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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조류 생태계 드론으로 지킨다

북극해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 광역 탐사 성공

드론 이용해

국내 유일

>>

북극항해에 나선 국내 유일의 쇄빙연

녹아 있는 메탄가스의 최고 농도는 전 세계 평

극지 조류 생활상

쇄빙연구선

구선 아라온호가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크기

균의 약 5배 수준이었으며, 연구팀은 채취한

촬영 성공

아라온호,

의 바다에서 ‘지구온난화의 시한폭탄’ 메탄가

시료를 활용해 동시베리아해 대륙붕의 고농도

스의 방출현상 관측에 성공했다. 메탄가스는

메탄가스 방출현상과 지구온난화와의 연관성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25배 강한 온

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기체로, 2010년 북극 동시베리아해 연안에

아라온호의 이번 북극항해는 해양수산부 ‘북

서 확인된 메탄의 농도는 세계 평균보다 8배

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사업비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96억 원/2016~2020년)’와 ‘북극해 해저자원

북극해 대륙붕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다량

환경 탐사 및 해저메탄방출현상 연구’사업(사

의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업비 145억 원/2016~2020년)의 일환으로 진

다.

행되었다.

북극항해 3항차 연구팀(수석연구원 진영근 박

윤호일 극지연구소 소장은 “이전 탐사결과와

사)은 동시베리아해의 대륙붕에서 4일간 메탄

비교했을 때, 북극이 매년 눈에 띄게 변하고

가스 방출 현상을 1초 단위로 측정하였고, 격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관측한 북극해의 정보

자 형태로 설계한 29개의 지점에서 바닷물과

를 과학자들과 공유하고 북극 보존을 위한 노

해저 퇴적물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바닷물에

력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10번째 북극항해

◀ 드
 론에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함
으로써 북극 조류 분포와 개체수 파악이
용이해졌다.

극지연구소가 최근 무인 비행기 드

서 모두 정확하게 촬영됐으며, 흰죽지꼬마물

론을 사용해 북극 조류의 분포와 개체 수를 파

떼새는 보호색 때문에 일반 카메라에서는 잘

악하는 데 성공했다. 분포 밀도와 개체 수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높은

조류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자료이지만, 날씨

온도로 인해 주변부와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

와 지형 등의 요인으로 접근이 힘든 지역에서

은 같은 방법을 인천 송도의 출입제한구역에

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극지연구소

도 적용해 갯벌에 머물고 있는 멸종위기 종 저

이원영 박사 연구팀은 북위 82도의 북그린란

어새 6마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극한

드 시리우스 파셋(Sirius Passet) 지역에서 털

지역뿐 아니라 제한구역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갈이 중인 분홍발기러기와 알을 품고 있는 흰

조류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죽지꼬마물떼새를 드론으로 찾아냈다.

앞서 남극대륙에서도 드론으로 수만 마리의

드론은 해안가 바다얼음에서 21마리의 분홍

펭귄 개체 수를 파악한 극지연구소는 극한의

발기러기를, 육지의 계곡에서 1마리의 흰죽지

날씨와 고위도에서 드론이 제대로 작동할 수

꼬마물떼새를 포착했다. 항공촬영은 해안가와

있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육지에서 각각 20분씩 진행됐으며, 110미터

극지연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상공에서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

더 넓은 지역을 더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을

인됐다. 분홍발기러기는 드론에 부착된 일반

것으로 기대된다.

>>

가시광선 카메라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6

▲ 북극탐사활동

▲ 북극항해 연구해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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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남극 지의류에서 찾다

미래를 찾아 출발! 남극 월동연구대

극지연구소,

>>

극지연구소가 남극 지의류에서 찾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물질은 제

제3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아낸 신규 합성 화합물을 제2형 당뇨병 치료

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PTP-1B(Protein-

제7차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 합동 발대식

제로 상용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기술이전

Tyrosine Phosphatase 1B, 인슐린의 신호전달

협약을 체결했다. 극지연구소 임정한 박사 연

을 조절하여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효

구팀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안에 서식하는

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활성화를 돕

>>

제33차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

극한환경에서 생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

지의류 ‘스테리오카울론 알피넘(Stereocaulon

는 효과를 가진다. PTP-1B는 분비된 인슐린

구대와 제7차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

을 받고,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

alpinum)’ 종에서 추출한 성분(‘Lobaric acid*’)

의 신호전달을 감소시키고 혈당의 증가를 유

대의 합동 발대식이 10월 16일 극지연구소 대

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대원 간 의사소통,

으로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발한다. PTP-1B의 약물작용 방식이 1988년에

강당에서 열렸다.

협동심 강화 등 소양교육도 받았다.

물질(‘Lobarin’, ‘Lobarstin’)을 개발하는 데 성

발견된 이후, 글로벌 제약사 등에서 지금까지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남셰틀랜드군도

월동연구대는 각 18명으로 구성되며 발대식

공했다.

PTP-1B를 저해하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

이후 11월 1일과 28일에 각각 장보고과학기지

으나, 다른 PTP 계열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

학기지로, 기후변화, 해양, 대기, 오존층, 유용생

와 세종과학기지로 출발하였고 약 1년 동안 연

지 않고 PTP-1B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물

물자원 등 연구와 기상관측, 남극특별보호구역

구활동 및 기지 운영 임무를 수행한다.

질의 개발은 아직까지 임상 성공 사례가 없다.

운영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보고과학기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

현재 상용 중인 제2형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지는 2014년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

라의 극지연구 성과 뒤에는 혹한의 환경에서

치료약물이 개발되었으나, 췌장의 손상을 발

만 연안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과

도 묵묵히 임무에 매진해온 남극과학기지 월

생시키는 등 대사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따르

학기지로, 우주, 천문, 빙하, 운석 등 대륙기반

동연구대원과 아라온호 승무원들의 노력이 있

는 데 반해 극지연구소가 개발한 물질은 췌장

국제 공동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었다”라며, “정부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의 손상 없이 PTP-1B를 선택적으로 억제하여

발대식을 마친 대원들은 안전훈련, 응급처치,

등 인프라 확충과 더 나은 연구 환경 조성에

인슐린의 신호전달을 조절한다.

위치확인시스템(GPS 및 무선통신) 사용법 등

최선을 다하겠”고 격려했다.

기술이전 협약 체결

윤호일 소장은 “극지생물자원은 극지의 혹독
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특성을 보
유하고 있다”며 “기술이전과 상용화 지원을 통
해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
대하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현
 재 남극에서는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과 1991년
채택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해 오는 2048년까지
남극 내 광물자원 개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생물
자원의 경우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대목이다.

8

아라온호가 해빙을 뚫고 장보 ▶
고과학기지로 다가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성과는 혹
한의 환경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월동대원과 아라
온호 승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 (사진제공 : 극지
해양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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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최대 규모’ 북극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극지연-서울대, 제15회 전재규 학술대회 공동개최

지구의 탄생부터

>>

극지연구소와 서울대학교는 지난

년부터는 극지연구소와 서울대학교가 뜻을 모

지금까지 지층에

11월 29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국제회의

아 전재규 대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공동으

실에서 ‘지구 자서전: 지층에서 찾는 지구역사와

로 개최하여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자원’이라는 주제로 제15회 전재규 학술대회를

앞서 기후변화, 자원고갈, 지질재해 등 인류의

개최하였다. 전재규 학술대회는 2003년 남극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구 환경변화

세종과학기지 제17차 월동연구대원으로 근무

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로 일반 대중과 소통

중 조난사고로 실종된 동료 대원을 구하기 위

해왔으며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지구 자서전의

해 해상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故 전재규 대원

숨겨진 챕터: 남극대륙의 지층’, ‘퇴적물 기록으

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극지에 대한 열정을 기

로 보는 과거 기후 및 해양 환경의 변화’, ‘에너

리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2015

지 판도를 뒤바꾼 셰일혁명’ 등의 강연을 마련

기록된 흔적들을
찾아서

▲ 모자익 북극현장 탐사 모식도(독일의 폴라스턴 주변에서 대기, 해빙, 해양 등 분야별 연구수행 개념과 물
류 보급을 위한 활주로 및 연구자 교대를 위한 시설(출처: mosaic-expedition.org)

하여 지구가 변화를 거듭하며 지층에 기록해온

▲ 극지연구소는 한국의 아리랑위성을 이용하여 초대형 북극탐사
얼음판을 추적하고 있다. (출처 :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
단 원격탐사팀)

흔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개국 참가하는

>>

극지연구소가 역사상 최대 규모

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단장 김현철)은 우

공동준비위원장인 극지연구소 강성호 부소장

공동프로젝트의

의 북극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모자익 프

리나라의 아리랑 2·3·5호 위성이 보낸 탐사자

은 “이번 학술대회가 전재규 대원이 남긴 숭고

로젝트(MOSAiC, Multidisciplinary drifting

료를 분석하여 폴라스턴호의 예상항로에 위치

한 희생정신과 학문적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

Observatory for the Study of Arctic Climate)’

한 해빙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활동이 수월

기고, 지구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층 연

에 참여한다. 모자익 프로젝트는 형성된 지 2년

한 지역들을 찾아내 현장 연구팀에 전달할 예

구를 바탕으로 얻은 지구 역사와 에너지 자원

이상 되어 여름에도 잘 녹지 않고 쇄빙선이 쉽

정이다. 현장에서 관측된 북극해의 사계절 정

에 관한 국내외 석학들의 과학적 탐구 결과에

게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고 두꺼운 다

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팀에게 우선적으

대해 이야기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

년생해빙(Multiyear Sea ice)에 정박한 쇄빙연

로 제공되며, 극지연구소는 이를 현재 운영 중

다”라고 말했다.

구선이 북극점을 포함해 북극해를 13개월간

인 북극해빙 예측 시스템의 성능 개선 등에 활

무동력으로 표류하면서 북극의 환경변화를 종

용할 계획이다.

합적으로 관측하는 연구로, 독일극지해양연구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에 극지연구소의 원격탐

소(AWI, Alfred-Wegener Institute)가 주도하

사기술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아리랑위성

며 19개 나라에서 약 900여 명의 연구진이 참

이 투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강국 위상 확

여한다.

인과 함께 다부처 간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대

독일의 쇄빙연구선 폴라스턴(Polarstern)호가

응한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극지연구소 윤

내년 10월까지 약 390일 동안 총 2,500km를

호일 소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원격탐사기술

이동하며, 승선한 연구원들은 폴라스턴호를

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위대한 도

기지로 삼아 반경 50km 지역 안에 관측 장비

전에 함께하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갖고 이상

를 설치하고 현장실험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기후의 원인을 파헤치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

는 인공위성 원격탐사 분야를 맡는다. 극지연

하겠다”고 전했다.

원격탐사 기술 담당

10

◀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전재규 학술대회가
지난 11월29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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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의
필요성

로, 북극해 공해상 수산·어업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북극권 개발 인프라 수요 확대 및 북극권에 매장된
미발견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이용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포함한 다
자협력체제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북극의 환경변화와 그
결과에 대한 대응은 북극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장 큰 이유는 북위 66.33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8개 북극권 국가들의
일부 영토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북극 원주민들이 실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등 북극권 국가들의 영토주권이 적용되고 있기

지구기후에 관한 세계기상기구(World

때문이다. 북극 거버넌스는 이들 8개 북극권 국가들이 1996년 창설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노르웨이, 러시아 등 주요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 관련 국제 포럼 개

온난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최를 통해 북극 문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따

부터 2018년까지의 4년이 지구 기온

라서 북극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도전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

기록상 가장 더운 네 번의 해였다고

용하기 위해서는 북극권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북극권 국가

금세기 들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다. 또한 2018년의 지구평균기온은

들에게 우리나라의 북극 참여 필요성과 충분한 기여 역량을 알리는

낯설고 멀게 느껴지기만 했던 북극이 새롭게

산업화 이전(1850년~1900년) 기준 수

것이 중요하다.

준(baseline)보다 약 1도씨 상승하였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으며, 이 중 특히 북극의 평균기온은

그러나 낯선 것의 익숙함 이면에는

전체적으로 2도씨 상승하였고 북극 지

인류가 처한 ‘위기’와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역에 따라 3도씨까지 상승하였다고 발

기후위기와 환경악화라는 현상이

표하였다.

북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북극 지역의 가속적인 온도 상
승은 한국을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한
파와 이상고온현상을 유발하고 있으

글 ・ 권세중(북극협력대표)

며, 미세먼지 정체 등 기상이변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와 해수면 상승을 일으
키며, 아열대기후지역의 확대도 북극
지표면 온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최근 해양 및
지구 빙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구
빙권의 감소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
어져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 생
물들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반
면에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해 북극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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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

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북극이사회 작업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적인 북극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

북극이사회가 여섯 개 작업반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

로 기대된다.

는 방식(bottom-up)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반과의
적극적인 협력은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국가인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극거버넌스 참여는 물
론, 양자 및 다자회의 개최·참석 등을
통해 북극권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
극이사회 옵서버로 정식 가입하여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북극이사회 고위관
리(Senior Arctic Official)회의’ 및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지난해 10월에는 북극해 연안국 5개
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
르웨이)과 비연안국 5개국(한국, 중

북극 관련 다양한 국제 다자회의 참석과 개최를 추진해오고 있기도

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간 ‘중앙북

하다. 매년 정부 인사, 전문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

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에 서명하

성하여 북극 관련 국제포럼에 참석하며, 최신 논의 동향 파악은 물

였고, 금년 10월 22일 서명국 중 여섯

론,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및 기여 내용을 발제하거나 별도의 특별세

번째로 국내 비준 및 기탁을 완료하였

션을 준비해 홍보·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활동과 경험을

다. 동 협정을 통해 10개 서명국은 공

바탕으로 지난 2018년 12월 동북아시아 최초로 북극서클 한국포럼

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

을 개최하였고, 북극권을 포함한 많은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시

립, 어업에 관한 임시 보존 및 관리조

아의 관점에서 북극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치 등을 규정하여 중앙 북극해 어족자

부터 매해 개최하는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국가의

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북극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북극 이슈에 관해 논의하는 동시에 일반

마련하였다. 동 협정 발효 후 당사국

국민들의 북극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들은 북극지역 어족자원 현황, 어족자

(Ministerial Meeting)’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북극권 6개 국가(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북극이사회는 특히 여섯 개의 작업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북극과

(Working Group)을 통해 북극 원주민

학연구협력, 인적교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오고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사업

있다. 양자협력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금년 6월 문재

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교

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국빈방문에 맞추어 한국의 2개 기관(극지연구

부, 해수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

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노르웨이의 5개 북극 관련 기관 간 협력

개발원, 국립생태원, 국립외교원 등 다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노르웨이 간 전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북극 지역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하
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

지속가능한
방식의
북극 발전 필요

정의 체결은 우리나라가 북극해 연안
국 5개국과 동등한 당사국으로서 우리
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북극 참여를 향한 중요한 한 걸
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 전문가들이 북극권 해빙의 시기를 2030~2050년으로 예측하면
서 북극권 진출에 대한 정부·기업·학계·언론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극은 이제껏 인류의 손길이 가
장 적게 닿은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우리는 북극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또한 지금껏 인류는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
며 기술을 진보시켜 왔지만, 자연환경 파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해온
것도 사실이다.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큰 시련과 도전과제를 안겨주
면서도 북극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은 어쩌면 자연이 우
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자연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
라 공존의 대상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북극에 집중된 관심을 활용하여 북극의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가
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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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온난화 영향으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들면서 물길을 형성하고 있다.

IPCC 특별보고서의
내용과 의의
극지·해양 전문가들은 2019년 9월 24
일 IPCC 제 51차 총회(모나코)에서 채
택된 「해양과 빙권의 기후변화 특별
보고서(SROCC, Special Report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이하 해양과 빙권)」에 대해 뜨
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스페셜
테마에서 알아본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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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C C 특별보고서의 내용과 의의

「1.5℃」는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UNF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기온

IPCC 특별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의 상승폭(2100년 기준)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
하로 제한하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력한다’는 것이 파리협정의 맹
점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각국의 자발성에 맡긴 것이 약점이었던 셈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은 이에 IPCC에 과학적 근거를 담은 특별보고서를

글 ・ 정옥재 객원기자

요청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5℃」다.

2019년 11월 하순을 기준으로,

「1.5℃」를 바탕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저장용량에 관한 2006 IPCC 가이드라

「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는 영문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만

인의 2019년 재조정(2019 Refinement to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공개돼 있다. 지난 제51차 IPCC 총회는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원본을 채택하되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19년 5월 채택)’, ‘기후변화와 토지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 보고서는 추후에

(Climate Change and Land, 2019년 9월)’, ‘해양과 빙권의 기후변화’ 특별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글은 「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

고서가 잇따라 나왔다.

이와 관련된 과정과 용어를 먼저 알아보고 그 내용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인천 IPCC 총회 당시 정부 대표단 일원이었던 극지연구소 진경(기후모델링)

중심 내용은 IPCC SPM에서 가져왔다.

선임연구원은 “파리협정에서는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하여 2.0℃보다 작아야 하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
해 모든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고 명기하면서 IPCC에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높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및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대한 특별보고
서를 2018년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IPCC
●

진 선임연구원은 이어 “(「1.5℃」 이후에 발간된 IPCC 특별보고서들은) 지구온
난화 영향을 크게 받는 육지 생태계와 해양 및 빙권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 2019년 9월 24일
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가
채택됐던 IPCC 제51차
총회 모습(모나코)

관한 최신 연구를 AR6에 앞서 요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에는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 2.0℃ 대비 1.5℃에서 10㎝ 더
낮아지며 여름철 북극해 해빙이 녹아서 사라질 확률은 지구온난화 2.0℃에서
는 적어도 10년에 한 번 발생하지만 1.5℃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내
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1.5℃에서는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또한 온도가 1.5℃ 상승하면 열대지역의 산호초 70~90%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가 사라지는 데 비해 2.0℃ 상승하면 99% 이상 없어진다.

