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 끝 남셰틀랜드 군도 일대 해역은 고래
잡이 근거지가 될 만큼 고래를 먹여 살리는 크릴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하는 바다이다. 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되
풀이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을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세
종과학기지에서는 현재의 아라온호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외
국의 내빙연구선을 타고 크릴과 식물플랑크톤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남미에서
세종과학기지로 오기 위해 건너야 하는 드레이크 해협과 세종과학기지와 남극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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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는 브랜스필드 해협이 우선 연구 대상이 되었고 얼음 천국, 웨델 해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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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까지 나아갔다.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성장조건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기원한 해수 덩어리가 어떻게 흘러들어와 섞이느냐가 가장 중
요하다. 또한 얼었던 바다가 녹아 만들어지는 민물 섞인 가벼운 물이 상층부를 덮고
있는 것이 높은 생산력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크릴을 위한 식량이 얼마

동물플랑크톤을 채집하는 모습

나 만들어지는지 탄소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했다. 과학어군 탐지기를 활용
● 남셰틀랜드 군도 부근 크릴 생물량 지도(1999~2000년)

한 크릴 탐지와 분포 추정 연구까지 더해지면서 비슷한 해역을 순차적으로 탐사하
는 연구 프로그램들을 묶어 시간 연속 자료를 생산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자원관리 프로그램에 기여하기도 했다. 식물플랑크톤들이 고정한 탄소가 결국 어떻
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심층격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
내기 위한 침강입자 트랩을 연중 설치하는 조사도 2000년을 전후해서 시작되었다.

식물플랑크톤 꽃모양 군집

여름의 폭발적인 식물플랑크톤의 성장과 대량 소멸, 그리고 한동안 잠잠해지고 오
로지 육상기원의 입자들만 수층에 남아있는 것도 이때 밝혀낸 성과였다. 또한 2001
년에는 러시아 연구선 유즈모호의 내빙능력을 십분 활용해서 스코시아해를 가로 질
러 웨델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로 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해빙이 얼고 녹는 여
러 달 걸리는 과정을 바다얼음이 물러나는 선을 타고 직선 항해하면서 짧은 시간 안
에 관측하는 이 계획은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에 미치는 미량금속의 영향, 그동안 잘

식물플랑크톤 원모양 군집

은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환경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통해 읽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산력 및 우점종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미래의 기후변화

따르면 매해 수온이 상승하는 남극의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는 식물플랑크톤의 생물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연구성과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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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증가하며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식물플랑크톤의 생물량이 감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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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에 준공된 세종과학기지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연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을 관찰하면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서식하는 환경변화에 따

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라 종군집 및 종조성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남극의 해양생태계는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급변화하고

극지연구소는 남극에서의 장기적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한 규모부터

있다. 특히나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남극반도 해역에서도 가장 빠르

급변하는 변화양상까지 다양한 환경변화를 감지해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한

게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구 환경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

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세종과학기지 주변 미세조류 종조성, 우점종, 생물량 변화양

고 있는 서남극 지역의 해양생태계는 일차생산자인 저온 서식 미세조류(식물플랑크

상 모니터링,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톤)의 생산력 및 우점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안 해양환경 요인 조사, 기지주변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종의 시공간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맥스웰만은 만 입구가 넓고 브랜스필드 해협 쪽으로 열려 있기

적 분포와 거동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연변화)와 하계 연

때문에 외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연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96년

구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해 환경변화 자료해석의 보완 및 규명을 위한 연구가 수행

9차 월동대부터 세종과학기지 부두 앞 표층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

될 예정이다.

기 위해 해양환경요인(물리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요인 등)을 시간적으로

극지해양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강성호

관찰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좌우하는 일차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미세조류)

● 세종과학기지 주변 표층해수의 수온 변화 양상(1996~2016년)

● 세종과학기지 주변 표층해수의 식물플랑크톤 생물량 변화양상(1996~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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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퇴적학적, 지형학적, 고생물학적, 지화학적, 고지자기학적 연

남극의 과거를 읽고
지구의 미래를 그리다

구와 함께 퇴적층과 기반암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지구물리 탐사도 병행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과
거의 해양 환경을 복원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과거 해양 환경의 생산력 복원
에 필수적인 고생물학 분석 방법을 도입해 과거 환경 복원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2000년대 말에는 남극 얼음 내 광화학 반응의 특이성이 해양의 생물 생산성에 중

지구의 온난화는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구온난화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 또한 맥스웰만의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가 미래 지구의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중력 코어의 지화학적인 분석 결과, 남극의 과거 기록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순환과 관련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미래 지구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과

약 500년 주기의 소빙하기 기록을 발견했다.

거 기후변화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

육상 고기후 연구의 경우는 기지 건립과 함께 다년간 이뤄진 기지 주변 환경 영향 평가를

가 되기 때문이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문명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남극의 빙하와 해저의

통해 과거의 연안 퇴적물 분포나 지질 분포와 같은 기본적인 지질 정보를 구축했다. 그리

퇴적물은 이러한 과거 지구 기후변화의 단서를 캐낼 수 있는 기록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고 바톤반도의 토양에 함유된 점토 광물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야외 산출 상태 조사, X-

있다. 지구가 겪어온 기후변화의 기록이 훼손되지 않고 빙하와 해저 퇴적물에 보존되어 있

선 회절 분석, 박편 관찰, 전자현미경 분석 등을 실시해 점토 광물과 수반 광물의 분포 경향

는 것이다.

과 토양 미조직을 조사했다. 또한 바톤반도에 발달한 토양의 형성에 미친 바람 기원의 먼

세종과학기지에서는 2000년 이전에는 기지 주변 피오르드와 브랜스필드 해협 일부 지역

지 입자 영향에 대해 조사해 육상과 해양 퇴적물 사이의 기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초적

에 대해 퇴적학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해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인 자료를 제공했다.

초반부터는 남극 반도의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피오르드 퇴적층에 대해 다

극지연구소장 윤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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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물러나는
세종과학기지 뒤 빙하
세종과학기지의 북쪽 앞바다인 마리안 소만에는 약 2.8km 길이에
1.2km 폭의 조수빙하(Tidewater Glacier)가 있다. 조수빙하는 빙하의
끝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빙하를 말하는데, 이 조수빙하는 그 기록이 존
재하는 1956년 이후 약 6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기록에 의
하면 2007년까지 약 1.7km의 빙하가 사라져 그 길이가 짧아졌고 현재까지도 계속
후퇴하고 있다. 과거 50여 년의 기록을 보면 빙하가 계속해서 후퇴만 했던 것은 아
니다.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된 해인 1988년에서 2년 동안은 약 60m가량 빙하의 길
이가 증가한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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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빙하가 후퇴하는 것이 단순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으로 보
는 견해들도 있었다. 물론 195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온
도는 매년 평균 0.037°C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

마리안 소만 조수빙하(2006년 촬영)

속적인 온도상승은 빙하의 전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 빙하의 유동에 기후변화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 1950~2006년 마리안 소만 조수빙하 전면 위치 변화

● 1989~2006년 킹조지섬의 온도 및 강수량 변화

세종과학기지에서의 빙하 거동 모델링 연구는 빙하의 후퇴와 전진에 대한 실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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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빙하를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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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다면 세종과학기지 뒤 빙하의 후퇴는 점점 가속화되어 약 40여 년 후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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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빙하 후퇴와
퇴적 기록

또한 남셰틀랜드 군도 대륙 주변부의 대륙대와 드레이크 해협의 심해저에서 얻어진
퇴적물은 남극의 대륙붕과 달리 퇴적률이 낮아 수십만 년의 장기간 과거 기후변화
를 복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기간의 고기록은 남극대륙의 빙상이나 남극순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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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1990년대 초반 해양지구물리 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추 장비를 사

극지고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유규철

용해 세종과학기지 주변 해저 밑 퇴적물을 획득했다. 이 퇴적물의 연대
추정과 여러 가지 퇴적학적・지화학적・고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과거 지
질 및 해양환경, 빙하 환경을 지시할 수 있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셰틀랜드
군도는 남극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기 때문에 과거 기후 환경을 연구하는 데 최적지이다.
세종과학기지 주변 대륙붕 위에는 지난 마지막 해빙기(약 1만 2,000년 전) 이후 육
178

상빙하가 후퇴하면서 쌓인 퇴적물이 존재한다. 세종과학기지의 앞바다인 마리안 소

179

만의 퇴적물에 대한 퇴적학적 및 고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1,700년부터 1,450년까
지 시기 역질 퇴적물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시기 동안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따뜻하
고 습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빙하가 전진했다는 실증자료를 제시한 것
이다. 더불어 마리안 소만에서 연간 지속적으로 관측한 부유물질 분산과 해양수층
특성을 통해 현재 아남극권 피오르드에서 발생하는 퇴적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모
델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마리안 소만과 인접한 콜린스 소만에 나타난 퇴적물 내 괴상 역질과 층상 역질
퇴적상이 교호되어 나타나는데 괴상 역질 퇴적상은 한랭한 기후의 특징을 대변하며
약 500년 주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퇴적상은 남극순환 심층수의 감소와 연결되며
500년 마다 나타나는 북대서양 심층수의 감소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남셰틀랜드 군도 북부 대륙붕에서 획득된 퇴적물에서는 인상적인 과거 기후변화를 찾
을 수 있었다. 약 330년 전에서 50년 전까지 한랭한 기후를 지시하는 지화학적 및 고
생물학적 특징이 퇴적물 내에 나타났으며 이것은 북반구의 역사 및 기후 기록에 나타
나는 소빙하기(중세부터 근대 사이에 기온저하로 농작물 피해 및 기근이 극심했던 시
기)와 일치하며, 남극의 퇴적 기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기후 기록으로써 세종과학
기지 주변 해역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빙해역에서 쇄빙 후 중력시추기를 이용한 해저 퇴적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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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포인트(Narębski Point)가 위치하고 있다. 해마다 연구수행을 위해 나레브스키 포인
트를 방문하는 과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활동에 의한 생태계교란 빈도가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당 구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SPA)의 지정을 추진했으며, 2009년 제32차 남극조약당사국회의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에서 승인되어 71번째 남극특별보호
구역(ASPA No. 171 나레브스키 포인트)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 이래로 극지연구소에서는 나레브스키 포인트에 서식하는 대표 생물인 젠투펭귄
과 턱끈펭귄의 번식쌍수, 번식성공률, 취식행동 등의 기초생태 연구를 수행해왔다. 자동모
니터링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해 번식기 동안 알과 새끼의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으며, 바이
오로깅(Biologging) 기법을 도입해 두 종 펭귄의 취식장소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한 전반적인 생태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구역 및 인근 완충지역의 조류 둥지 및
식생분포 변화상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
해 원격탐사를 활용해 펭귄 취식지의 식물플랑크톤 및 해수온의 분포 변화를 분석하고 있
으며,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구축해 펭귄 번식지의

남극 생태계 보전과
거버넌스 참여의 디딤돌을 놓다

기상변화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매 5년마다 개정 남극특별보호구역의 관리
계획서를 ATCM-CEP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나레브스키 포인트의 보호구역 지
정 5년차인 2014년에 1차 관리계획서 개정본 초안을 제출했으며, 제37차 ATCM-제
17차 CEP에서 관리계획서의 개정을 승인받았다. 관리계획서 개정본을 작성하기 위해
극지연구소에서 수행한 장기모니터링 자료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남극해양생물보존위
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기지운영,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 관광

CCAMLR)의 요청으로 2016년에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의 번식지표 조사결과를 생태계

및 원양어업 등의 인간활동 증가로 인해 남극 생태계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

모니터링 프로그램(CCAMLR Ecosystem Monitoring Program, CEMP)의 자료센

한 위협요인으로부터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터에 제공했으며, 이와 동시에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신규 CEMP 사이트로 지정받았다.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Madrid Protocol)를 제정했

향후 다양한 항목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면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환경변

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여

화 및 인간활동이 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에 기여할

활동은 남극특별보호구역의 지정 및 이의 후속조치인 해당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및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링 수행이다.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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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지섬의 세종과학기지 인근에는 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나레브스

나레브스키 포인트에 서식하는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의 행동 연구

2017년에는 비디오카메라에 기록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젠투펭귄이 먼
바다에서 짧고 높은 음을 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음성신호는 무리짓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신호전달이 주변 다른 개체들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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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펭귄은 번식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해양동물이

극지생명과학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원영

다. 따라서 펭귄의 전반적인 행동과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이 바
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먼 바다
를 헤엄치며 장시간 잠수를 하는 동물을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다. 1971년
미국의 생리학자 제럴드 쿠이먼(Gerald Kooyman) 박사가 남극 황제펭귄의 잠수
깊이를 측정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바이오로깅(Bio-logging)‘이라는 연구방법
을 도입해 펭귄의 행동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로깅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182

는 장치를 동물의 몸에 부착해 다양한 행동 정보를 기록하는 기법이다. 쿠이먼 박사

183

가 황제펭귄 연구에 수심기록계(Time-depth Recorder)를 사용한 이래 현재 위성
추적장치, 비디오카메라, 가속도계, 자기기록계 등의 장치들을 이용해 동물의 행동
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남극특별보호구역(171번)에는 약
2,000쌍의 젠투펭귄과 약 3,000쌍의 턱끈펭귄이 번식하고 있다. 극지연구소에서

비디오로거를 부착한 젠투펭귄

는 2015년 수심기록계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젠투펭귄이 주로 10m 미만의 잠수
를 가장 많이 하며, 30~35m 깊이에서 잠수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
혔다. 또한 시간별 잠수 횟수 및 깊이를 비교한 결과, 밤 시간대에도 낮 시간만큼 잠
수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밤에는 낮에 비해 얕은 수심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주요 먹이원인 남극크릴(Antarctic Krill)의 시간별 수직이동과 관련
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GPS 위성추적장치 등을 활용한 펭귄의 이동경로 및 취식행동 모니터링을 통해
2015년 용승효과가 있어 해양생산성이 높은 브랜스필드 해협의 해저산맥 인근 지
역을 턱끈펭귄이 주요 취식 장소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며, 2016년 턱끈펭
귄의 번식단계(포란기와 육추기)에 따라 취식지 영역과 잠수 깊이에 변화가 생긴다
는 것을 알아냈다.

가속도계와 GSP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젠투펭귄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1. 극지연구의 최전선, 세종과학기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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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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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킹조지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다

3. 남극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4. 열심히 일한 당신, 남극을 즐겨라

5. 세상의 끝에서 다시 열리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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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의 최전선,
남극세종과학기지를
가다

01

서울에서 1만 7,240km, 얼음나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남극세종과학기지로 향하는 연구대원들

1만 7,240km. 서울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까지의 직선거리다. 지
구 한 바퀴가 4만 km라고 하니 거의 지구 반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
를 이동해야 남극에 닿을 수 있다. 세종과학기지 연구대원들은 서
울에서 칠레 푼타아레나스까지 비행기로 이동한다. 푼타아레나스까지의 경로
186

세종과학기지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의
공군 수송기를 타고 남극 킹조지섬의 칠레 프레이 기지로 가는 방법과 연구선을 타고

는 매년 조금씩 다르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경유해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 입(入) 남극 하는 방법이다.

칠레 산티아고로 가서 칠레 국내선을 타고 푼타아레나스까지 가는 방법을 이용

날씨가 허락한다면 공군 수송기로는 3시간이 걸리고, 연구선은 4일이 걸린다.

했다.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공항검색이 까다로워져 독일 프랑
크푸르트 경유 산티아고 노선이나 프랑스 파리 경유 산티아고 노선,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유 산티아고 노선 등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며 매년 상황에 따라 유

칠레 프레이 기지로 가는 방법과 연구선을 타고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 입 남극

리한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하는 방법이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공군 수송기로는 약 3시간이 걸리고, 연구

비행시간은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11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산티

선은 거의 4일이 걸린다. 소요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비행기를 이용하지

아고까지 13~14시간, 산타아고에서 푼타아레나스까지 5시간이 소요된다. 프

왜 연구선을 이용할까?

랑크푸르트에서 산티아고까지는 16~17시간이 걸린다. 총 30시간에 가까운

이유가 있다. 공군 수송기는 자기들의 운행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몇

비행시간이다 보니 대부분 중간 경유지에서 하룻밤 정도 쉬어가는 경우가 일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이 됐다 하더라도 남극의 날씨가 극심하게 변덕

반적이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할 때에는 푼타아레나스까지 논스톱으로 비행기

스러워 어느 날 간다고 특정하기가 어렵다. 대원들 사이에 전해져오는 공군 수

만 갈아타며 이동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간혹 퉁퉁 부은 발을 신발에 억지로

송기를 이용한 입 남극의 전설이 있다. 1996년 12월 한 대원이 비행기를 타기

욱여넣으며 갑자기 신발이 작아졌다고 웃는 얼굴로 호소하는 대원들이 발생하

위해 푼타아레나스 호텔에서 공항까지 여섯 번을 왕복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기도 한다.

가 공항에 나간 여섯 번 중 네 번은 비행기에 탔고, 세 번은 비행기가 이륙했으

비록 발이 붓기도 하더라도 푼타아레나스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한 여정이

며, 두 번은 푼타아레나스로 회항을 했다. 제아무리 공군 수송기라도 변화가

다. 진짜 입(入) 남극의 험난한 여정은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다. 푼타아레나

심한 자연 앞에서는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입 남극이라는 이야기이다.

스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칠레나 우루과이 등 남

프레이 기지까지 향하는 3시간 동안의 비행도 만만치 않다. 푼타아레나스까지

미 국가들의 공군 수송기 또는 민간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남극 킹조지섬의

민간여객기를 이용하며 누린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의 비행을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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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으로 들어가기 위해 칠레 공군수송기 탑승을 기다리는 연구대원들

세종과학기지에서 1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환한 모습의 월동연구대원들

되는데, 남극 상공의 냉기를 느낄만한 차가움과 대기의 불안정으로 인한 기체의

문제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흔들림, 그리고 시끄러운 프로펠러의 소음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래

데 있다. 공군 수송기를 타고 왔든, 연구선을 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왔든, 남

도 꽃가마 길이라는 게 연구선을 이용해 남극으로 들어온 대원들의 이야기이다.

극 킹조지섬의 프레이 기지 또는 세종과학기지 인근에 도착한 뒤부터는 바람이

연구선은 세계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바다로 꼽히는 드레이크 해협을 건너야

대원들의 시간을 지배한다. 프레이 기지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기 때문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드레이크 해

고무보트로 폭 10km정도의 맥스웰만을 건너야 하는데 바람으로 인해 파고가

협은 북쪽으로는 남미 대륙 남단 혼 곶, 남쪽으로는 남셰틀랜드 군도 사이에 있

높아지면 고무보트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세종과학기지 인근이라도 직접 접

는 길이 약 650km, 폭 약 950km의 바다를 가리킨다. 해협으로는 세계에서 가

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만 짧을 뿐 고무보트의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마찬

장 폭이 넓다. 남극 순환 해류의 영향으로 10m 높이의 파도가 치는 것은 일상

가지다. 그저 바람이 멎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며, 폭풍우가 불 때는 무려 30m의 파도가 치는 경우도 많다. 해협의 중심부

이쯤 되면 월동연구대원들은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대 자연 앞

가 남위 60도 지점에 있어서, ‘절규하는(Screaming) 60도’란 별명이 붙어있을

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미미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일

정도이다. 남극 빙산도 이곳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

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극에서 지내야 하는지 되새겨 보게 된다. 각자의

이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드레이

입장에서 남극의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과 기다림

크 해협이 ‘절규’를 시작하면 대원들은 뱃멀미의 고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지

의 긴 시간 속에서 어느새 바람이 멎으면 월동연구대원들은 부두에 나와 저 멀

옥 같은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드레이크 해

리 바다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기존의 월동연구대원들이 탄 고무보트가 다

협에서 겪는 멀미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먹지도 못하

가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고무보트에 달린 태극기가

고, 자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운 채로 어지럼증과 싸우며 사나흘을 견디다 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누구랄 것도 없이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면 대원들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끝, 동토(凍土)의 땅 남극에 가까워지고 있

뜨거운 무엇이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게 된다. 비로소 월동연구대원들이 세

음을 실감하게 된다.

상의 끝, 얼음나라 세상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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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월동연구대가 들어오면 업무 인수인계식을 갖는다.

190

02

월동의 꽃 혹은 1년 농사, 보급품 하역작업

물자하역 중인 월동연구대원들

여러 차례의 리허설을 통해 앞 차대에게 하역작업의 요령을 전수받았다고 하
더라도 아직 현지 상황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이 컨테이너 약 10개 분

세종과학기지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가장 분주하

량, 유류 30만 톤(28차 월동연구대 기준)에 이르는 보급품을 하역하는 작업

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대부분의 이동은 남극의 여름인 이 시기

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나마 남극의 날씨라도 심술을 부리지 않아 하계

에 이뤄진다. 하계연구대원들이 들고나며 각자 연구 작업을 수행

대원을 포함한 세종과학기지의 모든 대원이 빠짐없이 밤샘을 하며 하역을 진

하고, 12월 하순경에는 기존의 월동연구대와 다음 차수의 월동연구대가 인수

행하면, 최상의 조건에서 2박 3일 정도면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여름

인계작업을 한다. 기존의 월동연구대와 인수인계 작업을 마치고 앞으로 1년

에는 밤 10시가 되어도 밝은 터라 날씨만 좋다면 밤샘작업이라고 마다할 수

동안 세종과학기지를 유지하며 연구를 수행할 새 월동연구대가 가장 먼저 수

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남극의 모질고 세찬 바람은 인간의 간절한 바람을 알

행하게 되는 중요한 임무이자 과제는 1년 동안 월동연구대가 생활하는 데 필

려고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하역작업은 중간에 중단되었다 다시 진행되고 또

요한 보급품의 하역작업이다.

중단되었다 다시 진행되기를 며칠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보급품은 연구선이나 임대한 선박을 통해 새 월동연구대의 입 남극 시기에

일단 하역작업이 시작되면 대원들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 배정받은 임

맞추어 세종과학기지 앞 마리안 소만에 들어오도록 일정이 짜인다. 하지만

무를 수행한다.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크레인, 바지선, 포크레인 등의 대형장비

이는 남극 날씨가 인간이 짜놓은 계획에 아량을 베풀어 줄 때의 이야기이다.

를 이용해 바다와 부두 사이를 오가며 이뤄지는 하역작업은 순간순간마다 안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이미 하역 경험이 있는 전 차대 월동연구대가 기지에

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역할은 사전에 팀으로 짜인

아직 머물고 있을 때 보급선이 들어와 그들의 주도하에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다. 바지선에서 작업할 팀, 고무보트를 운전할 팀, 부두에서 하역을 전담할 팀,

경우이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하역작업은 그렇게 두 차

그리고 통신대원과 기상대원 등이다. 통신대원은 보급선과 바지선, 고무보트는

대가 합심해 진행된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 새 월동연구대만으로 하역

물론 부두, 총무, 대장 등이 시시각각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전달해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생긴다.

야 한다. 기상대원은 기상변화 상황을 그때마다 대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맞춰

191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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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을 이용한 물자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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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총무와 계획을 짜서 다시 무전으로 알려야 한다.

다른 기지의 바지선을 빌려 양쪽에 고무보트를 매달아 이끌며 물품을 부두로

기지 안의 주방팀도 초긴장 상태는 마찬가지다. 최소 50인분 이상의 식사를 매

이동시켜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18차 월동연구대 때 새 바지선 거북호를

끼니마다 준비해야 한다. 작업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거른 대원을 챙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북호를 하마터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기는 것은 물론이고, 중간 중간에 간식이며 야식을 준비해야 한다. 모두가 신경

뻔한 일이 있었다.

이 최고조로 곤두선 상태로 추위와 싸우며 작업을 하는 대원들에게 가장 기다

거북호는 제18차 월동연구대의 보급품을 실은 중국 선적 설룡호에 함께 실려

려지는 것은 누가 뭐래도 속을 뜨끈하게 데워주며 피로와 추위를 잊게 해주는

세종과학기지 앞바다에 도착했다. 설룡호는 거의 2만 톤급의 쇄빙선으로 세종

식사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의무대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

과학기지 부두에서 5km 떨어진 바다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 한꺼번에 많은

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주방보조를 하며,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5,000톤급의 보급선들이 500m 앞바다에 정

나 의무실로 달려가야 한다.

박하는 것에 비해 짐은 많고 거리는 먼 설룡호로부터의 하역작업은 더 힘들 수
밖에 없었다. 제18차 월동연구대는 우선 거북호를 먼저 하역한 후 중국 기지에

사라진 거북호를 찾아라

서 빌린 바지선과 교대로 하역을 하기로 했다. 대원들은 하역 첫째 날 거북호를

세종과학기지의 부두는 대부분 5,000톤급 전후인 보급선이 직접 정박할 수가

하역해 세종과학기지 앞바다에 계류시켰다. 예정된 부두공사가 끝나면 그 안쪽

없다. 그래서 보급선과 부두 사이는 바지선으로 물품을 옮겨야 한다. 또한,

의 도크 안에 넣어두려 했지만, 부두공사는 모든 건설자재 하역이 끝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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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아라온」 하역작업

오전 내내 구름이 끼고 걷힐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 거북호가 어느 순간부터

이 로프를 매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서 거북호에 올라 로프를 연결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어 두 명의 대원이 로프를 타고 거북호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었지만 무슨 이유

대장과 총무를 포함해 다섯 명의 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거북호를 찾아 나섰다.

인지는 몰라도 배터리가 모두 방전되어 있었다. 기지에 있던 대원이 배터리를 배
낭에 둘러매고 체육관 앞까지 달려갔다. 배터리를 교체하자 거북호의 시동이 걸
렸다. 혹시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거북호를 고무보트와 로프로 연결해 부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로 바다에 계류시켜두기로 했던 것이었다. 하역 둘째

두까지 끌고 온 후에야 제18차 월동연구대원들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날에는 강풍 탓에 하역작업이 중단되었다.
대원들은 휴식을 취하며 날씨가 좋아질 경우를 대비해 각자의 임무를 점검하고

하역작업이 월동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얼마 후 바람 소리만 요란하던 기지가 갑자기

고무보트에 올라 거센 파도를 헤치며 거북호를 찾아 나선 대원들이나, 주저 없

소란스러워졌다. 오전 내내 구름이 끼고 걷힐 때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 거

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북호에 로프를 연결한 대원이나, 무거운 배터리를 둘러

북호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기지에 비상이 걸렸다. 대

맨 채 폭풍 속을 뚫고 달려간 대원이나 그리고 이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던

장과 총무를 포함해 다섯 명의 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거북호를 찾아 나섰다.

모든 대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

거북호는 닻을 내려놓았지만 바람과 파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 마리안 소만 안

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으며, 앞에 닥친 문제를 솔선수범하여

쪽의 빙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었다. 거북호까지 다가갈 수는 있었지만 거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모두가 그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에 남극의 심술

파도 때문에 도저히 거북호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일단 기지로 복귀를 해 상황

로 인한 불운 앞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수많은 위험 요인과 예상하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스럽게 거북호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 밀리고 밀리다가 세

하역작업은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월동연구대원들에게 월동의 꽃이라고 일컬

종과학기지 체육관 앞 바닷가와 돌섬 사이에 걸리게 되었다. 지체 없이 한 대원

어졌고, 하역작업을 마치면 월동의 반은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 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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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의 중간보급 물품 도착

정부검열단 방문

그만큼 하역작업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남극 주변에 위치한 호주와 뉴질랜드, 칠

더 깊은 뜻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역작업은 새로 입 남극한 월동연구대

레,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

가 맨 처음 수행하게 되는 큰 임무다. 몇몇 대원을 제외하면 모두 생면부지인

이에 20세기 중반 양대 강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남극

17여 명의 대원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극복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국제 지

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손발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이

구물리 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이었던 1957~1958년에

를 통해 비로소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동료의 가치와 소중함이 대원들 각자의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12개국이 모두 67개의 남극기지를 설치해 국제 공동연

가슴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다. 월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동료를 가슴으로 받

구사업을 펼쳤다. 이후 미국은 IGY 참가국들에게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고,

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그런 이유 때문에 하역작업은 식물이 가장

1959년 6월 1일부터 이를 위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그해 12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투자해야만 화려하게 피울 수 있는 꽃이라 불리는 것이

1일, 워싱턴에서 12개국 모두가 남극조약에 서명하고, 1년 반 뒤인 1961년 6월

고,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영그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단단한 열매는 월동연

23일부터 남극조약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대에게 1년 동안 두고두고 가장 값진 농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1월 28일 33번째로 조약에 가입했으며, 1989년 10월에 ‘남
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정회
원국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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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미지(未知)의 지구, 남극을 지키기 위하여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 과
학적 탐사의 완전한 자유, 영유권 주장 유보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남극

18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남극은 인류에게 미지의 세상이었다. 그

조약은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이나 생물에 대한 보존

런데 1772년 영국인 제임스 쿡 선장이 최초로 남극권에 진입한

협약은 이후에 추가로 만들어졌다. 1972년에 물개 보존협약이, 1980년에는 남

이후 19세기 남극 탐사에 앞장섰던 영국과 노르웨이, 프랑스가

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이 채택되어 1982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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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0월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특별
회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마련되었다.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남극 환경보호 의정서’라고도 불리는 이 의정서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다. 이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남극의 환경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되었고, 남극
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단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되기 시작했다.

