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book to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대한민국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가이드북

Introduction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책자는 연구 또는 기타 목적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남극까지의 여행과 기지 체류 중에 필요한 정보나 준수
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남극 활동에 도움이 되기
를 바랍니다.

극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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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 소멸과 해수면 상승
●

극지의 얼음이 다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0m이상 올
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극지는
태양에너지의 반사율이 70%
이상 되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이 눈과 얼음이 모두 녹게 되면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되어 이상 기후를 초래해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극지는 저위도
지역에 비해 온난화 정도가 커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 극지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

극지를 뒤덮은 얼음은 대부
분의 태양열을 반사해‘지구의
에어컨’역할을 해왔다. 하지
만 이 얼음이 녹아 내리면 태양
열이 더 많이 흡수되어 지구온
난화가 가속화된다. 심층해수는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심층해수는
거대한 물의 흐름이 전 세계를 순환하여 열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북극 그린란드 해
역과 남극 웨델해는 바로 이 심층 해수의 발원지이다. 따라서 극지 빙하가 녹아 내리면
심층 해수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지구 전체에 급격한 기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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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에 있다!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수만년 전의 빙하와 운석은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지구와 우주의 역사기록 보관소 입니다.

> 남극은 과거 지구의 환경기록을 간직한 곳
●

지구상에서 대륙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는 38억년전으로 알
려져있으나, 최근 42억년 전에
대륙을 구성 했던 암석이 동남
극에서 발견되었다. 나아가 남
극은 중생대까지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인도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대륙-곤드와나
(Gondwana)를 이루고 있었으며, 남극대륙이 그 중심이었다.
또한 남빙양 퇴적물 속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지구 온난화, 바다 얼음 감소 및 해양 생
태계 변화의 기록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퇴적물 속의 과거 지구 환경변화 기록을 복원
하면 미래의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를 예측 할 수 있다.
> 빙하는 지구의 환경변화를 간직한 타임캡슐
●

매년 내리는 눈이 층층이 쌓
여 형성되는 빙하는 눈이 내릴
당시의 대기 성분과 기후에 관
한 귀중한 자료를 그대로 간직
하고 있어서 얼어붙은 타임캡슐
이라고도 불린다. 빙하코어를 통해 짧게는 계절 단위부터 길게는 수십만 년까지 과거의
기후변화, 가스나 에어로졸의 대기성분 변화, 엘니뇨나 화산폭발 그리고 대규모 산불과
같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지구환경 변화를 알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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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의 잠재력! 자원의 보고
막대한 광물자원과 미개발된 수산자원
그리고 극지에 적응한 생물들은
미래 자원의 보고입니다.

> 극지생물의 적응
●

극지의 생물은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도 살아
간다.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수 있는 것은
극지생물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유동성이 높
은 세포막으로 세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
온충격단백질이나 분자샤페론이 활성화되어 단백
질이나 DNA가 저온에서도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
며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아직 기능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저온관
련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포내 얼음형성을 억제하는 결빙방지물
질과 저온에서도 물질대사를 수행하는 저온효소가 있다.
> 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신물질의 보고
●