Climate Change)’의 약어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각종 기후변화 정
책보고서를 내기 위해 설립했다. 세 개의 실무 그룹(Working Group) 및 온실가스 배출

IPCC
특별보고서

과 저장 능력에 관한 테스크 포스(TF)가 있으며 각각의 그룹은 평가보고서(Assesment
Report, AR)를 발간한다. 이 평가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사회에서는 AR로 부른다.
2014년 IPCC 총회에서 AR5라 불리는 ‘5차 평가보고서’가 나왔고 현재에는 AR6, 즉 ‘6차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실무 그룹마다 AR을 발간하면 가장 나중에 개별 AR을
종합한 AR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 SYS)를 채택한다.
AR 외에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가 있다. 2014년의 AR5와 2021~2022년의 AR6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IPCC는 네 편의 특별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네 편의 특별보고서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온
난화 1.5℃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 이하 1.5℃)」를 채택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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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가
채택됐던 IPCC 제51차
총회 모습(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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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빙하

달려 눈길을 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성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했다.

특별보고서
「해양과 빙권」의
내용

SPM은 전문에서 “빙권은 지구 토지의 10%를 차지한다. 또한 북극에는 또한

고 네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파장이 적은 시나리오를 RCP 2.6, RCP 2.6의 대
척점에서 선 시나리오를 RCP 8.5라 부른다. 쉽게 말하자면 RCP 2.6은 온실가
스를 제한적으로 배출해 지구 온난화가 매우 늦춰진 상태를, RCP 8.5는 글로

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그 10%는 원주민이다. 저지대 해안에는 6억

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부재해 발생하는 시나리오다. RCP 뒤에 붙은 숫자

80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10억 명을 넘길 것”이라며 「해양과

는 네 가지 대표 온실가스 농도인데 2100년의 지구 복사강제력 1 을 말한다.

빙권」 발간 의미를 강조했다.

「해양과 빙권」에서는 RCP 2.5, RCP 4.5, RCP 6.0, RCP 8.5라는 네 가지 시나리

「해양과 빙권」 SPM은 A(관측된 물리적 변화), B(예상되는 변화와 위험), C(해

오에서 모두 해양과 관련된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2050년까지 적어도

양과 빙권 변화 대책)로 나뉜다. A에서는 해양 온난화가 1993년보다 두 배 이

한 번씩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RCP 8.5가 진행되면 2017~2100년에는

「1.5℃」 특별보고서 이후 이를

상 진행된 것으로 관측했다. 「해양과 빙권」은 이를 ‘likely’라고 표현했다. 과학

부산에는 겨울이 사라지고 봄과 가을이 합쳐진다. 겨울은 일평균 기온이 5℃

바탕으로 세 번째로 나온 특별보고서가

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추측된다는 뜻이다. 해양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 날이 기준이다. 반면 RCP 2.6의 시

「해양과 빙권」이다. 「해양과 빙권」은 IPCC

함으로써 해양 표층은 산성화가 진행됐고 표층에서 수심 1000ｍ까지 산소

●

나리오대로 한다면 이 기간 부산의 겨울은 39일로 다소 완화된다. 지난해에
▲ 북극 빙벽이 무너져 내리며 만들어진 얼음덩이들이 북극해
로 흘러들고 있다. 빙벽 위로 보이는 경계선을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빙벽이 두께가 줄어들고 있는지 알 수 있다(경
계선 위쪽 색이 짙은 부분 아래까지가 만년빙이 형성되어
있었던 지점으로 빠른 속도로 빙벽의 두께가 절반 이상 줄
어들었다) / 북극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박수현

총회가 해양과 극지의 기후변화에 관한

상실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medium confidence’라고 했

과학적 연구를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매

는데 과학적으로는 반쯤 확실하다는 의미).

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빙권

2006~2015년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ice sheet, 대륙 빙하)은 해마다 평균

(Cryosphere)이란 해양과 대륙에 분포한

278±11 Gt(Gt=10억 톤)이 녹았고 이 때문에 해수면은 연 평균 0.77±0.03㎜

눈·빙하·빙상·빙붕·빙산은 물론, 강과 호

상승했다. 즉 10년간 7.7㎜ 해수면 상승은 빙상 때문에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될 것으로 예측됐다. RCP 8.5의 조건에서는 AR5 때보다 0.1m 올라갔다. 아

수의 얼음, 영구동토층과 계절별로 얼어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이 1.5℃으로 묶인다면 북극 해빙(Sea ice)이 존재하지

마도(likely) 2100년에 1.0m가 넘어간다는 것은 남극 빙붕이 더 많이 녹을 것

붙는 지역을 포괄한다.

않는 9월을 맞을 확률은 1% 안팎이지만, 온도 상승이 2℃라면 ‘얼음 없는 9월’

이기 때문일 것이다. 「해양과 빙권」에서는 이 사실을 ‘절반 쯤 확신(medium

2019년 11월 현재 우리가 입수할 수 있

이 발생할 가능성은 10~35%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confidence)’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남극 빙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는 「해양과 빙권」 보고서는 원본이 아니

B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수면 상승 예측 부분이다. 최근 100년에 한 번 일어

C에서는 해양과 빙권에 관한 기후 변화에 대해 각국 정부 당국자의 밀도 높은

라 SPM(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이다.

났던 극단적인 해양 재난이 2050년까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일어날 것으

SPM 역시 한국 기상청을 중심으로 한글

로 예측됐다. 이 예측은 AR5의 RCP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RCP

번역본을 만들고 있다. SPM의 본문 앞부

는 ‘표준 온실 가스 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분석기법

분에는 이례적으로 전문(Startup Box)이

이다. RCP는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경로)를 만들었

1. 온실가스 등이 대기 가운데 에너지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는 겨울이 65일이었다(건국대 최영은 지리학과 교수의 2019년 11월 15일 국
회기후변화포럼 발표 자료).
RCP 8.5의 조건에서는 지구 평균 해수면이 2081~2100년 사이에는 0.71m
(예상 편차는 0.51~0.92m), 2100년에는 0.84m(예상 편차 0.61~1.10m)가

협력을 강조했다. 교육, 기후 모니터링 및 예보에 관해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
하고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재보다 5.4℃ 치솟아 평균 해수면은 1.1ｍ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IPCC 공식

▼ 남
 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마리안소만 빙벽_ 남극빙하의 감소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빙벽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덩이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박수현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해수면 상승이 1ｍ를 넘긴다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전망과
대응방안

남극
빙하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예측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서남극 빙상이 얼마나 빨리 녹을지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관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8년 미국
과 영국은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에 들어갔고 극지연구소도 2019년 12월
하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스웨이츠 빙하 탐사에 돌입한다.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에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서남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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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이원상 해수면변

얼음 모두가 순식간에 붕괴돼 전 지구의 해수면을 무려 5ｍ 이상 상승시킬 수

동예측사업단 단장은 “이산화탄소를 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재 상태대로 배출하는 시나리오인 RCP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24일 제51차 IPCC 총회 극지 및 해양 분야 정부대표

8.5에서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현

단 간사였던 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관(기후변화연구과)은 “이처럼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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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 남
 ·북 아메리카-아프리카, 유럽-아시아(왼쪽부터)로 이어지는 지구의 밤 전경.
휘황찬란한 파노라마로 감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 불
을 밝히는 데 쓰이는 전기는 대부분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건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뜻이다.

해졌다가 하는데 해빙이 녹고 북극이 너무 뜨거워지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
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다. 결국 북극 기후변화는 우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6년 10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매립지)에 태풍 차바 영향으로
대규모 태풍 해일 사건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태풍이 왔을 때 해수면이 높아
지면 훨씬 더 넘치는 등 앞으로의 재난은 여러 기후 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파괴력이 클 것이다. 마린시티 사건은 우리나라가 해수면 상승이 주요
도시가 잠기는 전조를 보여줬다. 하지만 국가나 주민의 대응이 잘못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파제가 원래 있었는데 바다 조망권을 해친다고 적정 규격보
다 높게 올라가는 것을 상가 주인들이 방해해 피해가 증폭됐다. 기후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했고 사후 대응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 서남극 빙상 및 스웨이츠 빙하 위치. 극지연구소는 2020년 1~2월 쇄빙연구선 아라
온호로 현장탐사를 실시한다. / 극지연구소 이원상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장 제공

파리협정

>>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잇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서 195개 선진국과

(Paris Agreement)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로 한 최초의 세계적 기후 합의.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데

“2018년 미국과 영국은
서남극 스웨이츠 빙하
연구에 들어갔고
극지연구소도
2019년 12월 하순부터
2020년 2월까지
스웨이츠 빙하
탐사에 돌입한다.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에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서남극 얼음
모두가 순식간에 붕괴돼
전 지구의 해수면을
무려 5ｍ 이상
상승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이 상승하고 염분이 감소하면 표층 밀도가 낮아져 성층(成層, stratification)이

큰 의미가 있다. 31페이지 분량의 최종 협정문에는 장기 목표, 감축, 이행 점검, 재

강화된다. 영양염은 저층에서 표층으로 공급되는데 이 현상이 저하될 가능성

원 등이 담겼다.

이 높다. 산소는 대기 중에서 심층으로 공급되는데 같은 이유로 심층으로 산소

교토의정서

>>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교토기후

공급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영양염과 산소 공급 저하로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Kyoto protocol)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

이 때문에 잠재 어획량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성층이란 해양의 온도 변화 및

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염분 차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내부의 경계층 강화다. 표층과 저층 간 밀도 차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배출권거래제도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때문에 막이 형성되는데 이 막이 단단해지면 영양염과 산소 이동이 차단된다.

를 도입했다.

한 연구관은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양식업에 대한 피해에만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

점이 맞춰져 있다. 다양한 연구를 해야 한다. 「해양과 빙권」에 따르면 해양산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1992년 6월 리우 회담에서 채택되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	지구 환경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 1972년 6월 스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	기상관계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유엔전문기구. 1950년 3월 세계기상사업의 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
(IPCC, IntergovernmentalPanel on
Climate Change)

>>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목적으로

성화가 집중적으로 표층 이뤄져 갑각류 패류의 서식환경이 어려워지고 산호
초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다. 수산업에는 플랑크톤이 감소해 전반
적인 기초생산력이 줄어들어 잠재어획량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현
상(수온,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는 많이 했지만 생물이나 화학적인 반응(산
소 공급, 영양염 공급)에 대한 연구, 즉 해양 생태계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
이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물 화학적인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해양 생태계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인 해
양 생태계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
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출간될 『한국형 기후변화 보고서』 집필 책임자(해양 및 극지)인
김백민 부산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한반도 이상 기후는 북극 제트기류의

어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 회의의 결의에 의한 권고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하여 설립됐다.

정 및 표준화를 도모하고 국가 간 기상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장려하며, 각국에
대한 기상조사 및 훈련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의 체결이 목표
로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발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 평가보고서(AR5)를 발표했다.

흐름과 관련된다. 이 흐름은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차에 따라 약해졌다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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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암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선배들을 반면교사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수암 명예교수는 1989년 극지연구센
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
래 30여 년 동안 기후변화가 수산생물자

글 ・ 김정선 객원기자

김수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에서 태어나 중고교와 대학, 대학원까지 서울에서

다니다가 박사학위 공부를 위하여 198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갔

원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습니다. 시애틀의 워싱턴대학(Univ. of Washington)에서 알래스카

연구와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해 이 분야

명태를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미국 국립해

학문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베테랑이다.

양대기청(NOAA)의 알래스카수산과학연구소에서 2년 근무하고,

대한민국의 남극해양생태계 연구활동을

1989년 귀국하여 한국해양연구소의 극지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

국제화하는 데 기여해온 그를 만났다.

원으로 남극크릴과 남극어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위원장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장

주요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서 남극크릴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조직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남극해에서
파타고니아이빨고기(우리나라에서는 ‘메로’라고 부름)를 어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기후변화가 해양생태
계와 수산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국제
과학프로그램의 주요 보직을 맡아 일하였습니다. 특히 북태평양해
양과학기구(PICES)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여, 한국인 젊은 학자들
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부경대학교 명예교수연구실에서 만난 김수암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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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상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 동경심이 탐험으로,
심성 계발로,
연구활동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극지와의 인연, 그리고 교수님에게
극지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
다가왔는지 들려주십시오.
●

박사학위를 마치고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일할지 결정

하지 못하였을 때, 남극에 관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
아 극지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매료되기도 했지만 조금의 부주의와 방심도 용
납하지 않는 자연의 냉엄함에 진저리를 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러한 훈련과 적응이 제 인생의 수련과정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다행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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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자로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오셨으며 현재 ‘북태평양소하성어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남극에서 기지대장으로 월동할 당시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는 연어를 관리하는 국제

기구입니다.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이 회원국이지요.
이들 국가들은 연어를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와 생활 속에 녹아있는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적당한 정도의 경제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연어 보호활동을 통
하여 우리가 속한 자연생태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연어

Kim
Soo
am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백미는 유류 공급선의 동결이었습니다. 유류탱크는 먼 언덕에, 발전기는 우리 숙소 부근에

있어서 파이프를 통해 유류가 공급되지요. 날씨가 매우 추워지는 5월의 어느 날, 유류탱크에서 발전기로 공급되던 기름이 나오
지 않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긴 파이프의 한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가 얼어서 관이 막힌 것인데,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으
면 히터 작동이 안 되고 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지요. 자신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 모든 대원이 자
발적으로, 또한 밤을 새워가며 매우 열심히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유류탱크에서 두레박으로 기름을 푸기도 하고 파이프를
두드려가며 얼은 부분을 찾기도 해서, 일주일 만에 원인을 찾아 수리하고 원래의 상태로 만들었지요. 남극에서의 생활이 극히
위험하고 철저한 대비와 협동이 없다면 극지에서의 월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와 관련된 문화를 보전함으로써 인류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
다고 보지요. 이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대중을 상대로 연어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고 홍보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의 연어 사랑
과 봉사와는 별도로 연어에 대한 생태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국제적 공조체제 하에
서 각국의 해양경찰대가 인공위성, 항공기, 선박을 이용하여 해
◀ 1992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김수암 명예교수가
기지인근 마리안소만
빙벽지대를 둘러보고 있다.

선배 극지인으로서
극지인을 꿈꾸는
후학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북태
평양 전체적으로 연어의 불법어업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포럼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활동

하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극지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모
▲ 블리자드가 온 후 월동대원들과 함께 기지 주변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가운데 붉은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김수암 명예교수이다.

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겠지요. 극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
상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 동경심이 탐험으로, 심성 계발로, 연
구활동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인생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

극지해양미래포럼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열악해지는 극지와 해양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캠페인을 벌

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후학

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잘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들은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장을 해왔고,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연구소, 매스컴 등은 우리의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무엇을 추진하려 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선배들이 겪었던 것보

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극지해설사를 양성하여 젊은 학생들의 극지와 자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다 장애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일을

도서를 읽게 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며, 극지체험전시회를 열어 극한 자연과 이

추진하시되, 어려움에 직면하면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

바랍니다. 과거 선배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을까를 잠시 생

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지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미지에 대한 동경, 탐험의지, 호기
▲ 월동대원들이 저수지 바닥 청소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당시 월동대 총무를 맡았던 현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이다.

심이 더욱 증폭되리라 생각합니다.

26

각한다면 아마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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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L L E RY
제5회 극지사진공모전 수상작

극지의

입선

입선

일상을
만나다
▲ 입선

▼ 대상 /

/ 김동완(전북)_ 잠! 잠! 잠! 깨우지 마

▲ 입선

노재훈(충북)_ 바쁜 남극의 일상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극
지해양미래포럼이 주최한 “제5회 극지사진공

대상

모전”에서 노재훈(충북)의 <바쁜 남극의 일상
>이 최고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주기상
지청 소속으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기상
관측대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노씨의 작품은,
남극의 풍경을 배경으로 장보고과학기지 월동
대원들의 일과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
를 받았다. 공모전 수상작은 11월 21일부터 12
월 30일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남극체험전시회 기간 중 전시되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수상작이다.
대상 ▷노재훈 <바쁜 남극의 일상> 우수상 ▷
최승호 <물범과의 하루> ▷박재효 <스피츠
베르겐 마을> 가작 ▷홍승우 <쇄빙선과 보트
> ▷김병준 <워프게이트> 입선 ▷김동완 <잠!
잠! 잠! 깨우지 마> ▷김형보 <세종곶에서 바
라본 세종기지> ▷박규상 <블리자드 속 해빙
하역> ▷박성재 <이방인> ▷박재현 <트롬쇠
풍경> ▷서원직 <월동대원의 하루> ▷이호용
<동화 속 마을> ▷안준호 <눈과 얼음의 땅 그
린란드> ▷유훈근 <해변의 보석> ▷이재진
<내가 보는 작은 세상, 니가 보는 큰 세상> ▷
이준모 <아니 땐 굴뚝에 오로라 날까> ▷지건
화 <준비> ▷전은선 <높은 곳이 안전해> ▷정
귀성 <이곳은 펭귄들의 낙원 남극 킹조지섬>
▷김영식 <툰드라 산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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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용(충남)_ 동화 속 마을

GA L L E RY

우수상

우수상

▲ 우수상 / 최승호(세종과학기지)_ 물범과의

가작

하루

▲ 우수상

입선

입선

▲ 입선

제
▲ 가작 / 김병준(제주)_ 워프게이트

/ 박재효(경북)_ 스피츠베르겐 마을

5

입선

/ 김형보(경북)_ 세종곶에서 바라본 세종기지

회

극

지

사

▲ 입선

진

▲ 입선 / 이준모(서울)_ 아니 땐 굴뚝에 오로라 날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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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박규상(울산)_ 블리자드 속 해빙하역

모

전

수

상

작

GA L L E RY

입선

가작

▲ 입선

제
▲ 가작 / 홍승우(경기)_ 쇄빙선과

입선

/ 박성재(경남)_ 이방인

/ 박재현(대구)_ 트롬쇠 풍경

입선

▲ 입선

/ 서원직(제주)_ 월동대원의 하루

회

극

지

사

진

공

/ 김영식(부산)_ 툰드라 산책

모

전

수

입선

▲ 입선

/ 전은선(대구)_ 높은 곳이 안전해

▲ 입선

입선

▲ 입선

32

5

▲ 입선

입선

▲ 입선

입선

/ 이재진(충남)_ 내가 보는 작은 세상, 니가 보는 큰 세상

보트

입선

▲ 입선

입선

/ 안준호(경남)_ 눈과 얼음의 땅 그린란드

▲ 입선

/ 유훈근(경기)_ 해변의 보석

입선

/ 정귀성(광주)_ 이곳은 펭귄들의 낙원 남극 킹조지섬

▲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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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건화(인천)_ 준비

상

작

P OL AR L IF E
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극지에서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 소중한 기회”

극지의료요원

김남렬

POLAR
LIFE

교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외상 중환자의학과 분과장(중환자실장 겸임)으로 재임 중인 김남렬 교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하며 남수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중국 등 극한상황 및 오지에서 의료지원을 해왔다.
고립지의 의무지원 필요성과 적용 방법, 방식에 대해 늘 고민해오던 그는
K루트사업단에 참여하며 제6의 대륙, 남극을 다녀왔다.