남극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상호 간의 검열

남극조약 7조 1항에는 남극의 기지나 남극으로 들어오는 배 또는 비행기를 검
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남극의 환경보존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검열단은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자체 구성한 자국의 과학자나 남극 관련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한 그린피스 검열단

정부 관리, 군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의 그
린피스의 경우는 생물학자들과 환경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검열사항은 기지의 위치와 다른 기지까지의 거리 등 기지 일반사항, 월동연구
대원 인원과 소속 등 대원 관련 사항, 연구내용, 유류 및 폐기물 처리, 환경보호
자료 및 교육,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운반 방식 등으로, 마드리드 의정서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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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면서 그 내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검열방식은 문답 조사와 현장 확인으

04

중간보급품 수송을 위한 해상이동로를 확보하라

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기도 한다. 검열 후 검열단은
보고서를 남극에 관련된 회의에 제출한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임도 탔겠지/ 임은 안 타도

그런데 검열의 주체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검열을 하려는 주체가 스스로 교

편지야 탔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임이 오시면 이

통수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세종과학기지는 수차례 검열을

설움도 풀리지/ 동지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주체가 되어 외국기지나 배를 검열하지는 않았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고, 1993년 1월부터 약 한달 동안 영국 3인, 이탈리아 1인, 한국 1인으로 구성된

가곡으로 널리 불리는 ‘강이 풀리면’이라는 김동환 시인의 시 전문이다.

합동검열단의 멤버로서 영국해군 쇄빙선인 엔듀어런스(HMS Endurance)호

바다가 얼기 시작하면 세종과학기지에서 해상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주변

를 이용한 검열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합동검열단은 세종과학기지를 포함

의 다른 나라 기지에서는 육로로 칠레 프레이 기지에 갈 수 있어서 우편물을 바

해 8개국의 상주기지와 하계기지 16곳 그리고 관광선 세 척을 검열했다. 검열

로 찾을 수 있지만,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배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은 사람이 상주하는 기지와 비어 있는 기지에 맞춰 미리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바다가 얼면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프레이 기지에 우편물이 도착해

따라 진행되었으며, 관광선의 검열은 관광객의 안전과 환경보호, 해양오염방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임을 기다리는 김동환 시인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바다가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풀리기만 간절히 기다리는 처지가 되고 만다. 가끔 우편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린피스 검열단의 경우는 비정부 환경보호단체이므로 기지검열 요구를 거부

프레이 기지에서 헬기로 배달해 주기도 하는데 우편물과 소포를 넣은 자루를

할 수 있지만 남극의 환경보호라는 대승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검열을

헬기장에 내려주고 가는 것이다.

거부하지 않는 것이 남극의 모든 기지들의 일반적인 방침이다. 이는 상호 시행

우편물들이 세종과학기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지난하다. 먼저 한국에서 칠레

하는 검열의 목적이 남극을 보호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남극조약의 기본

로 보내는 국제우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가격이 비싸서 소포를 보내면 물건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남극인들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값보다 보내는 값이 훨씬 비싼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보낸 우편물은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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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다. 하지만, 푼타아레나스에서 칠레 프레이 기지까지는 1,000km가 넘
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날씨 관계로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이 어렵다. 또한 우편
물이 칠레 프레이 기지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기지 사정상 우체국은 수요일 한
시간만 열기 때문에 우편물이 세종과학기지까지 들어오는 시일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고무보트 운행의 가능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우편물은 각
대원들이 한국에 부탁한 물건들과 편지들이다. 우편물을 받기까지 보통 한 달
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두 달이 걸리기도 한다. 하계기간
에는 그나마 빠른 편이지만, 동계기간이 되면 항공편도 뜸해져서 기간이 더 오
래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지의 경우는 한참 쌓여 있다가 배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몇 주 간격

칠레 프레이 기지 우체국

으로 보낸 편지들이 한꺼번에 도착하기도 해서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내용이
뒤죽박죽되고 만다. 심한 경우는 아내가 보낸 초콜릿을 월동 임무가 끝날 즈음
받은 대원도 있을 정도이고, 편지 잘 받았다고 한국에 전화했더니 보낸 사람조
차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해서 민망해 한 대원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이 잘 되어 메일을 주고받는다지만 직접 쓴 엽서나 손편지와는 그 느낌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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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처럼 우여곡절도 많고, 때로 철이 지난 우편물을 받기

루과이 기지로 보급품들을 옮기도록 했다.

도 하지만, 우편물은 모든 대원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하기에 대원들은 ‘동

그리고 우루과이 기지에 보관중인 중간보급품 이송을 위한 해상 이동로를 확보

지섣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

를 시도했다. 첫 번째 시도로 7월 28일 날씨가 맑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지난

다 가노라’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우편을 기다리게 된다.

강풍에 바다의 얼음이 상당히 사라짐에 따라 진영근 기지 대장을 포함한 4명의
대원이 고무보트로 우루과이 기지 쪽으로 향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과 맥스웰

해상이동로 확보에 나서다

만 중간까지는 살얼음과 슬러시 얼음을 뚫고 이동할 수는 있었지만, 우루과이

이처럼 프레이 기지에 발이 묶인 것이 개인우편물일 경우에는 날씨가 나아지기

아르티가스 기지를 바라보고 약 1km 지점부터 얼음층이 두꺼워져 더 이상 진

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때로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중간보급품일 경우 세

입을 못 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와야만 했다.

종과학기지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런데 보급품이 도착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되다 보니 우루과이 기

2009년 제22차 월동연구대가 그러한 경우였다. 제22차 월동연구대는 5월 이후

지에서 야채 및 과일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다. 더 시간이 지

에는 고무보트를 이용한 해상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당시 그들에게는 큰

체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었다. 고민 끝에 8월 2일 기지 대장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다. 이미 지난 7월 9일에 중간보급품이 칠레 기지에 들어

은 우루과이 기지 대장에게 야채와 과일을 우루과이 기지에서 소비하라고 했

와 있는데, 이 중간보급품 중에는 장기 보관이 어려운 야채 및 과일 140kg이 포

다. 불과 고무보트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중간보급품을 이송하지 못해 아

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다의 결빙으로 해상이동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쉬움은 있지만, 항상 친구같이 지내는 우루과이 대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중간보급품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

잘 상하지 않은 품목으로 선정했지만 한 달 이상 보관은 아무래도 힘들 것으로

해상이동로 확보를 위한 시도는 며칠 후 재개되었다. 7월 28일 이후 영하 10°C

보였다. 나머지 보급품들도 당장 기지에서 실험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하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날이 계속되더니 육안으로도 바다가 상당히 단단

월동연구대는 일단 프레이 기지에서 세종과학기지 쪽에 가까이 있는 인근의 우

하게 결빙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5일 세종과학기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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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2001년 우루과이 헬기 도움으로 물품 수송

우편물 발송하려면 바다를 건너 칠레 기지 우체국으로 가야 한다.

기지 대장이 총괄 지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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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세종과학기지 부두 우측에서 위버반도를 직선으로 횡단하는 해빙이
동로 확보를 시도했으나 중간지점에서 얼음의 두께가 얇아지고, 빙질이 나빠져
후퇴했다. 오후에는 결빙이 오래전부터 진행된 마리안 소만의 안쪽 지역(거북
호가 접안되어있는 곳에서 약 50m 동쪽 지역)으로 이동해 2번째 시도를 한 결
위버반도까지 마리안 소만 위를 도보로 건너는 해상이동로를 정찰하기로 했다.

과 마침내 위버반도까지 안전한 해빙 이동로가 확보되었다. 해안출발점에서부

당시 해상이동로 점검은 급하게 반출할 연구장비와 세종과학기지에 들어올 보

터 30~50m씩 이동하면서 얼음의 두께와 빙질을 계속 확인했다. 확보된 이동

급품을 이송하기 위해 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동이 가능한 해상 결빙

로 상의 얼음두께는 20cm 이상이고 빙질도 단단한 편이어서 안전성이 확인되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었다. 마리안 소만의 얼음 바다를 건너서 위버반도 해안에 걸터앉아 바라보는

안전하게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 4인 1조의 선발대를 구성했다. 바다의 얼음

세종과학기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두께를 측정하고 점검하는 선두의 대원 1명은 방수 구명복 위에 안전벨트를 착

결국, 제22차 월동연구대는 7월 9일에 칠레 프레이 기지에 도착한 중간보급 물

용한 후 안전고리에 자일을 결속해 얼음붕괴 사태에 대비를 했고, 두 번째 대원

자를 다시 10일이 지난 8월 14일이 되어서야 기지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동안

은 4m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 복장에 매듭진 자일을 걸고 선두대원의 행동을 살

바다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전 주부터 바다가 꽁꽁 얼어

피며 주변의 상태를 경계했다. 세 번째 대원은 선두와 자일의 결속을 10m 유지

서 스노모빌을 이용해 기지로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노모빌을 이

하고 손에는 피켈을 들어 선두의 추락 시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용한 중간보급 물자 운반도 쉽지 않았다. 맥스웰만을 덮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해 구난 역할을 하면서 결빙의 강도도 확인하도록 했다. 후미의 마지막 대원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스노모빌을 이용해 이동하려면 최소한

세 번째 대원과 같은 구난 역할과 나침반과 GPS를 이용해 위치를 수시로 확인

얼음의 두께가 20cm 이상은 되어야 안심하고 맥스웰만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하며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선발대의 10m 후방에서

얼음의 두께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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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거쳐 우루과이 아르티가스 해변에 미리 도착해 있는 정찰대를 향해 바다

서 온 용감한 대한의 건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대원들은 따뜻한 차와 과
자 대접을 받으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르티가스 기지에 보관 중인 중
간보급물자를 인계받고 맥스웰만과 마리아 소만 바다를 건너 무사히 기지에 도
착했다.
당시 도착한 중간보급 물품은 의약품, 연구 장비 그리고 중장비 부품이었다. 그
리고 야채와 과일도 포함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서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위를 달렸다. 미리 연락을 받은 아르티가스 기지대장과 대원들이 바다를 건너

우루과이 기지에 이미 제공한 터였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사과 한 박스는 상
태가 좋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급한 우편물이나 중간 보급품 운송을 위해 칠레기지 협조로 헬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05

어서오세요! 여기는 세상의 끝 남극세종과학기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종과학기지는 외부와 단절되어 오가는 사람도 없
이 대원들만이 일 년 내내 고독과 사투를 벌이며 지내는 곳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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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작업은 오전부터 시작되었다. 박명희 총무, 김성일 유지반장, 이성수 대

생각한다. 이는 세종과학기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흔한 오해 중의

원, 최성준 대원이 쇠막대기를 들고 얼음의 두께를 확인했으며, 김경복 대원,

하나이다.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세종과학기지를 찾아오는 손님은 많다고는

박정민 대원은 스노모빌을 타고 육지에서 대기했다. 마리아 소만의 얼음은 이

할 수 없지만 이곳이 세상의 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는

미 여러 번 확인한 경험이 있어서 한 시간 만에 1.5km의 거리인 기지에서 위버

편이 옳을 것이다. 연구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 다른 기지에서 행사 참여를 위

반도까지 건널 수 있었지만 맥스웰만의 얼음은 확인을 충분히 확인한 적이 없

해 오는 사람, 연구선에서 헬기를 타고 방문하는 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들리는

고, 위버반도에서 우루과이 아르티가스 기지까지 직선거리로 대략 5.5km 정도

사람, 기상 안 좋아서 중간에 대피하려고 오는 사람, 공식적으로 기지 검열을 위

떨어졌기에 얼음두께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얼음 두께는 보폭

해 오는 사람, 심지어 배낭여행객까지 방문한 적도 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의 끝

으로 대략 150보를 걸어가서 확인하였으며 맥스웰만 중간 정도까지 확인하는

이다보니 대원들에게는 찾아오는 손님 누구 하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없다. 기

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지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그들의 국적에 맞는 국기를 게양해 반가움을 표한다.

맥스웰만 중간 정도쯤 확인했을 때 박명희 총무로부터 무전이 왔다. 맥스웰만

그래서 근처 기지와 자주 방문하는 나라의 국기는 기지에 항상 구비하고 있다.

중간쯤에 커다란 해표 10여 마리가 얼음위에 누워 있고 얼음의 두께도 충분하

우리 대원들이 다른 나라의 기지를 방문해도 마찬가지로 그 기지에서도 태극기

기에 스노모빌로 맥스웰만은 건널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래 당시 예비 탐사

를 게양해준다. 남극에서 반가움을 표하는 인사 방식인 셈이다.

는 맥스웰만의 얼음두께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얼음두께를 확인

이외에도 그동안 세종과학기지에는 극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남극연구체험단

한 결과 스노모빌이 건너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아르티가스기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학생, 교사, 예술인 등이 하계기간을 이용해 방

지에 보관 중인 중간보급물자를 운반하는 것으로 목적이 변경되었다.

문했으며, 세계적인 자연생태환경 전문잡지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취재팀, 반기

중간보급물자의 양이 많지 않지만 스노모빌만으로 부족하기에, 스노모빌은 기

문 유엔사무총장 부부 일행 등 특별한 손님들도 다녀갔다. 2001년 내셔널지오

지로 다시 돌아와서 커다란 썰매를 뒤에 매달고 그 위에 짐을 담을 종이 박스를

그래픽 기자 일행의 방문은 기지 건설 후 최초의 외국 언론사 취재 방문이었다.

단단히 고정했다. 두 대의 스노모빌이 한 대는 썰매를 매달고 기지에서 위버반

이들은 대원들의 월동생활과 기지 전반에 대한 취재 후 2001년 12월호에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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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2007년 11월 9일 방문한 반기문 사무총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장의 경우는 국제사회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와 남극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
심으로 세종과학기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TV 예능프로그램의 쌍두마차, ‘무한도전’과 ‘1박 2일’ 세종과학기지 도전기

사실 세종과학기지에서 손님 자체가 반가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님의 방
문은 제한된 외부활동과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있는 대원들에게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된다는 데 있다. 특히 긴 겨울이 깊어질수록 대원들은 한정된 활동 공
간과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에 지쳐 서로 간에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각 월동연구대 대장은 요리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를 마련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이러저러한 아이디어로 노력을 해보지만, 아이

남극 식물에 대해 설명을 듣는 남극체험단 교사

디어의 효과는 짧고 남극의 겨울은 길고 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월동연
구대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의 깜짝 방문은 침체되어 있는 일상에 새
로운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긴 겨울의 한 가운데이고, 더구나 반가운
소식을 잔뜩 담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유명 연예인이라면 더 이상 두말할 나
위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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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8일 27차 월동연구대원들은 아침 회의 시간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이었다. 신랑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렸다. 예능인다운 유머 감각으로 잠깐의 통

되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인기 절정의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예능

화였지만 박명수 씨는 대원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 뜻밖의 이벤트

인 박명수 씨가 배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원들의 가족들을 만나 전해 받은 선

로 긴 겨울 속에 침체되어 있던 세종과학기지의 분위기는 잊지 못할 추억을 하

물들을 가지고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 곳

나 만들며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활력은 애타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고국의 따뜻한 밥을 대접하자는 취지에서

기다림으로 바뀌었다. 바로 박명수 씨가 푼타아레나스까지 가져온, 가족들이

기획된 아이템이었다. 본래 계획은 그가 직접 세종과학기지까지 들어와서 선물

손수 포장해 보내준 음식과 물건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대원들이 중간보급이

들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심술 맞은 남극 날씨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뤄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것이다.

푼타아레나스와 세종과학기지 간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중간보급이 이뤄지기 전에 메일을 통해 전해진 가족들의 가슴 뭉클한 영상편지

잠시 후 박명수 씨와 화상통화가 연결되었다. 박명수 씨는 “머나먼 타국 남극에

는 애타는 마음에 더욱 불을 질렀다. 하지만 대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의

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통화 신호

선물들은 3주가 지난 8월 21일에 되어서야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 약해 한 박자 늦게 답이 왔고 이 같은 상황에 대원들과 박명수 씨는 웃음을

남극의 고약한 날씨가 변덕을 하도 부리는 바람에 중간보급 일정이 수차례나

터뜨렸다. 박명수 씨는 한국에서 대원들의 가족들이 보내준 선물 꾸러미를 풀

연기된 탓이었다. 그럼에도 대원들은 모두들 도착 일정이 확정되자 두근거리는

어 이를 공개했다.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한 대원의 아들이 보내준 그림이었다. 아내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날을 기

마침내 점심 무렵에 프레이 기지에서 출발한 헬기가 도착하자 대원들은 한 명

다리고 있는 둘째 아들의 초음파 사진도 함께 보여줬다. 이를 본 대원은 기쁨은

도 빠짐없이 헬리포트에 모여 보급품을 옮겼다. 그리고 보급품들 속에 무한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의 한 대원에게

전의 로고가 그려진 상자를 발견하고는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서둘러 중간

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정성스럽게 쓴 일기를 보여주었다. 제아

보급품을 정리하고 난 뒤, 대원들은 점심도 미룬 채 상자를 개봉했다. 푼타아

무리 혹독한 남극의 강추위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내용

레나스에서 예정보다 오래 머물러 대원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선물들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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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박 2일 팀-세종과학기지 간 화상통화

무한도전이 배달해 준 가족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월동연구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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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보물들이었다. 얼마

등을 전해 받았다.

후 실제로 공중파를 타고 방송된 박명수 씨와 대원들의 화상통화 장면은 무한

그러나 역시 남극행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복병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2010

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어 대원들과 대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즐거움

년 3월 9일로 제작진의 출발 일자까지 정해진 터였으나, 누구도 예상 못 한 일

을 선사했다.

이 벌어졌다. 2010년 2월 말 세종과학기지로 가는 길목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

그런데 이처럼 대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예능프로그램의 세종과학기지 방

고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다. 지진으로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칠

문 시도는 무한도전이 처음은 아니었다. 무한도전과 쌍벽을 이루는 예능프로그

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제작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램인 ‘1박 2일’도 2010년 3월 방송을 예정으로 출연 멤버들이 남극세종과학기

6개월 이상 준비한 제작진으로서는 이만저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었다. 남극행

지를 방문해 대원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담당 피디가

을 위해 카메라도 풀HD로 교체하는 등 과감한 장비 투자를 했고, 이 카메라로

사전답사 목적으로 푼타아레나스까지 왔었다. 하지만 2주의 대기 끝에 남극 날

남극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자 했다. 그리고 세종과학기지 대원들과의 만남을

씨의 허락을 받지 못해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비록 답사는 하지 못

통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던 터였다.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출연자 일정 조정 등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통해 남극행

이 같은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프로그램 담당 피디는 2010년 3월 중순 ‘1박 2

프로그램의 제작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촬영 장비 수송편에 대원 가족들의

일’ 방송에서 출연진들과 함께 출연해 남극행 취소의 이유와 아쉬움을 시청자

사연이 담긴 사진과 편지 등을 함께 전해주기 위해 가족들을 만나 편지와 사진

들에게 전하며 세종과학기지 대원들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전하지 못한 가족들

이와 같은 남극과 세종과학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열악한 환경

크나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세종과학기지에는 직접 방문할 수 없지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
민들의 응원 메일들이 1만 7,240km를 넘어 세종과학기지의 문을 두드린다.
그때마다 세종과학기지의 대원들은 ‘어서오세요! 이곳은 세상의 끝 남극세종
과학기지입니다.’하며 반갑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맞이한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의 극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종과학기지를 지키고 있는 대원들에게

2017.11.28 극지연구소와 함께하는 남극체험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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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족들이 보내려던 상자에는 ‘아빠 보고 싶어요.
얼른 오세요. 펭귄도 데려오세요.’라는 글도 보였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입
술을 찍어 보낸 편지도 있었다. 화상통화를 통해 어린 딸과 떨어져 지내는 여성
대원의 애틋한 얼굴과 아내,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 대원들의 표정을 보며 국
내 시청자들은 ‘1박 2일’의 남극행이 단순히 예능프로그램의 재미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머나먼 극지에서 고생하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을 격려하고, 출연자
들이 남극에 가는 그 자체로 시청자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담당
피디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담당 피디는 이번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남극행에 실패했지만 앞
으로 반드시 다시 남극에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의 말은 듣기
만 좋은 허언이 아니었다. 7년이 지난 2017년 여름, 그는 극지연구소의 남극
체험단 모집 홍보영상에 직접 출연해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도 같이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남극 도전에 대한 포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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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지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다
01

남극세종과학기지는 내가 지킨다! 월동연구대원 24시
야외 노장에 설치된 기상장비를 수리하는 대기과학 담당 월동연구대원

분업과 협업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
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가장 극명하게 적용되
는 곳이 바로 세종과학기지라고 할 수 있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연구를 위한 연구원과 외부의 도움이 없이 일 년
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크게 연구반과 유지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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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담당과 통신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기지의 존재 목적은 연구를 위한 것이

장비팀이라면 대부분 대원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

지만 세종과학기지 내에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지 유지 업무가 더욱 중요

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무보트와 설상차의 운용이다. 고무보트와 설

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상차가 없으면 세종과학기지에서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어떤 물자도 공

유지반은 발전 담당, 전기 담당, 설비 담당, 중장비 담당, 조리 담당으로 나뉜다.

급받을 수 없다. 하계기간에 각종 공사와 기지 보수를 위해 포클레인을 운용하

세종과학기지의 주동력원은 전기이다. 즉 발전기는 세종과학기지의 심장이나

고, 겨울에는 설상차가 없으면 제설작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기지 내에서

다름없다. 발전기가 멈추면 세종과학기지도 멈춘다. 당장 물도 나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사람 말고는 모두가 그들의 소관인 셈이다.

원활한 전기공급이 없이는 연구 장비나 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

조리담당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조리담당은 그의 활동 영역인 기지의 식당 세

다. 특히 누전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기지를 잃는 것은 물론 대원 전원이 고

종회관의 회장님으로 불린다.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서 일요일을 제외하

립 될 수도 있다. 대원들의 안전한 일상의 영위와 직결되는 이러한 중차대한 임

고는 항상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업무에 따라

무를 맡은 발전팀은 항상 긴장한 채 전기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각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조리담당은 일 년

설비팀은 기지의 주요 설비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척척

내내 일관되게 일이 있는 것이다. 특별한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운 기지 생활에

고쳐내는 미다스의 손을 가진 능력자들이다. 생명유지의 젖줄인 담수화기를 담

서 음식은 매우 중요한 활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조리대원은 매번 식단에 대한

당하는 이들은 하계기간 잠깐 동안에는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 쓰지만 모든 것

책임감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조리대원은 협

이 꽁꽁 얼어버리는 이외의 시간에는 바닷물을 담수 처리해 생활용수를 만든

동작업에서 제외되어 불과 솥, 식재료들과 고독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의 수

다. 물을 많이 사용한 날에는 그만큼 많이 담수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관리

고는 늘 허기진 대원들에게 위안도 되고 살도 된다.

와 유지가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다. 기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태우는

의무담당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문명사회와 단절되어

소각기의 관리도 설비팀의 몫이다.

있는 공간에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대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

중장비팀은 중장비를 운용하는 대원과 정비를 주로 하는 대원으로 나뉘는데 중

하는 임무 외에도 의약품과 의료품을 관리한다.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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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이뤄진다. 기상 시간은 월동연구대

이다. 하루의 업무는 8시 아침 회의로 시작되는데 지난 밤사이 본국이나 외국
기지에서 온 연락사항을 검토하거나 공유하고, 당일 수행할 업무를 점검한다.
오전 일과를 마치면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일과를 시작
한다. 업무를 마치는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오후 5시쯤이다. 오
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대원들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11시에 취침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 7시이고, 아침 식사는 7시 30분부터

모두가 취침에 들어갈 때 예외인 대원이 있다. 바로 당직자이다. 세종과학기지
에서 당직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기계동 사무실이 당직실을 겸하는데, 당직
폭설이 온 날이면 눈을 치우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된다.

의 여러 가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순찰이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발전기
는 과부하가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담수화기의 물은 얼지
않는지, 각 건물의 문들은 잘 닫혀 있는지, 냉동고와 냉장고, 야채창고의 온도
는 적당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모두가 기지의 유지와 대원들의 안전에 직결되
는 것들이다.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 수신하는 외국기지와의 무전과 본국에서
오는 전화는 당직자가 받아서 처리한다. 모두가 잠든 밤 캄캄한 어둠을 뚫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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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업무는 8시 아침 회의로 시작되는데 보통 당일 수행할 업무를 점검한다.

한 바람과 추위를 이기며 기지 안팎의 순찰을 하노라면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

오전 일과를 마치면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일과를 시작한다.

지만 적응이 되면 맑은 날 하늘에 쏟아질 듯 뿌려져 있는 별들도 보게 되고, 저

업무를 마치는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오후 5시쯤이다.

멀리 달빛을 받아 어둠 속에 빛나는 바다와 빙산이 만드는 풍경에 당나라 시인
이백이 노래한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감동도 경험하게 된다.
공동생활인지라 청소도 각자의 담당구역이 있다. 대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치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지 내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인근

대부분 토요일 오전에 한다. 아침 회의가 끝나면 일단 자기 구역에서 청소를 하

기지에 조난사고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저 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또한

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된다.

의무담당의 역할이다. 다른 대원들에 비해 비교적 한가한 의무담당은 때로는

주말에는 휴식을 취한다. 다만, 남극은 바람과 눈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늘 바쁜 조리담당의 보조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의식동원

모든 걸 규칙대로 할 수는 없다. 눈보라가 심하게 부는 평일은 외부활동을 할

(醫食同原)이라 하지 않았던가.

수가 없기 때문에 휴일이 되기도 하며, 휴일이라도 날씨가 좋아지면 연기되었

통신팀의 중요성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본국의 지침과 스케줄 조절, 주간

던 일들을 처리한다.

보고 등도 중요하지만 주변 기지와의 연락, 푼타아레나스 소재의 현지 에이전

업무 외의 시간은 다양한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자기

시와의 연락 등 기지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지에서 1km 이상 떨어

계발의 내용은 대원들에 따라 제각각이다. 영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공부에

져 외부 활동을 하는 대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다시 기

몰두하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서적을 파는 대원도 있

지로 복귀할 때까지 생명선이 된다.

다. 남극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틈만 나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대원
들이 있는가 하면 남극의 체험을 꼼꼼하게 기록해 나중에 책으로 발간하려는

출퇴근에 시간이 들지 않는 곳

대원들도 있다.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의 일상은 각자의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공동생활이

독서는 모든 대원들의 공통된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장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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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를 즐긴다. 화장실에서는 가벼운 책을 읽기도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가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주류를 이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철 지난 신문이나 잡지를 몇 번씩
읽는다. 광고까지도 샅샅이 읽게 되는데 나중에는 전화번호까지 자기도 모르게
외우고 있는 걸 발견하고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한다.
살펴본 것처럼 세종과학기지는 대원들에게 출퇴근에 시간이 들지 않는 곳이요,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는 24시간을 근무하는 곳이다. 또한 일 년
동안 직장 동료가 식구요, 식구가 직장 동료인 곳이 세종과학기지이다. 일반적
이지 않은 근무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여 명의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
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일 년 동안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첨병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머나먼 동토

故 전재규 대원 추모 동판과 공지영 작가의 헌정시

의 땅에서 세종과학기지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사명감으로 남극의 혹한을 이겨
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02

당신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04년 12월 이후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지 입구를 들어서며 한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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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이후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지 입구를

흉상을 만나게 된다. 털모자를 쓰고 먼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청년은 제17차 월동연구대

들어서며 한 청년의 흉상을 만나게 된다. 털모자를 쓰고 먼바다를

로 2003년부터 세종과학기지에서 지구물리 연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난당

내다보고 있는 청년은 제17차 월동연구대로 2003년부터 세종과학

한 동료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전재규 대원이다.