극지연구소는 응용가능성이 높은
극지생명현상을 연구하여 유용한 소
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결빙방
지물질을 줄기세포나 혈액의 냉동보
존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극지 미세조류가 추위에 견디기 위해
만든 지질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 기술이전을 하였다. 또한, 저
온효소는 찬물에서도 단백질이나 지질 성분의 때를 잘 분해하는 세제첨가물로 개
발되고 있고, 극지생물이 생산하는 2차대사산물을 통하여 항노화제, 항당뇨제, 항
산화제, 면역활성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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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남극의 자연환경
남극은 만년빙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남극대륙과 그 주변을 고리처럼 감싸고 흐르
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포함한다. 남빙양의 자연 경계는 남위 50°부근까지
뻗어 있으며, 크게 남극수렴선 이남의 남극권과 수렴선 이북의 아남극권으로 나눠진
다. 남극수렴선이란 온도와 염분 같은 물리특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바닷물 덩어
리들이 서로 만나는 경계로서 대략 남위 50°
에서 60°
사이를 불규칙하게 오르내린다.
수렴선 이남의 바닷물의 연중 수온은 -1.8∼4.0℃로 수렴선 이북의 남빙양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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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보다 훨씬 차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남극권은 남극대륙과 남극수렴선 이
남의 남빙양,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섬들을 일컫는다. 한편 1999년 5월에 국제수로기
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정한 새로운 정의에 의하
면 남빙양은 남극조약 경계인 남위 60°이남의 바다를 의미한다. 남극대륙의 넓이는
일 년 내내 얼음으로 덮인 바다인 빙붕(氷棚)을 포함해 1,360만 km2가 넘고 이는 지
구 육지면적의 9.2% 정도가 된다. 유럽대륙이나 호주대륙보다 넓고 아프리카대륙의
반이 넘으며 남아메리카대륙의 2/3가 넘는다. 인류의 대부분이 모여 사는 문명세계
에서 멀리 떨어져 가보기가 어렵고 자연환경이 가혹해 우리의 관심이 적을 뿐, 남극
대륙은 이처럼 결코 작은 곳이 아니다. 우리가 남극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는 지구의 가장 남쪽에 있고 보통 지도에서도 작게 그려져 작게 보일 뿐이다. 본초자
오선을 중심으로 동쪽이 동남극이며 서쪽이 서남극이다. 동남극이 서남극보다 더 넓
고 기온이 더 낮고 얼음도 더 두껍고 더 오래된 지층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태평양
에서 대서양쪽으로 총 연장 2,200km에 달하는 남극횡단산맥이 지나간다. 남극횡단
산맥의 동쪽을‘큰 남극’서쪽을‘작은 남극’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극대륙의 평균높이는 2,300m 정도로 2위인 아시아대륙의 800m보다 훨씬 높
다. 남극에서는 지구에서 측정된 최저기온인 -89.6℃가 측정되었다. 바로 남극대륙
안쪽 고원지대에 있는 러시아 보스토크(Vostok) 기지에서 1983년 7월 21일 측정된
것이다. 이 기지는 해발 3,488m에 있어 백두산보다 더 높고 평균온도가 -55.4℃로
물이 아예 없다. 수분이란 모두 얼음이나 눈일 뿐이다. 기온이 -60℃ 아래로 떨어지
면 사람이 만든 모든 섬유가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진다. 단지 자연섬유, 예컨대 솜이
라거나 양털, 낙타 털, 늑대가죽, 곰 가죽 같은 것만이 견딘다. 고무와 플라스틱과 유
리가 견디지 못하며 알루미늄 캔도 작은 충격에 쉽게 부스러진다. 이렇게 낮은 온도
가 바로 남극을 지상에서 가장 가혹한 곳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11

Guidebook to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남극의 연평균온도는 -23℃로, 사람이 사는 곳의 평균온도가 15℃인 것에 견주어
보면 남극이 얼마나 추운 곳인가를 알 수 있다. 남극, 그 가운데서도 해안지방은 바람
이 유난히 강한 곳이다. 남극에서도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인 동남극 커먼웰스 만의 연
평균 풍속은 초속 22.2m에 달한다. 일 년 내내 이 정도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실제 그 곳에서 2년을 살았던 남극탐험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 지질학자인 더글러스 모슨(Sir Douglas Mawson,
1882-1958)경이 이끄는 남극탐험대는 바람이 제대로 불면 걸어 다니지 못하고 기
어 다녔다. 풍속이 초속 25m 정도 되면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가 힘들어지며 35m
정도가 되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마침내 초속 40m가 넘으면 몸이 날린다. 몸이 날
린다고 해서 낙엽처럼 허공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으며 쓰러져 굴러간다.
또 낮은 온도에서 바람이 세지면 사람이 느끼는 체감 추위가 훨씬 심해지므로 바람

세종기지의 블리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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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온에 못지않게 무섭다. 게다가 해안지방에서는 블리저드(blizzard)라는 강한 눈
보라가 불어 남극을 그야말로 가혹한 세상으로 바꾸어 버린다. 눈보라가 심하면 수
m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며 보통 이 바람은 며칠 간 계속된다. 이때는 있던 자리에 그
냥 있으면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남극에서 생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부근을 잘 안다고, 또 목표가 가깝다고 결코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바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가더라도 실제는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이른바 환상방황(環狀彷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남극횡단 산맥
휘처웨이
누나탁