Q.

극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A.

‘국경없는의사회’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남수

▲ 김남렬

황을 비치명적이고 조절 가능한 의료 상황으로 전환

의료인으로서 이런 극단의 상황에 직접 참여하게 되

는데 계기가 있었는지요?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인적 자원이 다양한 역할과 임무

어 매우 흥분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관심

Q. 	남극 K루트사업단과 동행하여 남극탐사를 하셨

단,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 및 남미(볼리비아), 아시아

A.

K루트사업과 동행할 의사를 구한다는 얘기는

를 해야 하는 극지생활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면 그

과 스스로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의 조각을 얻을 수 있

(파키스탄, 중국)의 오지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던

극지학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료자

로 인한 전체 작업 및 임무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경

었던, 절대 가벼이 볼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터라 아직 가보지 못한 제6의 대륙 남극을 막연히 동

원이 부족한 지역 및 상황에서의 의료지원과 그러한

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질병 또는 손상으로부터의 인

경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장보고기지 개소 당시 의

상황에서 의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력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하지요. 이러한 환자가 발생했

무시설에 대한 비공식 자문을 시작으로 극지와 인연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죠.

을 때 적절한 치료로 그 환자를 빠르게 작업으로 복귀

을 맺었습니다. 2014년 장보고 기지 1차 월동대원으

하지만 직장에서 맡은 직책(중환자 외상외과 과장 및

시키는 것이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응급상황에

A.

로 참가할 기회가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 이

중환자실장)상 책임과 장기간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

대한 적절한 판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반드

는 그분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과 경외감을 감출 수

후, 당시 극지학회 회장님이신 김한겸 교수님(고대 구

는 문제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행히 동료의 이해와

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가 없습니다. 탐사활동이 일종의 작전이라면 그 작전

로병원)과의 인연으로 극지학회 활동을 하며 학회발

크나큰 협조, 그리고 병원 집행부의 배려로 다녀올 수

이와 함께 극지생활 현장 작업 환경에서 질병 및 손상

을 함께 수행한 전우이지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

표 및 학회원과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하루이틀

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가 있을지도 모를 미지의 빙원 속으로 도전해 들어가

극지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재난지역의 의료 제공, 의

전에서야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매우 긴박한

환자 발생 후 현지에서 치료 불가능한 경우 환자 이송

는 그분들의 도전정신을, 또한 그 속에서 끊임없는 과

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의사의 역할(특히 외과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체계 수립과 시행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므로 그러한

학정신의 최고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을 하시든 늘 안전하게 일하시고 무사히 웃으며 돌아

의사) 등에 대한 공부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사

Q. 	같은 과학자로서 극지과학자들에게 들려주실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원들 모두의 안전과 건강

Q. 	극지에서 의료인의 역할과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로서의 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남극지에서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료지원(기지 월동의사로서도 그렇고 특히 완전 고

을 위하여,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의무지원에 대한

Q. 	남극에서의 활동은 교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부단한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있었는지요?

립되고 외부와의 연결이 극히 힘든 소규모 탐사팀에

A.

대한 의료지원도 포함)을 이러한 제 관심을 해결해주

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시설이 부족한 경

A.

는 매우 적절한 활동 대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가 있죠. 그럴 때 의료진이 일차적으로 치명적인 상

료 지원과 필요성에 관하여 평생 관심을 갖고 살아온

34

잠시라도 함께 극지탐사를 진행하였던 저로서

극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완벽히 해

재난과 전쟁 지역, 그리고 소외지역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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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 이야기

“Respect the nature!”

극한의 상황이

>>

만들어준 인연

본적인 진료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 보니 환자의 증상에 따라 주변 기지의 도움을 받기

세종기지에서 1년을 지내다 보면 긴급한 상황이 종종 생긴다. 기지에는 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남극 외부의 병원으로 응급 후송해야 할
때도 있다. 화창한 날에 외부 현장 활동 나갔다가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고립되기도 한
다. 몇 달 만의 생필품과 신선식품 보급물품을 수령할 시점에 눈보라 몰아치는 창밖을

남극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멍하니 쳐다봐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원칙이 바로 ‘Respect
the nature’이다.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

글 / 사진 ・ 이성구(남극 세종과학기지)

해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화창한 날씨가 오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를 위해 우리 선조들이 남기신 말이 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세종기지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기지들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 모든 기지가 개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서로 도우면 자
연을 거스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한다. 세종기지의 대원과 남극
해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선 선원이 긴급 상황에 빠져 응급환자 후송 건이 생
겼을 때, 칠레 공군이 헬기를 지원해주어 무사히 프레이 기지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
남극 비행편에 탑승할 수 있었다. 악천후 속에서 헬기의 지원으로 석 달 만에 야채와
신선식품을 보급받기도 했다. 우루과이 아르티가스기지 방문 중 예측하지 못했던 갑
작스런 기상 악화로 모든 대원들이 꼼짝없이 고립되었을 때에도, 우루과이 대원들은
우리 대원들이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정성을 쏟아주었다. 그들의 배려와 긴급하게
헬기를 지원해준 프레이기지의 협조로 무사히 세종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런 갑
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킹조지섬 일대 연구지역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피
소를 설치해두었다.

▲ 세종기지 인근 지역은 날씨 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아 헬기 이동 시 상당한 긴장감이 든다.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다.

자연에

>>

순응함을 배우다

뿐 아니라 이 일대에 물품을 이송하는 화물선의 선장들까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세종과학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남극 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의 기지 대장들

다.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의 발달과 첨단장비가 가장 전성기를 맞고 있는 21세기에 자
연에 순응하고 거스르지 말라는 말은 시각에 따라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인류는 달에 다녀온 지 오래되었고, 험한 환경에서도 각종 첨단장비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니, 많은 부분 자연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관점이 그다지 과한 것만은 아니라 볼

"Respect
the
nature!"

수 있다. 세종기지가 있는 곳의 환경은 남극 중에서도 날씨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기 그지

자연에 순응하며

>>

그렇다고 세종기지가 도움만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 기지에만 있는 장비

없는 곳이다. 늘 남극의 저기압이 발생하고 이동하는 위도에 속한 탓에 강풍과 눈보라가

배우는 것들

를 주변 기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세종기지가 보유하고 있는 바

거칠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급변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도 악명이 높다. 남

지선은 이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운송 수단이다 보니 하계 기간 중에는 여러 곳에서

극 대륙에서는 첨단장비로 무장한 헬기가 저온의 눈보라에 추락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

요청이 들어온다. 하계기간 중 우리 바지선을 빌려줄 때 그들은 “세종기지의 바지선

생하고, 인류가 자랑하는 로봇도 작동불능의 싸늘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기도 한다. 과

이 없었다면 여기 기지 여럿이 매우 난처한 경우가 생겼을 것이다”라며 고마워했다.

학기술과 첨단장비의 발달이 상당 부분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지구상의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주고, 백짓장을 맞들면서, 위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인

모든 곳에 공통으로 적용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간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더 확장하는 지혜를 여기 남극 세종기지에서 깨닫고 배운다.

36

37

P OL AR L IF E
장보고기지 이야기

원은 정보통신부, 그밖에 안전대원은 행정안전부, 기상대원은 기상청, 발전대원은 한
국전력, 의료대원은 병원 등 그 자체로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대원이 없다. 이정도

남극
월동은
국정
운영과
같다

어떤 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국가면적 4,661㎡에 인구는 겨우 17명,

면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정부 못지않게 국가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

1년 중 비행기 십 여 차례, 배 세 차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렇듯 장보고과학기지라는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이 곧 국민이면서 정부부처이다. 자

남위 74° 37.4’ 동경 164° 12.0’에 위치해 한국과는

신의 직무를 대체할 인력은 없으며 대체되어서도 안 된다. 당연히 원활한 ‘국정운영’

약 13,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작고 외진 나라이다.

을 위해 자신의 분야에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며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은 전무하고 경제활동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데,

러기 위해 월동대원들은 오랜 시간 복잡한 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된다.

전 국민이 연구와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며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특이한 나라. 바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이다.
글 / 사진 ・ 이재진(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대원 각자가 지닌

>>

책임감의 무게

불편한데, 자신과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1년을 함께 지내

그러나 최저기온 영하 36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다 보면 의견충돌은 불가피하다.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
야기간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대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 양보와 협동, 협조가
점점 줄어들고, 사소한 것에도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며, 친한 대원들끼리만 뭉치는
일이 극명해진다. 현실정부에서 특정 정부부처 장관의 자격 논란이나 정치싸움이 국
정운영에 큰 문제가 되듯이 월동 중에 일어나는 대원들 간의 이러한 문제는 해당 대
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문제로 이어지며, 곧 장보고과학기지라는 ‘나라’의 운영이 불안
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국정운영이 아이들 소꿉놀이가 아닌 것처럼 남
극월동도 장난이 아니다.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난방은커녕 컴퓨터조차 켤 수 없고,
취수펌프나 담수화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 곤란해진다.
그밖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지운영과 월동생활

▲ 장보고과학기지 월동대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대원들은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지만, 함께 협력해야 할 경우 또한 빈번하다.

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월동대원들은 기지
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
당 분야에서 유일한 재원인 자신이 안일한 태도로

하나의 국가와 같은

>>

지난 1년간 장보고과학기지 6차 월동대로 월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기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장보고과학기지라는 ‘나라’

과학기지의

의 운영체계는 하나의 국가와도 같았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반도 면적에 가까운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남극월동을 좀 더 진중하고

반경 350킬로미터 내에 월동대 17명만 존재하는 완벽하게 독립된 환경에서 월동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이유이다.

원들은 대장, 총무를 비롯해 연구 분야 대원들과 유지 분야 대원들, 기타 통신대원 조

대통령과 장관의 임기가 있듯이 우리 장보고과학

리대원 의료대원 모두 정상 국가의 정부부처 역할을 하나씩 맡아 1년간 장보고과학기

기지 6차 월동대도 1년간의 임기가 끝나고 출남극

지라는 ‘나라’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을 앞두고 있다. 고작 17명이 훌륭한 기지에서 지

대장은 기지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대통령과 같고, 총무는 각 분

내는데 국정운영을 예로 들며 엄살을 피우는 것

야의 대원들을 총괄 관리감독하며 실질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는 점에서 총리의 역할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년간 경험한 남

과 유사했다. 해양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대원은 해양수산부, 외래생물 모

극월동의 현실은 달콤한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니터링 및 기지배출 오·배수 수질분석을 수행하는 생물대원은 환경부, 기지설비의 유

우리에 이어서 장보고과학기지라는 독특한 ‘나라’

지·보수를 담당하는 기계설비 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장비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

를 운영할 7차 월동대원들과 향후 더 뛰어난 능력

는 중장비 대원은 국토교통부, 기지의 통신을 총괄하고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통신대

을 가진 예비 월동대원들의 행운을 빈다.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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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 잠자고 있던
지구 최초의 동물들을 깨우다
글 / 사진 ・ 박태윤 박사(극지연구소 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

“이건 이 동물의
두뇌 화석이야!”
섭씨 20도 가까이 오르는

역사상 최초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6%의 동물들은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화석기

북극의 어느 여름날, 우리는

동물들이 남긴 흔적

록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지동물의 초기 두뇌 진화를

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쥬라기 졸른호펜(Solnhofe) 화석산지’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인 북그린란드에는

에서 산출된 시조새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베이스캠프로 돌아온 그날 저녁

지구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동물들의 비

수많은 깃털 공룡 화석들이 발견되었고, 깃털 화석에 보존된 색소의 모양을

우리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땄다.

밀을 간직한 시리우스 파셋(Sirius Pas-

관찰해서 공룡 깃털의 색까지 복원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보존상태를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무려

set) 화석산지가 있다(그림 1). 고생물학

보이는 화석산지를 ‘콘세르바트 라제르스타탠(Konservat Lagerst tten)’이라

은 화석을 통해 과거에 살던 생물들을 연

고 부르는데, 아주 드물지만 캄브리아기의 콘세르바트 라제르스타탠들도 알

78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

>>

구하는 학문이다. 화석은 생물의 흔적이

려져 있다. 가장 유명한 화석산지로는 캐나다의 버제스 셰일(Burgess Shale),

지구상 마지막 남은 미답지라고도

퇴적암에 남아있는 것인데, 암석의 일부

중국의 쳉쟝(Chengjiang) 동물군이 있고, 북그린란드의 시리우스 파셋(Sirius

할 수 있는 이 오지에서 과연

로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

Passet)도 바로 이중 하나이다.

무엇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물의 몸체 중 암석처럼 딱딱한 부분만이

이 캄브리아기 화석산지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캄브리아기가 바로 지구 역

화석이 될 수 있다. 가령 인간, 공룡을 포

사상 최초로 동물이 등장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만들

함한 척추동물은 뼈가, 조개나 소라 같은

어진 이후, 최초의 40억년 동안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물들은 존

고심하던 2016년 8월,
이 원시절지동물의 두뇌 화석을

40

그러나 놀랍게도 극히 드물게 동물들의 부드러운 부분까지 화석으로 남는 경
북위 82도를 넘는, 지구상에서

밝힐 수 있는 화석을 발견했다.

그린란드 북부 시리우스
파셋 화석산지의 위치

▲ 그림 1. 그린란드 북부 시리우스 파셋 화석산지의 위치

연체동물의 경우 껍질이 그렇다. 딱딱한

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이르러서야 동물이라

발견하고 비로소 나는 안도했다.

부분을 제외한 피부, 근육, 신경, 내장 등

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생명체들이 처음 등장했고,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북극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부드러운 부분은 죽으면 곧바로 썩어 없

폭발적인 진화를 거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기본 형태를 이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로

어지기에 퇴적암에 포함되어 암석의 일

루게 되었다. 따라서 캄브리아기의 초기 동물들을 연구한다면 우리가 현재 보

부가 되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

그나마도 화석이 될 수 있는 딱딱한 뼈나

있다. 캄브리아기의 동물 생태계를 거의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콘세르바트 라

껍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전체 생물 중

제르스타탠 연구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장 캠프를 꾸려서 진출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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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무서운 포식자였던 원시절지동물류에서 특이하게도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 쪽으로 진화한 타미시오카리스(Tamisiocaris)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원시절지동물 화석이 산출된다. 절지동물의 초기진화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석산지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 2017년 현장 캠프 모습

지 구 의 가장 북 쪽 땅 에 서

실은 북극에 잠들어 있는 화석들 중 일부는 두뇌를 비롯한 신경 형태를 보존

원시동물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초로 전자 프로브 X-선 미세분석기(Electro probe

화 석 을 만나 다

X-ray microanalyzer, EPMA)를 초기 동물화석에 적용하여 원소 분포를 알아
보다가 화석의 탄소맵에서 신경 형태를 더욱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사

북그린란드의 시리우스 파셋

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같은 기법으로 2016년 발견했던 원시절지동물 케리그

화석산지는 1984년 그린란드 지질조사

마켈라(Kerygmachela) 화석의 두뇌형태를 재구성하여 절지동물의 초기 두뇌

소가 사상 최초로 그린란드 북부의 지질

진화사를 밝혔고(그림 3),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도를 작성하던 중 발견되었다. 이곳은 트

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다.

윈오터라는 경비행기를 임차하여 6명의

시리우스 파셋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군인만이 근무하고 있는 아주 작은 덴마

원시절지동물 화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절지동물은 현재 지구에서 살고

크의 군사기지인 스테이션 노르(Station

있는 120만 종의 동물종 중 100만 종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성공한 동물그룹

Nord)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이기에, 이들이 어떤 초기 진화를 거쳐서 기본 형태를 이루었는지는 흥미로운

정도로 접근성이 열악하다. 때문에 1989

연구주제이다. 시리우스 파셋에서는 케리그마켈라뿐만 아니라 전체의 형태가

년과 1991년, 1994년 적은 규모의 인원이

여전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팜델루리온(Pambdelurion)(그림 4), 대부분이

>>

▲ 그림 4. 북그린란드 시리우스 파셋에서 산출되는 원시절지동물 팜델루리온(왼쪽 위)을 비롯한 다양한 캄브리아기 초기 동물 화석들

참가한(4명 이하) 고생물학 현장조사 이
후 오랫동안 잊힌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
다 2009년과 2011년 덴마크 자연사박물

지구가 숨겨둔

화석을 확인하였다(그림 4). 이중 악구동물문 (Glathostomulida), 복모동물문

관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명맥을 유지

동물 기원의 비밀을 찾아

(Gastrotricha), 유형동물문(Nemertea), 무장동물문(Acoelomorpha) 등은 아

하였고, 당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덴마

직까지 화석으로 보고된 바가 없는 동물문들이며, 기존에 보고된 대형 동갑동

크 연구자 2명과 함께 2016년 극지연구

>>

소가 첫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그림 2).