기지에서 지구물리 연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난당한 동료들을 구
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전재규 대원이다.
사고는 제17차 월동연구대원들이 기지 업무 인계를 마친 16차 대원들과 하계연

준다. “남극의 날씨란 잠깐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시 순식

구대원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2003년 12월 6일

간에 안개가 짙어졌는데, 2~3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사실상 기지로의

오후 1시 10분쯤, 귀국길에 오른 연구진 24명을 엔진 추진형 고무보트인 ‘세종

귀환은 불가능했었습니다. 곧 강풍과 눈보라마저 불기 시작했죠. 결국 기지로

1·2호’ 2대에 태우고 맥스웰만 건너편에 위치한 칠레 프레이 공군기지로 향했

의 귀환을 포기하고 인근의 중국 기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프레이 기지에서 세종과학기지까지는 10km 정도로, 이는 고무보트를 타고

오후 5시 30분 “인근 중국 장성 기지로 향한다.”는 강천윤 부대장의 마지막 무

30~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들을 내려준 뒤 손을 흔들며 귀환에

전을 끝으로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이후부터는 추위와의 사투를 벌인 세종 2

올랐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호 일행에게나,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기지에서나 피 말리는 시간의 연속

남극의 날씨는 느닷없이 돌변했다. 순식간에 바다 위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고,

이었다.

대원들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20분 늦게 출발한 ‘세종 1호’는 오후 5시

강천윤 부대장 일행이 2시간 30분 만에 도달한 곳은, 장성 기지보다 훨씬 남쪽

25분 무사히 귀환했지만, 강천윤 부대장과 김정한, 최남열 대원이 탄 ‘세종 2호’

으로 내려간 넬슨섬이었다. 일단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해안가의 큰 바위에 은

는 길을 잃고 말았다.

신처를 마련했고, ‘사흘만 버티자’는 각오를 다졌다. 남극의 블리자드는 보통

강천윤 부대장이 밝힌 당시 상황은 그 순간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를 잘 말해

사흘이면 잠잠해진다는 오랜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고무보트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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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에서는 매년 고 전재규 대원의 추모식을 갖는다.

남극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어 명명된 전재규 화산

아 있던 여벌의 구명복이 대원들의 체온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깊은 잠에 빠질

국 기지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순식간에 역풍이 불면서 앞이 보이지 않더

경우 동사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들 3명은 한 시간씩 선잠을 자면서 서로를

니 ‘퍽’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순간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대

깨우며 한 시간, 한 시간을 버텨야 했다. 눈을 한 움큼씩 먹으며 간신히 갈증을

원들은 모두 물속에 빠졌다. 차디찬 바닷물에 빠진 대원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

해소했지만, 배고픔과 추위로 대원들은 점차 지쳐갔다.

다. 김홍귀 대원은 휴대하고 있던 방수팩에서 무전기를 꺼내 ‘배가 뒤집혔다’고

사고 다음 날인 12월 7일 오전 8시 30분. 강천윤 부대장은 통신 두절 15시간 만

송신했지만 물에 젖은 무전기는 곧 끊겼다. 4명의 대원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

에 겨우 “대원 3명 모두 안전하다.”는 무선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전기 배

고 한곳으로 모였지만, 전재규 대원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배 앞쪽에서 휴대용

터리가 이내 나가 버렸다. 이때부터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GPS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던 터라 배가 뒤집힐 때 보트 줄을 잡지 못했기 때

움직임이 바빠졌다. 그러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의 바다에 또다시 고무보트

문이었다. 정신을 잃은 듯 바다 위에 가만히 누워 있던 전재규 대원의 구명복을

를 띄우기란 ‘자살행위’와도 같은 무모한 시도였다. 기상이 호전되기를 학수고

진준 대원이 낚아챘다. 그러나 곧이어 큰 파도가 닥쳤고, 전재규 대원은 바다

대하다 오후 6시 윤호일 월동연구대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아직 동료들이

속으로 사라졌다. 헤엄을 치기도 했지만 거의 파도에 휩쓸린 대원들은 해안가

살아있다고 확신했고 날씨도 좋아지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그들의 생

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4명뿐이었다. 전재규 대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존을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구조대가 김홍귀, 진준, 정웅식, 전재규,

없었다. 젖은 온몸에 밀려오는 한기와 블리자드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

황규현 등 대원 5명으로 구성됐고, 오후 7시 ‘세종 1호’를 타고 기지를 떠났다.

던 대원들은 죽을힘을 다해 움직였다. 여러 차례 월동경험을 갖고 있는 대원의

세종 1호는 기지를 출발한 직후 “기상 상태가 예상보다 좋아 수색에는 문제가

판단에 따라 마침내 인근의 대피소를 찾아갈 수 있었다.

없다.”는 교신을 보내왔다. 그리고 오후 8시 20분에는 칠레 프레이 기지를 지나

보트 전복 4시간여 만인 8일 새벽 1시쯤 대원들은 칠레의 하계연구소 ‘이나치’

며 아델리섬을 수색하겠다는 무전을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분 뒤, 청천벽

컨테이너에 도착했다. 길고도 긴 밤을 지새우며 몸을 추스른 대원들은 오전 9시

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무전기 등 장비를 찾고 전재규 대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나와

구조대는 실종대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아델리섬 인근 해안선을 따라 중

현장을 살피던 중, 멀리 떨어진 해안 바위 옆에서 전재규 대원의 시신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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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가 구조하러 나섰던 동료 대원들이 모두 무사히

이 높아지고, 기지 대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연구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그 결과 사고 6개월 만
에 세종과학기지에 신형 고무보트 2대가 들어왔다. 새 보트는 엔진이 두 개이
고, GPS 시스템도 모두 장착된 것이었다. 극지연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쇄빙선
건조도 정부가 쇄빙선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시화되
었다. 2008년에는 대원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생활관을 포함해 세종과학기지의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귀환한 것은 물론이요, 그의 희생으로 인해 세종과학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대대적인 증축이 2년여의 설계와 공사 끝에 완공되었다.
2004년 12월에는 고 전재규 대원의 흉상이 제작되어 기지 입구에 세워졌다. 이
를 통해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물론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자
신의 꿈을 미처 펼치기도 전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한 젊은 과학자 전재규 대
원의 희생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고자 함이었다. 이 같은 뜻을 같이하고자 그
의 모교인 강원도 영월고교에도 그의 흉상이 세워졌고, 서울대학교와 극지연구
소에도 그를 기리는 동판이 만들어졌다.
2010년 세종과학기지로 이전해 재설치한 전재규 대원 추모비

무엇보다도 이후의 연구 성과에 전재규 대원의 이름을 붙이는 사례가 연이어진
것은 그는 물론 그의 가족에게도 무척이나 뜻깊은 일이었다. 서울대학교 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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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교수팀과 극지연구소 윤호일 박사팀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호냉성 세균
2종을 발견했다. 이 세균은 새로운 속(屬)의 2개 종(種)인데, 속명에는 세종과
학기지를 의미하는 ‘세종기아(Sejongia)’가, 종명으로는 전재규 대원의 성을 딴
‘전니아이(Jeonii)’와 남극을 뜻하는 ‘안타르티카(Antartica)’가 각각 붙여졌다.
고 망연자실해 있는 순간 러시아 구조대를 만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세종기아 전니아이’와 ‘세종기아 안타르티카’는 2004년 10월 최고 권위의

1차 조난자들은 그보다도 1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8시 20분 칠레 공군 헬기에

국제 학술지인 국제미생물분류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의해 구조됐다. 전날 러시아 수색대가 넬슨섬 인근까지 왔었지만, 강천윤 부대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 IJSEM)에 등록되었다. 한국 학자가 남극 유

장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한 지 5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

래 신종 세균을 발견해 국제학회의 공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 성과에

돌아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17차 월동연구대원 중 막내였던 전재

전재규 대원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다.

규 대원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소식이었다.

2005년 12월에는 미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극지연구소 윤호일

전재규 대원의 시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에 도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던 미국 해밀턴대학교의 유진 도맥 교수

착해, 안산 고려대학교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12월 16일 한국해양

가 2004년 남극 지역의 얼음기둥 밑에서 발견한 활화산이 ‘전재규 화산’이란 이

연구원 본원에서 한국해양연구원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되었으며, 후에 전재규

름으로 세계적 공인기관에 등록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유진 도맥 교수는

대원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되었다.

2017년 11월 폐렴으로 미국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났고, 많은 이들의 마음
을 아프게 했다.

전재규 대원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

2010년 3월 21일에는 23차 월동연구대원들이 세종과학기지 한쪽에 전재규

동료를 구하기 위해 구조에 나섰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전재규 대원의

대원의 추모비를 설치했다. 비신에는 전재규 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세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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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대원들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늘 푸른 창공을 향한 꿈을 이역만리 남극에서 접고 님은 인류평화와 조국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헌신하다가 동료
를 구하고자 차디찬 노도에 몸을 맡겨 그 뜻을 이루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남
겨 놓은 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님이 사랑하던 조국과 우리 모두
는 그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작은 비를 빚어 후대에 남기려 합니다.’

03

유리천장을 넘어 얼음천장을 깨다

‘남성만의 세계로 알려진 남극. 그곳에 뛰어든 도전적인 여의사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여성월동대원인 이명주 대원(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명주가 세종과학기지에서 보낸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
性) 생활 1년에 얽힌 이야기’
1997년 세종과학기지 최초의 여성 월동연구대원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1
년간 남극에 상주한 이명주 대원이 귀국 후 발간한 <여자가 남극엔 왜 왔어>
라는 책의 표지 카피이다. 대부분의 최초가 그러하듯이 이명주 대원의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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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월동연구대 참여는 당시에 적지 않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녀의 입(入) 남극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부담이 되었다. 일부 대원들은 철모

그녀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던져지는 “어떻게 남

르고 낭만적인 생각이나 하는 젊은 의사 아가씨에게 매스컴이 바람을 넣었다고

극을 가려는 용감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생각하는 듯도 했다.

길을 개척해 최초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녀의 대답은 대

이런 일부 대원들의 생각을 바꿔 여성이 아닌 동료 대원으로 인정받는 데는 6개

단한 목적의식보다 “그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뿐이다”라는 단순한 것이어서

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남(男)몰래 흘린 눈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료

질문자들을 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들고는 했다. 그녀에게 무엇보

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여성이라는 신체적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세종과학기지에는 샤워실은 물론 화장실도 여성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물질적인 욕망을 찾아 남들이 모

다. 여성연구원이 하계기간에 연구를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

두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 힘들

고 여성 화장실이 따로 없는 것은 상주하는 여성 대원이 없음에도 여성 화장실

더라도 도전하고 모험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

이 있는 인근의 중국 기지를 그녀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었다.

그녀의 책 표지 카피처럼 세종과학기지의 최초의 여성 월동연구대원으로 참여

그리고 그렇게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된 그녀의 남극 생활 1년은 예상대로 그녀

한 그녀는 일상생활을 이처럼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無性)으로 지내야 하는

에게 남극이 아니면 겪을 수 없는 만만치 않은 힘든 경험들을 선사했다. 이명

경우가 많았다.

주 대원이 제10차 월동연구대원으로 참여하기 이전의 세종과학기지는 남성들
만이 존재했던 세상으로 모든 것이 남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곳에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

서 ‘홍일점’이라는 것은 결국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잘한 것이든 못

본분인 의무대원으로서의 일도 쉽지 않았다. 문명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의료 환

한 것이든 다른 대원들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14명의 대

경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남성 대원들과 그들의 보이지 않는 편견이나

원들의 눈이 28개의 몰래카메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선입견을 극복하는 한편, 또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입장에서 친밀감을 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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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의사로서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위중한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의사
인 자신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녀는 다른
대원들보다 식사도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날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삐
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대원들의 연대의식은 남
성도 여성도 넘어서는 동료애로 그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었다. 2주간 부
목을 대고 생활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녀의
깊은 마음을 그동안의 생활을 통해 충분히 짐작하는 대원들이 식사 때마다 그
녀를 위해 밥을 퍼주었고, 환자들 스스로가 약을 포장해 가는 등 그녀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을 써 주었다.
이명주 대원은 자신의 책 말미에 남극에서의 1년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고 있
다. ‘내 마음속의 남극은 눈과 바람, 얼음으로 빚어진 하얀 사막이다. 그곳에서
보낸 1년은 사막을 건너는 법을 배운 귀중한 시간이었다.’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고립된 곳에서 최초의 여성 대원으로서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야 했
던 그녀에게 세종과학기지는 분명 홀로 외롭고 힘들게 건너야 하는 하얀 사막
224

전미사 대원(붉은색 모자를 쓴 대원) 생일파티에 킹조지섬의 여성들이 모두 모였다.

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간 하얀 사막의 여정은 조직적으로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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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세종과학기지와 월동연구대원들에게 동료로서 여성 대원이 함께 생활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으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
부로 걷지 마라(踏雪夜中去 不須胡亂行)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라는 서산대사의 시처럼 후일 월동
연구대원으로 참여하는 또 한 명의 여성 대원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이

지만, 연구원으로서 1년 동안 남극에서 상주하며 연구를 진행한 여성은 아직 없

정표가 되었다.

었다. 기지를 운영하는 극지연구소 입장에서는 바로 전해인 2009년 기지에서의
대원 간 폭력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악몽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

작은 배려 속에서 태어나는 큰 희망

서 더욱더 불안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전미사 연구원

이명주 대원이 월동연구대원으로 참여한 이후 13년 동안 세종과학기지에 월동

의 의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살 난 딸과의 생이별까지 감수할 만큼 확고

연구대원으로 참여한 여성 대원은 없었다. 사실 이명주 대원의 경우는 당시 남

했고, 인성이나 체력 등의 각종 테스트에서도 오히려 남성 대원을 앞설 정도로

성 의사 지원자가 전혀 없어서 불가피하게 참여한 특별한 경우였다. 최소의 인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원이 고립된 채 혹독한 환경에서 기지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해야 하는 세종과학

그렇게 2010년 23차 월동연구대원으로 당당히 참여한 전미사 대원은 다른 이

기지의 상황이다 보니 가능하면 위험요소들을 피해 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 아래

들의 우려를 무색하게 할 만큼 뛰어난 친화력으로 대원들과 화합하며 월동연구

은연중에 여성 대원을 기피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당시까지의 현실이었다.

대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깔끔하게 수행했다. 앞선 이명주 대원과 마찬가지

그런데 해양생물 연구 분야의 전미사 연구원이 2010년 제23차 월동연구대로

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강산이 변한다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전형에서 통과되었다. 그동

는 십년을 한참이나 지난 시점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상당이 진일보

안 하계 기간 중에 여성 연구원이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한 적은 있었

했기에 대원들의 사고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면이 없지 않았다.

2015년 세종과학기지는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세종과학기지
건립 이후 28년 만에 첫 여성 월동연구대장이 탄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열두
번의 남극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과학기지 앞바다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 연구에서 다양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안인영 박사였다.
17년간 남극 활동 50여 개국의 연합체인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ATCM) 환
경보호위원회 정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안인영 박사는 여성 과학도들에게 꿈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여성 과학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과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16명의 대원을 이끌고 세종과학기지 제28차 월
동연구대장으로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제28차 월동연구대장 안인영

안인영 박사의 월동연구대장 수행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여성월동연구대원이었던 이명주 대원이 가장 많이 들었던 ‘여
자가 남극엔 왜 왔니?’라는 편견에 빠진 질문이 이제는 먼 과거의 철 지난 이야
기임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이었고, 극지연구 분야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일소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미래의 한 축을 책임질 여성과학

226

남성 대원들이 거리낌 없이 전미사 대원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남성들만의 자

도들에게 유리천장은 물론 얼음천장도 깨트리고 넘어설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

유로운 재미를 빼앗겼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의 장막을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전미사 대원이 샤워실을 이용할 때면 선배 대원들

이제 2017년 제30차 월동연구대에서는 이명주 대원과 전미사 대원이 그러했

이 알아서 빨랫줄에 수건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표시를 함으로써 대원들끼리 주

고, 안인영 박사가 그러했듯이 자신의 길을 향해 지질분야 연구원인 이재일 연

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동료로서 배려의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는 증거

구원이 네 번째 여성 월동연구대원으로서 꿈을 향해 하얀 사막에서의 여정을

였다. 남성 대원들에게는 작은 배려였지만 전미사 대원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전미사 대원은 그녀대로 자신을 배려해주는 동료와 선배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여성이라고 뒤로 빠지는 법이 없이 늘 솔선수범하며
월동생활의 희로애락을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나누며 함께 겪고자 노력했다.

04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대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단 한 가지, 자신 때문에 생일날이면 생일을 맞은 대원을 발가벗겨 눈구덩이에
파묻는 전통이 한 해 중단된 것에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외

세종과학기지의 각 대원은 각자의 임무가 있다. 아무리 날씨가 춥

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말이다.

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처럼 무리 없이 1년의 월동생활을 마친 전미사 대원은 귀국해 자신의 연구를

있다. 그런데 농담처럼 임무가 없는 것이 기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

바탕으로 「2010년 남극 킹조지섬 마리안 소만 표층수에서의 미세조류와 환경

는 대원이 있으니 바로 의무 담당 대원이다. 의무대원이 한가하다는 것은 그만

요인의 시간적 변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해양생물학자로서 극지 미세조

큼 대원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류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문에 몰두하는 한편, 자신의 딸에게

그렇다면 남극에서는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남극이라고 하면 일반

남극의 이야기를 들려줄 동화책을 직접 써 줄 꿈에 부푼 엄마로서의 행복한 일

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동상이다. 실제 남극점 탐사를 하는 탐험대에

상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게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동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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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연구대원 건강검진

세종과학기지 내 체력단련실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의 임무는 과학 연구와 기지의 유지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

17명의 대원들이 고립된 채로 생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가 전해

에서 탐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 외부 활동을

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따라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다만, 많은 사

해야 할 경우에도 방한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기 때문에 동상을 입을 가능성은

람들이 들고 나는 하계 기간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세종과학기지에 들어온다면

매우 적다. 가끔 예기치 않은 조난을 당해서 동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다

쉽게 감기를 전염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행히 잘 회복이 되었다.

다음은 영양문제에 따른 건강상태이다. 남극탐험의 초기에는 비타민이나 식량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기다. 실제로 대원들이 한국의 지인들과 통

부족 등의 영양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세종과학기지는 각종 음식과 간

화할 때 제일 자주 듣는 말이 감기 조심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세종과학기지에

식을 충분히 보급받고 있고 혹시 모자랄 수 있는 부분들은 비타민제로 보충을

는 감기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일까? 감기는 엄밀히 말하면 추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걸리는 게 아니고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것이다. 간혹 남극은 너무 추워

또한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전 대원

서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남극에서는 감기에 안 걸린다고 생

모두 의무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대원들이 원

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반만 맞는 생각이다. 실제 남극점 근처에서는 기후가 너

하는 검진 시간을 조사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진료 시간에 맞추어 의무

무 혹독해서 바이러스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남극점 탐험대가 감기에

실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원들이 건강검진 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몸

걸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 말은 세종과학기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무게와 허리둘레이다. 아무래도 하계기간을 제외하고는 실내생활이 많다 보니

다. 왜냐하면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비록 많은 수는

방심하면 몸무게가 늘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대원들은 스스로 알아서 부지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도 충분히

런히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일 년 동안의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정기적인 건강

활동할 만한 환경이다. 다만, 세종과학기지는 문명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

검진으로 건강을 잘 관리한 월동연구대원들 중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쯤이

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전해질 기회가 매우 적다. 감기가 유행할 때 바이러

면 오히려 잘 관리되어온 몸이 다시 망가질 것을 걱정하는 이가 생기기도 한다.

스의 중요한 숙주는 바로 주위 사람들이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월동기간 동안

이 밖에도 대원들에게는 각종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계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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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고가 꽤 큰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행스럽게 세종과학기

다. 엑스레이 장비의 도입으로 인근 외국 기지의 환자들의 방문도 잦아졌다. 그
렇지 않아도 인근 외국기지들에게 훌륭한 시설과 남다른 기지 관리로 남극의
명소로 정평이 나 있는 세종과학기지는 엑스레이 장비 도입으로 또 하나의 부
러움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원들이 아무리 안전에 주의하고 진단 장비를 잘 갖춘다 하더라도 일
단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법을 알고 있는 것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지에는 2015년 엑스레이 장비가 도입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

수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의무담당은 월동연구대원들에게 환자이송법, 응급지
혈법, 심폐소생술 및 심실 제세동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이를 숙지시키기 위해
제19차 월동연구대 의료담당 대원

노력한다. 물론 본국에서도 이미 교육을 받고 남극에 들어온 대원들이지만 현
지에서 받는 교육은 또 다르다.
특히 환자이송법에 중점을 둔다. 세종과학기지의 특성상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제한적이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환자를 의
무실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옮겨 오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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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활동이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량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

황을 예로 들며 대원들이 직접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진

다. 따라서 비만,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

행된다. 예를 들어 기지에서 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자주 가는

시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성인병들이 남극에서도 이슈가 된다는 건 역설

체육관에서의 응급상황,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있을 때의 상황, 여기에 같

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기지

은 조건에서 의무담당이 있을 경우의 상황과 없을 경우의 상황 등 다양한 경우

에 마련된 피트니스 센터에서 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를 상정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대원들과 함께 도출한다.

되고 있지는 않다. 이외에도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내과적, 외과적 문제가 발

이처럼 세종과학기지는 모든 대원이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생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남극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기지에서는 가능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동시에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비상

한 의료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치료방법을 알더라도 그 치료

상황에 대비해 늘 철저한 준비와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
사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세심한 주의와 규칙
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5

남극에는 국경이 없다

남극의 비상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킹 세종, 그레이트 월(King Sejong, Great Wall).”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강 문제는 동상도 아니

1999년 5월의 어느 아침, 조용하던 세종과학기지 통신실에 특유의

요, 감기도 아니다. 가장 많은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 염좌, 근육통, 골

중국식 억양을 가진 중국 장성 기지 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다. 기지 주변에는 얼음이 많고,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퍼졌다. 혹 무슨 위급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여 놀란 통신담당에게 중국 기지의

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온도 아주 낮기

대장이 한 얘기인즉슨 우리 기지에 통 생강이 있으면 좀 나눠 줄 수 있겠냐는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의 반응 역시 더디다. 따라서 가벼워 보

것이었다. 당시 중국 기지는 조리사가 질병으로 중도 귀국해 대원들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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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는 인근 기지와의 교류가 빈번하다. 세종기지 대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중국 장성 기지 대원들

중국 장성 기지의 발전동・체육관

월동연구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교류 즉,

된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가져간 생강 꾸러미를 선물로 전달했다. 비록 많은

기지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일처럼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며

양은 아니었으나, 장성 기지 선 대장은 뜨거운 감사 표시를 했다.

주변 기지 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사실 당시 장성 기지는 기지 건설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지난
여름 13명의 대원으로 월동을 시작했으나, 조리사와 설비 담당 대원이 건강
이 좋지 않아 본국으로 후송되었으며, 기상 담당 대원은 팔이 부러져 칠레에

며 요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세종과학기지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지는

서 두 달 예정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10명의 대원으로 조리사

않지만, 날이 좋아 지는 대로 가능한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사실 칠레에

도 없이 기지를 운용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사정이었기에 세종과학기지에서

서는 생강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 세종과학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생강은 2

나누어준 생강은 대원들이 직접 만드는 음식의 맛을 돋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년 전 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한 바 있던, 산티아고에 거주하는 옛 대원이 교민

했을 터였다.

상회에서 구입해 소포로 보내준 금쪽같은 생강이었다. 중국 남자들이 모두 요

중국 기지 대원들과 우리 대원들은 응접실에 둘러앉아 두 시간가량 그간 못 나

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조리대원이 없으면 어머니가 없는 셈이니 기지 생활에

누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국 기지의 대장은 응접실이 춥다며 사양하는 정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에 날이 좋아지면 바로 생강을 가져다주기로 한

호성 대장에게 억지로 누비잠바를 입혀주기도 했다. 그 사이 두 명의 우리 대원

것이었다.

은 장성 기지의 지프차를 빌려 타고 칠레 기지로 넘어가 우편물을 받아 올 수

그로부터 며칠 지난 오후, 날은 흐렸지만 모처럼 바다가 잔잔해졌다. 제12차 월

있었다. 만 건너편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세종과학기지와 달리 중국 기지는 칠

동연구대 정호성 대장과 몇 명의 대원이 생강도 전해주고 오랜만에 인사도 나

레, 러시아, 우루과이 기지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해가

눌 겸 모처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 기지로 향했다. 중국 기지 대원들은 그해

짧아진 관계로 오후 4시경에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다. 부두로 배웅을 나온

도착한 새 설상 오토바이를 몰고 부두로 마중 나와 우리 대원들을 반갑게 맞아

중국 기지 대장은 언제 준비했는지 춘권을 한 보따리 선물로 주었다. 이처럼 남

주었다. 장성 기지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이 따로 있었다. 응접실로 안내

극에서는 주변 기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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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공군), 필데스 기지(칠레 해군), 벨링스하우젠 기지(러시아)로부터 여러

제교류 즉, 기지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일처럼 도와주고 서로의 문화를 알
려주며 주변 기지 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세종과학기지의 이웃 기지들

남극 킹조지섬 공항에서 해안가로 내려오면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프레이 기지(칠레 공군), 필데스 기지(칠레 해군), 에스쿠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모로 도움을 받는 편이다. 그래서 월동연구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국

데로 기지(칠레 남극연구소 하계연구기지), 벨링스하우젠 기지(러시아)이다.
프레이 기지는 남극 킹조지섬의 관문인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항공기
를 이용하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의 기지 출입은 물론이고, 우편물 헬기 운송,
긴급 환자의 칠레 후송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필데스 기지는 킹조지섬을
오고 가는 각종 선박의 항해, 해상 안전 및 인력 수송, 필데스반도에 위치한 여
러 기지의 보급물품 하역 등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벨링스하
우젠 기지는 공항에서 약 1km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 프레이
기지와 필데스 기지가 이웃해 있다.
벨링스하우젠 기지에는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가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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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와 9인승 승합차가 1대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하계연구대 등 세종과
학기지 방문자들을 위한 임시 대기 장소이다. 남극의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킹조지섬까지 왔다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경우
킹조지섬의 남극기지 모습

도 있고, 비행기가 킹조지섬에 도착해도 파도가 높아 고무보트를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가까운 벨링스하우젠 기
지의 일부 공간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승합차는 세종
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이 하계연구대 입·출 남극 지원 등 필데스반도에
서 이동 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벨링스하우젠 기지의
협조를 받아 기지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다. 해당 공간과 차량에 대한 관리는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몫이지만, 벨링스하우젠 기지에서도 관심을 갖

세종과학기지가 자리 잡은 킹조지섬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나라(한국, 칠

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레,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폴란드, 브라질)에서 상주기지를 운영

중국 장성 기지는 킹조지섬의 필데스반도 기지들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다.

하고 있다. 상주기지란 세종과학기지처럼 월동연구대가 1년 동안 근무하며 운

세종과학기지보다 3년 빠른 1985년 킹조지섬에 터를 잡았다. 아르헨티나의 주

영하는 기지를 말한다. 남극에 위치한 킹조지섬은 자연환경이 척박하고 문명

바니 기지(현 칼리니 기지)는 1950년대에 대피소 용도로 만들어졌고, 월동연구

세계로부터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체류하는 사람도 적고 부족한 것도 많다.