(M)
3000

로스섬

남극점

(Ft)
9900

2000

6600

1000

웨델해
해수면 0

로스빙붕

3300
0 해수면
-3300

-1000
-6600
-2000

남극대륙도 대륙이므로 다른 대륙에 있는 모든 지질현상이 다 있다. 예컨대 활화산
이 있고 온천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공룡화석이 나온다. 또 석유를 비롯한 지하자
원과 금속자원이 있다. 그러나 남극대륙은 다른 대륙과는 달리 평균 2,160m의 두꺼
운 얼음으로 98%가 덮여 있다. 해안과 높은 바위산 꼭대기를 빼고는 두꺼운 얼음으
로 덮여 있다고 보면 된다.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는 거의 4,800m에 이른다.
남극대륙을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을 빙상(氷床)이라고 하는데, 얼음이 고체라 움직
이지 않을 것 같아도 천천히 움직인다. 예컨대 남극점 둘레에서는 연 10m 정도 대서
양쪽으로 흘러간다. 흘러 내려가는 속도가 내륙에서는 연 2∼3m이나 해안 쪽으로 갈
수록 빨라져 빙붕에서는 연 1∼1.5km나 된다. 얼음이 해안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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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을 채워 결국 빙붕에서는 평탄해진다.
이런 빙붕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깨지면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위가 평탄한 이
른 바 탁상형 빙산이 된다. 빙산이 작으면 수백 m 규모이지만 크면 100km에 이르고
면적이 1만 km2가 넘어 거대한
얼음 섬을 연상케 한다. 얼음은
흘러내리면서 아래 지형에 따
라 갈라진다. 그 틈이 이른바 크
레바스이며 작으면 몇 십 cm에
불과하지만 크면 20∼30m 이
상 되고 깊이도 수 십 m가 되어
크레바스가 남극을 탐험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된다. 더구나 크레바스가 눈으
로 살짝 덮여 보이지 않으면 그
야말로 무서운 함정이 된다.
북극과 달리 남극에는 나무
가 없다. 단지 남극 잔디를 포함
한 두 종류의 꽃이 피는 식물이
있을 뿐이다. 두 종류 모두 꽃이
남극의 크레바스

너무 작아 확대경으로 보아야
보일 정도이다. 남극에 있는 대

부분의 식물은 이끼류나 선태식물이다. 드물게는 이끼류가 햇빛이 비추는 바위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틈에서 생장한다. 또 눈에서만 생장하는 붉은 색이나 연녹색의 눈
조류가 있고 얼음 아래서만 생장하는 엷은 갈색의 얼음조류가 있다. 남극대륙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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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물은 해안가의 물개류와 새가 주종을 이룬다. 한때 많은 숫자의 코끼리해표가
기름 때문에 도살당했으며 수십 만 마리의 남극물개가 보드라운 가죽 때문에 잡혔다.

각상 지의류

엽상지의류

선태류

현화 식물
남극세종기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펭귄은 서식지에 따라 북방 펭귄과 남방 펭귄으로 구분된다. 남극대륙 연안 및 남
극반도 주변 도서에 분포하는 남방 펭귄으로는 황제펭귄, 젠투펭귄, 턱끈펭귄, 아델
리펭귄이 있고, 남극수렴선 부근의 아남극 도서에 분포하는 북방 펭귄으로는 왕펭귄,
마카로니펭귄, 바위뛰기펭귄이 있다. (이 가운데, 여름철 남극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무리를 지어 번식하는 펭귄들은 젠투펭귄, 턱끈펭귄, 아델리펭귄이며, 간혹 황제펭귄
과 마카로니펭귄이 몇 마리씩 찾아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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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끈펭귄
(Chinstrap penguin)
공격 성향이 짙어서 사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고
부리로 쪼아 댄다.

젠투펭귄
(Gentoo penguin)
온순하며 겁이 많다.