해 채취한 화석 2톤을 차근차근 연구하

없다.

극지연구소는 이후 2017년과 2018년 이

다 보면 기존에 화석으로 전혀 알려지지

이처럼 지구상 최초로 등장한 동물들의 초기 진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화

어진 현장조사를 통해 약 2톤에 달하는

않았던 새로운 동물 화석들을 찾을 때가

석산지가 북극에, 그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오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경이

초기 동물화석을 채취하였고 이를 현재

있다. 동물계에는 약 35개에 달하는 동물

롭기까지 하다. 마치 동물 기원의 비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구가 꽁

극지연구소에 수장하여 연구 중이다.

문(門, phylum)이 있는데, 극지연구소에

꽁 숨겨둔 듯하다. 극지연구소는 대중들에게 남북극의 기후 변화 및 생태 연

극지연구소가 시리우스 파셋의 초기 동

서 소장 중인 시리우스 파셋 화석 수장고

구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북극에 잠자고 있던 최초의 동물들을 깨우는

에서 현재까지 16개의 동물문과 관련된

연구로도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물 연구를 시작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

▲ 그림 3. 원시절지동물 케리그마켈라의 화석(좌)과 EPMA 탄소맵에서 보이는 두뇌의 모습(중) 및 복원도(우)

42

또한 세 번의 현장조사를 통

물(Loricifera) 화석도 시리우스 파셋 이외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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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가 다양한

결빙방지 단백질과 실용화

결빙방지 단백질

글 / 사진 ・ 김학준 교수(부경대학교 화학과)

>>

대표적인 결빙방지 단백질

체적인 특성이 연구된 결빙방지 단백질은 20여 개 남짓하다. 초기 연구가

결빙방지 단백질은 얼음에 직접 결합하여 얼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특성을 가진 단백질로

로 극지방 물고기들의 결빙방지 단백질

주로 얼음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특성과 구조에 치우쳤다면, 현재 해외 선

얼음 결합 단백질의 일원이다. 얼음에 결합하는 모든 단백질 군을 ‘얼음 결합 단백질’이라 통칭하는데,

(antifreeze protein)이 가장 많이 연구되

진국에서는 결빙방지 단백질의 활용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앞

얼음 핵을 유도하는 얼음핵화 단백질(ice-nucleating protein), 얼음 재결정화 억제 단백질 등이 포함된다.

어 알려져 있다. 1969년 미국 대학원생

서 (그림 1)에서 보았듯 결빙방지 단백질의 활용 분야는 상당히 넓다.

본 기고에서는 얼음 결합 단백질과 결빙방지 단백질을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이었던 아서 드브리스(Arthur DeVries)
가 최초로 결빙방지 단백질의 실재를 규

글쓴이와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북극 효모와 남극 해빙 박테리아에서 결빙

명하였으니, 올해로 벌써 50년의 연구

방지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발굴하였다. 북극 효모인 Glaciozyma sp. 에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그동

분리한 결빙방지 단백질은 다산과학기지 부근 담수호 얼음 시료에서 분리

안 극지방의 물고기뿐 아니라 온대 지방

하였고,4 남극 해빙 박테리아 Flavobacterium frigoris 의 결빙방지 단백질

의 물고기, 일부 담수어, 곤충, 식물, 미

은 해빙에서 추출하였다. 발견된 위치로 보면 두 결빙방지 단백질은 남극

생물 등 다양한 호냉성 생물에서 결빙방

과 북극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단백질의 구조는 서

지 단백질이 발견되었다. 특히 차세대 염

로 56% 유사도를 보였다(그림 2). 하지만 효모 결빙방지 단백질의 온도 이

•저온 생물물리학

기서열분석법의 발달로 현재까지 최소

력 활성은 남극 단백질보다 최대 10배가량 낮은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하겠

•극지생물 저온생리연구

800여 개의 결빙방지 또는 결빙방지 유

다. 해빙 박테리아의 결빙방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효모 단백질의 구조와

사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유전자 데이터

비교해보면 얼음과 결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으며 규칙적이었는데,5 이

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구

런 점이 두 단백질의 온도 이력 활성 차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 연구
•단백질의 구조, 기능
•얼음결정구조 및 활성

식품/유제품

동결보존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육류 등의 냉동보관

2,3

•세포, 조직, 기관의
초저온 냉동보존

결빙방지 단백질

•줄기세포, 생식세포, 혈액,
제대혈 보존
•동결보존 분야 전문가 양성

형질전환 생물

저온생물학/의학

•결빙 저항성

•저온수술   

•냉해 저항성

•장기의 저온보관

•결빙방지유전자 스위치를

•저온생물학 전문가 양성

북극 효모

남극해빙 박테리아

   활용한 형질전환 생물 연구
▲ 그림 2. 비슷한 3차 구조의 북극, 남극 결빙방지 단백질
▶그림 1. 결빙방지 단백질의 활용 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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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더욱 다양해질

>>

활용 연구

니레버사(Unilever company)의 소프트아이스크림 첨가제이다. 8~90년대 결빙방지

결빙방지 단백질의 이 특성을 상업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예가 2007년 유

단백질 활용 연구는 주로 적혈구, 일부 정자 등의 동결보존에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동
결보존 분야가 다양화 되고 있다. 그 까닭은 화학 동결보호제는 얼음 재결정화를 억제
하지 못하는 반면 결빙방지 단백질은 얼음 재결정화를 억제하는 특성이 높기 때문이
다. 또한 북극효모의 결빙방지 단백질 동물실험 결과결빙방지 단백질은 화학 동결보
호제에 비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9 이런 특성 때문에 다수의 결빙방지
단백질은 쥐, 소, 돼지의 난자, 돼지의 배아, 적혈구, 굴의 난자, 잉어, 돼지, 양 등의 정
자, 어류의 수정란, 췌장 세포 등의 동결보존에 활용된 바 있다. 최근 북극 효모와 남극
박테리아의 결빙방지 단백질을 쥐의 난소와 난자의 동결보존에 활용한 연구에서 해
동 후 난소의 질과 배아의 발달이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더 증가
▲ 그림 3. 얼음결합 단백질 자동정제장치 도면

▲ 그림 4. 콜드핑거에 성장한 얼음. 이 얼음에 결빙방지
단백질이 결합해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즉, 결빙방지 단백질 첨가 시 동결보존이 증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최근 해외 유수의 결빙방지 단백질 연구 그룹인 캐나다의 Davies 교수 그룹, 이스라
엘의 Braslavsky 교수 그룹, 일본 Sakae 교수 그룹 등이 앞 다투어 결빙방지 단백질의

결 빙 방 지 단백 질 의 고 유 한 특 성

활용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백질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백질의 대
결빙방지 단백질의 활용은 이 단백질의 고유한 특성에 그 바탕

럼 얼음을 성장시키면 얼음의 표면에 결

을 두고 있다. ‘온도 이력’과 ‘얼음 재결정화 억제 활성’이다. 이 특성은 단백

합하므로,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단백질

질이 얼음 결정에 결합하여 얼음 결정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난다.

을 고순도로 정제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

온도 이력 활성은 결빙방지 단백질이 포함된 용액이 어는 것을 억제하는

특히 재조합 DNA 기술의 발전으로 결빙

특성으로, 단백질마다 억제 크기가 다르다. 어류의 경우, 약 1℃ 정도 어는

방지 단백질과 융합된 단백질을 생합성

점을 낮추어주지만 곤충 단백질의 경우 3~4℃ 혹은 그 이상의 어는점 억제

한 후 이 장치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제

효과가 있다. 이 특성은 단백질을 생합성하는 생물의 서식처 온도와 무관

한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수월성이 높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특성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이

다 하겠다.

>>

단백질을 이용한 단백질 정제이다. 글쓴이와 극지연구소가 이를 활용하여
최근 결빙방지 단백질과 이를 활용한 관심 단백질의 자동정제장치에 대한
6

특허를 출원, 등록한 바 있다(그림 3). 결빙방지 단백질은 (그림 3)에서처

결빙방지 단백질의 활용 연구에 중요하
게 여겨지는 활성은 얼음 재결정화 억제

량 확보로, 실제 어류에서 추출 시 1그램당 1천만 원 이상의 고가이다. 글쓴이와 극지
연구소가 개발한 북극효모 결빙방지 단백질 대량생산 시스템은 1그램당 10만 원대로
결빙방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향후 결빙방지 단백질 활용 연구에 중
요한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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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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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자연환경

북극진동지수와
중위도 한파
글・김도형 교사(한국과학영재학교)

Ⅰ : 공기가 냉각되어 지표근처로 공기가 쌓여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진 고기압
Ⅱ : 공기가 가열되어 고도가 높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지표 근처에는 공기의 양이 주
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저기압
Ⅲ : 지표의 공기가 상승하여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진 고기압
Ⅳ : 공기가 냉각되어 지표 근처로 이동하여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어진 저기압

올 겨울 날씨는 어떨까? 극심한 한파가 올까, 아니면 비교적 따뜻한 겨울일까? 중위도 겨울
날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 바로 북극이다. 중위도와 북극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공기를
움직이는 힘

>>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은 공기를 움직이는 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다.

•기압경도력 : 두 지점의 기압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힘

기온과
기압

>>	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가지가 기온이다. 그럼, 기온과 기압 관계를

•전 향 력 : 지
 구상에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 북반구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
쪽으로 꺾이는 힘

그림으로 살펴보자.

Ⅲ

700hpa

기압 경도력

Ⅳ

저기압

700hpa

800hpa

800hpa
900hpa

900hpa

바람의
방향

1000hpa
1000hpa

Ⅰ
A(25℃)

B(25℃)

4

3

A(10℃)

바람의
방향

2

Ⅱ
1
B(40℃)

전향력

고기압

시간 흐른 뒤

A지역과 B지역은 25℃로 기온이 동일하다. 두 지역의 모든 요소가 동일하다면 기압은 오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기압경도력만 존재한다면 왼쪽 그림처럼 바람이 불 것이다.

로지 기온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온이 똑같기 때문에 등압선이 왼쪽 그림처럼 된다. 하

하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처음 이동하는 바람의 방향(①)에서 오

지만 B지역을 가열시키고(40℃) A지역을 냉각시키면(10℃) 오른쪽 그림처럼 등압선이 변

른쪽으로 계속 꺾이고 결국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이 되는 순간까지(④) 꺾이면서

한다. 각 지역의 기압이 주변보다 높은 고기압, 주변보다 낮은 저기압이 된다.

바람이 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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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대 제트 류
: 위도 간 기압경도력

P4

한대 제트류

: 서풍

P3
P2

북극 기온이

강력한 제트류

상승한다면?

약한 제트류

P1
P1 > P2 > P3 > P4

강한 기압경도력

고위도(N)

>>

중위도

50˚N

저위도(S)

위도 50° 부근에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와 고위도의 찬 공기가 만난다. 고위도

>>

약한 기압경도력

50˚N

왼쪽 그림은 위도 50° 부근 기온 차이가 클 때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의 찬 공기는 냉각되어 지표 부근으로 공기가 쌓여 고도가 낮은 곳에서 등압선이 밀하며,

기온 차이가 적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북극의 기온이 상승한다면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가열되어 고도가 높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여 고도가 높은 곳에

지표 근처가 아닌 고도가 높은 곳에서 등압선이 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위도에 따른 기

서 등압선이 밀하다. 위의 그림은 위도에 따른 등압선을 나타낸 것이다. 중위도 지역의 경

압경도력이 아주 약해진다. 결국 한대 제트류가 약화되어(스크린도어 기능 상실) 찬 공기

우 위도에 따른 기압경도가 굉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압경도력이 강하다는 뜻이고,

는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공기는 찬 곳으로 이동하여 에너지 교환을 열심히 수행한다. 여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강해진다. 이를 마치 제트기처럼 아주 빠르다고 하여 ‘제트류’

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곳(중위도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

라고 하며 위도 50° 부근이면 한 대지역이기 때문에 ‘한대 제트류’라고 하다.

로 ‘중위도 한파’이다.

한 대 제트 류 의
역할
찬공기

한대 전선
제트류

북극진동지수와

한대 제트류
아열대
제트류

중위도
한파 관계

북극진동지수는 극지역과 중위도지역의 기압 차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지표이다.
① 극지역과 중위도지역 온도 차가 큼 → 기압 차가 큼 → Positive(+)로 정의
② 극지역과 중위도지역 온도 차가 적음 → 기압 차가 적음 → Negative(-)로 정의

따뜻한 공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극지역과 중위도지역 온도 차가 큼(북극진동지수 +) → 위도 50° 부근 기압경도력 강해짐

>>

왼쪽 그림은 지구 규모의 한대 제트류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한대 제

트류의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분리된 모습
이다. 그렇다. 한대 제트류가 두 공기를 섞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스크린도어 같은 역할을

→ 한대 제트류의 세기가 강해짐(스크린 도어 강화) →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차단됨
→ 고위도 찬 공기가 중위도로 침투가 차단됨 → 중위도 따뜻한 겨울
▶ 극지역과 중위도지역 온도 차가 적음(북극진동지수 -) → 위도 50° 부근 기압경도력 약해

하는 것이다. 지구 규모의 한대 제트류를 우주에서 내려다본다면 마치 차가운 공기가 소

짐 → 한대 제트류의 세기가 약해짐(스크린 도어 기능 상실) →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용돌이에 의해 저위도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과 같다고 하여 ‘극소용돌이’라고도 부른

섞이려고 함 → 고위도 찬 공기가 중위도로 침투 → 중위도 혹독한 겨울(한파)

다(가령 나뭇잎을 띄워 놓은 세면대에 물을 뺄 때 나뭇잎(찬 공기)이 소용돌이(한대 제트
류)에 갇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강한 한대 제트

멀게만 느껴졌던 북극이 오늘만큼은 가깝게 느껴졌는지?

류가 형성되는 것은 위도 50° 부근에서 기압경도력이 세기 때문이고, 이 기압경도력은 결

우리 모두 북극과 남극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 위도 50° 부근의 기온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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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한 현장 휴가

시나리오 & 그림: Noémie Ross

1 2 번 게 이 트 마 지막 탑 승 안 내
방 송 입니다 ⋯
출 국
수 속

북쪽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일하고

특이하고 놀라운 풍경을 탐험하고
야외에서 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배!

툰가수깃(반갑습니다)

알라 보
트흐!

툰가수깃
프로스
트!

어! 밸러리!
오랜만이야!
휴가 가는 거야?

안녕, 에바!

응!
남쪽으로 가.
정말 신나.

책상에서 벗어나서 현장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

한달 전에 표 사고
몇 주 전부터
짐도 다 쌌어.
빨리 가고 싶어!
풀 옵션 패키지로
끊었어 –

넌 2주 동안 짐을 싸고 짐 풀기를
고대했다고 했지! 내가 어떨지 생각해 봐!
난 일년 동안 짐을 싸고 있었어!

나야말로
짐 풀기를
고대하고 있어!

새로운 풍경을 탐험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너는?
너도 휴가
가는 거야?

남쪽

북쪽

해가 점점 늦게 지는 긴 낮을 즐기고
아! 이건 네 나름의
풀 옵션 패키지 여행이구나!

솔직히 일년 내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몸을 쓰는 것도 좋아!

북쪽

여행 사진
보내줄래?

해변에
서

전송
다음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게!

응!
난 북쪽으로 가
이게
필요하겠네!

일상을 바꾸고 ⋯

이해가 안 가. 그건 일 아니야?
그게 어떻게 휴가야?

영구동토층, 즉 얼어붙은 땅에서

북쪽아,
내가 간다!

다양한 샘플을 채취할 거야.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난 북쪽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정말 좋아.

그리고 호수 얼음 샘플도 채취할 거야.

승객 여러분,
저희 착륙지점의 기온은
영하 25도이고 맑습니다!

이땐 전기 톱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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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사진 · 박수현 편집장

▼ 11월 21일 개막식 초청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 극지해양미래포럼 박무성
상임대표, 진병화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 한국해양환경교육원 조찬연 원장,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박인호 대표, 선보공업 최금식 회장,
서봉리싸이클링 문정현 대표, 극지연구소 진동민 부장, 김경조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주었다.

“해양수산부 주최, 극지해양미래포럼 주관, 극지연구소 후원으로
2019 극지체험전시회 “열렸다 북극의 문, 찾았다 남극의 비밀”이
11월 21일(목)을 시작으로 12월 29일(일)까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1관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되었다.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인 극지는 도전과 개척의 시대를 넘어 과학연구
성과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극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극지연구의 저변확대와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극

2019 극지체험 전시회는 극지와 인류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시작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극지에서의 생활 및 과학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지

여 극지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 극지의 자연환경, 극지의 동식물, 극지에서의 과학연구, 극지를 중심으

체

로 한 국가 간 협력, 극지개척사 등에 대한 정보 전달 ▲ 극지환경 VR체험, 극지 월
동대원과의 화상통화, 극지실험실 운영, 극지영화관 운영 등 시청각 체험 프로그

험

램 ▲ 얼음 깨기, 보드게임, 펭귄게임, 수중드론 체험, 극지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
한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시 기간 동안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소속 극

전

지해설사들이 전시관에 상주하며 관람객들에게 극지해설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져 이목을 끌었다. 개막식이 열린 11월 21일 오후 4

시

시에는 “초등학생 대상 극지상식 골든벨 대회”가 열려 어린이 골든벨을 선발했으
며,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극지연구소 연구

회

원 초청 부산시민 극지강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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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동물을 보여주는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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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험

전

시

회

▲ 11월 30일 극지연구소 한승우 박사가 “극지발견 탐험의 역사와 극지 거버넌스”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이번 체험
전시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극지연구소 김기태 박사(얼음 속 화학현상의 비밀과 산업적 활용), 김현철 박사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원격탐사 이야기), 서현교 박사(남극발견 200주년 의미와 극지에서 삶의 현장), 한세종
박사(극지생물자원의 활용과 미래)의 특강이 이어졌다.