대원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이다. 현재 월동연구대원의 평균 인원

특히 세종과학기지는 공항이 위치한 필데스반도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약

은 20명이고, 하계기간에는 최대 100여 명이 머무는 기지이다. 바톤반도 맞은

10km 떨어진 바톤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 기지(중국), 프레이 기지

편 포터반도 해안에 자리를 잡은 칼리니 기지는 겨울에는 육로를 이용해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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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우루과이의 아르티가스 기지는 중국 장성 기지보다 한 해 앞선 1984년
자리를 잡았다. 콜린스하버 입구에 위치한 이 기지는 다른 남미국가들처럼 군
장교가 기지 대장을 맡고 있다. 자국 기지대원의 입출과 보급품을 운송하는 우
루과이의 군 수송기는 우리나라 연구원들도 가끔 이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아르
토스키 기지와 브라질의 페라즈 기지는 애드미럴티만 해안가에 있다. 두 기지
모두 월동연구대원은 12명, 하계 최대 인원은 40명 정도로 세종과학기지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 두 기지는 필데스반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다른 기지

남극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들과 달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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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극의 주인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동면하는 생물들이 깨어
나면 봄이 왔음을 알고, 철새들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남극에서도 새들에 의한 계절변
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들은 바로 도둑갈매기(Skua), 칼집부리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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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Sheathbill), 그리고 펭귄이다.
우선 여름내 부화되고 나는 법을 배운 도둑갈매기 새끼와 어미들은 겨울이 다
가오면 따뜻한 북쪽을 향해 하나둘 이동한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특징인 펭
귄들 또한 여름동안에는 기지 주변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이 오면 따뜻한 북쪽지
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반대로 겨울철에
기지 주변으로 날아와 서식하는 새도 있다. 칼집부리물떼새가 그 주인공으로
기지 주변에서 한두 마리가 눈에 띄기 시작하면 도둑갈매기들은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남극의 무법자, 스쿠아

남극을 다녀온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말한다. 남극의 봄은 도둑갈매
기라고 불리는 스쿠아(Skua)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런
데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스쿠아의 귀환이 무엇보다 반
가울 법도 하지만 대원들에게 스쿠아는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이다. 무모하리
만치 사나운 공격성 때문인데 머리 위를 맴돌다가 순식간에 온몸으로 달려드는
스쿠아의 공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대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기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스쿠아는 갈색스쿠아와 남극스쿠아 두 종류가 있다.
갈색스쿠아의 몸집이 더 큰데 등은 희끗희끗하고 날개를 뺀 나머지는 연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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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집부리물떼새

갈색스쿠아

겨울의 전령사는 대원들에게 쉬스빌이라 불리는 칼집부리물떼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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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볼 수 있는 새 가운데 유일하게 물갈퀴가 없는 새다.
긴 겨울을 기지 근처에서 지내는 겨울새이므로 여러 차례 월동연구대원으로 참여한 대원들
사이에서 ‘주방 쉬스빌 삼 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농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색이다. 눈매가 사나운 이 새는 주로 펭귄 군서지에서 펭귄의 알이나 새끼를 먹
고 산다. 남극스쿠아는 온몸이 윤기가 도는 진한 갈색으로 해안에서 바다 생물

겨울의 전령사, 칼집부리물떼새

을 잡아먹는다. 가끔 바닷가에 떠밀려온 해표 사체를 뜯어먹기도 한다. 스쿠아

겨울의 전령사는 대원들에게 쉬스빌이라 불리는 칼집부리물떼새이다. 남극

들은 펭귄보다 며칠 먼저 기지 부근을 떠나고 며칠 늦게 돌아온다. 한여름에는

에서 볼 수 있는 새 가운데 유일하게 물갈퀴가 없는 새다. 통통한 몸매의 쉬

기지 부근의 얕은 물가까지 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기지 쓰레기통을 뒤져 먹

스빌은 코끼리해표나 펭귄의 군서지에서 먹이를 얻는다. 긴 겨울을 기지 근

이를 찾기도 한다. 새끼를 기르고 있는 스쿠아는 모성과 부성 본능이 강하기 때

처에서 지내는 겨울새이므로 여러 차례 월동연구대원으로 참여한 대원들 사

문에 사람의 접근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심할 경우 육탄 공격을

이에서 ‘주방 쉬스빌 삼 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농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

감행하기도 한다. 날개를 편 길이가 약 1.5m 이상 되며 저공비행으로 빠르게

다. 펼친 날개의 길이가 2m가 넘는 자이언트패트렐은 펭귄마을이라 불리는

접근해 얼굴 바로 앞에서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실제로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펭귄 군서지의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짓고 산다. 대원들은 그 바위를 촛대바

이 공포감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둥지 근처에서는 암수 두 마리가 동시에 공

위라고 부르는데, 얼음으로 덮인 바다 위를 커다란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나는

격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때로는 기지 건물 안까

자이언트패트렐을 보기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는 대원

지 들어와 심장이 약한 대원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들도 있을 정도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유영하는 모습은 감탄을 불러일
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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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델해표 새끼

세종과학기지에 놀러온 젠투펭귄 한 쌍

남극의 맏형들, 남극물개와 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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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포유동물로는 남극물개와 해표가 있다.
남극물개는 영리하다. 자주 보는 사람은 짖지도 않고 덤벼들지도 않는다. 남극
물개는 여름에도 볼 수 있지만 주로 겨울에 많이 나타난다. 20마리에서 30마
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기지의 서쪽 해안이나 사람의 발길이 뜸한 바톤반도의
남극의 마스코트, 펭귄

남쪽 해안에 나타난다. 기지 주변에서 새끼를 낳지 않는 남극물개는 3월이 되

하지만 누가 무어라 해도 남극에서 펭귄만큼 대원들의 사랑을 받는 새는 없을 것

면 어느 정도 자란 새끼를 데리고 기지 주변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다. 기지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가 잠시 숨을 돌릴 때 불과 몇 발짝 건너편에서

해표는 웨델해표와 코끼리해표, 표범해표, 크랩이터해표를 기지 주변에서 볼

천연덕스럽게 마치 구경꾼처럼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펭귄을 보게 되면 피로가

수 있다. 웨델해표는 귀엽고 순한 성격 때문에 다른 해표에 비해 대원들에게 인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정도로 펭귄들의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럽다.

기가 많다. 웨델해표는 9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기지 건너편 넬슨섬 북쪽 해

남극을 상징하는 펭귄은 두 종류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서식한다. 젠투펭귄과

빙 위에서 새끼를 낳는다. 간혹 새끼를 데리고 웨델해표가 나타나면 기지는 반

턱끈펭귄이다. 이들은 해마다 기지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바톤반도 해안가

가운 손님의 방문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바탕 즐거운 소란이 벌어지기

에 수천 쌍이 찾아와 알을 낳는다. 젠투펭귄이 먼저 와서 둥지를 만들고 둥글고

도 한다. 코끼리해표의 수컷은 몸길이가 6~7m에 몸무게는 3~4톤 정도이다.

파란기운이 감도는 흰색알을 2개씩 낳는다. 턱끈펭귄은 젠투펭귄보다 늦게 와서

8~9세 되어 모두 성장한 수컷의 불룩한 코는 공명관 구실을 하는데 이것을 이

알을 늦게 낳지만 턱끈펭귄 새끼는 새끼 젠투펭귄보다 빨리 자란다. 펭귄들은 겨

용해 독특한 소리를 낸다. 암컷은 몸길이가 3m 정도이며 몸무게는 1톤 정도로

울이 시작되면 서둘러 기지 주변을 떠난다. 턱끈펭귄이 먼저 떠나고 이어서 젠투

수컷보다 작다. 코끼리해표는 평소에는 순하지만 새끼를 낳으면 사나워진다.

펭귄이 떠난다. 일렬종대로 줄을 맞춰 해빙 위를 걸어가는 펭귄들의 모습을 보면

표범해표는 기지 주변에서 가장 힘이 세고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로 유명하

서 대원들은 서운함과 함께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 멀리서 대원들이 보고 있으면 옆 눈을 게슴츠레 뜨고 대원들이 가까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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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기다린다. 공격을 하려는 것이다. 크랩이터해표는 서로들 너무 싸워서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인지 몸에 깊은 상처가 무수히 많다. 간혹 눈 위에 핏자국이 있는데 이를 따라
가보면 영락없이 크랩이터해표가 있다. 그에 비하면 웨델해표는 유유자적하는
선비와 같이 느긋하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정도야 뭐, 하는 표정으
로 잠을 잔다.
하지만 기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공격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야생동물들
이다. 아무리 귀여운 펭귄이라도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불가근
불가원. 어쩌면 남극의 본래 주인인 남극의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
리도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야생의 영역으로는 인간
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남극의 안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들의 이야

극지적응훈련 중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훈련 모습

기에 귀 기울일 일이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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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의료지원팀, 원양어선 선원의 목숨을 구하다

세종과학기지 제27차 월동연구대원들이 평온하게 주말 휴무를 즐

감았다. 의료대원은 환자 상태에 대해 “두개골 골절에 따른 급성 뇌출혈 가능성

기고 있던 2014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경, 기지 통신실로 다

과 함께 당장 수술을 위해 가까운 칠레 본토 병원으로 빠른 후송이 필요하다”는

급한 무전 한 통이 날아왔다. 국내 모 기업 소속 8,000톤급 어선의

진단을 내렸다. 즉시 수술을 안 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한 외국인 선원이 조업 도중 이마를 다치는 부상을 당해 세종과학기지의 의료

세종과학기지 의료지원팀은 어선의 선장과 상의를 해 환자를 비행기로 후송

지원을 받기 위해 기지 앞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바늘 꿰매는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기로 하고 일단 기지로 복귀했다. 푼타아레나스와 프

환자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다만 만약의 가능성에

레이 기지 간 상업적 항공을 운행하는 DAP이라는 칠레 항공사에 환자 수송

대비해 대원들은 비상대기체제를 갖췄다. 의료대원을 중심으로 해상안전대원

을 위한 특별항공기를 요청하는 메일과 전화를 했지만 주말 밤이어서인지 연

등 3~4명을 의료지원팀으로 구성해 각종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들고 대형어선

락이 닿지를 않았다. 그렇게 첫날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환자상태를 확

에 오르기로 했다. 저녁 8시경이 되자 환하게 불을 밝힌 대형어선 한 척이 깊은

인하기 위해 무전으로 연락을 하니 머리에 감은 붕대에 피가 고였다며 빨리

어둠을 뚫고 기지 앞바다에 나타났다.

와달라고 했다. 아침 8시, 의료지원팀은 신속히 어선으로 가서 환자에게 투

그날따라 파도가 높고 강풍이 불었지만 고무보트에 몸을 실은 의료지원팀은 어

약을 하고, 링거와 소변 라인을 잡아줘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

선에 접근해 배 난간에 내려진 긴 사다리를 타고 배에 올랐다. 배에서 만난 선

다. 환자의 빠른 후송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의료대원이 거듭 강조했다. 다행

원들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 했다. 그리고 선내

히 DAP과 연락이 닿아 다음날인 월요일 칠레 의료진을 동반시켜 비행기를

의무실로 들어선 순간, 의료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대원들도 너무 놀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그날 오후 6시경 어

라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한 명이 100kg이 넘는

선에서 다시 무전이 왔다. 링거가 환자 몸에서 빠져 다시 들어가지를 않는다

쇠 후크에 머리를 맞아 머리뼈 일부가 골절되어 머리가 붓고 출혈이 심해 의식

는 것이었다. 의료지원팀은 다시 배로 1시 반 정도 응급치료를 하고 기지로

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우선 의료대원이 상처를 소독하며 환자에게 약제와 링

복귀했다.

거를 투약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1차 응급처치를 하고 머리에 붕대를

드디어 환자를 후송할 비행기가 오기로 한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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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낮 12경이 되었다. 프레이 기지와 DAP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다.

정거리가 500m도 안 되었다. 결국 DAP과 프레이 기지로부터 시정 때문에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올 수 없다는 최종 통보였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활주로 사용이 불가해 당일 비행기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

쏟아졌고, 그 소식을 접한 어선은 바로 우리 기지 앞을 떠나 환자를 후송할 수

두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있는 곳까지 필사의 항해를 시작했다. 우리 대원들은 어선이 목적지에 도착하
는 이틀간 환자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신의 손길이 그 환자의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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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마음이 되다

을 놓지 않도록 염원을 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래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지의 의료팀은 그날도 아침과 저녁 두 번 어선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지내길 이틀. 목요일 저녁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대원들

에 올랐다. 환자 치료 3일째가 되자 대원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세종회관 식당으로 모였는데 통신실 대원이 식당으로 뛰어와 그 환자가 안

기지 앞에 정박해 우리 기지만을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는 대형 어선을 보면서

전하게 칠레 본토의 푼타아레나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와 수술을 마치고 회

대원들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며 다짐하

복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외쳤다. 대원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

고 또 다짐했다. 특히 당시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고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

렀고, 의료 대원을 껴안아줬다. 어선 선장이 현재 호전되고 있는 환자의 응급치

된 시점이라 대원들의 생명을 살리자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료에 도움을 준 세종과학기지에 감사의 전화를 한 것이다. 그날 저녁 식사만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배에 올랐을 때, 기적적으로 환자의 상태

은 세종과학기지 대원들 모두가 환하게 웃었고, 특히 의료대원과 치료를 지원

는 아주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의식도 점차 회복하며 사람을 알아보고 고통도

한 모든 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자축의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

느끼며,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보였다. 주변 외국인 선원들은 서로 손잡고 눈

난 4월 28일, 그 어선을 관할하는 국내 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해당 환자의

물을 흘리며 우리 의료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치료와 후송에 도움을 준 세종과학기지와 극지연구소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전

다행이 그날 밤, DAP과 칠레 프레이 기지로부터 다음날 오전 날씨가 좋으면 비

달되어 왔다. 대원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렸다는 긍지와 보

행기를 의료진과 함께 출발시키겠다고 기지로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 다음날은

람을 느꼈다.

정말 비행기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종과학기지 기상대원도 “안개가 변
수이지만 날씨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보를 해줬다. 만약 다
음 날마저 비행기가 안 오면 이후의 남극 날씨를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환자
상태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시간 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선은 직접 항공

03

눈과 얼음 천지인 남극에 가뭄이?

편이 닿는 다른 곳으로 40시간 정도 이동해 환자를 직접 후송키로 결정한 상태
였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이고, 겨울이 깊으면 봄이 가까운 것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오기로 한 화요일, 대원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새벽

이 자연의 순리이다. 길고 긴 남극의 겨울도 10월이 되면 드디어 봄

같이 일어나 환자의 비행기 후송을 지원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고무보트를 띄

이 찾아와 여기저기서 반가운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다에

울 채비를 갖췄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또다시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아침 8시

떠 있는 넓은 유빙들 위에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해표들도 자주 보이고, 펭귄

반 경 DAP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극의 안개와 바람 때문에 당장 비행기가 뜰

마을에선 봄이면 가장 먼저 오는 젠투펭귄들 수백 마리가 둥지를 틀려고 분주

수 없으니 낮 12시 반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대원들과 어선 관계자들은 또

히 오가면서 자리다툼을 벌인다. 하늘 위에는 봄의 전령사 스쿠아가 한두 마리

다시 절망에 빠졌다.

씩 보이기도 하고 겨울새인 쉬스빌은 떠날 채비를 서두른다. 또 세종과학기지

일단 의료팀은 다시 어선에 올라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응급치료에 집중하

가 위치하고 있는 바톤반도는 겨울 내내 덮여 있던 하얀 눈들이 따뜻한 북풍에

고, 그곳에서 간호를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환자 처치법을 가르쳐주며, 혹 이틀

녹아 이곳저곳이 시커먼 대지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며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간 항해할 때 쓰도록 필요한 약제도 충분히 제공해 준 후 어선을 떠나 기지로

처럼 조화로운 흑백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봄의 징후들 중에

복귀했다.

서 대원들에게나 대지에 꼭꼭 숨어있던 작은 생명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소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변수가 생겼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으로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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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건설 시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현대소

한겨울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세종과학기지의 담수화기

리로 오는 봄, 바로 물소리이다.

역삼투압(Reverse Osimosis) 방식이란, 염수와 담수 같은 농도차가 있는 용액

봄이 오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두텁게 쌓여 있던 눈이 녹아 시냇물처럼 흐르는

을 반투막으로 분리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농도 용액의 물이 고농도 쪽으

것이다. 그렇게 물소리가 들리면 꽁꽁 얼어있던 땅 속에서 지의류나 이끼들이

로 이동해 수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삼투’ 현상이며

비로소 긴 잠을 깨며 움틀 준비를 한다. 이런 물소리에 바빠지는 사람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위의 차이가 삼투압이다. 여기에서 고농도 용액에 삼투압 이

유지반장과 설비담당 대원이다. 눈 녹은 물을 기지 위쪽의 작은 호수인 현대소

상의 압력을 가하면 저농도 용액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에 잘 모이도록 하고 이 물을 기계동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까지 원활히 흐

‘역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설비를 역삼투 설비라고 한

르도록 해 하계기간 동안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9월부터 얼음이 조

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해수 담수화기를 총 3대 운용해 1시간당 1,000리터의

금씩 녹기 시작해 고이는 물은 11월 들어 기온이 영상이 되면 그 양이 늘어난

음용수를 만들 수 있다.

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

언뜻 생각하면 남극에서는 얼음을 녹이면 물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

는 2월 하순부터는 물이 얼어붙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

만 그러기 위해선 얼음이 가까운 곳에 많아야 하고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시설이

결국 4월 하순이나 5월 중순이 되면 얼음덩어리만 남고 호수는 말라버린다. 남

있어야 한다. 즉 차량이 얼음을 운반 할 수 있도록 기지 가까운 곳에 빙하가 있어

극에 가뭄이 찾아 온 것이다.

야 하는 것이다. 그런 빙하도 없으려니와 비중이 0.8 정도로 무척이나 무거운 얼
음을 옮기는 것은 남극에서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세종과

설비담당팀의 땀은 대원들의 생명수가 된다

학기지의 모든 시설이 중요하겠지만 17명이 식음수와 생활용수를 여유 있게 사

남극에 가뭄이 찾아온 그때부터는 해수 담수화기를 사용한다. 해수 담수화기는

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3대의 담수화기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

바닷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염분을 제거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담당팀은 4월이 되면 초순이 되면 담수화기 예방 점검 정비에 나선다. 남극

하는 장비를 말한다. 세종과학기지의 해수 담수화기는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

의 진짜 동절기이자 융설수가 고갈되는 시기인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담수화

여 염분을 제거한다.

기를 가동함에 있어 불시에 정지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

247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248

식수용 얼음을 채취하는 제3차 월동연구대원들

세종과학기지 식물공장 내부

절기에 혹여 고장이 나서 식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다. 그래서 조리대원들은 야채와 과일의 적당한 유지와 식단의 배분이 매우 중

고장 발생 예상 부분을 찾아서 부품 교체 또는 정비를 하여 모든 대원들이 월동

요한 숙제가 된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 한들 야채와 과일의 보존기간에

생활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설비담당팀 대원들의

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과학기지는 2010년 수경재배

수고로 생산된 물은 식수, 샤워 및 청소. 화장실 등 모든 생활용수로 사용된다.

가 가능한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을 도입해 운영함으로써 1~2주에 한 번씩 재배

남극에 다시 봄이 오기 전까지는 설비담당팀과 담수화기는 쉬지 못하고 계속

한 채소를 대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월동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용수를 생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땀이 남극에서는 대원들의 생명수가 되

식물공장은 여러 가지 기계들의 조화와 그 기계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운영되고

는 것이다.

있다. 식물들에게 빛을 주는 광원으로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온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자동전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액 보충 및 배출을 위해 여
러 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각각의 장치들은 정해진 시간과 센서의 신호에

04

니들이 남극산 오이 맛을 알아?

의해 대부분 작동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 있다. 이곳을 관리
하는 월동연구대원의 역할은 각 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양분 보충, 씨앗 파종,

‘야채와 과일이 아예 없는 것보다 없어져간다는 사실이 대원들에게

모종 이식, 가지치기, 옮겨심기 등 온실이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세종과학기지 조리대원이 다음 차수 조

로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대원에게 반드시 전해주는 이야기이다. 세종과학기지의 동계시

전체 월동생활 가운데 동계기간에 접어들면 야외 활동 횟수도 줄어들고 햇빛을

즌에는 남극의 악천후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기지에는 과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는 환경과 자

일이나 야채의 보급이 중단되기 일쑤다. 그래서 대원들은 채소나 야채를 냉동식

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녹색 식물들을 키우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품이나 가공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선한 채소에서 공급받는 영

식물공장은 대원들의 월동생활에 적지 않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식물공장의

양분의 섭취가 어렵고, 녹색식물을 가까이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기계설비대원이 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씨앗 파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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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에서 수확한 채소

재배한 채소로 식사하는 월동연구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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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한겨울에도 식물공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2011년부터 4년차에 접어든 땡초(매운고추)나무가 대표적이고,
안 매운 고추나무도 7그루가 있다.
30년 전에 이미 세종과학기지에 식물공장이 있었다

종 이식, 옮겨심기 등은 모든 월동연구대원들이 돌아가며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긴 겨울 식물공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원들에게 크나 큰 위안이 된다. 그런

욱 그렇다. 식물공장은 대원들 모두에게 열린 녹색 힐링의 공간인 것이다. 영하

만큼 대원들은 식물공장에 관심은 지대하다. 어느 차수에서는 식물공장에서 키

40°C를 넘나드는 남극의 한 겨울에도 식물공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과

우는 고추나무에 담당팀을 정하고 누가 더 싱싱하고 큰 고추를 키우나 경쟁을

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해 남극 고추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성 들여 키운 자기 팀의 고추에 진

2011년부터 4년차에 접어든 땡초(매운고추)나무가 대표적이고, 안 매운 고추

지한 표정으로 자를 대고 길이를 재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웃음

나무도 7그루가 있다. 남극에서는 보기 힘든 싱싱한 채소인 방울토마토가 열매

을 자아낸다.

를 맺는 날에는 대원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성장이 빨라서 대원들에게 인기

사실 식물공장이 도입되기 20년 전인 1990년 제3차 월동연구대도 식물공장과

가 많은 청상추, 적상추를 비롯해 청갓, 치커리, 쑥갓, 깻잎, 애호박도 있다. 수

비슷한 시도를 했었다. 3차 월동연구대는 세종과학기지에 온실을 운영하기로

확한 채소는 모든 대원이 좋아하는 삼겹살 파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밖

하고 이에 필요한 물자를 사전에 준비했다. 입 남극한 후 3차 월동연구대원들은

에도 다양한 식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대원들의 지친 영혼과 허기진 육체를

빈 컨테이너 한 개에 히터를 설치하고 대원들 모두가 일주일을 매달려 온실을

살찌우는 값진 보물이 된다. 다만 한정된 수확량으로 아쉬움이 따르고, 그래서

만들었다. 본국에서 가지고 간 배양토와 남극의 흙을 잘 섞어 큰 화분을 만들고

더욱 귀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곳에 오이, 들깨, 상추, 무, 배추 씨앗을 파종했다. 처음에는 싹이 제법 잘 나

이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연일 심각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고민 끝에 농촌진흥

열심히 일한 당신,
남극을 즐겨라

청과 종묘회사 등 도움이 될 만한 유관기관에 팩스와 전화로 문의를 했다. 물과
빛이 문제일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남극 빙하가 녹은 물을 식물들에게 주
었는데 산도를 측정해 보니 산성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온정수기를 가동해 물
을 약간 중화시켜보았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다. 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컨테이
너 벽면을 랩으로 붙이고 형광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결국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상추가 제법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다. 전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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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는 듯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일부 무와 배추 싹이 말라 죽었다. 뿌리가 썩은 것

이 모여 수확을 하고, 그날 대원들은 남극대구회를 상추쌈에 먹을 수 있었다.
대원들에게 돌아간 상추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히 열 장씩이었다. 상추에
01

이어 오이도 제법 잘 자랐다. 처음 달린 오이는 아까워서 쉽게 따먹지를 못했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다. 그런데 어느날 애지중지하던 오이가 사라졌다. 대원 중 누군가 참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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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따먹은 것이었다. 기지 내에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 오이서

혹한의 추위 속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동토의 땅 남극에 사람의 발

리꾼은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로 컨테이너에 튼튼한 자물쇠를 달고 담당자

길이 닿게 되고, 나라마다 기지를 만들어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서

를 정해 몇몇 대원이 교대로 오이를 가꿔 오이가 잘 자라게 했다.

사람 사는 곳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들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드디어 세 개의 오이를 수확하게 되던 날, 기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만들며 나름대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강구해 왔다. 그들이 남극에서

이 오이를 어떻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까 하는 것이었다. 한 대원이 오

사는 즐겁게 사는 법, 그들의 축제와 명절을 소개한다.

이소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발한 제안이었다. 오이소주를 만들면 누구나
공평하게 오이의 향을 누릴 수 있을 터였다. 즉시 오이소주가 제조되었고, 대원

동지, 겨울의 절정에서 봄의 희망을 보다

들은 한 잔씩 공평하게 이를 나누어 마시며 남극에서 고향에서나 느낄 수 있는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반구에서는 6월 21일은 낮이 길이가 가장 짧고 밤

오이의 맛과 향을 흠뻑 누릴 수 있었다.

이 가장 긴 ‘동지(冬至)’이다. 반대로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그날 낮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대원들은 후배 대원들에게 ‘니들이 남극의 오이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이다. 남위 62도에 위치한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맛을 알어?’라며 당시를 회상하곤 한다. 돌이켜보면 30여 년 전 선배들의 그러

이날 밤의 길이가 19시간 30분 정도 지속된다. 그러나 위도가 더 높은 지역에

한 무모한 도전이 있었기에 현재 세종과학기지의 후배 대원들이 다른 외국기지

서는 하루 종일 밤만 계속 된다.

가 부러워하는 식물공장에서 싱그러운 채소를 재배하며 영혼과 육체를 살찌우

남극에서 월동하는 모든 기지에서 동지는 가장 큰 기념일이다. 일 년 월동 기

는 힐링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간 중 겨울의 한가운데이고,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인 것이다. 이런
동지를 축하하기 위해 남극의 기지들은 동지축하카드를 만들어 남극에서 같
은 생활을 하고 있는 타 기지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는 전통이 있
다. 이 때가 되면 세종과학기지 대원들도 동지 축하카드를 만들어 남극에 있
는 모든 기지에 이메일로 보낸다.
한편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동지를 맞이해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 파티의 기본
은 ‘풍족한 음식’이므로 다양한 음식이 준비된다. 우선 조리담당대원은 동지
팥죽을 시작으로 일 년에 한 번밖에 못 먹는 특별식을 마련하고, 대원들도 팀
제30차 월동연구대 동지축하카드

으로 나눠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어 같이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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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남극동지 파티를 즐기는 월동연구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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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준비를 위해 세종과학기지에서 체류 중인 외국 연구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본국에서도 동료들과 가족, 지인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한다.

세종과학기지 17명의 월동연구대원들에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추석은

무엇보다 동지가 대원들에게 반가운 것은 반환점이 되는 겨울의 절정에서 봄

아쉬움이 큰 날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의 희망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추석 전날 대원들이 모두 모여 차례 지낼 송편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강정도 만들고, 두부도 직접 만든다.

대원 중 누군가는 어김없이 방송을 타는 추석과 설 명절

세종과학기지 17명의 월동연구대원들에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추석은 아쉬
움이 큰 날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추석 전날 대

져 있는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이 딱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다. 화상통화나 전화

원들이 모두 모여 차례 지낼 송편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강정도 만들고, 두부

인터뷰 등이 성사되면 본국의 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방송을 타는 대원과 그를

도 직접 만든다. 평소에 모르던 아내와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지켜보는 다른 대원들도 잠깐 동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하다. 음식준비가 끝난 늦은 저녁시간에는 두세 명씩 편을 나누어 윷놀이를 하

설이 되면 세종과학기지는 한국보다 12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설날

기도 한다. 문제는 대원들이 살던 지역이 전부 다르다보니, 윷놀이 방식도 약간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을 것이므로 대원들은 가족 친지들과 전화통화를

씩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른 룰로 갑론을박하다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진다.

하기 위해 대부분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린다. 본국이었다면 휴대폰으로 언제, 어

추석날 아침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의 건강과 남은

디서도 쉽게 전화를 할 수 있었겠지만, 모두가 그 먼 곳에서 가족들에게 설날

월동생활도 무사히 즐겁게 지나가기를 빌며 조상님께 감사의 차례를 지낸다.

아침 새해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보니 한정된 유선통화

차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날이 좋은 경우에는 차례를 마치고 몇몇 대원들

로 순서를 기다리느라 쉽지만은 않다. 가족들과는 통화가 어려운데 뜻밖의 전

은 기지 주변의 봉우리로 등산을 가기도 한다. 그런데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추

화 통화 요청을 받기도 한다. 바로 높으신 분들의 새해 대국민 이벤트용 통화

석이 다가옴을 먼저 각종 TV 및 라디오의 인터뷰 쇄도로 느낀다. 매년 추석을

다. 일례로 2008년 설날 오후 2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터넷을 통한

맞아 매체들 입장에서는 가족애를 부각시켜야 하는 추석에 가족들과 멀리 떨어

화상통화가 있었다. 당선자는 현대건설에 재직할 때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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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올림픽에서 각국 팻말을 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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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올림픽 시상식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에 이르니 감회가 새롭다며 남극세종과학기지

우리나라의 성적은 매년 다르지만 보통 중상위권이다.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수선 및 증축공사로 기지에 있는 건설사 직원들에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박빙의 실력을 겨루다 아깝게 경기에 지게 되면 대원들은 억울해 하며 분함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전했다.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4일 동안 올림픽을 치르고 폐막식을 할 때면 모두 잊고 다시

비록 멀고 먼 곳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례도 지내고 가족 친지들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모두가 남극공동체의 일원임을 되새기게 된다.

과 짧게나마 통화를 하고, 방송에도 출연하다보면 고향에서와는 다르지만 세종
과학기지도 제법 명절 분위기를 나름대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중하기도 한다. 남극 올림픽은 킹조지섬에서 가장 큰 기지인 칠레 프레이 기지
우리는 하나, 남극올림픽

에서 열리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국, 칠레, 우루과이, 중국, 아르헨티나,

남극에서 가장 깊은 겨울인 7월과 8월에는 킹조지섬의 각국 기지 대원들이 참

러시아, 브라질, 폴란드 등 8개국 기지 대원들이 모두 참여한다. 이처럼 모두들

여하는 남극올림픽대회가 열린다. 겨울이 되면 각 기지의 대원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 기지들의 대원들은 칠레, 우루과이, 중국

만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남극올림픽을 열어 경기를 하며 서로 우애도 다

의 기지에 나누어서 숙박을 하는데, 우리 대원들은 주로 중국 기지에서 신세를

지며 즐기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대회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각국 기지 대

지는 경우가 많다. 남극올림픽의 종목은 매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축구,

원들은 남극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된다. 남극올림

농구, 배구, 당구, 탁구 등 총 5종목으로 이뤄진다.