아델리펭귄
(Adelie penguin)
호기심이 많아 인간의 접근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극의 여름에는 고래가 간혹 해
안가 까지 찾아오기도 한다.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바다
인 남빙양에는 흔히 남극새우로 알
려진 난바다곤쟁이류(크릴)가 있다.
이 곤쟁이류는 아가미가 있고 일생
을 물에 떠서 산다는 점에서 새우와
다르다.
크기가 4∼6cm인 이 난바다곤

남극의 크릴

쟁이류는 남극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의 먹이망에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오로라이다. 하늘
이 불타듯이 붉게 되거나 초록색의 커튼이 나타나거나 노란색의 띠가 하늘을 휘감는
것처럼 하다가 사라지는 것 모두가 오로라이다. 오로라란 우주에서 지구로 날려 오는
전기를 띈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자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대기성분과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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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 오로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로라가 남극 어디서나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지자기 남극점(남위 78°30 ’동
경 111°
)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0∼3,000km의 원형지역에서 나타난다.
지자기 남극점이란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으로 볼 때, 지구중심에서 지구자전
축에 12°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막대자석이 지구 남쪽표면과 만나는 점이
다. 남위 90°남극점이란 지리 남극점이다. 흔히 우리는 남극에서는 여섯 달이 밤이
고 여섯 달이 낮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 밤이거나 낮인 날은 남위
66.5°
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갈 때 생긴다.
예컨대 남위 78°
에서는 낮과 밤이 각각 넉 달씩 계속되며 이후 넉 달 동안에는 낮
과 밤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6월 21일을 전후한 넉 달은 밤이며 8월 20일경부터 10
월 20일경까지는 밤과 낮이 있다. 다시 2월 20일경까지는 낮만 계속되며 이어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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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경까지 낮과 밤이 두 달간 있다.
남쪽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뚜렷해져 드디어 지리 남극점에서는 3월 20일경부터
여섯 달이 밤이고 9월 20일경부터 여섯 달이 낮이다. 반면 남위 62°13’
에 위치한 우
리나라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하루 24시간이 낮이거나 밤인 날이 없다. 단지 6월
21경의 밤이 제일 길어 해가 아침 9시 반 경에 뜨고 오후 2시 반경에 져 이 시기에는
점심만 밝을 때 먹는다. 반대로 12월 21일 경에는 낮이 제일 길어 해가 밤 11시경에
지고 새벽 3시경에 떠, 한 밤중인 새벽 1시에도 조명 없이 신문을 볼 수 있다.

●	남극세종과학기지 일출일몰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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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남극 탐험의 역사
인간의 남극에 관한 역사는 18세기말인 1773년 영국의 James Cook 선장이 최초
로 남극권을 통과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774년 1월 Cook선장이 이끄는
Resolution호(462ton)는 기록적으로 남위 71°
까지 도달하였으나 끝내 대륙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
1779년 Cook선장의 사망 후 거의 반세기 동안 조직적인 남극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남극지역에서 고래와 물개 사냥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 남극대륙의 존재 확인
●

1820~1821년 사이에 러시아의 Fabian Von Bellingshausen, 영국의 Edward
Bransfield와 미국의 Nathaniel Palmer가 동시에 남극대륙에 도달, 대륙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후 1823년 영국의 James Weddell은 처음으로 Weddell해를 발견하였
으며, 1820~1823년 동안 남극지역에서의 물개사냥은 최고수준으로 거의 60여척의
선박이 남 셔틀랜드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840년 미해군의 Charles Wilkes
는 호주를 출발, 남극해안을 따라 2,400km를 항해함으로서 남극이 빙하로 덮힌 무수
한 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닌 거대한 대륙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 인류 최초의 남극 활동
●

남극의 본격적인 탐사는 20세기 초에 와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
과학자 Carsten Egeberg Borchgrevink는 1899년 인류 최초로 McMurdo에서
월동함으로서 인간이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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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Robert Falcon Scott는 대규모적인 탐험대를 이끌고 빙하 위를 횡단,
남위 82.17°
까지 도달하였으며, 이 당시 상당한 과학적인 탐사가 실시되었다.
그 후 아일랜드의 Ernest Henry Shackleton은 1909년 남극점 도달을 시도
하였으나 남위 88.23°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 최초의 남극점 도달
●