▼ 극지체험전시장을 찾은 내빈과 시민들이 남극 개척사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
극지대학에 참가한 시민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
전시회에 마련된 체험존을 찾은 학생들이
로보스텍에서 전시 중인 수중드론을
시연해보고 있다. 수중드론을 활용하면
극한 환경에서의 작업 및 과학연구를 위한
샘플링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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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생·시민들이 찾아 전시는 성황을 이루었다.

▲ 체험전시관을 찾은 학생들이 펭귄과 해표 박제를 살펴보고 있다.

▼▲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크로마키존에서
극지환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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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들이 ‘체험존’에서
‘북극곰 살리기 보드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2. 체험관에 마련된 극지실험실을
찾은 어린이가 남극 화석을
살펴보고 있다.

1

2
▼▲ 체험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 장보고과학기지
월동대원과의 화상통화가 진행되어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 개막식 당일 어린이 극지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7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극지상식을 겨루고
있다. 이날 골든벨은 어린이
극지해양아카데미 출신인
석포초등학교 6학년 김채원
어린이가 차지했다.

◀체
 험존을 찾은 어린이가 극지
환경 VR 체험을 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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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레타 툰베리

10대 환경운동가의 일침,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

2019 UN기후행동정상회의는 2021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시행을

앞두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 국가와 민간 부문의 행동 강화 계획을 발표

환경문제를 내 문제로

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정상회의에서 툰베리는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침을 날렸다. 말투는 단호했다. 눈빛은 결의에

글 ・ 편집실

미래 세대,

인식하다

차 있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더는 경제논리로 환경문제를 재단하려 하지 말
고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것. 환경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밀려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만 이야기하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9월 23일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있던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을 요구하는 적극적 행동
에 나선 현장이었다.
평범한 스웨덴 소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남기게 된
출발점은 지난해 8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 하
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툰베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매
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런 툰베리의 운동에 공감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해 11월부터 금요일마다 ‘기
후 파업(Climate Strike)’이라고 불리는 시위를 벌였으며, 현재 전 세계로 퍼져
나가 133개국의 청소년 160만 명이 동참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캠페인이 되었다.

결기를 보여준 행동

>>

한편 툰베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아온 방법 또한 화제

를 모았다. 항공기나 유람선 등 배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교통수단을 피
해 친환경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한 것이다. 소형 요트를 타고 2주간에
걸친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한 툰베리는 미국 현지에서도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육식을 하지 않고(전 세계 가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해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0억 톤에 이른다. 또한 인간들은 방
목지를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을 태우고 사료 폐기물을 태우거나 고기를 생산
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데
이어 옷도 사 입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툰베리의 가족 모두가 이를 실천
하고 있다.
툰베리는 이러한 적극적 행동과 활동에 힘입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대
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 및
국제엠네스티 최고영예상인 ‘양심대사상’, 노르망디 ‘올해의 자유상’ 수상으로
까지 이어졌다. 지난 12월 11일(현지 시간)에는 「타임(TIME)」지가 선정한 최연
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6세 환경운동가가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간명하지만 아주 강렬했다. 앞선 세
대는 미래세대가 남긴 날카로운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
니다.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해서 빠져
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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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최고의 북국 행사
북극권과 비북극권의 경계를 넘다
글 ・ 편집실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북극협력주간’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옵서버국가로서 국내·외 북극 거버

대표 북극 행사

넌스 기반 구축과 북극권과의 협력, 대국민 북극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양수
산부가 마련하고 있는 행사이다. 2016년부터 매년 12월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우
리나라 주도의 북극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북극 협력 논
의의 장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북극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2019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19)」이 12월 9일부터 12월13일까지 부

‘북극서클’의 지역포럼과 연계해 개최되어 우리나라 북극정책 역량을 전 세계에

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북극협력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북

주간은, 국내외 북극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경제, 과학,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극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한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산·학·연 관계자 1,000여

서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아시아권 최고의 북극 관련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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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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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어 상생을

‘북극협력, 경계를 넘어(Cooperation beyond the borders)’라는 주제로 열린

바라보다

2019 북극협력주간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 과학과 정책의 경계, 북극권과 비북극
권의 경계를 뛰어넘어 북극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9일 오후 2시 열린 개회식에는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클레오파트라
도움비아-헨리(Cleopatra Doumbia-Henry) 세계해사대 총장, 아이나르 군나르손
(Einar Gunnarsson) 북극이사회 SAO(Senior Arctic Officer) 의장, 오거돈 부산시
장, 극지해양미래포럼 소속 해설사 등 국내외 정부기관, 국제기구, 산·학·연 관계
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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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프로그램은 크게 ▲9일 개막식 ▲10일 정책의 날 ▲11일 과학기술의 날 ▲
12일 해운의 날 ▲13일 자원의 날로 정해 분야별로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토
론하는 학술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 노르딕 국가
가 수교 60년을 맞이하는 해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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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막식 당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주최로 북극산업포럼이 진행되어,
북극항로 및 기업들의 북극권 국가로의 진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사)극
지해양미래포럼 소속 극지해설사 100여 명이 참여한 극지해설 콘퍼런스 대회가
개최되어 관심을 끌었다.
올해 북극협력주간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 극지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영산대학교, 국립생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덴마크대사관, 주한 스웨덴대사관, 주한 캐나다대사관, (사)극지해양
미래포럼이 기관 참여했다.

▲ 12월 9일 300여 명의 국내외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북극협력주간 개막식이 열렸다.

10일 ‘정책의 날’에는 우리나라와 주요 노르딕 국가 간 수교 60년을 기념하여 향

학술행사와 부대행사

후 북극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지식과 정책의 융합 가능성 및 전망을 모
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1일 ‘과학기술의 날’에는 그동안 북극에서 수행된 과학연구 결과와 러시아 등 외
국의 북극개발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2일 ‘해운의 날’에는 북극항로에 대한 선박 운항 평가, 북극항로를 통한 한국-북
동아시아 잠재화물 분석 등 북극 해빙(解氷)으로 인한 새로운 북극항로 운항에 대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13일 ‘자원의 날’에는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극권 원주민
들의 생활현황 등 자연과 인문자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일반국
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북극 사진전 및 극지 영상물 상영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북극협력주간이 북극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하는 협력 플랫폼이자, 북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68

ARCTIC
PARTNERSHIP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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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회 청 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심사평 / 심사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김태만 교수

제 10회
청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성료

공모전 심사가 늘 그렇듯, 복병은 마지막에 있었다. 과연, 보편적 지식
을 뛰어 넘는 과학적 상상력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심사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과학논술이기에 과학지식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한다. 과학이 과학일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공모임을 상기한다면, 청소년다운 발칙한 상상력이 더

글 / 사진 ・ 기민아 과장(극지해양미래포럼)

1

주목받아야 하지 않을까?
우선, 전제된 논술 지문에 대한 숙독은 필수조건이다. 그렇다고 베껴
쓰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제대로 가공 정리되
어야 한다. 지식의 자기 전유(专有) 과정을 보고자 함이다. 마지막으로,

••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이 주관한 ‘제10회

자기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발칙

청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수상작이 가려졌다. 총 응모작 1,350편(고등부

할수록 좋고 틀려도 상관없다. 논술공모전이 열매를 따자는 게 아니라

847편, 중등부 503편)을 대상으로 14명의 심사위원이 예심과 본심, 최

싹을 발굴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 토론을 거친 결과 북극 연구체험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해양수산부장

‘극지의 앵커얼음’에서 대기오염의 해결책을 상상한 논술이나 극지동

관상)에는 ▷박새롬(충북과학고 1학년) 양의 ‘극지의 앵커 얼음을 통한

2

오염물질 재분배과정 모델링 및 기상학적 연구 기틀 마련’이 선정되었다.
2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는 특별상(극지연구소장상)에는 김종찬(경
기 배곧고 1학년) 군의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가, 장학금 100만 원씩

▲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 직원이
접수된 1,350편의 원고를 한자리에
쌓아 보이고 있다.

1.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지난 7월 열린 기획회의에서 공모전 기획위원들이 공모전 논제 등
진행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각 서울 보성고등학교 이영호 교사와 서울 보성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지난 7월 논술공모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올
해 논제를 ‘극지생물의 환경적응능력과 생활상’,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용화 및 후속연구’, ‘극지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로 정했다. 한편 올
해 첫 사업을 진행한 극지해양미래포럼은 응모대상을 중·고등학생뿐 아
니라 동 연령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예년보다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금 규
모를 늘리는 한편 심사위원단 규모 확대 및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카피킬러(인터넷 표절검사 서비스)에 표절심사의뢰, 학교
에서 단체로 보내는 묶음 배송 금지 등으로 운영방향을 정했다.
공모전을 총괄한 본지 박수현 편집장은 전국 133개 교육지원청과
6,000여개 중·고등학교에 공모전을 알리는 공문 접수와 포스터 발송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극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

솔루션을 매우 담담하게 자기 삶 속에 녹여 넣은 <사이사이에 자연스

<극지의 종말, 인류의 끝>도 중학생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솔루션을

학년) 군의 ‘극지동물의 적응배경’과 석주원(부산연천중 2학년) 양의 ‘극

한 예심통과 작품을 많이 배출한 지도교사상과 참여 학교상 1위에는 각

스」 논문을 상상하는 일이 과연 허망한 꿈은 아닐 것이다. 환경문제의

럽게>는 과학담론을 인문학적 성찰로 승화시킨 보기 드문 글쓰기다.

이 주어지는 고등부와 중학부 금상에는 이규광(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1

지의 끝 인류의 끝’이 선정되는 등 모두 41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또

물의 특이 행동을 ‘진화’로 논한 글들에서 장래의 「네이처」나 「사이언

제시한 글이라 기억에 남는다.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이번 논술공모에

심사위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이 미래의 과학자가 되는 꿈에 젖는 행복한 심사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위원장)

였음을 고백한다.

김수암 부경대 명예교수
이보고 부경대 교수
오현석 울산대 외래교수
권경선 한국해양대 교수
강병관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박사

▶ 김태만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
원들이 심사 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
이고 있다.

김도형 부산과학고 교사
박미화 도서출판 미디어줌 대표
장현정 도서출판 호밀밭 대표
고영란 상지아카데미 이사
유정환 국제신문해양수산팀장
한승우 극지연구소박사
이윤길 작가

으며, 논술을 접수한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예심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접수된 모든 작품을 읽어 보는 정량평가로, 본심은 표절심
사 및 정량평가로, 최종심은 집중토론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
최경식 한국해양대 교수
신형철 극지연구소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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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명/단
▶ 중학부

▶ 고등부
상훈

이름

학교

지도교사

제목

대상

박새롬

충북과학고 1년

김진욱

극지의 앵커 얼음을 통한 오염물질 재분배과정
모델링 및 기상학적 연구 기틀마련

특별상

김종찬

경기 배곧고 1년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금상

이규광

인천과학
예술영재학교 1년

안주영

김수빈

인천과학
예술영재학교 1년

이기무
김진욱

은상

상훈

이름

학교

지도교사

금상

석주원

부산연천중 2년

이창석

은상

고예영

인천관교여중 1년

은상

김보미

경기 분당중 1년

동상

조영현

유제은

극지방과 인류의 미래가 위험하다고요 ?

경기 풍양중 1년

우리가 그려나가야 할 그림

동상

김승한

대전 지족중 3년

배은주

극지생물의 특이행동: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몸부림

동상

김태엽

제주 효돈중 3년

강소연

남극빙어의 게놈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전

장려

조예준

서울 봉림중 1년

김대호

몇 백 년 후면 물로 잠길 수 있는 지구 대책은
없을까?

벼는 추위에도 고개를 숙인다

이준솔

충북과학고 1년

동상

강지우

경남외고 2년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동상

김사랑

고창여고 2년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우리가 걸어갈 내일

극지의 끝 인류의 끝
지구에어컨 극지의 위기

극지동물의 적응 배경

은상

제목

지구 위 영구동토층

장려

고지민

세종 소담중 2년

김미성

인류생존을 위한 극지탐구 프로젝트

장려

송다영

서울 청담중 1년

김효정

극지기후변화의 최후

장려

진채린

그레이스기독중 2년

김다인

극지생물들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장려

최인아

충주북여중 3년

김수진

변화되는 남극 생태 피라미드

동상

박준하

인천과학
예술영재학교 1년

안주영

극지와 한국에서의 삶

동상

윤상수

춘천고 1년

박찬주

극지역의 특이한 생물진화 산물 탐구 및
미래활용방안

장려

황혜빈

경남신주중 2년

동상

은하영

충남 목천고 2년

김용완

지구의 끝에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찾다

장려

유은서

인천박문중 3년

이영주

기후변화와 극지

장려

민현기

한국과학영재학교 2년

김도형

극지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다

장려

김민준

충북 미덕중 1년

연석흠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막자

장려

노승빈

인천과학고 3년

김재권

기후변화의 시작과 끝 극지

장려

이진율

부산 안락중 1년

장려

김성민

경기 강화고 2년

극지얼음의 마술, 지구를 차갑게 하다

장려

이연수

경기 성남여중 1년

장려

김연수

인천과학고 3년

김재권

극지환경의 돋보기 극지생물의 삶

장려

권이태

한국과학영재학교 2년

김도형

극지 세계의 과거이자 미래가 되다

장려

김수현

전남 영산고 1년

정두희

남극에서 쏘아올린 작은 공

장려

이경호

충북과학고 1년

김진욱

지구를 지키는 녹십자 미세조류

장려

임모세

충북과학고 1년

황경하

극지의 콘텐츠화를 통한 지구온난화 인식개선

장려

이주영

충북과학고 2년

황경화

지구온난화 해결의 열쇠가 될 해양의 작은 거인
식물플랑크톤

장려

이영진

충북과학고 1년

김진욱

결빙방지 단백질과 그 활용과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

장려

정재원

광주고 1년

장려

박하윤

서인천고 1년

장려

박준섭

인천과학
예술영재학교 1년

안주영

펭귄의 흔적 극지를 보는 눈이 되다

장려

김민서

부산외고 2년

염선미

극지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해만 끼치는가?

장려

조수현

동래여고 1년

배은주

극지생물의 환경적응 모습과 환경파괴 정당화의 경계

국제협력을 통한 북극자원개발과 북극항로의
실용적 사용
정영훈

멸종위기종 보호의 실마리 극지동물에서 찾자

▶ 지도교사상

▶ 학교

인류의 마침표를 찍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극지
우리의 소중한 미래 북극을 지키자

(예심 통과 작품 최다 지도상)
금상

은상

동상

이영호
(서울 보성고)

김진욱
(충북과학고)

이기무(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황경하(충북과학고),
최준호(김천고), 이영주(인천 박문여중), 연석흠(충북 미덕중)

참여상(예심 통과 작품 최다 배출학교)
서울보성고
충북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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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학예술
영재학교

인천 박문중
충북 미덕중

1위

2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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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5위

F O CUS

제 1 0회 청 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대상

이것이 해저나 빙붕 바닥에 붙은 채 성장하면 앵커 얼음이 되는 것이다. 앵커 얼음은 프래질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형성된다. 첫 번째, 표면 냉각 메커니즘이다. 해수보다 낮은 온도의

극지의 앵커 얼음을 통한
오염물질의 재분배 과정 모델링 및
기상학적 연구 기틀 마련

대기는 해수의 열 손실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해수는 냉각되는데 냉각될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 손실은 곧 혼합층 내에 대류를 발생시킨다. 특히나 강풍이 더해지면 혼합층에 난류를 유발하고 더
많은 열 손실을 초래하여 고밀도 초냉각수를 생성한다. 이는 침강하다가 해저에 도착하면 프래질 결정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유체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으로 각기 다른 온도와 염도를 지닌 2개의 유체
층이 만나는 부근에서의 생성이다. 대표적으로 브라인 배수와 지하수에 의해 생성된다. 해빙이 형성됨에
따라 육상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에서는 고농축 염분을 지닌 브라인(Brine) 배수가 방출되고 침강한다.