픽의 취지는 친선을 위한 경기이지만, 막상 경기에 임하면 각각의 나라를 대표

우리나라의 성적은 매년 다르지만 보통 중상위권이다.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

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되어서 가끔 부상자가

니지만 박빙의 실력을 겨루다 아깝게 경기에 지게 되면 대원들은 억울해 하며

발생하기도 한다.

분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4일 동안 올림픽을 치르고 폐막식을 할 때면

우리 세종과학기지 대원들도 올림픽 시즌이 가까워지면 각 종목별 최정예 선수

모두 잊고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모두가 남극공동체의

들을 선발해 영하 20°C가 넘는 혹한 속에서 입김으로 손을 녹여가며 연습에 집

일원임을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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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한명 한명이 교수가 되는 남극 대학

남극 까치의 방문은 월동생활에 작은 기쁨이 된다.

남극에도 영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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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의 어느 날, 제23차 월동연구대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2010 남극 영화제’ 후보작들에 투표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남
극 영화제는 남극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기지나 참여 가능한 축제로 남극에 위
치한 기지의 대원들이 제각기 처해있는 환경과 보유한 소품들을 활용해 나름대
02

세종 말 미 한국에

아

로의 상상력을 발휘해 제작한 단편영화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각국의 기지대원
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행사이다. 지정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남극의 까치

은 링크들이 있고, 눈에 익은 타국 기지의 대원 이름들이 보인다. 남극의 인터

지금은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쉽게 이메일과 화상통화 등 인터넷을

넷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기 힘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하고

이용해 국내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연구원들은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파일들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나 걸린다. 파일에는 동영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개통되기 전에는 칠레 프레이 기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상 파일과 엑셀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 엑셀 파일에는 후보작을 감상한 후,

에서 칠레기지 헬기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었다. 그때 그 헬기를 대원들은 까치라

부문별(작품성, 연기력, 촬영기술, 시나리오, 소품) 투표를 하라는 칸이 있다.

고 부른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우리의 옛 속담에 빗대어

길지 않은 동영상이라도 여러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고국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

만 관심이 있는 대원들은 타국의 대원들이 기량을 발휘해 만든 영화를 감상하

하는 지금도 그 까치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우편물 내

며 세종과학기지와는 다른 기지들의 모습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용이 많이 바뀌었다. 고국에서 보내온 가족들의 편지와 신문, 소식지 등이 많았

‘2010년 남극영화제’에는 토끼 외계인의 공격, 대걸레의 반란, ‘검성’이란 제목

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극지봉투와 세종과학기지의 직인을 부탁하는 편지, 대원

의 여자 닌자 이야기 등 장르도 액션, 멜로, 스릴러, 호러, 다큐멘터리 등 다양했

들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기업체에서 보내온 사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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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원들은 출품한 영화들을 감상하며 비록 블록버스터 급은 아니지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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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력이 블록버스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극대학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은 기지 운영과 연구라는 목적으로 1년 동안 혹
한의 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대원들 모두 각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다. 그래서 길고 긴 월동기간을 보다 유의미하고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차수별로 명칭은 남극대학, 세종대학, 남극세미나 등으로 조금씩 다르
지만 대원 각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소개하는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잠수란 무엇인가?’, 생활스페인어, Auto CAD, 스키&골프, 사진, 요가 강좌 등
남극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으로부터 남극의 기상, 생물, 지질, 지구 온난화

1999년 설치된 위성안테나를 통해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등 과학연구 분야에 이르기까지 강좌의 내용도 대원들의 전공 분야나 관심 사
항이 다른 만큼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강좌는 대원들에게 어깨 너머로 어설
프게 알아왔던 것을 전문가의 가르침으로 보다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 하나의 월동생활의 재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쏟아놓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이 깨면 숙취보다 더 고통스러운 후회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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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립무원에서 빌게이츠@생각의 속도로 진화하다

게 되는 것이 당시 대원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씩 있는 속 쓰린 경험이었다.
그 옛날 어느 대원이 전화비용으로 몇백만 원을 날렸다는 전설이 과장만은 아

비행기 사고로 한 남자가 1,500일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지내는 이

닐 것이라는 것이 당시 월동연구대원들의 말이다. 그나마 가끔씩 중간보급 편

야기를 그린 ‘캐스트 어웨이(Cast Away)’라는 영화가 있다. 톰 행

에 뭉텅이로 배달되어오는 고국의 신문이 새로운 소식에 대한 갈증을 해갈시켜

크스가 주인공 역을 맡아 호평을 받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고립

주었는데 빠르면 2주 전, 늦으면 두 달 전의 기사들이어서 신문(新聞)이 아니라

무원의 무인도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에서 주운 배구공에 사람 얼굴

구문(久聞)이었지만 이마저도 대원들에게는 귀하고 반가운 소식들이었다.

을 그려놓고 마치 사람인 양 대화를 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고립무원의
무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세종과학기지도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기는 마찬가

18시간 끝에 다운로드 받은 가족의 동영상

지이다. 지금이야 인터넷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고국의 가족

1999년 말 세종과학기지에 인터넷이 개통되면서 기지의 생활풍경도 많이 변화

들과 소식을 교환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열리기 전인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

되었다. 인터넷 개통 초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

도 대원들의 유일한 외부세계 직접 접촉창구인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았지만, 점차 개선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로 큰 부담 없이 외부세계와 직

시간은 한 달에 고작 3분이었다고 한다. 1분에 만 원이나 하는 비싼 전화요금 때

접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에는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와

문이었다. 그래서 대원들은 가족과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할 말을 적어놓은 후

인터넷선을 연결해 일반전화와 같이 사용하는 070 인터넷전화가 설치되어 사

통화가 시작되면 6초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초 단위로 재며 속사포

랑하는 가족, 애인, 아이들과 언제든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품질

처럼 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원

도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이 되었다. 2010년에는 인터넷 전송 속도가 256kbps

들은 전화이용을 자제했다. 하지만 어쩌다가 회식 중에 술이라도 한잔하게 되

에서 1Mbps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당시까지는 칠레 Telmex 사의 위성인터넷

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전화통을 붙잡고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망을 이용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

261

터넷이 심상치 않더니 일요일이 되자 아예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전

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도 거의 없고 햇빛도 비치는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완전히 불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4일 동안 계속되었다.
대원들은 하루는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하는 대원, 매일 애인한테 전화
하지 않으면 곤란한 대원, 아내하고 애들한테 전화해야 하는 대원 등 “전화를
꼭 해야 하는데….”라며 애절하게 통신대원만 쳐다보았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에도 블리자드가 불거나 초속 10m 이상의 북풍이 불면 인터넷이 불통일 때

말했듯이 인터넷은 어느새 기지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애인들을 연
결시켜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의외로 인터
2010년 KT 전용망 개통

넷이 두절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자 대원들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들이었다. 칠레 위성통신사에 여러
번 연락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 답변이 신통치 않았다.
그러다가 보다 못한 통신담당 대원이 안테나의 주요 부품들을 하나씩 점검
하고 교체한 결과 갑자기 인터넷이 다시 되기 시작했다. 남극의 혹독한 날씨
에 부품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인터넷이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은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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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없어도 잘 지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대원들도

하고 있던 대원들도 “그래도 인터넷이 되니까 좋다”며 인터넷 때문에 고생을

“그래도 인터넷이 되니까 좋다”며 인터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많이 했던 통신대원에게 모두들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통신대원에게 모두들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인터넷과 함께 대원들의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위성TV이다. 여러 대
원이 둘러앉아 보는 위성TV는 한국 소식을 생동감 있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기지에서는 KBS 월드, YTN, 아리랑 TV 등을 시

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에 익숙해져 온 대원들은 굼벵이 같은 인터넷에 처음

청할 수 있다. 위성TV를 시청할 수 없을 때 대원들에게 위안이 되어주던 것

에는 다들 적응이 안되었다.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좀처럼 비워

은 고국에게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보내 준 비디오테이프였다. 그 비디오테이

지지 않는 모래시계를 들여다보며 인내심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가족이 보

프에는 고국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나 TV프로그램 등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낸 50메가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을 받는 데 무려 18시간이나 걸리기도 했다. 하

드라마나 TV프로그램도 대원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지만 이마저 기상이 안 좋을 때면 위성 접속이 끊겨 그리운 가족들과 며칠씩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광고였다. 광고만큼 시류나 세태를 바로바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다. 2010년에 개통된 KT 전용망은 KT에서 극지연구 활

로 반영하는 매체도 없었을 터이니 늘 고국의 현재 소식에 목말라 있는 대원

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과학기지와 극지연구소를 위성과 해저케이블을 이용

들에게 광고가 가장 좋은 트랜드 소식통인 셈이다. 물론 그 광고조차도 몇 주

해 하이브리드(hybrid) 네트워크로 구성한 것이었다. 비록 한국과는 비교도 안

또는 몇 개월이 지난 과거의 것이긴 했지만.

되는 속도이지만 한층 더 빨라진 인터넷 속도에 대원들은 모두 만족해했다.

여하튼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바톤반도에 세워진 이래 30년 동안 1만

1990년대 말 이전에 기지에서 월동한 선배대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무환

7,240km의 공간적 거리는 그대로이지만, 시간적 거리만큼은 ‘빌게이츠@생

경이 꿈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후배대원들은 인터넷 속

각의 속도’로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끊기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 변고라도 생긴 것처럼
난리가 난다. 2009년 11월 어느 날 그러한 변고가 일어났다. 이틀 전부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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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재포장 한다. 그리고 이를 냉동 컨테이너 1대를 포함해 4~5대의 컨테이

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칠레로 오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은 적도를 지
나기 때문에 혹 변질된 물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이 끝나면 칠레
에서 구매한 야채류와 음료수, 육류와 함께 다시 연구선으로 5일 정도 이동해
이곳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한다.
한편, 중간보급의 형식으로 주변 기지의 항공기로 2~3개월에 한 번씩 소량
이지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받는다. 그런데 이 항공기는 kg당 운송료를 내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너에 실어 90일정도의 기간을 거쳐 칠레로 보낸다. 이후 칠레에 도착한 물품

야 하므로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또한 변덕스런 남극날씨로 인해 그나마도
자주 운행하지도 못한다.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음식재료가 아예 없는 것보다 없어져 간다는 것에 대원들

대원요리

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장기간 보관하기에 한계가 있는 야채나 과
일에 대해 더욱 그렇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
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늘 조리담당 대원은 식단을 짤 때 음
식 재료의 배분과 조절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조절을 한다
한들 몇 개월 동안 삼시 세끼의 음식 재료를 조절하며 저마다 다른 대원들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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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들어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대원요리’는

성을 맞춰 식단을 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기지에

월동연구대원들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런 즐거움 중에

서는 일요일이면 조리대원이 아닌 일반대원들이 팀을 이뤄 솜씨를 발휘해 별식

월동연구대원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도 잊지 못하는 남극의 맛이 있으니

을 만들어 먹으며 긴 겨울의 무료한 생활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도 한다. 일명

바로 만년빙을 이용한 요리이다.

‘대원요리’가 그것인데 2009년 22차 월동연구대원들의 ‘대원요리’ 과정을 살펴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짐작할 수 있다.

04

오늘의 신상(품) 과자는 뭘까?

남극에서 맛보는 시골밥상

그날의 대원요리는 김성일 중장비담당대원과 김경복, 박정민, 황기환 대원이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먹는 음식은 상주하는 월동연구대원

준비했다. 김성일 대원과 박정민 대원은 기지 안에서 뛰어난 음식 솜씨로 유명

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각 대원의 선

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대원들의 기대가 컸고, 두 대원들도 그런 기대에 부응

호도 조사부터 시작한다. 어느 대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하고자 주 초반부터 고심했다. 우선 주 메뉴가 정해지기 전인 월요일부터 막걸

싫어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며 또한 현재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은 어

리 제조에 들어갔다. 세종과학기지에는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고걸리(고광주표

떤 것이며 무엇이 부족하고 남을 지를 파악해 차기 월동연구대원들과 하계연

막걸리)를 만드는 제22차 월동연구대 발전담당 고광주 대원 덕분에 다른 양조

구대원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 재료에 따라 직접구매 또는 외

가가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 박정민 대원이 대원요리를 위해서 특별히 인터넷

부위탁 업체에 의뢰해 구매를 한다.

에서 전수받은 비법으로 녹차막걸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처음 만들어보는 막걸

4~5개월 정도의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원들이 기지생활

리지만, 잘 발효되기를 기원하면서 막걸리에 어울리는 요리를 구상했다. 대원

을 더 만족스럽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느냐가 달려있다. 이렇게 구매한

들 모두, 고향 집 할머니의, 또 어머니의 넉넉하고 푸근한 정성이 담긴 그런 밥

물품은 다시 연구소에서 일일이 수량 및 상태, 원산지를 확인해 대형우드박

상이 그립다고 했다. 그런 밥상이 나오면 어떤 막걸리가 나와도 맛있게 넘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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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요리’는 월동연구대원들만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그런 즐거움

로 만년빙을 이용한 요리이다.
빙벽이 무너지고 유빙이 바닷가로 몰려오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바닷가가 기포 터지는 소리로 요란해지는 것이다. 뽀골뽀골거리는 작은 소리
부터 한순간에 크게 터지는 소리까지 긴 해안을 따라 제법 요란하다. 빙하가
머금고 있던 압축된 공기가 물을 만나 녹아 방출되면서 방울방울 터지는 소리
이다. 만년빙에 포함되어 있던 기포가 터지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그 기포를 연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중에 월동연구대원들이 고국에 돌아와서도 잊지 못하는 남극의 맛이 있으니 바

구함으로써 수만 년에서부터 몇십만 년 전까지의 대기 상태를 분석하고 기후
를 예측한다.
제19차 월동연구대 아사도 파티

조리대원은 기포를 균일하게 머금은 질 좋은 만년빙을 골라 식당으로 가져간
다. 송곳과 망치를 이용해서 잘게 부수고 물로 씻으면 일단 얼음 준비가 끝난
다. 이렇게 준비된 얼음이 이용되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팥빙수, 칵테일, 럼, 콩
국수, 열무냉면 심지어 포도주에도 이 얼음을 넣어서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그
궁합이 은근히 괜찮다. 멀리 하얀 크레바스의 빙원을 보면서 얼음을 잔에 담아
뽀골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목으로 넘기면 그 맛이 일품이다. 그 중에서도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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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는 염원에, 이번 대원요리는 ‘시골밥상’이라는 테마로 준비되었다. 김경

빙으로 만든 열무국수는 단연 압권이다. 1월 달부터 5개월간 숙성시킨 쉰 김치

복 대원은 압력솥으로 한 밥에 누룽지까지 곁들이겠다며, 창고를 뒤져서 압력

를 송송송 썰어서 국수에 얹고, 거기에 열무김치 적당히, 시어머니 저리 갈 정

밥솥을 꺼내고 혹시라도 당일 잘못될까봐 미리 테스트까지했다.

도로 알싸하면서도 시큼한 김치 국물을 미리 식혀둔 다시마와 멸치 우려낸 국

박정민 대원은 숯불에 직접 구운 고등어구이를 만들겠다며, 이틀 전부터 냉동

물에, 지금 막 건진 만년빙을 넣어 만든 열무국수. 톡 쏘는 국수국물에 한 그릇

창고에서 고등어를 꺼내 배를 가르고, 양념까지 해서 미리 재어놓았다. 자취생

을 게눈 감추듯 후루룩 말아 먹고, 또 한 그릇을 말아 먹는다. 남은 양념에는 참

활, 객지생활 10년이라는 김성일 대원은 온갖 반찬거리(오징어채, 오징어무침,

기름 몇 방울에 간장을 버무려 따끈한 밥을 비벼 먹고, 입가심으로 다시 알싸한

오뎅무침, 시래기된장무침, 미역줄기볶음, 다시마튀김)를 준비했고, 황기환 대

국수국물로 목을 쓸어주는 그 느낌. 남극이 아니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만년빙

원은 싱싱한 야채와 과일이 아쉬운 대원들을 위해서 비록 통조림 과일과 냉동

열무국수다.

딸기이지만, 과일화채와 딸기쉐이크를 준비했다. 시골밥상에 딸기쉐이크는 안

만년빙 요리와 함께 세종과학기지에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아사도’라

어울릴 것 같기도 했지만, 시골 부잣집이라는 억지 설정에 못 이겨 다른 대원들

는 요리이다. ‘아사도’란 스페인어로 구운 고기, 혹은 우리가 흔히 쓰는 바비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익은 막걸리와 함께한 얼큰한 된장찌개, 문어

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다. 일반적으로는 모닥불이나 숯불에 고기를 올려놓고

숙회, 고등어구이에 무수한 정겨운 반찬으로 채워진 ‘시골밥상’에 모든 대원이

구워먹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하계대가 모두 철수한 3월 쯤 월동연구대원들은 첫

만족하면서 식사를 했다. 한국에서 2만여 km 떨어진 남극이지만, 오랜만에 고

‘아사도’ 파티를 한다. 먼저 양고기를 통째로 바비큐걸이에 걸고, 그 밑에다가

향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고향의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생각나 흐뭇하게 미소

불을 피워 3~4시간동안 천천히 돌려가며 굽는다. 그 후 부위별로 잘라서 바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대원요리였다.

큐 그릴에 다시 한번 구우면 맛있는 ‘아사도’가 완성된다. 굽는 데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아사도’는 이전에 월동 경험이 있는 대원이 맡기 마련인데 오

결코 잊을 수 없는 남극의 맛, 만년빙 열무국수

랜 시간이 흐르며 선배대원들에게서 후배대원들에게로 그 비법이 전수되는 세

이처럼 대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들어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대

종과학기지의 대표적인 요리가 ‘아사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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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이 시작된다.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 대원들은 여가

가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월동연
구대원의 여가활동은 실내에서 하는 활동과 야외활동으로 나뉜다.
먼저 실내활동을 살펴보면, 세종과학기지는 남극임에도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
게 이뤄지는 편이라,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
영화 한편 다운로드 받는데 대략 이틀 정도(2015년 기준) 걸리기는 하지만, 대
원들은 이렇게 입수한 영화나 드라마,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삼삼오오 휴게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시간을 즐긴다.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활동만으로 견뎌야 하는 대원들에게 여

에서 모여서 함께 관람하며 국내 문화의 흐름을 열심히 쫓아간다. 국내에서
1,000만 명이 관람한 영화, ‘국제시장’과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이 등장
세종과학기지의 설상 축구

했던 ‘배달의 무도’ 특집도 세종과학기지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매년 보급되는 신간,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1,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한
세종도서관도 있다. 국내에서는 바쁜 일상에 쫓겨 읽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다
양한 책들을 많은 대원들이 탐독한다.
전산화된 대여시스템은 없지만,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리에 힘써 주는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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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원들의 간식거리를 미리 준비해 대원들에게

실내 활동 중에서 휴게실에 설치된 당구대에서 펼쳐지는 당구경기가 단연 가

제공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과자이다. 다 큰 성인남자들이 무슨 과자인가 하

장 인기가 있다. 점심, 저녁 식사 후 삼삼오오 모여서 벌이는 경기는 대원 모

겠지만 모르는 소리다. 군 복무시절 고참의 눈치를 살피며 PX에 가서 허겁지

두에게 웃음을 주는 즐거운 시간이 되곤 한다. 이렇게 평소에 충실히 연습한

겁 과자를 삼킨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 것이다. 세종과학기지에서

덕분에 남극올림픽 포켓볼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 당구 자체도 재미있

는 고참의 눈치는 살필 필요가 없다. 단, 과자도 한 종류가 아니고 비치되는 과

지만, 당구 덕분에 모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자의 종류는 총무가 선택을 하게 된다. 5~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미 다 먹어본

점도 당구가 인기 있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당구에 취미가 없는 대원들까지

과자이기 때문에 대원들도 시큰둥해지지만 초기에는 오늘은 어떤 신상품이 나

도 휴게실에서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한다.

올까가 대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총무의

대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 월동의 중반부,

경우에는 5~6개월 동안 비장의 무기를 꼭꼭 숨겨두었다가 대원들의 관심이 시

6~8월에는 매월 체육대회를 개최해 모든 대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

들해질 무렵 이를 내놓아 대원들에게 큰 찬사를 받는 재미를 보기도 한다. 물론

로 삼는다. 그중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이 2015년 제28차 월동연구대 연

그 다음부터 한동안 대원들에게 또 숨겨놓은 신상품이 없냐는 추궁을 받아야

구대원들이 준비했던 체육대회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색 탁구 경

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기를 개최했는데, 냄비, 밥주걱, 윷놀이판, 냄비받침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경쟁하는 탁구경기였다. 이 엉뚱한 도구들에 부딪히는 탁구공의 굉음도 그렇
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열심히 특수배트를 휘두르는 대원들의 모습 때문에

05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심심할 틈이 없다

모두들 배꼽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체류인원도 많고 그만큼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은 하계시즌이 지나,

천혜의 원형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설상발야구

하계연구대원들도 모두 돌아가고 나면 월동연구대원들만의 본격적

야외활동을 살펴보면, 날씨가 좋은 휴일에는 하얗게 눈 덮인 평원에서 설상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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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곡차곡 겹겹이 쌓인다. 천혜의 원형경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은 경기장 안으로 다시 굴러 들어온다.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넘어져도 다
칠 염려가 없다. 대원들은 노끈으로 홈과 베이스를 표시한다. 규칙은 단순하다.
눈 위에서 투수가 공을 굴릴 수 없어서 공은 홈에 놓고 차는 것으로 한다. 그리
고 홈 송구보다 주자가 먼저 들어오면 득점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웃이다. 달리는 주자는 베이스를 밟지 않았을 때 공으로 맞추면 아웃이다. 하
지만 눈 위에서 하는 발야구는 정말 힘들다. 일단, 눈 위에서 뛰는 것이 힘들다.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이처럼 얼어붙은 호수는 발야구를 하기에 더없이 좋다. 아무리 공을 멀리 차도

특히 2루 베이스는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1루에서 2루로 달릴 때는 경
사 아래로 푹푹 빠지면서 가다가 2루 앞에서 고꾸라지기가 일쑤다. 2루에서 3
루로 달릴 때는 무릎까지 빠지는 언덕을 뛰어올라야 한다. 수비도 마찬가지이
다. 홈 송구를 하더라도 한 번에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혀 바운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에 눈에 빠지면 공은 그냥 그대로 서 있다. 어설프게 송구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주자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주자의 행동
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는 속도로 봐서 그 앞 어디쯤으로 던
정식스키장은 없어도 남극의 방식대로 스키를 즐긴다

지면 되겠거니 하지만 이미 주자는 넘어져서 눈에 묻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못 달리고 못 던지니 웃느라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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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번 점수가 나기 시작하면 홈을 밟자마자 다시 타자로 나설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월동연구대원끼리 한정된 인원으로 즐기다 보
니 쉴 틈이 없는 것이다. 또한 겨울철 운동으로는 설상야구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 대원들의 중론이다.
구를 즐기기도 한다. 눈이 수북이 쌓여서 한걸음 뛸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세종과학기지 야외활동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스키이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사방이 탁 트인 평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서로 엉겨

대원들은 남극에 들어가기 전부터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점에 설렌다. 동계기간

붙다 보면, 남극에서 느끼는 고립감마저 떨쳐버리고 상쾌해지곤 한다. 설상축

이 시작될 무렵이면 기지 주변의 봉우리와 언덕 들은 눈으로 덮여서 천연 스키

구와 함께 대원들이 자주 즐기는 것이 설상발야구이다.

장이 된다. 새하얗게 부서지는 눈밭을 가르며 활강을 하다 보면, 눈보라로 인해

세종과학기지 뒤편에 커다란 호수가 있다. 세종호로 불리는데 이 호수 앞으로

위축되었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문제는 신나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

는 숙소동, 동쪽에는 지구물리관측동과 세종관제소, 뒤쪽으로는 고층대기관측

가는 것이다. 리프트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원들은 교대로 스노모빌

동과 중장비보관동이 있다. 호수의 넓이는 가장 긴 곳이 30m는 족히 되고 최대

을 운전하며 동료들을 꼭대기로 수송해 준다. 덕분에 스노모빌에 매달려 오르

수심은 3m에 이른다. 이 호수 위쪽에 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자갈밭을 지나 이

막길을 오를 때는 수상 스키와도 같은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다.

곳으로 물이 유입된다. 이 물은 지하로 천천히 스며들어 세종곶으로 빠져나가

이처럼 세종과학기지의 대원들은 제 아무리 혹독하고 열악한 남극의 환경일지

고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된다. 기지 주변의 대지는 대부분이 거칠고 날카로운 돌

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는 긍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오

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눈이 녹기 시작하면 물이 금방 호수로 유입되기도 하

늘도 눈밭에서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얼어 버리면 호수의 물은 모조리 다 빠져나간다. 두꺼운
얼음은 완전히 그대로 주저앉아서 호수 바닥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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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EARS HISTORY OF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5

세상의 끝에서
다시 열리는
미래

01

바닷길이 다시 열리는 날, 봄이 찾아오다

9월이 되면 대원들의 마음은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비교적
느슨했던 좋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여름을 대비해
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겨울 동안 하기로 했던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단 다음 월동연구대와 교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
272

봄이 오는 마리안 소만

인수인계식을 위해 각 분야 인수인계장도 만들어야 한다. 각자 본인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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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월동보고서를 일단 완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바쁜 여름에 이것
까지 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일 년을 정리하는 문집인 <눈나라 이야기>도 각
자 맡은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 하계연구대가 들어올 것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겨우내 체육관 뒤쪽에 계류해 뒀던 거북호도 점검해야 한다. 기지 대청소와 숙
소동 청소, 식재료 일 년 치를 채우기 위한 냉동고 청소 등 일이 끝이 없다.

먼저 맥스웰만을 채운 얼음이 길이 수백 m 폭 십여 m 정도의 크기로 잘려나간다.

이때쯤이면 한국으로부터의 연락도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그만큼 해

이렇게 깨진 바다의 얼음들이 바람이 멈추어도 다시 얼어붙지 않는 것을 보면

야 할 일들도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다. 예정에 있었던 일도, 그리고 예정에 없

어느새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던 일도 계속 생긴다. 예정에 있던 일들이 취소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경우
는 거의 없다. 대원들을 가장 긴장하게 하는 것은 유류 저장탱크 청소이다. 세
종과학기지에 가장 중요한 기름은 2년에 한번 들어온다. 한 차대가 유류 저장탱

님 맞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하계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할 중장비와 차량도

크 청소를 마치면 그 다음 차대에서 2년 치 기름을 받는다. 유류 저장탱크 청소

특별 정비를 한다.

도 그렇지만 2년 치 기름을 받는 일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라 기름 받는 것보
다는 유류 저장탱크 청소가 훨씬 낫다고 고참대원들은 이야기한다.

자연계의 봄, 다음 세대를 위하여

10월이 되면 세종과학기지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다.

세종과학기지의 인간계(人間界)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이 자연계(自然

먼저 하계 연구 기간을 대비해 본격적인 기지 정비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계

界)도 바쁘게 돌아간다. 세종과학기지 주변 자연계의 봄은 9월 초순부터 시작

연구대원들이 잠을 자는 숙소동을 정리해 쾌적한 잠자리가 될 수 있도록 꾸민

된다. 이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표들이 새끼를 낳고 새들이 돌아와 번식을

다. 이외에도 강한 바람에 손상이 된 안테나 수리라든지 부두 주변을 정비해 손

한다. 코끼리해표는 9월이 되면 군서지에 모여들어 새끼를 낳는다. 어미 코끼리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하계연구대가 세종과학기지에 상륙하는 모습

물자보급을 위해 남극세종과학기지 앞에 정박한 아라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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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표는 출산의 고통으로 괴로워한다. 갓 태어난 코끼리해표는 남극비둘기의 표

02

쇄빙연구선「아라온」,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닻을 내리다

적이 된다. 남극제비갈매기는 빠르면 8월 하순에 돌아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을
준비를 한다. 펭귄들은 빠르면 9월 중순과 하순 사이에 돌아와 번식 준비를 한

2013년 5월 6일 아침 세종과학기지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다

다. 먼저 기지 부근 바다에 나타난 젠투펭귄은 해안에서 사람을 처음 보면 한동

른 날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은 남극연구 항

안 떠나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동물에게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해를 마친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아라온」이 중간보급을 위해 세

다. 젠투펭귄이 돌아오고 3~4주가 지나면 턱끈펭귄이 돌아온다. 이들은 기지

종과학기지에 도착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남극의

남쪽 언덕 위에 작은 자갈들을 모아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품기 시작한다.