인류 최초의 남극점 도달은 노르웨이의 Roald Engelbregt
Gravning Amundsen과 영국의 Robert Falcon Scott에 의해
1911년 12월 14일과 1912년 1월 18일에 각각 성취되었다.
그러나 1912년 11월 12일 Scott 일행의 시체가 발견됨으로
써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
지 35파운드의 암석표본을 썰매에 싣고 있었다.
그 후 호주의 Douglas Mawson경
이 남극 자극점에 도달하였고, 독일의

Roald Amundsen
(1872-1928)

Fichner(1911년), 일본의 Choku Shirase(1912년) 등에 의
해 부분적으로 탐험이 실시되었고, 1929년 11월 28일 미국의
Richard Evelyn Byrd는 역사적인 남극횡단 비행에 성공함으
로써 남극대륙은 탐험의 대상만이 아닌 연구의 대상으로 바
Robert Falcon Scott
(1868-1912)

뀌었다.

> 남극대륙의 중요성 인식
●

1,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미국은 남극의 정치적, 전략적, 과학적 중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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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척의 쇄빙선, 항공모함, 잠수함 등 13척의 선박과 4,0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Highjump 작전을 통해 대규모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7만 여 장의 항공사진 촬영과
2,000km에 달하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해안선을 발견하였다. 또한 1957~1958
년에 실시된 국제지구물리학의 해(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에 와서는 12개국
의 67개 남극기지에서 5,000여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국제적 대규모 탐사가 실시되었
다. 이 기간 중에는 우주선, 자기학, 빙하학,기상학, 지진학, 해양학 및 해양생물학 등
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많은 과학적 자료가 수집됨으로써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이 새
롭게 인식되었다.

남극점에 세워진 Amunsen-Scott 기지(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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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

남극의 국제적 공동연구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1958년 국제과학연맹(ICSU)은
SCAR(Science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를 구성하고, 서로의 자료를
교환하였다. 그 후 남극연구 종사자들은 계속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정치적
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1959년 10월 15일 워싱턴에서 예비회담을 거쳐 1959년 12월 1일 남극조약에 서
명하였다. 이로써 칠레 등 7개국에 의해 주장된 영토권은 동결되고 남극대륙에 평
화적 목적만을 위한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다.

제3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12년 6월 호주 호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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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연 혁
●	1987.

03
02
●	2002. 04
●	2004. 04
●	2006. 04
●	2009. 11
●	2010. 03
●	2012. 07
●	1988.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 설치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북극다산과학기지 개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청사 확장이전 (인천 송도)
쇄빙연구선 「아라온」건조 완료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지 확정(2014년 준공 예정)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로 소관 변경

02_연구인프라
국가명

연구분야
●

남극 진출의 교두보(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연구 중심)

준공일 : 1988년 2월 17일
남극세종과학기지
● 위치 :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남위 62도)
한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 ※ 서울로부터 17,240km, 남미끝에서 1,200km, 극점에서 3,100km
●

●

건물현황 : 건물 15개동 4,318㎡(월동연구대원 18명 상주)

●

북극의 기후와 환경 연구의 거점기지

개소일 : 2002년 4월 29일
북극다산과학기지
● 위치 :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북위 79도)
극지연구 중심국으로 도약 ※서울로부터 6,400km
●

●

시설현황 : 니알슨 과학기지촌 공용시설 사용(現 10개국 사용중)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연구수행 및 기지보급
● 건조완료 : 2009년 11월
● 총톤수 : 7,487톤
※승선인원 : 85명(승무원 25명, 연구원 60명)
● 제원 : 전장 111.0m, 선폭 19.0m, 순항속도 12Knots
●

쇄빙연구선「아라온」
한국 최초의 쇄빙연구선

 지연구 영역 확대
극
(천문, 우주, 빙하학 등 남극대륙기반 연구 중점 수행)
● 준공예정일 : 2014년
● 위치 : 동남극 Victoria Land, Terra Nova Bay(남위 74도)
※서울로부터 12,750km,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3,250km, 극점에서 1,800km
● 규모 : 건축연면적 4,232㎡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극지연구 강국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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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연구환경 개선
준공예정일 : 2013년 5월
● 위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
●

극지연구소 청사
연구기반시설 확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부지 무상임대
건설 규모 : 부지면적 35,887㎡, 건축연면적 21,525㎡

●

쇄빙연구선「아라온」

남극세종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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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남극세종과학기지
> 개요
●

●	남극세종과학기지 연혁
- 1988. 02. 17 :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
- 2009. 01. 05 : 대수선 및 증축 준공
- 2012. 11.