박새롬(충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내려갈수록 비교적 염분이 적은 바닷물과 섞이며 주변을 빠르게 냉각시키고 브리니클(Brinic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얼음의 50% 이상이 프래질 얼음 결정체로 성장한다. 또한, 지하수가 방출되는
유역 부근에서도 프래질이 성장할 수 있다. 방출된 담수를 차가운 바닷물이 열을 흡수하며 프래질과
앵커 얼음을 형성한다. 세 번째는 얼음 펌프 메커니즘이다. 빙붕 아래는 바다의 깊이가 증가하면서
해수의 빙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밑 부분이 녹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주변 바닷물에 더 신선한 녹은

극지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고 인간이 모방할 수도 없는
단 하나의 천연 자연환경이다.
극지는 지구 문명을 결정한다. 극지의 물은 태평양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상은 열대, 온대 지방의 기후에
영향을 미쳐 농업과 수산업, 산림 등에 큰 피해를 가하기도 한다. 흔히들 극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물으면
지구의 환경 조절자로서 지구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많아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나는 극지가 천연자원이 아닌 연구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운 생물과 효소를 발견해 의료 발전과 신소재 개발을 이루고,
지층의 변화와 퇴적물을 조사해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오염과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극지 연구 덕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극지의 연구 자원을 발견하고 이를 응용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이 확산하면서 플룸을 생성한다. 부력에 의해 수면을 향해 상승할 때 빙붕 바닥에 추가적인 바닷물이
유입된다. 상승하는 플룸은 압력이 낮아지며 해수의 빙점이 증가하여 초냉각 상태가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앵커 얼음은 생태학적, 고고학적, 광물학적 그리고 지질학적 연구 과제로서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연구 자원이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앵커 얼음을
통해 과거의 기후와 지질학적 특성을 직접 연구할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해빙의 물리학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운반해온 다양한 퇴적물을 이용한 지층 분석, 유기물 분석 등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개척해줄 것이다. 1919년, Debenham이 최초로 해빙과 퇴적물 사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후 수많은 연구인이 해빙과 퇴적물 사이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었다. 1986년,
Reimnitz는 앵커 얼음이 침전물과 조개껍질과 같은 일부 화석들을 운반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발표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Kellogg의 연구를 선두로 앵커 아이스의 미세 침전물들과 유기체들을 직접 화학적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Darby와 Eicken, St John 등 다양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나는 지구의 해양 환경 중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자 극지의 중요한 잠재적 연구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양 표본에서 불규칙적으로 발견되는 퇴적물을 관찰하고 앵커아이스래프팅 현상을 추론했다. 비교적

앵커 얼음(Anchor Ice)에 관한 연구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앵커 얼음은 주변의 물보다 밀도가 낮아 강이나

현대 자료에서는 Stickley의 연구에서 앵커 얼음의 입자 크기 분포를 이용해 과거의 폭풍과 해빙 범위의

해저 바닥에 붙어 생성되는 얼음을 자유롭게 묘사하는 광범위한 용어다. 고위도에 위치한 하천과 호수부터

대리 지표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앵커 얼음 연구를 살펴보면 앵커 얼음을 통해 형성 메커니즘 분석,

극지방의 대륙까지 겨울 동안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다. 보통 강물이나 바닷물이 차가운

과거 해빙 추론, 생물 군집의 이상 행동 분석 그리고 퇴적물 분석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가

대기와 만나 열손실을 일으키다 빙점 아래로 떨어질 때 형성된다. 민물에서의 앵커 얼음 형성 메커니즘은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1900년도의 연구이기도 하며 비교적 최근 5년 이내의 연구 자료가

널리 알려졌지만 해양에서 특히나, 극지방에서의 앵커 얼음은 염도와 밀도, 온도라는 변수들과 함께 많은

부족한 것을 고려한다면 현대에서 앵커 얼음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앵커 얼음에 대해 많은 관찰이 보고되었지만 앵커 얼음을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적은 양에 불과해 관심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앵커 아이스 래프팅(Anchor Ice Lafting)”이다. 앵커 얼음은 모래, 자갈
및 자갈 크기의 퇴적물을 운반하는데, 해양 침전물 유입의 메커니즘이다. 침전물을 선택적 투과하지

앵커 얼음은 프래질 얼음(Frazil Ice)에서 파생되며 초냉각수에 의해 생성된다. 프래질 얼음은

않으며, 수용하는 크기와 종류에 제한이 없다. 나는 특히나 이 앵커 얼음을 통해 확산하는 잔류성 유기

초냉각수가 난류와 만나 형성하는 무작위적인 방향을 지닌 얼음 결정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염물질(POPs)에 관해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선행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해빙에 의한 물질 운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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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많지만 이로 인한 오염물질 재분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청정지역이어야

제 1 0 회 청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특별상

할 극지에서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야 한다. 이는 대부분 다른 대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극지의 대기와 해양 오염물질과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도시와 공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과 원예, 농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농약, 제초제에서 오염물질은 끝없이 쏟아 나온다. 이들의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은 대기대순환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한다. 심지어 수은, 납과 같은 중금속과 유기 독소들도 극지에
정착한 지 오래다. 증발과 응축을 여러 번 반복하며 물질이 지구 표면을 통통 튀어 다니는 이러한 ‘메뚜기

김종찬(배곧고등학교 1학년)

효과(Grasshopper effect)’는 추운 고위도 지역이나 고지대에 도착하면 기화가 잘 발생하지 않아 이동이
멈추고 갇히게 되는 ‘저온동결 효과(Cold-trapping effect)’로 이어진다. 이들은 몇 주 만에 극지의 해빙,
빙하, 토양 속으로 흡수되며 몇 십 년 이상 잔류한다. 이들의 흔적은 앵커 얼음이 운반해온 퇴적물을 얼음의
물리적 물성 측정, 유기 탄소 함량 및 구성 분석, X선 회절 분석을 통한 광물 분석, 유기 염소 비율 측정
등의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종류와 분포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앵커 얼음을 조사하고 특히나 오염물질의 분포가 큰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의
어떠한 영향을 받았기에 오염물질이 유독 많이 분포되었을지, 이 오염물질은 운송 중 어떻게 변형될지,
계절별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등 여러 연구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러한 오염물질은 한 곳에 농축되었다가도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며 증폭되는
이차적 문제가 발생한다. 메뚜기 효과와 저온동결 효과가 아닌 해수와 해빙을 통해 재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이동시키는 주요 원인은 모든 물질을 수용한다는 점, 운송 중 녹지 않는다는 점에서 앵커
얼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앵커 얼음과 오염물질 재분배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싶다. 그리고 해수의 흐름과 유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극지 내에서 오염물질이 재분배 되는 과정을
모델링하고 싶다. 이는 단순한 오염물질 이외에 다른 물질들의 이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본
채취가 어려운 빙붕 밑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며 현재의 빙하 코어 연구와 연관 지어 기상학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을 먹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7교시까지 지루하지만 재미있었던 것만을 기억하며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간다. 언제부턴가
학생의 하교 후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곳이 되어버린 ‘학원’ 학원이 겨우 끝나면 나는 겨우 끝내었던
학원숙제를 배로 돌려받아 어제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간다. 이렇게 대부분의 고등학생과 같은
나의 일상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자리를 잡은 학업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밥. 아니 도시락. 아니 편의점 도시락. 맛보다 편의를 위해 오늘도 뜯는 비닐 포장, 그리고
먹고 난 후 나오는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과 숟가락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넣는 나.
다음날 나는 학교에서 교무실 청소를 한다. 근데 무슨 쓰레기가 하루에 한 봉지는 기본이고 복도까지
돌면 2층에서만 거의 7봉지는 나온다. 집 가는 길 분리수거장엔 오늘도 새하얀 쓰레기 봉지들이 산을
만들었다. 그런데 다들 그 산더미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가보다. 나는 갑작스러운 궁금증에 인터넷에

극지의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극지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은 비교적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검색했다. 허…. 헛웃음이 나오는 수치 500톤 하지만 블로그를 눌러보니 500톤도

최근에 합성된 물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될

서울시 중구의 하루 배출량이었다. 정말 소름이 돋는다. 학교의 그 작은 산이 500톤이라니 그것도 서울의

수 있다. 앵커 얼음은 극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장벽으로 보인다. 극지는 지구상 양극 지역의

중구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인가 예전부터 세계의 일회용품 사용이 심각하다는

거대한 청정 환경으로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의 환경시스템을 모두 갖춘 또 하나의 소지구이다. 많은

말은 들었었지만 직접 찾아보니 심각성은 대단하고 더욱 대단했다.

과학자들은 극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소지구를 지키고 있다. 나도 그 측면에서 극지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싶다.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한 종류인 메탄이 다량 발생한다. 그런데 이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한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었던 것이었다. 온실가스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지구에서 반사하여 나가는 빛을 다시 지표로 돌려보내서 지구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뜨겁게 만들어주는 기체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는 들었지만, 예전에 배웠던
것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화석연료의 사용, 무분별한 산림 벌목, 쓰레기의 증가, 가 있다.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펑펑 써왔던 전기와 학교에서 매일같이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그리고 그
쓰레기의 재료인 나무…. 난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것들이 지구에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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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피해로는 여러 피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극지의 빙하가 아주 빠르게 녹고 있는 것이 가장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잘한 건가 부끄러운 건가 여러 기사를 읽으며 너무 많은

심각하였다.

생각과 감정이 내 머릿속을 긁으며 지나갔다.

우선 극지방의 빙하는 몇 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나올 만큼 매우 줄어들었고 또 얇아졌다.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국가적인 일이 아닌 세계적인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듯이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큰 직접적인 피해를 몸소 느끼지 못해서 심각성을 굉장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직 나에게 그들에게 모두에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을 뿐이다. 사람들은

있다.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지 말하겠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면 경청하여 듣는 경향이 낮다. 이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니까.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또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알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먼저 극지의 빙하가 녹게 되면 모두들 대부분이 말하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낭비하고 일회용품을 숨 쉬듯이 사용한다면 그건 양심적으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되면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 약 8개가 현재 침수 위기에 있으며 해발 고도가 낮은 섬나라 약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나라 그리고 기업들이 지구온난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9개가 침수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 밖에도 많은 대륙의 지형이 더 좁아질 위기에 놓여있다. 또 고지대에

것을 많이 보았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작은 변화이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을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와 저지대의 마을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도 발생할 위험이 크며 히말라야

할 수 있다면 이 작은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하나쯤은

전역에 이러한 빙하 쓰나미가 일어날 만한 지형이 약 2만 개 이상 있다고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제 곧 현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재난 영화 속 끔찍한 장면들을

이 빙하는 모두 알다시피 표면이 흰색이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를 반사하는 역할을 해준다.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다. 현실을 영화와 맞바꾸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빙하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지구온난화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나는 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를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려 한다.
또 극지의 빙하에는 식물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리는 미세조류가 많이 살고 있다. 이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우리의 일상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자리를 잡은 낭비와 사용들 그것들에 대해 과연 우리가

통해 유기물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때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다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빙하가 점점 녹아 사라지고 있으니 정말 큰일인

쓰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속 빛이 하늘과 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것이다. 혹여나 여기서 미세조류니까 그냥 바다에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조류에게 힘을 주는 철 이온이 부족해서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일반 바다에는
대부분 철이 산화철 상태로 존재하여 미세조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극지의 빙하는 산화철을 철
이온으로 바꿔줘서 미세조류가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 그래서 빙하는 더더욱
녹아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빙하는 우리 지구의 기후 현상에도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빙하는 염분이 거의 없는
그냥 맹물이다. 그런데 그런 빙하가 바다에 녹게 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바닷물의 밀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의 밀도 차이 때문에 거대한 해류가 형성되어지는데 빙하가 녹아
밀도가 낮아진 바닷물은 해류가 잔잔해지고 느려져서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폭염과 한파를 부를 수 있다.
게다가 더욱 절망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브레멘대학과 인스브루크 연구원은 “극지방의 얼음 덩어리가
녹는 것을 이번 세기에 막을 수 없다. 인간이 행동을 바꾸면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오는 2100년까지 빙하
매장량의 현저한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즉, 지금이라도 이 세상사람 모두가 행동을
바꿔도 2100년까지 빙하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녹아내릴 것이라는 것이다. 한 기자의 연구자와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연구원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고
연구원은 오늘부터 이산화탄소를 단 하나도 방출 안 하는 제로에미션을 한다면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현재까지 인류가 방출해온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쩌다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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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탐방기 Ⅰ

극지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야쿠츠크 탐방기’
글/사진 ・ 김현진(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박사과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원하는 ‘2019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북극)’에 선발되어

▲ ‘으스아흐’ 야쿠트 문화 축제장 모습

▲ 야쿠츠크 레닌 광장에서

▲ 야쿠츠크 전쟁 참전 용사 추모 공원

러시아 야쿠츠크에 위치한 북동연방대학이 마련한 ‘북극 여름 학교(Arctic Summer School)’에 참가했다.
본 프로그램은 북극지역에 관심이 있는 차세대 연구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북극에 관한 강의,
러시아 북극권 지역의 문화, 산업, 환경 관련 강의와 야쿠츠크 지역의 현지 견학으로 구성됐다.

북극, 사하공화국
(야쿠티야)과

북극 여름 학교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은 러시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러시아의 연방주체 내 21개 공화
국 중에서 가장 큰 면적(약 300만㎢)을 자랑한다. 사하공화국의 다른 이름은 ‘야쿠티야’인데, ‘야
쿠트인의 땅’이라는 뜻이다. 공화국의 인구는 약 97만 명이며 대다수는 수도인 야쿠츠크에 거주한

러시아 문화

ARCTIC SUMMER
SCHOOL

사이에서

다. 야쿠트인뿐만 아니라 돌간, 유카기르, 에벤, 에벤키, 축치 등 다양한 소수민족 원주민을 포함해
70개 이상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시베리아 중부 지역에는 ‘쿠르간’이라 불리는, 투르크족과 유사
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 살았다고 한다. 이들 민족이 야쿠티야에 정착하면서 순록 목축을 하던 원
주민인 퉁구스족은 변방과 북부 지역으로 밀려났고, 쿠르간족에 동화되기도 했다. 도시 곳곳에는
쿠르간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야쿠츠크 시내를 벗어난 마을에서 소와 말들이 자유롭게 거니
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야쿠트 전통 목조 가옥과 함께 한국의 솟대를 연상시키는 말뚝 기둥
도 세워져 있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소비에트 시기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의 추모비와 레닌 광
장, 러시아 정교회 성당, 무채색의 건물은 소비에트 시기의 야쿠츠크를 연상하게 했다.
야쿠츠크는 영구동토층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지하에 매장할 수 없는 파이프가 지상 위에 설치되
어 있었고, 도로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다. 야쿠티야의 겨울은 영하 50도까지 내려
가며 9월 말부터 4월까지 약 6개월간 지속된다. 그래서 매년 6월 하지에 ‘으스아흐’라는 민속 축제
를 통해 여름을 맞이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로 기
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이다. 북극권 지역에서 여름은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
삼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 아쿠츠크

야쿠츠크의 북극과 사하, 러시아 문화가 혼재된 독특한 매력은 음식 문화에도 나타났다.
야쿠츠크에 도착한 첫날, 모든 참가자는 도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막흐탈’이라는 이름의 전통 식
당을 찾았다.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당황하던 동료들의 표정은 잊을 수 없다. 인디기르카강의 민물
생선으로 만든 ‘얼린 치르’, 순록 스테이크, 얼린 말고기, 양고기 만두, ‘보르쉬’까지 북극과 야쿠티
야,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다. 첫날에 마주한 강렬한 문화 충격은 적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레나석주자연공원에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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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도움이 됐다. 생경한 음식도 서슴없이 먹게 되었고, 주
말이면 학교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한국 컵라면과 일본식 볶

1

2

글로벌 북극 북동연방대학이 주최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극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수강

북동연방대학에서
만난 글로벌 북극

했다. 내륙 수로를 통한 북극항로 활용 방안, 북극의 도시 및 교통 인프라, 북극 지역 투자와 개발

음밥, 러시아 홍차를 마시며 또 하나의 문화 교집합을 만들

현황과 전망, 북극 관광, 북극 국제협력, 기후 변화, 북극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강의를 통해 북극

어냈다.

의 개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북극 이슈가 전 지구적 문제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러시아에는 새미, 네네츠, 에벤, 에벤키, 돌간 등의 40여 개

수 있었다. 특히 사하공화국의 관점에서 북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북

의 다양한 원주민 문화가 있으며, 사하공화국은 특히 원주

극권 지역으로서 사하공화국의 단일기업도시 문제와 다이아몬드 제조업 실태, 매머드 발굴, 기후

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

변화에 따른 환경 적응 과정, 영구 동토 문제, 북극 사회와 생태계의 관계, 야쿠트와 북극권 지역의

다. 올해에도 야쿠츠크 시내에서 세계 원주민의 날을 기념

문화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매번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질문이

하는 행사가 열렸다. 매년 8월 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원

이어졌고, 그 질문은 때로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며 고민하게 만들었다.

주민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the World’s Indigenous

한국에서의 북극에 관한 강의와 발표는 주로 현상과 대응의 관점에서 논의됐다. 북극의 변화와 각

Peoples)로, 1994년 유엔 결의안에 따라 전 세계 토착 원주

국의 전략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며, 한국이 찾을 수 있는 기회와 경제적 이점이 무엇인가가 주

민의 권리 보호와 고유의 문화, 삶의 방식을 알리고 보존하

된 주제였다. 반면 이곳 북극권에서 북극은 ‘삶’이었다. 어떻게 혹독한 북극의 환경에 적응하며, 오

기 위해 지정된 국제 기념일이다.

랜 기간 함께한 문화를 보존하고 세상과 소통하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북동연방대학에는 각 분야

올해 축제에서도 여러 원주민 마을에서 야쿠츠크로 모여 전

별 전문가가 있으며 그들은 본인 삶의 경험을 통해 북극을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이해

통 춤과 노래를 공연했다. 음식, 의복, 특산물을 준비하고 전

한다면, 한국의 북극 연구자가 북극에서 항상 강조되는 ‘지속가능성’이 단지 ‘있어 보이는 미사여

통 의식을 거행했다. 작년 쿠베르가냐 마을에서 함께했던 주

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렘과 반가움으로 마주한 야쿠츠크의 여정은 그렇

민들을 만나, 한국의 강강술래와 같은 에벤 전통춤, 헤제춤을

게 다시 풀기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다 같이 출 때는 감동이 밀려왔다. 야쿠츠크는 북극권 원주
민들의 화합의 장이었고, 야쿠트의 자유분방한 문화와 러시
아, 시베리아의 문화가 교차하고 있었다.

야

쿠

츠

크

탐

방

기

3
1. 야쿠트 전통 식당
2. 세계 원주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
3. 레나 석주
4. 야쿠츠크 자타이 조선소
5. 스파스카야 파드 숲
6. 매머드 박물관에서 수업을 듣는 참가자들
7. 북극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참가자들

길과 숲에서
만난 이야기

프로그램 일정을 통해 수많은 길과 숲, 강, 그리고 이야기를 만났다. 으스아흐 축제장, 소
틴시 박물관, 스파스카야 파드 숲 실험실, 영구동토층 왕국, 자타이 조선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

6

산에 지정된 레나석주자연공원에서 만난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깨끗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풍경
은 마음을 풍성하게 했다. 도시를 벗어나서 펼쳐진 도로는 울퉁불퉁해서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었
다. 숲 근처에는 모기떼와 벌레가 많아서 모기 퇴치 스프레이도 무용지물이었다. 모든 힘든 경험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함께한 이들만의 비밀이자 평생의 추억이 되었다. 현지 견학을 통해 문화는 자
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혜의 산물이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마지막 이틀은 레나석주자연공원과 근처 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일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삼삼

5

오오로 흩어져 마을 주민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에는 레나강을 따라 레나석주자연공
원으로 향했다. 드넓게 펼쳐진 침엽수림 사이로 거대한 레나강의 파도가 보트에 부딪힐 때면 두려
7

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레나강변을 따라 펼쳐진 레나석주들의 향연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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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탐방기 Ⅱ

스발바르 - 롱이어비엔 탐방기
글 / 사진 ・ 이원복(아주대학 생태학실험실 석사과정)

첫 해외여행에 긴장한 채 롱이어비엔에 도

옛 탄광촌이 지닌

착했을 때 우연히도 나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던

독특한 문화-

노르웨이 트롬소 대학 소속의 학생들과 엘리자베스

롱이어비엔

(Elisabeth) 교수가 나를 맞이해주었다. 우리는 공항
에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숙소로 이동하였고, 이동하
는 동안 엘리자베스 교수의 동료인 레나트(Lennart)
교수에게서 롱이어비엔에 대한 짧은 역사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인생 첫 해외여행.
그것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는 극지에 간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긴장을 하였다.