날씨는 전날 밤부터 기온이 급강하하고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쯤에는 도둑갈매기 스쿠아도 돌아와 번식할 준비를 한다.

혹 악천후로 인해 도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두들 내심 걱정을 하는 눈치

기지 앞바다의 바다는 9월과 10월 사이에 얼음이 깨져 나간다. 먼저 맥스웰만을

였다. 중간보급이야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보급물자를 받기 위

채운 얼음이 강한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다가 길이 수백 m 폭 십여 m 정도의 크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하역이었다. 아라온호가 세종과

기로 잘려나간다. 마리안 소만의 얼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지만 얼마 안 지나

학기지 부두까지 들어올 수 없으므로 앞 바다에 정박해 있는 아라온호까지 바

결국 입구부터 깨져 밖으로 떠내려간다. 이렇게 깨진 바다의 얼음들이 바람이

지선이나 고무보트로 보급물자를 실어날라야 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고 기온

멈추어도 다시 얼어붙지 않는 것을 보면 어느새 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 심하게 떨어지면 이래저래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터였다. 대원들의 걱

정과 달리 그날 밤 기지 부근 맥스웰만에 도착했다는 무전이 왔다. 하지만 고약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한 날씨 탓에 아라온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다음 날인 5월 7일 새벽에는 거센 눈보라 사이로 아라온호의 불빛이 희
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불빛이었지만 그것은 세
종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마치 비상상황을 알리는 경계등처럼 여겨졌다. 남극은
이미 한겨울에 접어들어서 밤이 매우 길어져 있는 반면 운항일정이 정해져 있
는 아라온호이기에 넋놓고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5월 7일 새벽부터
모든 대원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해 중간보급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나마 조금 날씨가 나아진 5월 8일 저녁부터 아라온호가 운반해 온 유
류를 기지의 유류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혹시 모를 유류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작업이었다. 14시간에 걸친

아라온호 하역 작업

밤샘 작업 끝에 무사히 유류보급을 겨우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류보급은 시작일 뿐이었다. 나머지 물자들도 날씨가 허락할 때 빨리
끝내야 했다. 하지만 영하 10~15°C의 혹한으로 부두와 바지선이 눈과 파도로
얼어붙어 있어서 대원들은 그것들을 삽과 정으로 제거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
다. 바다는 바다대로 유빙 때문에 고무보트 운항이 쉽지 않았다. 급기야 5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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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에는 블리자드가 심해지는 등 기상이 다시 악화되어 그마저도 모두 중

라온호를 붙잡아 둘 수도 없는 일, 아쉽지만 대원들은 멀어져가는 아라온호를

단해야 했다. 5월 10일 다시 작업을 재개해 어느 정도 하역을 마치고 기지 부두

향해 손을 흔들며 그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

에 정박해 있던 아라온호의 바지선을 아라온호에 다시 선적하려고 보니 선체가
부둣가 땅바닥에 얼어붙어 있었다. 굴삭기를 동원해 움직여보려 했지만 처음에

우리나라 해양연구의 움직이는 자부심, 아라온호

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굴삭기로 바지선 주위의 얼음과 꽁꽁 언 흙을 걷어

중간보급을 위해 세종과학기지에 들르는 아라온호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초

내고 나서야 바지선을 움직일 수 있었다. 모든 하역작업은 5월 11일 새벽이 되

의 쇄빙연구선이다. 쇄빙선(Icebreaker)은 쇄빙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남극대

어서야 끝이 났다.

륙 주변이나 북극해 처럼 얼어있는 바다에서도 독자적인 항해가 가능한 선박

동계시즌에 진행된 하역작업이었기 때문에 하계기간에는 겪을 수 없었던 많은

을 말한다. 따라서 극지를 포함한 어느 곳에서라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을

난관들을 극복해야 했다. 밤샘 작업을 하며 하계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

뿐 아니라 일반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결빙된 해역에서 항로를 개척해 줌으로

와 싸워야 했고, 바닷길을 막아서는 바다의 유빙과도 싸워야 했다. 무엇보다 시

써 화물선 선단을 이끌어 화물수송이 가능하도록 돕거나 운항하던 선박이 얼

간과 싸워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

음에 갇힐 경우 이를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지를 운영하는 리더들은

쇄빙선은 독자적인 운항 뿐 아니라 다른 선박을 위해 항로를 개척하는 임무를

순간순간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했고, 혹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수행하기 때문에 깨진 얼음이 널리 펼쳐지도록 일반 선박에 비해 쇄빙하는 부

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다.

분인 선수부 또는 선미부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쇄빙선은 무엇보다 얼음

다행히 모든 대원들이 남극의 얼음보다 몇 배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 협력하며

을 깨고 전진해야 하므로 일반 선박에 비해 구조적으로 튼튼하며 엔진출력이

긴장을 놓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무사히 하역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딱 하나 아

대단히 크고 얼음을 쉽게 깰 수 있도록 선형의 돌출부가 없는 경사진 선수형상

쉬운 것이 하역작업을 마치면 아라온호에서 대원들을 초청해 저녁식사대접을

을 하고 있으며, 얼음에 부딪쳐도 안전하도록 선체의 외벽이 매우 두꺼운 철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날씨의 심술 때문에 무산이 된 일이었다. 갈 길이 먼 아

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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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해 적용할 선급규정, 쇄빙효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형을 결정

에서 쇄빙선의 저항추진 성능 및 쇄빙능력 검증시험, 조종시험 등과 같은 다양
한 모의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형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설계
완성 후 건조를 시작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쇄빙선이라 하더라도 극지 해역을 항해
하기 위해서는 항해지역의 얼음상태 및 유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필
수적이다. 인공위성 등을 통해 항해지역의 얼음 및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남극세종과학기지 3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다

한다. 이렇게 설계된 선형에 따라 제작된 모형선을 사용해 빙해수조(Ice tank)

입수하거나 헬기 등을 사용해 사전 정찰한 후 두꺼운 얼음 지역을 피하고 깨져
있거나 상대적으로 얼음이 적게 분포된 지역을 항해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첨단 과학장비가 탑재돼 해저 지질
등 각종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쇄빙연구선으로 총 톤수 7,487톤으로 길이
111m, 폭 19m, 최고 16노트(시속 3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헬기
탑재와 최대 85명 탑승이 가능하며, 1m의 얼음을 깨면서 3노트(시속 6km 정
도)의 속력으로 항진할 수 있다.
한편 총 1,080억 원이 투입돼 제작된 아라온호는 지난 2009년 6월 11일 진수식
을 가졌다. 이후 마무리 작업을 거친 후 2009년 11월 극지연구소로 인도되어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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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능력 시험항해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남ㆍ북극 탐사 및 연구활
동에 투입됐다. 이는 일반 연구선으로는 접근할 수 없던 남극기지에 물품을 보
급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남북극 주변의 해양생물자원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아라온호는 우리나라 해양연구자들에게
아라온호가 건조되기까지

연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2013년 5월 세종과학기지 제26차
월동연구대에게 중간보급 물자를 전해 준 것도 그런 자부심으로 험한 바다를
마다않는 연구자들과 함께 남극해양 연구를 마치고 모항인 인천항으로 돌아가
던 길이었다.

의무적으로 이중선채로 설계되어야 한다. 쇄빙선은 빙판 위에 올라가 그 중량
을 이용해 빙판을 깨뜨리므로 무게중심을 쉽게 옮기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
다. 하지만 빙판 위에 선체가 완전히 올라갈 경우 빙판에 갇힐 우려가 있으므
로 선박이 빙판위로 완전히 올라설 수 없도록 하는 아이스 나이프가 설치된다.
또한 부서진 얼음조각들이 선체에 부딛혀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선체 옆에
서 물이나 공기를 뿜는 분사장치가 추가된다.
통상 실제적인 쇄빙선 건조에 앞서서 설계가 선행되는데, 먼저 기능과 목적에
따른 배의 크기와 승선인원 규모 및 주요 장착장비, 주항해지역, 배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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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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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나온 연구결과(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전재규 젊은 과학자 상 수상자 목록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자 목록

남극세종과학기지 주요 연혁

부록

THEN
&
NOW

예전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현재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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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준공된 남극세종과학기지는 1991년 발전동 및 창고동 증축, 2000년 중장비보관동 증축, 2005년 부두보강
및 도크 개축, 2009년 대기빙하관측동 설치, 2010년 대수선 및 생활동 건설 등의 증축을 거치며, 연구기능이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복지가 증대되었다.

부록

THEN
&
NOW

예전 물자하역작업 모습

현재 물자하역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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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초기에는 물자하역작업을 대부분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장비
를 동원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특히 아라온호의 등장으로 하역작업은 더욱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가는 길
공군기 3시간

선박 3.5일

킹조지섬

약 11시간
파리

약 11시간
로스앤젤레스

서울
Pacific Ocean

약 11시간

India Ocean

산티아고
286

약 4시간

Antarctic Ocean
약 13시간

푼타아레나스
선박 3.5일
공군기 3시간

칠레 프레이 기지

킹조지섬

남극세종과학기지

건물현황

남극세종과학기지(The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현황
위치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섬
62°13’S / 58°47’W

서울로부터  

준공일

1988년 2월 17일

극점에서

주소

The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

전화

287

약 30분(날씨 좋은날 기준)

17,240km
3,100km

전자우편 sejong@kopri.re.kr

032-770-8570~1
070-7667-9541

주요임무 기후변화ㆍ해양ㆍ대기ㆍ오존층ㆍ고기후ㆍ지질 및
유용생물자원 연구, 기상관측, 남극특별보호구역 운영

15 5,393
개동

운영방식

17

월동연구대원
연 17명 내외 상주 근무

100

하계연구대원
연 약 100명

m3

부록

남극세종과학기지 건물 배치도

고층대기관측동

지구물리관측동

중간권 및 열권하부와 전리층의 물리적 상태를 관측하기 위한

지구물리 관측 자료를 획득해 외부로 전송하기

건물. 중성대기의 바람상태를 관측하는 유성레이더, 특정 고도의

위해 설치된 건물. 지진계 상시 관측, GPS

온도를 측정하는 대기광 분광계, 전리권 영역에 대한 전자밀도를

관측, 상대지자기 상시 관측 서버가 있다.

측정하는 GPS/TEC Scintillation Monitor가 있다.
(구)중장비보관동

폐기물처리동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 쓰레기와

대기관측동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물이다. 종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남극대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유기물은 소각하며 플라스틱류, 철 등은 압축해 보관 후

에어로졸 측정 장비 및 미량기체 포집기 등 약 15종류의 장비를

한국으로 반출해 처리한다.

운용하고 있다. 24시간 무중단 관측을 시행 중이다.
기계동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생활용수 공급과
냉장·냉동 물품관리를 수행하는 건물로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변환하는 담수화기 및

정비동

관련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호
현대호

(신)중장비보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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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2동(역사관)

기지 내 보유 장비의 효율적 보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된 건물. 굴삭기 등 대형 장비의 실내

생물 해양 연구동(철거 예정)

보관과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신축하계연구동
1988년 창설된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연구동과 숙소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대체 하고자 신축된 건물이다. 1층에는 토양암석분석실, 현미경실,
대기우주과학연구실 등 연구 시설이, 2층에는 연구원들의 침실이 있으며
2018년 완공 되었다.
생활관동
창고동

체육관동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중심이 되는 건물. 2009년 완공된 생활관동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1층에는 식당, 휴게실, 의무실, 도서실과 같은 편의 공간, 2층에는 대장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의 체육활동을 위해 건축된

총무실, 통신실 외에 대원들의 침실 등 개인 휴식 공간이 있다.

건물로 족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이 가능하다

비상숙소동

측지관측동

보트창고동

구명복보관동

발전동

.

남극 평균 해수면 변화량의 관측과 정밀 측지측량을

남극세종과학기지의 필수 이동수단인

해양 조사와 기지 외부 입출을 위해 고무보트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심장역할을 수행하는

신축된 건물. 주변 불빛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한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극지연구소와

고무보트를 보관하는 보트창고동.

운영 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명복을

발전동. 2009년에 신축했으며, 275kW

생활관동으로부터 약 800m 떨어져있다. 중성대기의 바람 및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으로 2015년 설립했다. 조위계, 잠수

2009년 새롭게 지은 보트창고동은 최대

보관하는 건물이다. 극지역 특성에 적합한 상하

발전기 3대 외 오수처리기, 그리고 열병합

온도를 측정하는 패브리-페롯 간섭계와 고층대기를 직접 촬영하는

지원시설 및 해양생물의 생리 연구를 위한 사육조를 운영

4대의 고무보트를 보관할 수 있으며 건물

일체형 보온 구명복과 전신 방수 구명복을

설비 장치가 있다.

전천 카메라가 있다.

중이다.

내에서 정비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다.

우주환경광학관측동
대기광을 통해 중간권 및 열권 영역을 관측하기 위해 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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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월동연구대 (1988.2.~ 1989.2.)

제3차 월동연구대 (1990.1.~ 1990.12.)

대장│장순근     부대장│김동엽     총무·통신│박건태     기상│이방용     생물│정호성     연구조원│이동화     통역 │하준걸

대장│양재삼     부대장│남상헌     해양생물│전득산     총무│유인성     기상│남재철     통신│김동환

기계설비│윤민섭, 이영재     전기│권명호     발전│김용탁     조리│김명종     의료│이장성

전자│원진철     발전│이창수, 임기덕     의료│조명신     기계설비│이승수, 고태호     조리│최병렬     중장비│송수환

제2차 월동연구대 (1989.1.~ 1990.1.)

제4차 월동연구대 (1990.12.~ 1992.1.)

대장│김예동     총무│정회철     해양생물│강영철     지구물리│김정우     기상│김동호     통신│구세연     기계설비│장순국, 양승직

대장│장순근     총무│어영상     해양지질│최문영     생명과학│심문보     연구조원│김종근     기계설비│김성욱, 장세환

전기│권수원     발전│김승환     전자│한동희     중장비│박송배     조리│임헌영     의료│서창식

전기│이현덕     기상│장익순     통역│이석원     통신│조진호     발전│김용탁     중장비│전은운     조리│백영식     의료│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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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월동연구대 (1991.12.~ 1993.1.)

제7차 월동연구대 (1993.12.~ 1994.12.)

대장│김수암     총무│윤호일     지구물리│진영근     해양생물│신형철     연구조원│노봉호     기상│고종환

대장│남기수     총무│정회철     해양생물│박용민, 김해철     연구조원│윤용정     기상│장현식     통신│이승용     기계설비│고성득     

통신│송일현     전기│설명환     발전│김규완     중장비│정은용     기계설비│장순국, 이진수     조리│김배영     의료│신진호

전기│설명환     발전│이인환     중장비│김용탁, 남병욱     조리│임종식     의료│성정준

제6차 월동연구대 (1992.12.~ 1993.12.)

제8차 월동연구대 (1994.11.~ 1995.12.)

대장│김동엽     총무│주용     연구원│배세진     기계설비│장성현, 정석봉     기상│남영만     통신│안승용     전기│조준행

대장│장순근     총무│황수봉     해양물리│소재귀     해양생물│강돈혁     지구물리│김규중     해양지질│이인호     기상│장호수     

발전│김흥수     중장비│우병국     조리│주광호     의료│김찬

통신│김동오     기계설비│이영재, 신용억     전기│조준행     발전│이정수     중장비│김한표     조리│주광호     의료│조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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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월동연구대 (1995.11.~ 1996.12.)

제11차 월동연구대 (1997.12.~ 1998.12.)

대장│김예동     총무│김재국     연구조원│윤용정     해양생물│강성호, 이원철     기상│김용진     통신│어영상     전기│허성진

대장│이상훈     총무│황수봉     기상│박철형     통신│강덕화     연구원│이병관, 최돈원     전기│박광수     연구조원│김현수

중장비│박송배     기계설비│양승직, 김효중     발전│이은기, 서석대     조리│이문기     의료│윤기범

기계설비│김수영, 김승채     중장비│주용만, 강진현     발전│김효동     조리│이승일     의료│김준형

제10차 월동연구대 (1996.11.~ 1998.1.)

제12차 월동연구대 (1998.11.~ 1999.12.)

대장│조한빈     총무│유인성     지질│이종익     우주│정종균     생물│김도홍     기상│김명준     통신│주신기     발전│송수환

대장│정호성     총무│김석기     전자통신│김상갑     고층대기│원영인, 조영민     연구조원│한성수     기상│김성헌     발전│함동구

전기│김태진     기계설비│윤효상, 최남렬     조리│김명현     의료│이명주     중장비│김정환, 이상목

중장비│김영상     전기설비│조준행     기계설비│이영태, 김경정     조리│원일환     의료│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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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월동연구대 (1999.12.~ 2000.12.)

제15차 월동연구대 (2001.11.~ 2002.12.)

대장│이방용     총무│강천윤     고층대기│정종균     생물│곽재일     지질│여정필     기상│최운     전자통신│이동선     발전│여운찬

대장 │정호성     총무│진동민     생물│송환석     고층대기│문봉곤     연구조원│양영선, 라승구     기상│함태진     전기설비│허성진     

조리│김남훈     기계설비│윤민섭, 김승채     전기설비│김동민     중장비│박송배, 김홍귀     의료│진재우

발전│진준     전자·통신 │설진욱     기계설비│이영태, 이요정     중장비│황규철, 김흥귀     의료│김대선     조리│김남훈

제14차 월동연구대 (2000.12.~ 2001.12.)

제16차 월동연구대 (2002.12.~ 2003.12.)

대장│장순근     총무│구본관     생물│박병직     지질│이강현     지구물리│서태공     기상│정강아     전자통신│권용일     발전│여운백     

대장│강영철     통신│이대령     총무│김선정     중장비│김근수, 김기호     조리│양동운     생물│이대일     고층대기│오태형     

조리│남명호     전기설비│백승일     기계설비│김미석, 신동선     중장비│김용탁, 이후성     의료│이성천

발전│남진희     기상│이준휘     전기│신명우     기계설비│이광재, 김승채     지질│전용문     지구물리│김동일     의료│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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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월동연구대 (2003.12.~ 2004.12.)

제19차 월동연구대 (2006.1.~ 2007.1.)

대장│윤호일     부대장│강천윤     총무│정재걸     중장비│김영진     생물│정웅식     연구원│故 전재규     고층대기│김정한     조리│김남훈     

대장│최문영     총무│양영선     생물│송환석     지질│권창우     기상│박정민, 조갑환     기계설비│정상준, 임현식     고층대기│조환성

기상│이재신     중장비│김홍귀     기계설비│정상준, 최남열     발전│진준     전기전자│김흥대     의료│황규현     통신통역│이형근

조리│황금석     발전│신길호     전기설비│김홍대     의료│고경남     통신통역│이상훈     해상안전│이재석     중장비│김기호, 주형수

제18차 월동연구대 (2004.12.~ 2006.1.)

제20차 월동연구대 (2007.1.~ 2008.1.)

대장│홍성민     총무│김승채     기계설비│이영일, 이요정     지구물리│구경모     해양생물│박승일, 여정원     기상│서태건, 전수현     

대장│이상훈     총무│박명희     지구물리│김기훈     고층대기│이창섭     생물│홍정호     기상│윤영문     대기과학│최문용     전기설비│김경복     

조리│이상훈     발전│남진희     중장비│김동석, 김형철     의료│홍종원     전기전자│심해섭     통신통역│김인호

중장비│김홍귀, 김성일     조리│이상훈     전자통신│이성일     발전│신재균     해상안전│최민석     의료│심지훈     기계설비│이성수,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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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월동연구대 (2008.1.~ 2009.1.)

제23차 월동연구대 (2009.12.~ 2010.12.)

대장│홍종국     총무│장성호     해양생물│안대성     고층대기│양태용     대기과학│김명광     기상│김문용     지구물리│홍명호     발전│여운백     

대장│강성호     총무│한승우     지구물리│조범준     고층대기│윤종연     대기과학│최문용     생물│이기영     해양│전미사     

전기설비│류성환     기계설비│정대철, 나병선     조리│김종훈     중장비│박교식, 최영수     전자통신│최현석     해상안전│유태관     의료│김정호

해상안전│김재효     전자통신│이상훈     기상│이양동     발전│류성환     조리│강경갑     중장비│정귀성, 이상은     전기설비│한대관     
의료│이어진     기계설비│정상준, 최정규

제22차 월동연구대 (2009.1.~ 2010.1.)

제24차 월동연구대 (2010.12.~ 2012.1.)

대장│진영근     총무│박명희     대기과학│박정민     해양생물│박승일     고층대기│최종민     기상│양필호     지구물리│표기원     발전│고광주     

대장│신형철     총무│김병록     지구물리│최한진     고층대기│김정현     대기과학│이병길     생물│한세종     해양생물│나형술     

전기설비│김경복     기계설비│정재학, 이성수     의료│황기환     중장비│김성일, 이재용     전자통신│권용일     해상안전│최성준     조리│박경

전기설비│조상용     발전│홍정희     기계설비│류준한, 이성수     전자통신│최경호     중장비│김성일, 김종필     조리│김동환     의료│김영웅     
기상│박종권     해상안전│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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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월동연구대 (2011.12.~ 2013.1.)

제27차 월동연구대 (2013.12.~ 2015.1.)

대장│신민철     총무│최성철     고층대기│지건화     해양│이동근     지구물리│이동훈     생물│곽민석     대기과학│김연태     전기설비│윤종민     

대장│허순도     총무│서현교     전자통신│오병익     조리│강민재     의료│신재원     생물│이주영     대기│경기운     해양│이범석     

기상│이일용     발전│안상욱     기계설비│김탁경, 이상순     전자통신│김의진     중장비│김홍귀, 박교식     조리│김종훈     의료│조경훈     

기상│김문용     지구물리│성창훈     고층대기│감호식     발전│김진국     전기설비│정민우     중장비│김성일, 박동혁     해상안전│권기용     

해상안전│주환웅

기계설비│오진환, 이상순

제26차 월동연구대 (2012.12.~ 2014.1.)

제28차 월동연구대 (2014.12.~ 2015.12.)

대장│박민규     총무│양정현     고층대기│김지완     생물해양│서태건     지구물리│이경석     대기과학│진광호     발전│양영준     빙하│홍상범     

대장│안인영     총무│정도영     생물연구│김덕규     대기연구│오영식     생물연구│안나     고층대기│홍준석     해양연구│정해근     

전기설비│홍성우     기계설비│권윤기, 최정규     전자통신│정재우     중장비│정귀성, 박수륭     조리│임한빈     기상│강민협     해상안전│원종승     

기상│임재환     의료│이주섭     조리│황치호     전자통신│조민철     해상안전│이기영     기계설비│박성재, 류준한     전기│정경철     

의료│정진호     

발전│지준경     중장비│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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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월동연구대 (2015.11.~ 2016.12.)

제31차 월동연구대 (2017.12.~ )

대장│최한구     총무│서태선     생물과학│고영욱, 윤영준     대기연구│양호진     해양연구│김현진     고층대기│이재욱     기상│김인식    

대장│홍순규     총무│박하동     대기과학│박상종     생물│이경하     해양│최봉수     고층대기│이상우     지질/지구물리│박지강     

전기설비│박영복     전자통신│정재우     기계설비│오진환, 윤재영     발전│김승환     의료│이철구     조리│김남훈     해상안전│한상옥    

보일러,배관관리│이상순     냉장냉동기관리│윤영운     전기설비│이승철     전자통신│이상훈     중장비│박원석     발전│진희성     

중장비│박수륭

조리│공민규     해상안전│손영익     기상│조갑환     의료│조한나

제30차 월동연구대 (2016.12.~ 2017.12.)
대장│김성중     총무│백승민     지질연구│이재일     생물연구│김찬양     고층대기연구│이원석     대기연구│성대경     해양연구│한동원    
기상│이준휘     기계설비│정상준, 최동수     중장비│이현수     전기│이정의     발전│윤정구     전자통신│김상욱     해상안전│우종현    
조리│박성윤     의료│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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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나온 연구결과(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제목

저자

학술지명

출판 연도

제목

저자

학술지명

출판 연도

1

DISTRIBUTION, PROVENANCE, AND DISPERSAL PATTERN OF CLAY-MINERALS
IN SURFACE SEDIMENTS, BRANSFIELD STRAIT, ANTARCTICA

YOON, HI; HAN, MW; PARK,
BK; HAN, SJ; OH, JK

GEO-MARINE LETTERS

1992

20

Antarctic phytoplankton assemblages in the marginal ice zone of the
northwestern Weddell Sea

Kang, SH; Kang, JS; Lee, S;
Chung, KH; Kim, D; Park, MG

JOURNAL OF PLANKTON
RESEARCH

2001

2

ENHANCED PARTICLE-FLUX THROUGH THE BIODEPOSITION BY THE ANTARCTIC
SUSPENSION-FEEDING BIVALVE LATERNULA-ELLIPTICA IN MARIAN COVE,
KING-GEORGE-ISLAND

AHN, IY

JOURNAL OF EXPERIMENTAL
MARINE BIOLOGY AND
ECOLOGY

1993

21

The CCAMLR-2000 Krill Synoptic Survey: A description of the rationale and
design

Trathan, PN; Watkins, JL;
Murray, AWA; Brierley, AS;
Everson, I; Goss, C; Priddle, J;
Reid, K; Ward, P

CCAMLR SCIENCE

2001

3

DEPOSITIONAL ENVIRONMENT OF NEAR-SURFACE SEDIMENTS, KING-GEORGE
BASIN, BRANSFIELD STRAIT, ANTARCTICA

YOON, HI; HAN, MW; PARK,
BK; OH, JK; CHANG, SK

GEO-MARINE LETTERS

1994
22

The effect of body size on metal accumulations in the bivalve Laternula elliptica

Ahn, IY; Kang, J; Kim, KW

ANTARCTIC SCIENCE

2001

4

Antarctic phytoplankton assemblage in the western Bransfield Strait region,
February 1993: Composition, biomass, and mesoscale distributions

Kang, SH; Lee, SH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1995

23

The origin of clay minerals in soils of King George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West Antarctic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clay-mineral compositions
of marine sediments

Jeong, GY; Yoon, HI

JOURNAL OF SEDIMENTARY
RESEARCH

2001

5

Foraminiferal assemblages from bottom sediments at Marian Cove, South
Shetland Islands, West Antarctica

Chang, SK; Yoon, HI

MARINE
MICROPALEONTOLOGY

1995
24

Late Holocene stable isotope chronology and meltwater discharge event in
Maxwell and Admiralty bays,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Khim, BK; Il Hoon, H; Kim, Y;
Shin, IC

ANTARCTIC SCIENCE

2001

GEOCHEMISTRY OF A FOSSIL HYDROTHERMAL SYSTEM AT BARTON
PENINSULA, KING-GEORGE ISLAND

SO, CS; YUN, ST; PARK, ME

ANTARCTIC SCIENCE

1995
25

Observations of OH(3,1) airglow emission using a Michelson interferometer at
62 degrees S

Won, YI; Cho, YM; Niciejewski,
RJ; Kim, J

2001

7

Baseline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the Antarctic clam, Laternula elliptica in
Maxwell Bay,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Ahn, IY; Lee, SH; Kim, KT; Shim,
JE; Kim, DY

MARINE POLLUTION
BULLETIN

1996

ADVANCES IN REMOTE
SENSING OF THE MIDDLE
AND UPPER ATMOSPHERE
AND THE IONOSPHERE

8

Diatom composition and biomass variability in nearshore waters of Maxwell
Bay, Antarctica, during the 1992/1993 austral summer

Ahn, IY; Chung, H; Kang, JS;
Kang, SH

POLAR BIOLOGY

1997

26

Observations of OH(3,1) airglow emission using a Michelson interferometer at
62 degrees S

Won, YI; Cho, YM; Niciejewski,
RJ; Kim, J

2001

9

Glaciomarine sedimentation and palaeo-glacial setting of Maxwell Bay and its
tributary embayment, Marian Cove, South Shetland Islands, West Antarctica

Yoon, HI; Han, MW; Park, BK;
Oh, JK; Chang, SK

MARINE GEOLOGY

1997

ADVANCES IN REMOTE
SENSING OF THE MIDDLE
AND UPPER ATMOSPHERE
AND THE IONOSPHERE

10

Summer metabolism of the Antarctic clam, Laternula elliptica (King and Broderip)
in Maxwell Bay, King George Island and its implications

Ahn, IY; Shim, JH

JOURNAL OF EXPERIMENTAL
MARINE BIOLOGY AND
ECOLOGY

1998

11

Recent retreat of ice cliffs, King George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
Peninsula