롱이어비엔은 본래 탄광촌으로 광부들이 모여서 만

경유지인 오슬로에서 짐을 한 번 찾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엔 내심 당황하기도 했다.

든 마을이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마을에 녹아

이처럼 ‘스발바르-롱이어비엔 탐방’은 내게 시작부터 설렘보단 걱정이 앞서는 경험이었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

1

는 문화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 이유는 광산
에서 일하고 난 뒤 신발에서 떨어져 나오는 먼지나
석탄 찌꺼기가 집안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시아 문화권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서구 문화권에서는 실내
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독특
2

하다고 한다.

1. 롱이어비엔 숙소_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
2. 롱이어비엔 숙소

뉘올레순의 다양한 식물종
롱이어비엔에서 하룻밤을 묵은 우리는 노르웨이 교수들의 인솔 하에 뉘올레순 기지촌
으로 들어갔다. 뉘올레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본 풍경이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기지촌을
방문하였던 시기가 8월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얼음이 매우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낯설고도
경이로웠다. 그렇게 북극의 신비로운 경치를 감상하며 뉘올레순 기지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교수의 지도를 따라 다른 나라학생들과 숙소 주변 식물상에 대해 조사를 하
였다. 숙소 주변에는 Saxifraga 속에 속하는 식

3. 다발범의귀
4. 담자리꽃나무

물들(범의귀과)이 많이 있었고, 엘리자베스 교
수는 이 식물종들이 뉘올레순 기지촌 근처를 우
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뉘올레순 기지촌 근
처에는 ‘자주범의귀(Saxifragaoppositifolia) ’, ‘씨
눈바위취(Saxifragacernua) ’, ‘다발범의귀(Sax-

ifragacespitosa) ’ 등 다양한 종류의 Saxifraga
속 식물이 있었고, 이외에도 ‘북극콩버들(Salix

polaris) ’도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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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O CUS

극지와 한반도의 연결고리로 본
기후변화 문제 해결

극지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
한 지역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극지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극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는 우리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
5

7

9

과 유사한 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뉘올레순과 롱이
어비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도수영(Oxyriadigyna) ’이라
는 식물의 경우 한반도 북부 고산지대에도 분포한다고 알려
져 있다. 이는 한반도와 북극 지역 사이의 생물지리학적인 연
결고리를 제시해주며, 한반도와 극지 사이에서의 환경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즉, 기후변화에 의한 극
지 환경의 변화 및 생물들의 피해는 단순히 극지에 국한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똑같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6

8

5. 현장 조사 하는 모습(뉘올레순)
6. 현장조사 환경 측정

10

7. 씨눈바위취(뉘올레순)
8. 자주범의귀(뉘올레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는 많은 연구

9. 현장조사 방형구

들이 진행되고 있고, 각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10. 현장조사 식물 동정 및 빈도수 측정

다. 하지만 극지와 같은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지역을 모니터
링 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
고, 극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 씨눈바위취(뉘올레순)

북극의 독특한 현장조사 방법

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스 발 바 르

-

뉘올레순에서의 일정은 현장 자료 수집이나 다른 나라 기
지 방문 등으로 귀국 전까지 정신없이 흘러갔다. 특히 현장조사가 흥

롱 이 어 비 엔

미로웠다. 북극에서는 현장조사나 식물 조사를 ‘방형구 조사’와 같
은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그렇다. 방형구 조사

탐 방 기

는 방형구라 불리는 격자를 던져 그 안의 식물 종류와 빈도를 측정한
후 방형구가 덮인 지역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매우 간단한 작업
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작업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매우 방대했
고, 이런 종류의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하는 것
▼ 북극콩버들(뉘올레순)

은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활동이었다. 특히 뉘올레순 주
변 식물상의 분포 차이를 방형구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더니 기지 근처에서는 Saxifraga 속 식물과 북극
콩버들뿐만 아니라 ‘담자리꽃나무(Dryas octopetalla) ’, ‘북극종꽃나무

(Cassiopetetragona) ’, ‘씨범꼬리(Bistorta vivipara) ’, 그리고 Juncus 속
식물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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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수영(롱이어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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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 !

바 다 코 끼 리 (Walrus / Od ob en us
rosmarus)는 북극에만 있는 기각류1로 남극에 있

바 다 코 끼 리

는 코끼리해표(Southern Elephant Seal / Mirounga

글 / 사진 ・ 박수현 편집장

몸길이에 무게가 1.5톤이나 나가 기각류 중에서는

leonina)와는 다른 종이다. 수컷은 3~4m에 이르는
남극의 코끼리해표 다음으로 덩치가 크다.
남극에 있는 코끼리해표가 코끼리를 닮
은 코가 상징이라면 북극에 사는 바다코끼리는 코
끼리의 상아를 닮은 긴 엄니를 가지고 있다. 수컷

바다코끼리

은 1m 정도 길이로 나 있는 엄니로 북극곰의 공격

바다코끼리는 코끼리의 상아를
닮은 엄니가 상징적이다.

Walrus

을 저지하거나 먹이인 굴, 조개 등을 찾는다. 하렘
을 형성하는 이들은 이 이빨을 가지고 수컷 경쟁자
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북극 원주민들은 고기, 지방, 가죽, 엄니
등을 구하기 위해 바다코끼리를 사냥해왔다. 특히
남극 코끼리해표의 경우처럼, 기름을 얻기 위해 무

코끼리해표

차별 사냥하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남극권에서 발견되는 코끼리해표는 엄니가 돌출된
바다코끼리와 달리 코가 돌출되어 있다.

었다.

Southern
Elephant Seal

1. 헤
 엄치기에 적합하도록 다리가 지느러미처럼 진화한 해양 포유동
물이다. 크게 해마과, 물개과, 해표과 등 3개 과로 나뉘며 18종의 해
표류와 14종의 물개류, 1종의 바다코끼리로 세분된다. 이들은 특히
뒷다리가 헤엄치기에 알맞도록 지느러미 모양으로 적응, 변화했다.
몸에는 짧은 털이 촘촘하고, 짧은 꼬리는 위 아래로 눌러 놓은 것같
이 넓고 평평한 것이 많다.

바다코끼리 사냥
과거 노르웨이령
스발바르군도를
중심으로 바다코끼리
사냥이 성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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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 박사의 FACT CHE CK

이강현 박사의

FACT
CHECK

남극의 지리학
글 ・ 이강현 박사(극지연구소 K-루트 사업팀)

남

극

의

지

리

학

세계지도를 보면 남극이 지도 맨 아래에 길게 펼쳐진 형태로
그려져 있거나 아예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도를 통해서는 남극대륙의 크기를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남극대륙은 얼마나 클까?

남극대륙의
면적과
인구밀도

>>

숫자로만 볼 때, 남극대륙의 면적은 육지와 빙붕(육상의 빙하가 바다 위로 길게

뻗어 나온 지역)을 합쳐 대략 14,200,000㎢ 정도 된다. 전 세계 대륙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며, 대한민국 면적의 180배, 호주 면적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주변의 바다가
얼어붙은 해빙의 면적까지 고려하면 최대 18,000,000㎢가 추가된다.
흔히 남극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센 대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남극대륙의 98%가 평균 두께 1900m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평균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 하나 남극이 갖
고 있는 세계 기록은 바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대륙이라는 것이다. 북극과 달리 남극에
는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기지에 약 1,000여 명이 1년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1㎢당 0.00008명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만 한 땅에
80명만이 살고 있는 셈이다.

▼ 남극횡단산맥 <출처: http://alchetron.com>

▼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 봉 <출처: http://erichwegscheider.com>

▲
남극대륙과 남극해빙의 최대 확장 범위(2012년). 짙은 회색이 육지,
옅은 회색이 빙붕이며, 주변의 하얀 부분이 해빙지역이다.
<출처: NASA Earth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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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지형

>>

남극은 중앙에 위치한 남극횡단산맥을 경계면으로 아시아 대륙 방향의 동남극

과 아메리카 대륙 방향의 서남극으로 나뉜다. 동남극은 남극대륙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
하며, 빙하 아래 지면이 대부분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빙하의 두께도 서남극에
비해 훨씬 두꺼워서 동남극 중심부에는 두께가 최대 4,000m 이상 되는 빙하가 존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빙하 연구가 대부분 동남극 중앙의 빙원
능선을 따라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빙하에서 확인한 가장 오래된 기후 변화 기록은 프랑
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돔 콘코르디아(Dome Concordia) 기지에서 시추한
EPICA(European Project for Ice Coring in Antarctica) Dome C 빙하코어 기록으로서, 과
거 82만 년 전까지의 기후변화 기록이 복원되었다. 대한민국의 제2 남극과학기지인 장보
고기지가 바로 동남극의 테라노바만에 위치하고 있다.
▲ 보스토크 빙저호 시추 프로젝트 조감도 <출처: Nature>

서남극은 동남극과 달리 빙하 아래 지면의 상당 부분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스 빙붕(Ross ice shelf)과 론네빙붕(Ronne ice shelf) 등이 있는 로스해와 웨델해가 포
함되어 있다. 또한, 서남극은 동남극에 비해 강설량이 많아서 3,000m 두께의 빙하 최하

산맥과 호수

>>

남극횡단산맥(Transantarctic Mountains)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 아프리카의 서

부가 불과(?) 6만년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남극기지인 세종기지는 서남극

던 그레이트 에스카먼트(Southern Great Escarpment), 미국의 로키산맥 등에 이어 세계

끝단의 반도(Antarctic peninsula) 부분에 위치해 있다.

에서 네 번째로 긴 산맥으로, 총 길이 3,500㎞, 폭이 100~300㎞에 달한다. 한 가지 흥미
로운 것은 히말라야산맥이나 안데스산맥과 같이 중·저위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산
맥들이 주로 고산빙하로 덮여있는 데 비해 남극횡단산맥 주변에는 남극 면적의 2%에 불
과한, 눈이 덮이지 않은 개활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극의 최고봉은 서남극에 위치한 4,892m 높이의 빈슨 매시프봉이다. 이 산은 1958년 미
해군 항공기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1966년 니콜라스 클린치(Nicholas Clinch)가
이끄는 미국 등반대가 처음으로 등정에 성공했다. 현재에는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도전하
는 산악인들의 도전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빈슨 매시프봉을 방문하는 여행 프
로그램이 있을 정도이며,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 1,400여 명이 빈슨 매시프 봉 등반
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남극에 산악지형뿐 아니라 많은 호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수가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 아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
이 안 되고 인공위성 자료 등을 이용하여서만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남극에는 약 400여 개의 호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큰 호수는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빙하 아래에서 발견된 보스토크호
수이다.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보스토크호수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50㎞와 50㎞에
달한다. 경기도 면적보다 큰 호수가 약 4,000m 두께의 빙하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남극의 빙저호는 지상과 수십만 년 이상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빙저호 시료의 생
물을 연구하면 생태계 진화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외
계 행성 중 남극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 및 어떤 모습의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와 같은 우주생물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시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남극 장보고기지로부터 370㎞ 떨어
▲ 남극대륙의 지역 구분도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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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륙지역에서 빙저호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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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익 프로젝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공동 북극탐사 연구 “모자익”

처음 인류가 발을 디뎠는지 어떻게 알 수 있
을까요?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이주 때를 제
외하고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 오랜 세기
동안 일어난 일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

글 / 사진 ・ 김현철 박사(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단장)

니다.”
1895년 4월 북위 86도 14분 지점에 최초로
도착한 프리티오프 난센이 한 말이다. 역사

약 125년 전 난센은 본인이 설계한 나무 범선 프람호를 타고 북극해 횡단이라는 대담한 일을 시도했다.
“모자익”은 그런 그의 대담한 시도를 현대의 기술로 복원하고, 그가 궁금해 했던 바와 같이 현대과학에서
부족했던 ‘북극해 겨울’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상 가장 큰 북극탐사인 <모자익 프로젝트>
는 13개월의 여정으로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쇄빙연구선인 폴라스턴을 북극해

1

얼음 한가운데 정박하고, 북위 85도부터 배
의 엔진 구동 없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얼음
판에 고정된 채 떠다니며 북극해에서 1년을
지내는 탐사 활동이다. 북극 해빙을 이동식
야외 연구실로 삼아 북극해 겨울철에 일어나
는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북극해 탐
사 연구는 2019년 9월 20일 시작되었다. 그
리고 2020년 9월, 중국의 쇄빙연구선인 ‘설
2

룡2호’로부터 마지막 연료 보급을 받고 노르
웨이 트롬소로 귀항하는 일정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 모자익 홈페이지. 폴라스턴호의 현재 위치가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다(출처: mosaic-expedition.org).

1. 모자익 개념도(출처: mosaic-expedition.org)
2. 모자익 북극현장 탐사 모식도(독일의 폴라스턴 주변에서 대기, 해빙, 해양 등 분야별 연
구수행 개념과 물류 보급을 위한 활주로 및 연구자 교대를 위한 시설(출처: mosaicexpedition.org)

20개국이 참여한

지원하고, 러시아의 ‘아카데믹 페드로프호’와 ‘카피탄 드라니트신호’, 스웨

초대형 프로젝트

덴의 ‘오덴호’ 그리고 중국의 ‘설룡2호’ 등이 북극해 얼음 위에서 1년간 생
활할 폴라스턴호에 필요한 물자 운송과 북극해 현장 탐사에 참여하는 연

약 1억 4천만 유로가 투입되는 북극해 겨울

구원 이송을 지원한다. 각국에서 지원하는 쇄빙연구선과 헬리콥터를 이용

현장탐사는 10여 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처

하여 연구자들을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함으로써 연구의 효율 및 참여자
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극의 겨울 ,

녹는다. 해빙이 사라진다는 예측은 여름철에 대한 계절적인 이야기이다.

한국을 비롯한 20개 나라(한국, 독일, 미국,

그 비밀 을 찾아 나 서 는 시 도

현대의 기술로도 북극의 겨울철은 잘 모른다. 인공위성으로 북극의 겨울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케

9월 20일 노르웨이 트롬소를 출발하여 시베리아 연안을 따라 이동한 폴라

얼음 분포를 알 수는 있지만 겨울철 북극을 직접 조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

스턴호는 동경 125도 주변에서 북쪽으로 돌아 북극해 중앙으로 이동하다

북극 해빙의 감소가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왜일까? 북극의 겨울은 6개월 이상 해가 뜨지 않는다. 바다 얼음은 아주 두

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

북위 85도에 도달하여 엔진을 멈추고 초대형 해빙에 정박하였다. 쇄빙 연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는 북극해에서 얼음이

꺼워서 얼음을 깨며 연구를 할 수 있는 쇄빙연구선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스, 일본)에서 900여 명이 직간접적인 참여

구선을 고정한 뒤 주위에 광범위한 연구 캠프를 세우고, 각국에서 참여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북극

장애가 된다. 우리는 북극에 대해 절반만 알고 있던 셈이다. 이처럼 겨울철

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은 12개월의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크게 대기, 해빙, 해양,

에도 계절이 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얼음

의 북극은 우리에게 숨겨진 곳이었다.

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주도하

생태계 생화학, 그리고 기후 예측을 위해 수치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입

이 다시 얼기 시작하고, 여름철에는 얼음이

“우리는 북극의 첫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구의 끝인 북극에 언제

는 만큼 독일 정부에서 예산의 절반 정도를

력 변수 획득 연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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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분야

한국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빙 원격탐사 분
야에 참여하고 있다.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

대기관측은 탐사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

이용한 해빙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측사업단의 인공위성 원격탐사팀은 한국항공

리적 현상관측과 함께 대기-해양 간 수직적

해양은 온난화로 인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준

우주연구원과 함께 한국의 아리랑위성을 이

상호 작용과 관련한 대기, 해빙, 해양 간의 상

다. 생물 활동의 변화에 의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해빙 감소에 의한 해

용하여 독일의 폴라스턴호가 정박되어 있는

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장 자료를 수집한

양환경이 대기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해양 속 생물과 화학물질에 미치는

초대형 해빙의 이동을 추적하고, 북극 탐사

다. 수직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 등을 정밀 관측하여 해빙 변화에 의한 해양 환경의 변화를 관측한다.

1년 동안 해빙의 변화를 준 실시간 관측하는

이해하여 해수가 해빙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

해양의 변화에 따라 해양 생태계도 변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온난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자익 프로젝트>

접 관측한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북극해

와 해빙 감소는 빛 에너지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켜 해양생태계

에 직접 참여한다.

해빙 감소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의 변화를 불러온다. 해양 속에 녹아 있는 생화학 물질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전 인류의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이러한 대형 국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해빙 분야는 인공위성

정도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관측한다.

제공동 연구에 대한민국의 극지연구소가 한국

과 현장 관측을 통해 해빙의 생성과 소멸에

모든 현장 관측된 자료들은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의 정밀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국제

관련된 해빙의 물리적 특징 및 변화를 실시

도를 향상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북극해 탐사의 기본 목적이 ‘기

사회에서의 한국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한

간으로 현장에서 관측한다. 온난화에 따른 온

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북극해 겨울

편,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많

도변화에 의한 해빙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철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에 대한 정보가 기후변화 예측이라는 목표물의

다양한 해빙의 표면 형태, 두께, 해빙의 밀도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존의 모델에서

및 염분 함유율 등을 기록한다. 현장에서 관

간과했던 자연환경 속 인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획득

‘세계화 함께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측된 해빙의 물리적 특성 자료는 인공위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인류 공동의 당면한 숙제를 풀기위해서는 앞

은 기여를 하는 국가임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 상황을 기록 및 홍보하고 있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기자가 2019년 11월 22일 찍은 사진(출처: 뉴욕타임지)

있다. 또한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라

으로도 지속적인 과학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의의 및
한국팀의 역할
역사상 최대 인원의 연구진과 나라들, 그리고
최대의 비용이 투입되는 <모자익 프로젝트>
가 가지는 의의는, 북극해 얼음의 감소가 중
위도권을 포함한 지구 전체의 인류가 살아가
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밝히는
데 한 걸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국제공동 노
력이 국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
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극한의 북극 환경에
서 125년 전 난센이 겪었던 과학자로서의 의
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모자
익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관심을 가지는 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 공동 기후연
▲ 숫자로 본 모자익 프로젝트
(출처: mosaic-expedition.org)

▲ 해빙 캠프(현장탐사 수행 중인 얼음판) 위의 연구 분야별 위치 배치도, 가운데에 폴라스턴호가 있다.
(출처: mosaic-expedi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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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다.

▲ 극지연구소에서 한국의 아리랑위성을 이용하여 모자익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초대형 북극 탐사 얼음판을 추적하고 있다(출처: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원격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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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영화로 읽는 남극 이야기

남극의 쉐프

남극 관측대의
다양한 인물군상

남극의 돔후지기지는 바닷가와 접한 쇼와기지와 약
1,000km 떨어진 곳으로 내륙 산간에 위치하며 평균 기온 –54°C, 후
지산보다 높은 해발 3,800m에 있다. 펭귄이나 바다표범뿐 아니라 바
이러스도 못 사는 극한지다. 기압은 일본보다 60% 정도 낮아서 뭘 해

글 ・ 김낙현 객원기자

도 숨이 차다.
오키타 슈이치 감독은 내레이터 겸 요리사의 시선을 통해 음식과 인

지구에서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장소가 남극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간 간 불가분의 관계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관객

영화 <남극의 쉐프>는 1997년 일본 제38차 남극 관측대의 활동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

들로 하여금 극지에서의 외로움과 맞닥뜨린 나머지 절망하는 인간의
한계를 성찰하게 해주고 있다.

극지의 생생함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보안청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중

관측대원은 총 8명이다. 대학원생 빙하연구 보조원, 극지연구소 소속

남극에서 두 번 월동생활을 한 니시무라 준의 원작 『면백남극요리인(面白南極料理人)』을 영화한 것이며,

의 대기학자와 빙하학자, 통신사에서 파견 온 통신 담당자, 시립병원

2009년 8월 일본에서 <南極料理人(The Chef of South Polar)>으로,

에서 파견된 의료 담당자, 기상청에서 파견된 기상학자 겸 대장, 자동

한국에서는 그 이듬해 <남극의 쉐프>로 개봉하였다.

차 회사에서 파견 온 차량 담당자, 그리고 해상보안청에서 파견된 요
리사로 이들은 약 1년 동안 함께 생활한다.
슈이치 감독은 대원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외로움과 또 이것과 맞
서는 대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다. 감독은 대원들이 식

TH E CH E F O F
S O U TH PO L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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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오락을 하거나 공동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관객에게 즐거운 모
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상은 대원들이 혼자 있는 동안 보이는 약
간의 광기 또는 살짝 맛이 간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의 첫 장면. 어둠 속 강한 눈보라 속을 미친 듯이 뛰어가는 빙하

인간 외에 어떠한 동물도
살지 않는 돔 기지에서의
일상은 보조원의 외침대로
지긋지긋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탐사대원들은
혼자가 아닌 ‘우리’이기에
함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구 보조원과 이를 따라가 붙잡고 다독이는 빙하학자의 대화이다.

놔요!
빙하학자 : 이봐. 어디를 가려고?
연구 보조원 : 지긋지긋해요.
빙하학자 : 뭐?
연구 보조원 :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빙하학자 : 어리광부리지 마! 잘 들어. 어디를 가려고? 도망칠 곳은
없어! 넌 소중한 우리 멤버야, 강해져야 해!
연구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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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복의 절대 가치,
함께함을 말하다

관측대원들은 눈 위에 선명하고 빨간 색의 주스를 뿌려 빙수를
만들거나 야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쾌활한 장면을 만들어낸
다. 다만 감독의 시선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 남극의 화려한 빙수는 금
방 단단해져 숟가락으로 퍼 먹기가 쉽지 않고, 투수가 던진 얼음 공에 맞

보조연구원이 전화
교환원과 일본의 공항에서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장면은 다소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감독은 결국 이 말을
관객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리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더라도 외로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아 푹 파인 채 구부러진 알루미늄 야구 배트는 감독의 의도에 의해 클로
즈업 된 채 관객의 시선을 오랫동안 잡아둔다. 대원들은 고국의 가족들에
게 수시로 전화를 해보지만 그들 중 누구도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한다. 대
장의 경우 아예 부인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막내 대원인 빙하 연구보
조원은 그동안 사귀어오던 연인에게서 전화를 하지 말라는 절교선언을
듣는다. 보조연구원이 전화 교환원과 일본의 공항에서 만나는 것으로 마
무리되는 마지막 장면은 다소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감독은 이 말을 관객
에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리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더라도 외로운 인
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사진출처 : 구글영화

극한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외로움을 담다

감독은 <남극의 쉐프>에서 외로움의 메타포로 ‘라면’을 설정하
였다. 카메라는 태양이 없는 백야나 회색의 눈보라와 대비되는 화려한 색
상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대원들의 밝은 모습을 찍는다. 그러나 실상 그
가 지향하는 것은 외롭거나 쓸쓸한 인간의 모습이다. 감독은 강한 정신력
과 체력을 갖춘 극지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정신적인 외로움이나
고독, 또는 공동체 속의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관측대장 또한 외로운 밤을 극복하지 못하고 야식으로 라면을 몰래 끓여
먹는 바람에 라면 재고가 바닥이 난다. 라면에 대한 대장의 향수는 가히
극적이다. 이는 “내 몸은 말이야, 라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라면을 못 먹게

감독은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춘
극지인이라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정신적인
외로움이나 고독,
또는 공동체 속의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되면 무슨 낙으로 살지? 면이랑 국물만 있으면 돼”라는 대사에서 극단적
으로 표현된다. 요리사에게 라면 비슷한 것이라도 좋으니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대장. 관측대장이 조리사가 애써 만든 남극산 즉석 라면 국물을
음미하는 장면 연출에 3분 넘게 할애한 것으로 보아 영화의 백미라고 불
러도 무방할 것이다. 또 다른 대원은 밤중에 주방에서 버터 덩어리를 통째
로 핥아먹다 들키기도 하지만 조리사는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는다. 이
는 감독이 대원들의 외로움이나 고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치유책
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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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설사 콘퍼런스
성황리에 진행돼
글 ・ 편집실

2019년도 극지해설사 콘퍼런스 경연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84명의 해설사와
해설사 교육 대상자 15명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

12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2

1. 2019 극지해설사콘퍼런스는 북극협력주간 개막일에 맞춰 12월 9일 부산벡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 부산권역 해설사들이 ‘인류에 전하는 극지동물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설사 콘퍼런스 축하무대를 꾸며 큰 박수를 받았다.

>>

이번 경연대회는 극지해설사들의 우수 교수법과 교안 개발뿐 아니라 일선학교

김수암 심사위원장(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위

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느꼈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권역별 대표 해설사가 발표하는

원장)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정부의 극지

권역

발표자

주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권의 권민희 해설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인천, 충북, 충남,

정책 등을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알기 쉽게 전

서울

권민희

극지 바이오산업과 인류의 삶

전북, 전남, 경남, 경북, 부산 등 9개 권역의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며, 부산권역 해설

달하느냐가 해설사들의 역할”이라며, “오늘 보

경기·인천

천명길

지구 끝에서 시작되는 인류의 미래

사들의 축하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여준 해설사들의 역량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충북

조형숙

극지해양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

이날 경연대회 대상은 ‘극지해양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을 발표한 충북권역 조형숙 해설

해설사들의 극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격려

충남

김효수

불로불사

사가, 금상은 전북권역에, 장려상은 전남, 경기·인천, 부산권역에 각각 돌아갔다.

했다.

전북

박옥희

북극곰과 남극펭귄의 꿈

극지해설사는 2015년 부산권에서 11명이 활

전남

이영이·김동희

빙고게임의 교육 활용

동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권역 30명, 전

경남

주정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국 8개 권역 54명으로 성장했다. 2019년 한

경북

김관재

펭귄의 사생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부산

하종옥

보드게임을 통해 즐거운 수업

권역별 발표 내용

3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올바
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발간한 극지
해설사 콘퍼런스에서 교재와 관련한 프레젠테
이션을 가지고 전체 극지해설사들에게 도서를
배부했다.

▲ 전국에서 모인 극지해설사들이 경연대회에 참가한 해설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102102

▶
극지해설사 콘퍼런스 대회장을 찾은
윤호일 극지연구소 소장과 이동화(왼쪽),
김태만 운영위원이 포럼 마스코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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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극지해설사용 교재
『우리가 알아야 할 남극과 북극』 발간

극지연구소와
(사)극지해양미래포럼 간 MOU 체결

글 ・ 편집실

글 ・ 편집실

극지해양미래포럼이 극지해설사용 교재

극지연구소와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극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남극과 북극』을 발간했다.

이번 협약은 극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극지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상호협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우선 극지 연구 및 교육문화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국민 행사를 개최하고, 극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극지문화 및 극지과학기술 확산을 위한 콘텐
츠 공동 제작 방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과 극지해양미래포럼 박무성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극지연구소
와 포럼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업무 관련 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조직화 해나가기를 희
망한다”며, “이러한 업무 협약이 극지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한
다”고 의미를 밝혔다.

>>

책은 극지환경, 극지의 동식물, 극지탐험과 개척의 역사, 극지과학기지와 쇄빙연구

선, 극지정책과 국제협력, 우리나라와 극지, 극지진로탐색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서 진행된 기획회의에서 책의 저술 방향을 ‘극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극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극지 연구의 저변을 확
대하기 위함’으로 정하였다. 김수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장순근 극지연구고 명예연구원, 김
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연구실장이 저자를, 신형철 극지연구소 해양과학연구부
책임연구원과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가 감수를 맡아 참여했다.
대표 저자인 김수암 명예교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남극과 북극』을 통해 극지가 우리 삶에 어
떻게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인류의 미래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고 밝혔다. 포럼은 일선 학교 등에 책 배부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협약식에 서명을 마친 후 극지연구소 윤호일 소장, 유연진 정책부장, 신민철 인프라운영부장, 진동민 기획부장, 이지영 홍보실장, 극지해양미래포럼 박무성 상임대표, 포럼
운영위원장인 김수암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포럼 운영위원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대표,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박봉환 법무법인 정인 대표 변호사, 박수현 국
제신문 마이스사업국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극지해설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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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단신

극지해양미래포럼 단신

I N F ORMATION

극지해양미래포럼
홈페이지 리뉴얼

>>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홈페이지(http://www.pof21.com) 리뉴얼 작

업을 완료했다.
홈페이지 구성은 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극지 교육문화 관련 사업 및 각종행사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극지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특히 포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극지사진공모전, 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청소년
극지논술 공모전, UCC 공모전 등에 대한 접수창구로서의 역할 또한 맡아갈 계획
이다.

윤호일 소장 국가경쟁력 대상
개인부문 수상

포럼 사무국은 홈페이지 전담 관리 인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극지에 대해 친밀
감을 느끼고 극지 관련 정보와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

극지연구소의 윤호일 소장이 2019년 제2회 ‘국가경쟁력대상 개인부

문’을 수상했다.
국가경쟁력혁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국가
경쟁력대상’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한
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각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본 상은 전문성, 창의성,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경영가치를 창출한 개인
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
다. 윤호일 소장은 1998년부터 극지연구소에서 활동하며 국가 과학 발전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인부문 6명 수상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윤 소장은 “극지연구소는 국민과 발맞춰 나가며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일원으로서 최대
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극지연구가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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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과 극지

⑫

②

③
④

⑬

⑭

⑤
⑥

극지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보셨나요?

퍼즐 당첨자에게는_
완성된 퍼즐을 촬영하여
이메일(kookjephoto@daum.net)로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⑦

⑧
⑰

⑮

⑱

⑨
⑲

만든 이 ・ 김성복(극지해설사)

지은이: 김예동 / 지식노마드

⑩

‘극지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답을 찾다

⑯

가로열쇠

⑪

세로열쇠

극지에서 생물이 어떻게 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극
최근 우리는 온난화, 혹한, 폭설, 혹서, 홍수, 가뭄 등

지에서 왜 우주를 연구할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

① ‘북빙양’이라고도 하며 북극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

① 북반구에 존재하는 차가운 공기가 저위도 지역으로 주

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

기적으로 남하하는 현상

극심한 기상 상황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이와 관련해

나는 극지에 대한 궁금증은 끝이 없다. 이 책은 극지에

② 극지방에서 삼림한계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남극과 북극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듣는다. 기

② 미래를 위한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를 촉구하며 전 세

대해 궁금한 점을 단숨에 풀어줄 수 있는, 과학자가 아

계 청소년과 환경운동가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스웨덴

줄기가 곧고 큰 나무는 자라지 않지만, 초원 또는 관목

후변화는 왜 극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극지에서

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백과사전이다.

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OOO”

이 혼생하는 초원지역이다. 핀란드어로 나무가 없는 언
덕을 의미한다.

③ 극지체험전시회 등에 인기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 “극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극

⑤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가두어두는

지대원과의 OO 통화”

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극지에 대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극지 관광의 일면

지적 호기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책은 극지연구소

수용소를 속되게 이르던 말

④ 바다에 떠 있는 모든 얼음을 말하지만, 보통 빙하, 빙

⑦ 중생대(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천 5백만 년 전까지의

붕, 빙산 등 육지에 기원을 갖는 얼음과 구별하여, 바닷

책임연구원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두 차례 월동

흔히 남극이나 북극은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대장을 수행하고, 극지연구소 초대 소장을 지내는 등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북극과 남

다양한 극지 관련 연구 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 극지

극을 여행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극에는 연간 약

연구를 이끌어온 저자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

5만 명, 북극에는 연 2백만 명 이상이 관광을 다녀온

는 책이다.

다고 한다.

평균 2천 미터 이상의 두꺼운 얼음 아래 있는 남극 대

“2017/18년 여름에는 50척의 관광선(요트 포함)으로

륙은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극의

시대)에 크게 퍼져 살다가 지구에서 자취를 감춘 대형

물이 얼어서 생성된 얼음을 말한다.
⑤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사회조직적인 발전, 원격탐사

파충류 무리. 남극이 거대 대륙에서 분리되어 이동했다

장비가 발달하면서 남극 얼음 아래 “남극 고대 OO의

는 증거로, 이들의 선조격인 리스트로사우르스 화석이
남극에서 발견된 것을 들 수 있다.

유적”을 찾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⑫ 생물의 종 및 상위의 각 종류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

⑥ 동북아시아 내륙에 있는 국가. 수도는 울란바토르이다.

쳐 점차 변화해온 과정

⑦ 오로라는 태양풍과 함께 지구의 경계에 도달한 대전입
자(플라스마)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 OO분자와 출동

⑬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면서 다채로운 빛이 발생한다.

⑭ 지구의 기온이 오랜 시간 내려가 남북 양극과 대륙, 산

344회의 남극 항해를 통해 총 51,707명의 관광객이 남

얼음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남극은 누구의 땅일

⑧ 남북극, 고산 지대 등 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극을 방문했다. 전체 관광객의 33%가 미국인이며 다음

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내의 액체가 얼음으로 변하

까? 남극에 지하자원이 있다면 누구의 것일까? 북극

으로 중국인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알래스카, 스

는 것을 막아내는 방법을 진화를 통해 터득했다. 이러

⑮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협곡

에는 예전부터 약 4백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

웨덴, 핀란드 북극 지역에만 연간 2백만 명 이상이 다녀

한 진화의 산물 중 가장 독특한 것이 “OOOO 단백질”

⑯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북극해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북극해의 바다 얼음

가고 캐나다 북부 유콘 지역에도 연 20만 명의 관광객

이다.

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지금 북극해가 녹고 있다는데

이 찾는다.”

만약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

책에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극

이 있을까? 북극 바다에도 석유가 있을까? 우리가 남

지 관광과 여행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극지

위의 얼음층이 확장되는 시기, 빙하학적으로는 남반구
와 북반구에 빙상이 확장한 특정 시기를 의미한다.

현상
⑰ 빙하의 불규칙한 이동으로 벌어지는 틈. 빙하지대를 탐

⑨ 티에라델푸에고 제도와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사이에

험하는 모험가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있는 해협으로, 1578년에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극이나 북극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극지는 왜 추울

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간

까? 극지에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추운

략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⑱ 부정기 간행물로 잡지의 형식과 서적의 내용을 절충한

해협의 존재를 확인한 영국의 군인인 프랜시스 드레이

형태의 출판물

크(Francis Drake)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⑲ 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cea)에 속하는 갑각류로 플

⑩ 노르웨이령 군도로 우리나라 북극다산과학기지가 있

랑크톤의 일종. 우리나라에서도 약 11종류가 발견되는

는 스피츠베르겐섬을 포하고 있다.

데, 남극대륙을 둘러싼 얼음 바다를 좋아해 남빙양이 주

⑪ 꽃을 피우는 식물. 남극에는 ‘남극좀새풀’과 ‘남극개미

서식지다.

자리’ 두 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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