Park, BK; Chang, SK; Yoon, HI;
Chung, H

ANNALS OF GLACIOLOGY,
VOL 27, 1998

1998

12

Distribution and dispersal pattern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in Maxwell
Bay and its tributary, Marian Cove, in the South Shetland Islands, West
Antarctica

Yoon, HI; Park, BK; Domack, EW;
Kim, Y

MARINE GEOLOGY

1998

Glaciomarine sedimentation and its paleoceanographic implications along the
fjord margins in the South Shetland Islands, Antarctica during the last 6000
years

Yoon, HI; Park, BK; Kim, Y; Kim,
D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2000

14

Foraminiferal assemblages and CaCO3 dissolution since the last deglaciation in
the Maxwell Bay,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Li, BH; Yoon, HI; Park, BK

MARINE GEOLOGY

2000

15

Lipid content and composition of the Antarctic lamellibranch, Laternula elliptica
(King & Broderip) (Anomalodesmata : Laternulidae), in King George Island during
an austral summer

Ahn, IY; Cho, KW; Choi, KS; Seo,
Y; Shin, J

POLAR BIOLOGY

2000

16

Geochronologic evidence for Early Cretaceous volcanic activity on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Kim, H; Lee, JI; Choe, MY; Cho,
M; Zheng, XS; Sang, HQ; Qiu, J

POLAR RESEARCH

2000

17

New discovery of the Early Cretaceous volcanic rocks on the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and its geological significance

Zheng, XS; Sang, HQ; Qiu, J;
Liu, JQ; Lee, JI; Kim, HC

ACTA GEOLOGICA SINICAENGLISH EDITION

2000

18

Seismicity and tectonics around the northern Antarctic Peninsula from King
Sejong station data

Lee, DK; Jin, YK; Kim, Y; Nam,
SH

ANTARCTIC SCIENCE

2000

19

Seismicity and tectonics around the northern Antarctic Peninsula from King
Sejong station data

Lee, DK; Jin, YK; Kim, Y; Nam,
SH

ANTARCTIC SCIENCE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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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Glaciomarine sedimentation and its paleoclimatic implications on the Antarctic
Peninsula shelf over the last 15 000 years

Yoon, HI; Park, BK; Kim, Y; Kang,
CY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2002

28

Seasonal variation of microalgal assemblages at a fixed station in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1996

Kang, JS; Kang, SH; Lee, JH;
Lee, S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2002

29

Post-subduction margin structures along Boyd Strait, Antarctic Peninsula

Jin, YK; Larter, RD; Kim, Y; Nam,
SH; Kim, KJ

TECTONOPHYSICS

2002

30

A baseline study on metal concentrations in the Antarctic limpet Nacella
concinna (Gastropoda : Patellidae) on King George Island: variations with sex
and body parts

Ahn, IY; Kim, KW; Choi, HJ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2

31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ye diameter and body length to detect the
effects of long-term starvation on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Shin, HC; Nicol, S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2002

32

Pu239+240 and Cs-137 concentrations for zooplankton and nekton in the
Northwest Pacific and Antarctic Oceans (1993-1996)

Hong, GH; Kim, YI; Lee, SH;
Cooper, LW; Choe, SM; Tkalin,
AV; Lee, T; Kim, SH; Chung, CS;
Hirose, K

MARINE POLLUTION
BULLETIN

2002

33

Growth and seasonal energetics of the Antarctic bivalve Laternula elliptica from
King George Island, Antarctica

Ahn, IY; Surh, J; Park, YG; Kwon,
H; Choi, KS; Kang, SH; Choi, HJ;
Kim, KW; Chung, H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2003

34

Quantitative assessment of reproductive condition of the Antarctic clam,
Laternula elliptica (King & Broderip), using image analysis

Kang, DH; Ahn, IY; Choi, KS

INVERTEBRATE
REPRODUCTION &
DEVELOPMENT

2003

35

Subcellular accumulation of Cu in the Antarctic bivalve Laternula elliptica fro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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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4~3.4

진명식

한국해양연구소

2차 하계대

1990 1990~1991

김종근

해양연구소

4차 하계대

1991 1991~1992

박정기

한국잠수연맹

5차 하계대

1989 1.19~
1990.1.17

김예동 외 13명

한국해양연구소

2차 월동대

1992 2.3~2.4

이상태

과학기술처

정부조사단

이용걸

경제기획원

1989 3.8~3.10

박태옥

박용안

송원오

해양연구소

조수헌

임장근

남상현
유인성
홍기훈

박진균

배세진
1989 11.19~12.10

강필종
오윤석
1988 2.10~1989.2.8

장순근 외 12명 한국해양연구소

1차 월동대

1988 2.16~2.17

박긍식

기지준공식 참석 및
취재

과학기술처

박승덕

1989 12.10~
1990.2.3

1990 1.6~1.13

MBC 기자 3명

MBC

세계일보 기자
2명

세계일보

장순근

한국해양연구소

취재

3차 하계대

김동엽
1990 1.13~2.23

1990 1.17~1.19

좌용주

백승민
김원수

연합통신

장재열

중앙일보

최선록

서울신문

허형택

해양연구소

이서항
박진균

박맹언

수산대학

윤무부

경희대

박판근

목포고등학교

임용운

경원중학교

고윤호

당산서중학교

1990 1.16~
1990.12.17

양재삼 외 12명

한국해양연구소

3차 월동대

김현영

1990 1990~1991

김동엽

한국해양연구소

4차 하계대

2차 하계대

김수암

양재삼

좌용주

한명우

정태웅

남상헌

남상헌

윤호일

이방용

유인성

강영철

장경일

정호성

박선규

윤호일

전호경

심문보

이영상

강시환

이민성

유홍룡

이종화

서승남

정길샘

권수재

동아일보

노영대

경향신문

김동엽

한국해양연구소

취재

물자운반

과학기술처

조성룡

외무부

박병권

해양연구소

1990 12.14~
1992.1.12

장순근 외 14명

해양연구소

4차 월동대

1991 1.14~1.16

김정국

경제기획원

정부조사단

1991 12.3~12.8

기지방문

취재

주칠레 한국대사

기지방문

1992 12.19~
1993.12.21

김동엽 외 11명

한국해양연구소

6차 월동대

1992 12.7~
1993.2.28

장종철

해양연구소

기지보수

칠레 현지인
2인

칠레

강창록

선박무선설치 기술자

전호경

해양연구소

장순근

한국해양연구소

1992 12.28~
1993.2.18

6차 하계대

김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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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문재운
남상헌
유해수
전희영
이종익

한영성

과학기술처

박진근

한국해양연구소

신종오

중앙일보

이재혁

한겨레신문

오예근

해군, 칠레 해군 학교
에서 교육

기지방문

손창근

매일경제신문

문창화

배진

최수목

이상현

체험단

이주호

김석근

김용현

김윤호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연구소

경제기획원

박건태
1989 12.24~

김계학

하계연구

안재걸

김종근
KB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연진

한명우

주진엽

인하대

황경호

오정환

윤중수
주칠레 한국대사

최중기

한명우

한상준

곽영훈

송원오

1990 1.6~1.17

윤호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서울대

김태영

김상진

이만출

1989 1.4~3.4

해양연구소

정호성

박흥일

이광호

기지방문

김수암

장성태

이용훈

과학기술처

이서항

전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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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두
이흥문

조성록

김지동

원진철

박건태
강천윤

취재

장남도
이수형
김동엽

1991 12.19~
1992.12.29

김수암 외 13명

한국해양연구소

5차 월동대

1991 1991~1992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소

5차 하계대

석문식
안인영
이상훈

남상헌

배세진

이방용

강영철

안인영

강성호

강영철

정창수

정호성

함석현

이흥재

오윤식

서울대학교

김종만

정호성

한국해양연구소

박정기

한국잠수연맹

김병일

경제기획원

정대교
1993 1.7~1.8

이홍영

한국자원연구소

한욱

육군사관학교

송옥환

과학기술처

이주삼

연세대

한병길

주칠레한국대사관

정부조사단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1993 1.7~1.8

김연필

한국해양연구소

정부조사단

한국해양연구소

7차 하계대

한국해양연구소

8차 하계대

1992 12.5~12.13

유동연

한국해양연구소

하계연구

취재

정경호

인하대학교

1994 12.5~
1995.1.29

신동혁

한국일보

1993 12.3~
1994.2.10

양성렬

조혜련

1995 12.5~1996.3

이상훈

한국해양연구소

9차 하계대

Munro
Sievwright

영국 남극조사단

최경식

해양대학교

박건태

신형철

한국해양연구소

박동원

조건호

국무총리실

기지방문

Robert Turner

영국해군

영국, 이태리,
대한민국
합동 기지검열

김해철

군산대학교

김철회

윤영대

재정경제원

박용민

한국해양연구소

박명길

1993 1.12~2.14

John Larby

1993 1.14~1.25

Pietro Giuliani

이태리 남극연구 관계자

이철

국회총무단

김정남

세종과학기지 준공
5주년 기념행사

김길홍
김준
신진옥
김채겸
최운지

이종락

성균관대학교

김용권

김형철

서울대학교

백원대

이인호

이찬휘

1993 12.21~
1994.2.11

장종철

해양연구소

기지보수

김해철

서울대학교

김찬모

칠레 현지인 2
인

칠레

Ichikawa

교토대학교

김균종

이원규

온누리 승조원

강신성

외무부

김인태

과학기술처

권갑택

과학기술처

김재식

1993 12.21~
1994.1.21

93대전엑스포에서
상영한 영화
<미래의 한국> 제작팀

1994 11.25~
1995.12.13
1994 12.5~
1995.1.29
기지방문

서울방송

남극활동 취재

1995 1.13~1.14

김두상

장순근 외 14명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7차 하계대

8차 월동대
8차 하계대

박병권

강성호

최문영

윤호일

이종익

남상헌

이방용

이종익
김현철

서울대학교

이방용

한국해양연구소

김형수
강천윤
이철우
한상준

좌용주

경상대학교

김동엽

한국해양연구소

이철우

충북대학교

박종래

주칠레 한국대사

남상헌

해양연구소

정경우

국회 체신과학
기술위원회

진영근
김규중

이재명

유해수

이호정

박건태

김병오

홍종국

김충현

이경용

유인태

윤호일

강창희

강천윤

류환민

사무관

신임철

박진균

한국해양연구소

장순근
양영선
홍성민

주칠레한국대사관

이방용

김진원

원영인

강하종

정종균

충남대학교

곽노훈

칠레교민

김명준

기상청

1995 1.15~1.15

문영범

KOTRA 산티아고 지사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1995 11.30~
1996.12.26

김예동 외 14명 한국해양연구소

김수암

해양연구소

1995 11.25~11.26

김원태

MBC

취재

1992 12.5~12.13

차주호

한국해양연구소

하계연구

원영인

진영근

이종익

대전대학교

기지방문

9차 월동대

강재신

전호경

10차 하계대

최문영

황정

노영우

남상헌

해양연구소

문화일보

김현영

정호성

최문영

기지방문

오정환

이원철

이상훈

외무부

이상훈

취재

SBS

양병하

이용삼

강영철

김수암

강성호

이찬휘

이상훈

최상옥

강영철

해양연구소

오윤경
임한택

김수암

박영진

장순근

김태영

1996 11.17~
1997.3.5

소재귀

표문영

김태우
오귀택

기지방문
1995 1.3~1.5

중앙일보

칠레교민

한국해양연구소

김재순

홍두표

이관석

김동엽

한양대학교

경제기획원

강석천

중앙일보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권해상

칠레대사관

주칠레한국대사관

이기준

강돈혁

동아일보

정진호

인춘선
1995 9.27~10.23

김규중

최형태

1993 12.3~
1994.2.10

윤용정

장재서

석봉출

과학기술처

7차 월동대

1994 1.2~1.14

해양연구소

장상구

한국해양연구소

최홍식

1993 1.16~1.21

인하대학교

김병관

박병권

강호인

정경호

남기수 외 13명

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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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1
서울대학교

1993 12~1994.12

조홍규
김덕규

최문영외 34명

함석현

조규표
국회경과위원

유해수

이미영
오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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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1996 11.17~
1997.3.5

정경호

해양연구소

10차 하계대

1997 12.10~
1998.2.20

박건태

해양연구소

11차 하계대

1998 10.11~
1999.1.30

최문영

한국해양연구소

12차 하계대

1999 11~2000.3

이윤호

한국해양연구소

13차 하계대

함석현

허순도

최문영

강영철

박정기

강재신

김예동

심정희

함석현

강영철

진영근

강수경

어영상

심정희

이종익

강돈혁

김동선

김동선

유찬민

강성호

장종철

이방용

허순도

이원철
김도홍
이경인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해양연구소

이문기
서승남
김상익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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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극

이동영

자원연구소

정종균

김동엽

김준

항공우주연구원

장순근

윤호일

좌용주

경상대학교

윤호일

장순근

겅기영

안동대학교

강천윤

양영선

황두진

여수수산대

김동엽

유규철

김문고

인하대학교

김영필

홍성민

한성수

잠수전문가

홍종국

이상훈

박건태

심정희

지상범

강성호

함석현

송동일

장종철

홍종국

박정기

1996 11~1998.1

조한빈 외 14명

해양연구소

10차 월동대

1997 12~1998.12

이상훈 외 14명

해양연구소

11차 월동대

1997 12.10~
1998.2.20

남상헌

해양연구소

11차 하계대

김도홍
이병관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최돈원

진영근

김현수

잠수전문가

황두진

여수수산대

정백훈

우루과이 연구
팀 2명

리빙스턴섬
빙하 공동연구

박주영

외국어대학교

박찬영

한태준

인천대

이상묵

이정환

해양수산부

유규철

인하대학교

함석현

최문영

변재일

국무총리실

서승남

박봉흠

재정경제원

LERO Y.W. PAN
KRATZ

USGS

윤호일
강천윤

김용환

이병기

일신엔지니어링

남승일

이재영

과학기술처

주민규

김수암

박운영

연합통신

이춘호

신우 GE

안인영

이창

주칠레한국대사관

김수도

국무총리실

정호성

박병권

한국해양연구소

김태현

예산청

강성호

김동엽

방문규

강재신

김태영

정윤

이덕기
김규중
장순근

이미영
강돈혁
김동엽
이형모
정경호
이방용
홍성민
원영인
김영필
김석기
조기웅
홍종국

1997 2.4~2.5

1998 11.20~
1999.12.20
1998 10.11~
1999.1.30

정호성 외 13명
남상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정부합동조사

1999 2.1~2.2

12차 월동대

강성호
진영근
유인성
김규중
김수암
강돈혁
안인영
이윤호
홍성민

이용희
권문상
조기웅
장종철
기지방문

원영인
조영민

과학기술처

박노종

12차 하계대

염성덕

국민일보

김예동

한국해양연구소

오정환
1999 12~2000.12

이방용 외 14명

한국해양연구소

13차 월동대

1999 11~2000.3

남상헌

한국해양연구소

13차 하계대

유인성
김규종
강돈혁
신형철
이원철
안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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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아쿠아 오퍼레이션

손영관

경상대

황인걸

지질자원연구원

임흥현

아쿠아 오퍼레이션

박주영

외국어대학교

송환석

광주대

이민수

인천대

한영석
2000 1.5~1.11

김예경

프리랜서

2000 1.29~1.29

김경섭

기획예산처

우범기
최석식

과학기술부

박남춘

해양수산부

기지방문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00 1.29~1.29

손정웅

국무조정실

기지방문

2002 1.28~1.29

강상식

과학기술부

실태조사반

조리사

16차 하계대

한국해양연구원

17차 하계대

김준석

해양수산부

이희찬

연세대학교

2003 11.25~
2004.2.5

김동선

공공기술연구회

2002 11.23~
2003.2.18

김우한

박병권
한상준

한국해양연구소

김철수

한국해양연구원

박재범

신양기술

김승범

정기영

안동대학교

최정은

강도형

제주대학교

주형민

신민철
2000 11.28~12.14

2000 12.13~14

정영섭

김예동
현대건설

기지안전진단

한국해양연구원

임동국

2002 11.23~12.20

KBS 기자 2명

KBS

취재

유순애

배재대학교

송수진

김성천

2002 12.20~
2003.1.7

신특수

사진작가

촬영

오현명

서울대학교

임한주

주형민

상명대학교

황근춘

2002 12~2003.12

강영철 외 15명

한국해양연구원

16차 월동대

방현우

한양대학교

김영준

2002 11.23~
2003.2.18

진영근

한국해양연구원

16차 하계대

김영신

산양대학교

박지수

ALBERT
MAIONE

캐나다기술자

임정한

유순종

한일전기안전관리

김재순

한국해양연구원

류충렬

국무조정실

현기진

해양수산부

허남

한국해양연구원

실태조사반

이명조

이상훈
정웅식

진동민
김승제

주칠레한국대사관

기지방문

전호성

2000 12~2001.12

장순근 외 14명

한국해양연구소

14차 월동대

강재신

윤호일

한국해양연구소

14차 하계대

2001 1.11~1.12

유희열
김춘석
임상규

강석호
과학기술부

기지검열단

국무조정실

이종익

기획예산처

박남준

한상준

한국해양연구원

2001 2.7~2.8

2001 3.25~4.16

장순근
남상헌

문왕식부부

주칠레한국대사관

박춘식부부

칠레교민회장

김영목

MAN & SHADOW FILM

기지방문

한국해양연구소

15차 월동대

2001 2001~2002

한국해양연구소

15차 하계대

2002 1.15~1.16

국무조정실

원영인
남선미

장병완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김성진

해양수산부

송환빈

공공기술연구회

한상준

한국해양연구원

2002 1.28~1.29

신창동

국무조정실

김승범

전연식

MBC

기지취재

2003 12~2004.12

윤호일 외 15명 한국해양연구원

17차 월동대

2003 11.25~
2004.2.5

홍성민

17차 하계대

유규철

한국해양연구원

2004 1.4~1.19

이방용

전남대학교

16차 하계대

진영근
정호성

인천대학교

최재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세일

서울대학교

김동화

인하대학교

이희춘

연세대학교

이두별

충남대학교

박재범

신양기술

정기영

안동대학교

주종민

한양대학교

한욱

육군사관학교

방현우

한양대학교

라승구

라승구 잠수교실

조운찬

챌린저 스쿠바

박기종

국무조정실

김동환

기획예산처

황숙주

감사원

김춘선

국무조정실

김병열

해양수산부

오대성

주칠레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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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방문

오정환

공공기술연구회

변상경

한국해양연구원

김예경

신형철

경상대학교

이민수

김세정

김지희

박성민

2002 11.23~
2003.2.18

한국해양연구원

정경호

오병철

실태조사반

공공기술연구회

허순도

이기영

김태영

박병권

최뮨영

박세형

손영관

해양수산부

이주한

김영준

이상훈

서정호

유인성

박지수

권오갑

박장준

남상헌

이방용

정무경

박영규

장순근

정경호

기지검열단

기획예산처

김만태

김지희

정강정

정해방

장성태

김선일

최문영

강천윤 외 39명

국회정무위원회

김종우

김규중

2001 11.30~2002.12 정호성 외 15명
윤호일

2003 11.28~12.30

유인성

남극현지촬영
가능성 검토

조용복

이정아

심민보

유규철

노원대

감사원

기지검열단

김예동

강천윤

임장근

김종신

변상경

이재일

이상훈

국무조정실

백철호

윤호일
해양수산부

심재설

전경옥

안도걸

심정희

이승철
이용우

2003 1.7~1.8

김동선

김부근 외 39명

박규진

LOR I MARLENE

김동엽

2000 12.28~12.28

2000 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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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심정희

김현영
2004 2.23~2.24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세종과학기지 답사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04 2.23~2.24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

세종과학기지 답사

2004 11.21~
2005.2.21

유현재

극지연구소

18차 하계대

2005 1.15~3.31

배재성

에너지기술연구원

협동연구사업

2005 11.21~
2006.2.21

윤영준

극지연구소

19차 하계대

함석현

신양기술

최태진

극지연구소

최해진
손재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흥우

김영신

한양대학교

김영진

장성태

해양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재모

김정한

충남대학교

2004 2.23~2.24

김동엽

한국해양연구원

세종과학기지 답사

장영석

황의진

이홍금

극지연구소

2004 12.20

김재범

우루과이 한국대사

기지방문

박지수

김병주

2004 11.21~
2005.2.21

정경호

극지연구소

18차 하계대

노승목

김태영

추미경

박창현

김일찬
극지연구소

장성호
2005 11.21~
2006.2.21

극지연구소

19차 하계대

극지연구소

방현우

한양대학교

진영근

극지연구소

해양연구원

이두별

충남대학교

김성중

극지연구소

전정아

극지연구소

이희춘

연세대학교

이지영

허재선

순천대학교

강성호

극지연구소

장종철

해양연구원

임한주

해양연구원

라승구

잠수부

강재신

양형모

항공우주연구원

신형철

극지연구소

박현

극지연구소

홍성수

구인회

성보영

하선용

한양대학교

정호성

현대환

강민호

강성호

해양연구원

이동화

남상헌

홍순규

양성현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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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유인성

김지희

이주한

손동화

박명길

전남대학교

김정훈

경희대학교

공봉석

강영철

장순근

극지연구소

김광훈

공주대학교

백종인

심정희

해양연구원

이재일

정윤석

포항공대

권오기

이상훈

극지연구소

유규철

방현우

한양대학교

최문영

극지연구소

이주한
손호웅

배재대학교

김석기

홍성민 외 15명 극지연구소

2005 1.2~1.14

김예동

극지연구소

노건기

산업자원부

박종구

감사원

신민철

극지연구소

안충환

국무조정실

이광재

주칠레대사관

조청원

과학기술부

최재광

공공기술이사회

강명희

재불화가

김정훈

경희대학교

김현태

서산여고

김흥식

과학재단

박익찬

KBS

이경인

울산학성고

정종원

월간사람과산

지재우

KBS

이방용

극지연구소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홍금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박민규
강영철
송수진
김동선

해양연구원

심정희
임정한

극지연구소

2005 1.2~1.25

김성진
이방용
박재범
유규철

신양기술
극지연구소

문흥수
이성진

제주대학교

이승현

서울대학교
2005 1.15~3.31

박윤동
라승구
유인성
홍종국

잠수부
극지연구소

해양연구원

2004 11.21~
2006.1.31

김영경
이종익

남경ENG토건

이유경
이재학

18차 월동대
정부검열단

김연성

박명호

주형민

임수연

정웅식

윤석훈

제주대학교

이하나

서울대학교

이은성
박지수

이용일

박준호

임현수

남상현

성영배

미국 시내티대학교

양형모

항공우주연구원

2005 11.21~
2006.2.21

홍창수
강천윤

극지연구소

협동연구사업

구인회

경남호

이정우

KBS

김석우

박민규

극지연구소

김성완

김기훈

주영철

이종익

김영진

최원희

남문석

박상범

홍승서

에너지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이인성

서울대학교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극지연구소

민형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효택

서정기

정경호
추미경

협동연구사업

현대환

이지영

이방용
해양연구원

해양연구원

장성태

극지체험단

329

임영란
2005 11.21~
2006.12.31

최문영 외 16명

극지연구소

제19차 월동대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05 10.14~
2006.2.24

임완호

DMZwild 대표

자연다큐 제작

2006 11.9~
2007.3.27

성보영

극지연구소

하계조사연구

2006 11.9~
2007.3.27

이승배

서울대학교

하계조사연구

2007 1.3~1.6

박향식

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조사단

장순근

극지연구소

김이환

과학기술부

2006 1.12~1.24

이창수

에이스테크

발전기 보호계전기 설
치작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임동훈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김대기

기획예산처

정부검열단

김예동

극지연구소

박준우

정유재
2006 1.12~1.15

해양수산부

유성수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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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9~
2007.3.27

감사원

임형철

기획예산처

최울림

국무조정실

임완호

DMZwild 대표

극지연구소

김성중
황상철

해양연구원

홍창수
김기영

김병주

정경호

극지연구소

민형석

신부남

환경부

심정희

해양연구원

이경석

조용범

기획예산처

현대환

항공우주연구원

윤영준

기현서

주칠레대사관

박래군

해양연구원

이명신

강원대학교

하계조사연구

2007 1.11~1.12

함석현

신양기술

박철암

윤부열

배재대학교

이원학

강릉대학교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표기원

강영철

극지연구소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이인영

국회의원

극지연구소

임현수

2006 11.9~11.26

홍성민

자연다큐멘터리
<남극의 야생,
펭귄> 촬영

극지연구소

최태진

백진아

이술영

강천윤

부산대학교

최한구

이문기

2006 9.5~10.26

장양희

손호웅

신민철
신평식

김연성

최정헌

기초자원연구원

신동호

문학가

박민규

한전기

이원상

강소영

화가

유현재

신특수

사진가

윤숙영

박수현

홍종국

임완호

다큐멘터리 제작

진영근

이강봉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주한

김창덕

세계일보

구경모

라승구

잠수부

유인성

정호성

극지연구소

극지체험단

2007 11.15~11.19

이상훈 외 16명

극지연구소

20차 월동대

지정민

극지연구소

최변각

서울대학교

조경희

김동욱

현대엔지니어링

세종과학기지 대수선
및 증축사업 현장조사

김옥주

극지연구소

이재은

김영수

유성식

취재기자

김희석

포토시안

임동국

구재영

촬영기자

이형석

극지연구소

김진성

신동곤

촬영보조 오디오

허재선

순천대학교

최정민

인품컨설턴트

고미순

코오롱

조주식

이재섭

현대엔지니어링

임광미

김정찬
2006 12.14~12.21

극지연구소

이창한

한국과학기술원

박상범

주영철

정여진

부경대학교

송시태

제주외국어고

한충렬

송내고
CJB 청주방송

부경대학교

김영진

서울대학교

홍성완

서장훈

건설기술연구원

김지희

극지연구소

임헤운
박수범

김규한

이화여자대학교

이규송

강릉대학교

김정훈

극지연구소

이방용

극지연구소

김용하

충남대학교

이형근

임장근

이재일

김석준

유규철

박의명

김정한
신형철

극지연구소

2007 1.3~1.6

김예동

한겨레

한겨레 21 취재

극지연구소

하계조사연구

남종영

2007 12.3~
2008.3.24

강천윤
강영철
구경모

김정한

충남대학교

라승구

극지연구소

바타라이
박경일
박민규

진동민

김성완

이인성

MBC 네버엔딩
스토리 촬영

김지희

박숭현

박계헌

MBC

김진만

류우종

2006 12.7~12.14

에너지기술연구원

세종과학기지 20차 동
계대원 및 하계연구원
방송취재

나경은
2007 12.5~12.11

2006 12~2008.1

김석우

제3영상

예치웅

이진성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김홍식

이병구

홍순규

박병권

강성호

안재민

극지연구소

유현규

유승희

2007 1.12~1.26

이종익

홍명호

극지연구소

극지체험단

박종우

인디비젼

박창근

극지연구소

박채행

정부조사단

백현철

항공우주연구원

손호웅

배재대학교

심성보

연세대학교

양형모

항공우주연구원

유한규

코오롱

유현재

극지연구소

윤숙영
감사원

유관기관 방문단

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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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07 12.3~
2008.3.24

윤진욱

HCT

하계조사연구

2008 1.2~1.8

김재철

동원그룹

한국산악회

2008 1.7~4.20

이기섭

엠에이디건축

2008 11.17~
2009.3.9

강원대학교

하계조사연구

한양대학교

대수선 사업
선공사 수행 인력

전광민

이강현

이종익

극지연구소

이방용

극지연구소

윤성호
2008 2.15~2.19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이원상

허형택

해양연구원

이재일

송원오

이종익

박병권

이주한

정풍송

이창은

극지연구소

정인택

유인성

이해덕

박상범

허필도

유한규

코오롱

극지연구소

김준영

정만

다솜산악회

정욱기획

김학균

이방용

극지연구소

김은표

매일경제

이차환

김창훈

경인일보

정성범

임현수

이재기

MBN

김영식

최태진

극지연구소

이석희

함석현

네오씨

백승환

안강호

한양대학교

김영철

정혁

장남택

코오롱

최문영

정해명

서울대학교

이지영

정혁

한양대학교

정도영

조주식

순천대학교

이휘진

외교통상부

강영남

지건화

극지연구소

박영삼

신창건설

박옥수

김형철

최변각

서울대학교

최성희

극지연구소

2008 3.3~3.24

최태진
2008 1.6~3.27

동방중전기

심성보

연세대학교

이태식

극지연구소

최성희
정해명

서울대학교

추재만

김병오

추미경

극지연구소

김경수

김옥성

박병권

장성호

홍정호

윤종성

이승한

김동욱

허재선

순천대학교

이은주

서울대학교

배재대학교

함길주

강릉대학교

고석환

함석현

네오씨

홍종국

극지연구소

허순도

극지연구소

강천윤

극지연구소

허재선

순천대학교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정민

홍순규

극지연구소

홍종국 외 16명

극지연구소

21차 월동대

박형근
김영진

2008 1.3~1.15

이홍금

극지연구소

정부조사단

정영화

신민철

지건화

김중환

KBS

표기원

2008 1.7~4.20

윤영준
에이스테크

이상순

박은희

2008 1~2009.1

KBS 과학카페 촬영

극지 환경보호를 위한
청정에너지원
활용연구

대수선 사업
선공사 수행 인력

김상유

신창건설

부철퍼링스

국보일렉콤

박정수

서주태

김기영

강원대학교

신광일

심은섭

항공우주연구원

박인재

양현모

이재용

김기우

감사원

박경진

김용덕

삼정 I&C

김영욱

이은우

과학기술부

오연호

김진기

동영미디어

박민규

엠에이디건축

조남경

손재학

해양수산부

최홍건

한국산악회

김윤종

2008 11.17~
2009.3.9

김덕영
김민호

조동식

구인회

김영천

김종일
한국산악회

양희명

이재일

극지연구소

이원상
소병달

서울대학교

이혐수

박숭현

극지연구소

정선미

이상훈

해양연구원

이용문

연세대학교

김정훈

극지연구소

유규철

극지연구소

서울대학교

하계조사연구

김성규

동아일보

정상준

극지연구소

이용일

조휴정

KBS

정진수

신창건설

우경식

강원대학교

임정한

김용철

한국산악회

정재영

장순근

극지연구소

김덕규

정기영

안동대학교

손호웅

극지연구소

박은호

엠에이디건축

한양대학교

이현경

정창용

이인우

2008 1.2~1.8

세종과학기지 20주년
설립 기념식

이태식

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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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규

최성호

이도영

이덕주

이성중

이주한

정아영

오태진

서기원

이혜란

최재항

이현호

이대근
서울대학교

문희창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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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08 12.17~12.23

박제규

국립해양조사원

남극지역의 수로조사
활동

2009 11.17~3.13

이강원

한진정보통신

하계현장조사

2009 11.17~3.13

이영미

고려대학교

하계현장조사

2010 1.9~1.20

소기홍

기획재정부

정부조사단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강필성

2010 1.11~1.22

이홍금

극지연구소

국회방문단

유규철

극지연구소

이형석

박건형

서울신문사

세종과학기지 취재

2009 1~2010.1

진영근 외 16명

극지연구소

22차 월동대

2009 1.6~1.7

진동민

극지연구소

정부조사단

한승우
정도안

2009 1.29~1.30

나정균

환경부

정재남

외교통상부

임창순

주칠레대사관

박철주

외교통상과

이홍금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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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0~2.16

2009 11.17~3.13

국회 교욱과학기술위

이계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안홍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김춘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최은정

극지연구소

강희철

부경대학교

이민구

고려대학교

김경희

태평중학교

김창수

경문고등학교

오윤석

인천여자고등학교

이복희

병점고등학교

김길태

한국과학창의재단

강천윤

극지연구소

강성원

부경대학교

홍순규

극지연구소

김지희

엄영철

농촌진흥청

서현교

이종규

우주선

극지연구소

이병석

국토해양위

박민규

서기원

김성순

국회의원

이원상

엄주영

서울대학교

정진섭

최문영

극지연구소

조정식

최학겸

서울대학교

권태중

KT

백성운

홍종국

극지연구소

김도형

박용철

홍성민
황우여

정선미

윤숙영

국회방문단

명청식

임현학

부경대학교

조지훈

이태식

극지연구소

이종석

김영남

천이진

최유정

현대환

김기영

강원대학교

하계현장조사

이방용

임현수
문흥수

극지연구소

오태진

배재대학교

이상호

국토지리정보원

윤희천

충남대학교

박준규

임병규

국회수석전문위원

이상모

보좌관

이정은

국회 입법조사관

김일수

대외협력본부장

김영관

조직위원회

강희철

부경대학교

홍진욱

고려대학교

박현수

해양연구원

기지운영파악

하계대 추가 위원

지건화

양희명

2010 11.26~2011.12 신형철 외 17명

극지연구소

24차 월동대

최태진

최재항

2010 11.26~3.30

극지연구소

하계현장조사 참가자

채남이

정필규

김정한

조경래

지건화

김정한

충남대학교

김학균

박민규

이윤곤

연세대학교

박경진

이원상

제종길

해양연구원

이기섭

김중구

KNJ

양지숙

오진만
안인영

윤숙영
극지연구소

서기원

김병록
극지연구소

정호성
발지환

이데일리

이태규

서울대학교

박현

극지연구소

최정은

최은정

2009 12~2010.12

강성호 외 17명

극지연구소

23차 월동대

이종은

디엔에이

김정훈

2009 12.5~12.15

진동민

극지연구소

이기현

서울대학교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각국의 극지연구 활동
동향 파악 및 기지운
영 현황 파악

양승조

인하대학교

김예동

극지연구소

최한구

극지연구소

서울대학교

2010 1.6~3.30

박정수

손호웅

2010 2.9~2.26

엠에이디건축

국회예산정책처

오연호

이은주

주형민

2010 1.18~2.1

신해룡

윤영준

문혜원

이상현

항공우주연구원

박천우

박현

이재일

왈도시스템

박덕종

홍명호
남극연구체험단

신민철

김동엽

김상희

최한구

극지연구소

윤호성

경북대학교

라승구

아쿠라라인

최문영

조우찬

Challenger Technical &
Research

천재호

기획재정부

김정훈

황승현

외교통상부

문혜원

극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김송열

배재대학교

정철두

한진정보통신

송진원

함석현

네오씨텍

강윤규

박병권

지오시스템

임정한

김성수

한진정보통신

한세종

남상헌
2010 1.9~1.20

유연진

이수영
극지연구소

이지호

정부조사단

Lou Yue

서울대학교

최은정

극지연구소

박정수

서울대학교

이근재

교육과학기술부

라승구

아쿠아라인

권승돈

기초기술연구회

조운찬

Challenger Technical &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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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0 11.26~3.30

곽정현

포항공과대학교

하계현장조사 참가자

2010 11.26~3.30

홍상범

극지연구소

하계현장조사

2011 1.10~1.10

정부조사단

Atrad R adar engineer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네오

2011 11.10~
2012.2.29

Chris Adami

함석현

김영석

지반연구실

조현준

극지연구소

2010 11.26~3.30

박준모

교육과학기술부

박하동

정동은

외교통상부

임정한

이희철

환경부

홍승서

이재일

김일찬

백승근

국토해양부

이종섭

임현수

박미라

김성균

기상청

이형석

유규철

박유경

장문영

기초기술연구회

이정은

문흥수

김학준

이용현

주칠레대사관

김민규

조경남

정철두

한진정보통신

박영아

국회의원

정선미

조정호

한양대학교

민동필

기초연구회

최태진

이홍금

극지연구소

채남이

임용곤

해양연구원

박상종

진동민

극지연구소

함석현

네오씨텍

김정훈

극지연구소

하계현장조사

이진용

강원대학교

윤태덕

이종덕

전북대학교

김정현

최원용

포항공과대학교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김옥선

서울대학교

이상훈

극지연구소

김기태
현창욱

서울대학교

정우돈
이방용

이태식
극지연구소

양은진

최태진

송진원

강재모

고려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은정

2011 3.1~3.10

이지영

극지연구소

세종과학기지 운영
현황 점검

문혜원

2011 11.10~
2012.2.29

임현수

극지연구소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정기영

안동대학교

장성승

조선대학교

이민경

극지연구소

이태식

전형덕
박경아

극지연구소

이승겸
김선영

김수관

김보경
한양대학교

이태리 O GS 연구원

이종익

극지연구소

강돈혁

해양연구원

정진현
이형빈

유한규

코오롱

이소영

한양대학교

전동구

극지연구소

노현주

항공우주연구원

이성근

충북대학교

이지영

극지연구소

2011 1.10~1.10

이명신

한승필

극지연구소

최문영

극지연구소

유연진

강치호

양정현

정옥철

김규옥
극지연구소

황희빔

극지연구소

이태규

서울대학교

이종익

극지연구소

기획재정부

정부조사단

2011 11.10~
2012.2.29

해양시스템

송관영

TM Dive

김인태

서울대학교

정진우

공주대학교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조현준

서울대학교

박숭현

극지연구소

기승섭

서울대학교

김형준

극지연구소

양윤석
이현우
정유정

유한규

코오롱

우주선

극지연구소

민기식

인하대학교

이상휘

서울대학교

강병진
김양호

대전대학교

안태경

인하대학교

김수환

신안산대학교

남성진

극지연구소

홍순규
김옥선

전미사

극지연구소

조재영

한진정보통신

박종필

한양GST

정상백

지오시스템

김정한

극지연구소

이창섭

라승구

이영미

김지훈

최설철

현대환

한양대학교

최한구

장성호

여운철

용인대학교

유현수

강성호

김동엽

양형모

김세화

정만기

김석철

유인성

홍창수

유인성

한양대학교

엄주영

서성봉

Umberta
Tinivella

이승한

윤숙영

한정민

김보미나

박채행

하계대

이두별

홍종국

김성한

극지연구소

한호경

이장근
우주선

중앙일보

김옥선

함도식

강윤규

안도환

신동연

김현철

채남이

국회방문단

2011 1.4~1.26

김영남

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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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8~1.20

극지연구소

김은혜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조안나
김현철
배현민
김태경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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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1 11.10~
2012.2.29

김학준

극지연구소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2011 11.10~
2012.2.29

Liljebladh,
Bengt

스웨덴대학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2011 12.1~12.15

류재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남극연구체험단

2012 10.15~3.10

황청연

극지연구소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2012 1.15~1.15

안재우

극지연구소

정부조사단

서기원

Rutgers 대학

이형철

기획재정부

이용일

서울대학교

박용철

극지연구소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성영배

고려대학교

지종철

국토해양부

이수영

박용규

주뉴질랜드 대사

이태식

백규석

환경부

이상훈

류용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종국

김홍진

기초기술연구회

진영근

황의성

주칠레대사관

김형준

박경선
도학원
김덕규

이원상

이상훈

이춘기

양은진

조범준

함도식
하호경

신동섭

부경대학교

양형모

김태완

서식배

황청연

구인회

나형술

박세철

전현덕

이홍금

한정민

유연진

이동진

진동민

김보경

김춘식

박하동

김원준

문흥수

이지영

권영신

해양연구원

2011 11.10~
2012.2.29

홍창수

조창희

극지연구소

오태진

MAD종합건설

정기유지보수공사

최평수

이형빈

오연호

한양대학교

임선섭

김성한

박성기

최아연

오현웅

포항공과대학교

김종걸

충북대학교

김진우

서울대학교

임기순
정상준
장준호

김승희
주희태

부산대학교

김미선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원

최걸기
최경식

해양대학교

하정석

해양연구원

김현수

인하전문대
영국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25차 월동대

2011 12.1~12.15

전승열

극지연구소

남극연구체험단

김용민

큐레이터

임광모

작가

박홍순
조광희

극지연구소

신동섭
남극 실무조사단

정경호
정현주

전재훈

국토

하선용

황준구

해양연구원

민준오

김두식

칠레대사관

이재광

홍창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대원

항공우주연구원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안길수
권미예

박세철

임정한

양현모

한세종

정옥철

바타라이

백현철

김일찬
극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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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이명신

박숭현

박상종

함도식

김백민

황청연

홍현기

양윤용

윤호일

최학겸

유규철

양윤석

이재일

신동섭

임현수

부산대학교

김형섭

문흥수

극지연구소

이태식
박경아

이상희

2011 11.15~2012.12 신민철 외 17명

김주연

양정현

노수연

김광근

김승영

극지연구소

김정한

허현회

정진현

Abra hamsen,
Einar Povl

세종과학기지운영
현황 점검

장성호

황선아

정성엽

2012 10.15~3.10

이찬우

홍상범

김민경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김수관

전정아

서현교

이방용

이승겸

현정호

2012 2.23~2.14

윤두한

박경아

박지수

이석원

정옥철

이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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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구원

양윤용

서장훈

인하대학교

서기원

서울대학교

원용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원상

극지연구소

Edward T, Baker

NOAA

박용철

윤숙영

극지연구소

김형준

엄주영

신동섭

이원상

최은정

Arne Schwenk

KUM

정만기

허순도

극지연구소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2 10.15~3.10

이정훈

극지연구소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2012 10.15~3.10

마티야스 반기
네켄

극지연구소

남극하계 현장조사단

2013 1.14~1.14

임병규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단

2013 11.1~
2014.2.28

송관영

INTO DIVE

하계현장 조사연구

김정한

극지연구소

서열에러덴
Scott Chambers
송진원

김학준

ANSTO

이성구

고려대학교

이숙영
김현철

극지연구소

2012 10.15~3.10

김정훈

공주대학교

이규송

강릉원주대학교

이방용

극지연구소

2012 12.2~12.5

2012 12~2014.01

최은정

이기룡

해양연구원

박민규 외 17명

극지연구소

김성일

정만기

2012 12.02~
2013.2.10

문혜원

2012 12.02~12.18

함석현

라승구

해양시스템

송관영

INTO DIVE

최한구

극지연구소

김선미
김원준
박진호

세종과학기지 시찰단

26차 월동대

육군 종합정비창

박현갑

윤영준
허재선

순천대학교

우주선

극지연구소

박태윤
김영환
박상범
김윤섭

충북대학교

김명환

코오롱

극지연구소
코오롱
극지연구소

극지연구소

박찬곤

심석고

노현주

최승규

세종과학고

이경하

김유철

프리랜서

이홍금

이우신

서울대학교

극지연구소

김언성

기획재정부

장보현

교육과학기술부

정래광

환경부

강용석

국토해양부

김세용

해양과학기술원

홍석화

주틸레대사관

최문영

극지연구소

주승용
강석호
이윤석
안효대
박기춘

국토해양위원회

하계현장 조사연구

김옥선
권미예

정민수

조안나

세종과학기지 무선
통신 중계기 및
기상자료 표출 시스
템 현장 설치

김한규

윤영준

세종과학기지 정기유
지 보수공사

극한지의 환경대응
공학기술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설상차 수리 및
기술지원
정부조사단

김석철

강릉원주대학교

박세영
임정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양형모

임현수

부산대학교

현대환

이정훈

이화여자대학교

박세철

김경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옥철

정유정

극지연구소

이진오

최한구

이문형

김선미

이명환

전미사

심현섭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웅기

충남대학교

임수연

홍창희

송지훈

인하대학교

김준태

포항공과대학교

박경민

극지연구소

김정훈

극지연구소

정종우

이화여자대학교

정진우

입법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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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최승호

최창호

김태완
2013 1.14~1.14

김관재

안재우

박태윤
전북대학교

남극 연구활동 및
기지운영 현황 파악

2013 2.12~2.12

이태식

홍순규

한국극지연구위원회

김대홍

남극연구체험단

오창환

박병권

2013 01.07~1.29

강윤지
극지연구소

학익여고

2013 02.01~02.05

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고창중학교

김은규

서상현

한국극지연구위원회

이형석

최창용

정찬금

노현주

2013 11.1~
2014.2.28

박병권

이미숙

극지지원 시스템 구축

2013 01.14~01.05

극지연구소

김현진

극지연구소

홍순규

유인성

네오씨텍

홍기용

전미사

전정아

백승민

백예슬

유한규

극지연구소

서울대학교
극지연구소

정만기

2013 1.7~1.15

정진범

이종익

극지연구소

김동엽

이정은
노은정

송동일

최은정

이승욱

최한구

강천윤

극지연구소

강용석

이형근
2013 1.4~1.14

양지숙

한영덕

김연태

유연진

이지영

공주대학교

신동혁

이홍금

기지지원인력

김원준

김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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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AlbrechtsIniversitat zu Kiel

김춘식

정진우

이형석

Frank D,Sc
onnichsen

이찬우

안인영

북찬연

박희석

김한나

한영덕

공주대학교

최성준

충북대학교

박상종

극지연구소

함석현

네오씨텍

안인영

극지연구소

문혜원
라승구

해양시스템

2013 11.30~
2014.12.14

허순도 외 17명

극지연구소

27차 월동대

2013 12.1~12.31

전정아

극지연구소

Pole to Pole Korea

천운영

소설가

정지우

영화감독

윤태호

만화가

이강후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이용현

사운드 아티스트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3 11.20~
2014.1.31

지정민

극지연구소

오태진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측
지관측동 및 조위계
설치공사

2015 1.6~1.6

윤호일

극지연구소

2015년 남극세종과학
기지 정부조사단

2015 12.1~
2016.12.18

이종락

(주)인더씨코리아

하계연구조사

콘클리닉

세종과학기지 구조물
보강 공사

2014 12.8~2015.2.3

이용현

2015 1.6~2.2

안재우

극지연구소

2015년 남극세종과학
기지 정부조사단

2015 12.16~
2016.2.3

라승구

언딘 해양장비부

김재석

극지연구소

박경진

김남금

양태식

김종산

오연호

김종백
2013 12.2~12.12

이방용
신상희

김대성
극지연구소

극지과학기지 운영

선걸

가이아쓰리디

전기용

2013 12.2~12.12

홍대희

비아이엠에이치

극지과학기지 운영

허현회

2013 12.5~12.16

한지현

극지연구소

세종과학기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

최평수

2013 12.5~2.23
2014 1.6~1.7

이상용

극지연구소

최문용

극지연구소

박춘섭

기획재정부

세종과학기지 하계
현장조사기간
정부조사단

최도영

미래창조과학부

김인철

외교부

2014 12.28~
2015.1.9
2014 12.16~
2015.2.3

2014 12.17~
2015.1.9

이석원
이찬희

환경부

김양수

해양수산부

Joseph Covi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2014 11.17~11.25

나형술

극지연구소

2014 12.8~
2015.2.23

신승환

극지연구소

2014 12.8~12.14

안재성

2014 12.8~2015.2.3

2014 12.8~12.17

2014 12.8~12.17

정귀성

안인영 외 16명

(주)왈도시스템

극지연구소

정진우

극지연구소

김성훈

조선대학교

Nobuo
Kokubun

NIPR

이방용

극지연구소

김연태

경인여자대학교

함석현

네오씨-텍

2014 12.8~
2015.1.14

김승엽

2014 12.8~2015.2.3

조창희

프리랜서

<남극의 과학자들>촬영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김선미

극지연구소

권천중

부경대학교

2015 1.20~23

송상근

해양수산부

김현태

해양수산부

현창욱

극지연구소

조한민

(주)혜성파워텍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2015

박기홍

극지연구소

한영덕

공주대학교

2015 12.1~2016.1.6

전기용

웅진종합건설(주)

이우신

서울대학교

웅진종합건설(주)

남극세종과학기지 측
지관측동 및 조위계
설치공사

2015 12.1~12.16

한지현

극지연구소

2015 12.1~
2016.2.23

권병학
(해상안전)

마린랜드

박재신
2014 12.17~
2015.2.23

권병학

2015 1.6~1.30

정훈영

부산대학교

2015 1.6~2.3

오창환

극지연구소

마린랜드

연세대학교

주현태

충북대학교

김한우

극지연구소

2014/2015 남극세종과
학기지 하계현장활동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하계연구조사

남극세종과학기지내
측지관측동 하자사항
점검 및 보수

윤호일

극지연구소

구윤철

기획재정부

정성원

기획재정부

조낙현

미래창조과학부

이민호

환경부

엄기두

해양수산부

이영하

감사원

김형만

국민안전처

정호길

외교부

양정현

극지연구소

2015/16년 남극세종과
학기지 정기보급과 남
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2016 1.6~2.23

박하주

극지연구소

Joseph A.
Covi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채남이

연세대학교

김석철

강릉원주대학교

2015 12.1~12.16

김지은

극지연구소

2015 12.1~
2016.2.3

이원영

지준화

최누리

홍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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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연구조사

홍혁표
하계연구조사

현창욱

박성섭

인천대학교

김고흥

한영덕

인하대학교

노현주

극지연구소

소재은
서울대학교

2016 1.6~1.17

박경민

극지연구소

2015 12.1~
2016.12.18

최한구 외 16명

극지연구소

29차 월동대

2015 12.1~
2016.12.18

김대규
(통신망 점검)

KT SAT

2015/16년 남극세종과
학기지 정기보급과 남
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2015 12.1~
2016.12.18

김상희

극지연구소

김사흥

(주)인더씨코리아

김학철

2015년 남극세종과학
기지 정부조사단

김동수
2016 1.6~2.3

탁성준

하계연구조사

극지연구소

고송주

정인재

박미라
부산대학교

2014/2015 남극세종과
학기지 하계현장활동
지원

(주)디엠지와일드

강효진

호텔관광대

하계연구조사

김미경

류종식

하계연구조사

임완호

전찬우
(조리보조)

정민수

채남이

임현수

2016 1.6~1.7

정귀성(중장비)

박성기

2015 1.6~2.2

2015 12.16~
2016.2.23

환경부

김은석

김호상

하계연구조사

남극세종과학기지 측
지관측동 및 조위계
설치공사

외교부

2015 2.3~2.23

INTO DIVE

정훈영
극지연구소

유지은

서강대학교

조안나

가이아쓰리디

정호성

미래창조과학부

김성진

김한규

2014/2015 남극세종과
학기지 하계현장활동
지원

하계연구조사

기획재정부

정택렬

이병하

신연수

28차 월동대

강경구

2015 1.20~2.3

정기철

2014/2015 남극세종과
학기지 하계현장활동
지원

경기운

홍상훈

김한나

이원영

하계연구조사

2015 1.15~1.30

김상희

정민수
극지연구소

2014 12.8
~2015.12.1

김지훈

2014 12.17~
2015.2.3

극지연구소

이성구

감사원

정택렬

김현범

송관영

김형준
2014 2.3~2.23

천운영

2014 12.17~
2015.2.2

전준철
유연진

이도승

남광희

김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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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조준호

중앙대학교

신웅기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양형모

항공우주연구원

남극 세종위성관제소
안테나 및 네트워크
및 유지보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
원(KIMST)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 현황 파악
하계연구조사

오한
2016 1.6~1.17

임광수
김학봉

2016 1.17~2.3

최종일

전남대학교

2016 1.17~1.27

Goncalo Vieira

CEG/IGOT - University of
Lisbon

하계연구조사

부록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6 1.17~1.27

Joao Branco

CEG/IGOT - University of
Lisbon

하계연구조사

2016 10.19~12.16

김재석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2016 10.19~
2017.4.22

정인철

(주)우일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

2016 12.1~
2017.2.3

홍순규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2016 1.22~1.23

Joao Mata

IDL - FCUL, University of
Lisbon

Pedro Ferreira

National Laboratory
for Energy and Geology
(LNEG)

Aniqah Zulfa
Binti Abdul Latif
Muhamad
Hilai Bin Mohd
Zainudin

최진희
2016 10.19~
2017.4.22

University Sain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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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 Teknologi
MARA

Emienour
Muzalina
Mustafa

Universiti Malaya

Wan Mohd
Rauhan bin Wan
Husin

Universiti Malaysia
Terenganu

Goh Thian Lai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Mohd Shahrul
bin Mohd Nadzir
2016 2.3~2.23

양희민

인하대학교

박기홍

극지연구소

전용재

김정훈

문동규

Tim Lynch

CSIRO

조두헌

최평수

양형모

항공우주연구원

이태호

이동효

남극 세종과학기지 내
세종위성관제소 유지
보수

서울대학교

하계연구조사

(주)우일

오태진

김동철

강일성

이원규

박용한

장재원

김정래

김진기

박대현

홍성우

이헌경

김광근

정인택

이성일

김한호

하삼랑

정필규

최지년

오연호

주강열

정상훈

김기락
박영남

김준영

이명규

COMAN,
CRISTIAN

NIRABS ROMANIA

이종선

조택환

최원준

이희영

2016 12.1~
2017.2.3

정민수

2016 12.1~
2017.12

김성중 외 16명

극지연구소

30차 월동대

2016 12.16~
2017.2.3

이종락

(주)인더씨코리아

하계연구조사

김준수

김학철
정진우

극지연구소

2016 12.16~
2017.1.8

Antonio Correia

포르투갈연구팀

2017 1.8~1.19

김정하

성균관대학교

하계연구조사

2017 1.8~2.23

홍보람

강릉원주대학교

2016/2017 남극 세종
과학기지 하계연구
활동

2017 1.8~2.3

문지혜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하계연구조사

고영욱

성균관대학교

양정현

극지연구소

정부조사단 지원

기획재정부

정부조사단

20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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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명

신정식

윤호일

선걸

공재성

최영준

PURCĂREA,
CRISTINA LIGIA

전기룡

이영환

안일환

홍상범

극지연구소

TUŞA, IRIS
MARIA

양태식

2016 10.19~2.23

정승민

한국호텔관광대학교

조리보조

성일홍

미래창조과학부

김명수

2016 10.19~4.19

김관태

태안365 열린병원

응급구조사

이지훈

외교부

김주열

2016 10.20~
2017.2.23

김학균

(주)우일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

신각수
이남우

국방부

2016 10.20~
2017.2.28

홍의문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

최준욱

해양수산부

2016 10.20~
2017.4.22

전기용

2016 12.01~12.16

김원준

극지연구소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2016 12.01~12.16

장민혁

에이치엔텍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지원(오수처리기
정비)

마린랜드 / 조디악 운
영인력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고무보트
조립, 운용지원)

이기성
조규재

김대성

극지연구소
(주)우일

남극세종과학기지시
설 현황조사

양현식
임현호

오태진

김성우

김정래
양희범
박성기

(주)우일

강성오

대릉이앤지(주)

안종동

(주)단A&C

김관수

함석현

박현주

(주)시아플랜건축

극지연구소

네오씨텍

김진원
김정원
한부용
2016/2017 남극 세종
과학기지 하계연구
활동
기상관측 케이블
재포설 외

하계연구조사

서호준

길호균

손성현

2016 10.19~12.1

2016 12.1~12.16

김승구

극지연구소

PERȘOIU,
TÎRÎTU AUREL

2016 1.8~2.3

박성섭

박현명

(주)단A&C

이태식

IŢCUŞ, CORINA

2016 2.15~2.23

이근한

남극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

이원영

방성배

손성헌

Foong Swee
Yeok

극지연구소

이기성
홍진수

International Medical
University

Mohamad
Huzaimy bin
Jusoh

지정민

위찬호

정귀성

이강원
(주)우일

이재황
(주)우일

박창선

강정완
전동식
정찬형

2016 12.01~
2017.2.23

권병학

박철건

남극세종과학기지 증
축공사

최종욱
이춘재

국민안전처

2017 1.9~2.23

조한민

혜성파워텍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발전기오버홀)

2017 1.9~2.23

김성진

혜성파워텍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발전기오버홀)

양재영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이경하
2017 2.3~2.23

김일찬

연도 일자

이름

소속

목적

2017 2.3~2.23

윤의중

극지연구소

하계연구조사

홍주미

일자

내용

1987.5

남극과학기지 후보지 답사

1988.1

제1차 남극과학연구대(현 월동연구대와 하계연구대) 파견

1988.2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1989.1

아르헨티나 쇄빙선 ‘B. Paraiso’ 좌초에 따른 구조인력(54인) 지원

1990-1991

세종과학기지 증축공사

1992.3

월동연구대 소식지 ‘눈나라이야기’ 첫 호 발간

1992-1993

국적연구선 ‘온누리’호 기지 입출항

1993.1

기지 개소 5주년 기념행사

1993-1994

마리안 소만 정밀 수심측량 및 빙하 시험시추

1994-1995

고층대기 연구용 라디오존데 최초 시험 비양

1999.1

인터넷 설치 및 개통

1999-2000

국적연구선 ‘온누리’호 기지 입출항

2003.10

남극올림픽 종합우승

2003.12

월동연구대 전재규 대원 순직

2004.12

고 전재규 대원 흉상 건립

2007-2009

세종과학기지 대수선 공사

2008.2

기지 개소 20주년 기념행사

2010.1

식물공장 설치 및 가동

2010.11

쇄빙연구선「아라온」 기지 첫 입출항

2016-2018

세종과학기지 증개축 공사

부록

남극세종과학기지 주요 연혁

김진형
강승현
김보미
지건화
김정한
감호식

충남대학교

Qian Wu

High Altitude
Observatory,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김태완

극지연구소

하선용
주형민
2017 2.23~4.19

김홍조

혜성파워텍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발전기 점검)

극지연구소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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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7~3.9

신민철
이방용

2017 4.10~4.13

이정기

하계연구조사
혜성파워텍

강성종

2017 12~

임승룡

(주)한국타다노

홍순규 외 16명

극지연구소

2016/17 남극하계현장
활동 지원

31차 월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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