: 제26차 월동연구대 파견(예정)

●	위치
		남극세종과학기지는
서남극 남극반도에 평
행하게 발달한 남쉐
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
의 킹조지섬과 넬
슨섬으로 둘러싸인
맥스웰만(Maxwell
Bay)연안에 있다. 정
확한 위치는 맥스웰

남쉐틀랜드 군도

만의 동편에 있는 마
리안 소만의 남쪽 해안이다. 육지로 따지면, 킹조지섬 바튼반도의 북서 해안
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 8m, 남위 62°
13′
25″
, 서경 58°
45′
10″서울로부터
약 17,240km 떨어져 있고 서울보다 12시간 늦다(칠레 일광절약시간 고려).
●	기후와 기온
		남극세종과학기지의 기상관측소 (62°13‘S, 58°47'W, 1989년 1월
WMO Index 89251 등록)는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준공과 더불어 기상
관측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압은 낮고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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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며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흐린 날이 많다. 또한 주변 해양의 영향으
로 습도가 높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남동계열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날리며, 이로 인해 시정이 극히 나빠지는 현상인 블리저드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관측된 연평균기온은 -3.0∼-0.5℃이다(극지연
구소 2006). 가장 낮은 기온은 -25.6℃로 1994년 7월 24일에 관측되었으
며 가장 높은 기온은 13.2℃로 2004년 1월 24일에 관측되었다.
		겨울철(6월∼9월) 평균 기온은 -4.0∼2.7℃이며, 현장조사를 위한 야외활
동과 건축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름철 (12월∼2월)의 평균기온은 1.0∼2.2℃
로 비교적 온화하다. 이 시기에는 바톤반도를 덮고 있던 눈이 대부분 녹아
내려 다량의 융설수가 기지 주변으로 흘러내린다.
		세종과학기지의 기상관측소는 2010년 10월에 세계기상기구(WMO)의 지역
급 기후변화감시소(GAW)로 등록되었으며, 기상현상 모니터링과 대기 구성
물질의 변화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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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구 분

연면적(㎡)

1. 부 지

-

2. 건 물

4,318(1,306평)

가. 연구 및 지원시설

건설기간

남극 킹조지섬

741(224평) ’
87.12-’
88.03

① 지질지구물리연구동

175(53) ’
87.12-’
88.03

연구실

② 생물해양연구동

268(81) ’
87.12-’
88.03

연구실

③ 대기빙하연구동

106(32) ’
08.01-’
08.04

연구실

④ 정비동

162(49) ’
87.12-’
88.03

소각실 및 공작실

⑤ 관측동
나. 기타시설

30(9) ’
87.12-’
88.03

고층대기, 지자기관측

2,186(661평)

① 기계동

398(120) ’
87.12-’
88.02 냉동/냉장고 오배수 처리시설

② 창고, 장비보관동

800(242) ’
90.12-’
91.02

자재 창고 및 장비보관

③ 발전동

250(76) ’
08.01-’
08.04

발전실

④ 중장비보관동

160(48) ’
99.12-’
00.02

소형 중장비보관

432(130) ’
08.01-’
08.04

대형 중장비보관

137(42) ’
08.01-’
08.04

고무보트 창고

9(3) ’
08.01-’
08.04

취수원 펌프실

⑤ (신)중장비보관동
⑥ 보트창고동
⑦ 펌프동
다. 주거시설

1,391(421평) ’
87.12-’
88.03

① 거주1동

210(64)

〃

숙소

② 거주2동

140(42)

〃

〃

③ 생활관동

1,041(315) ’
08.01-’
08.04 사무실, 식당, 휴게실 외

* 괄호안 면적 단위는 평(1평 = 3.3m²)
* 최대 체류 인원 : 87명(침상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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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과학기지 건물명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부두
국기게양대
(고)전재규 연구원 추모비
통합기준점
생활관동
생물해양연구동
지질·지구물리연구동
숙소 1동
숙소 2동
헬기장
위성기준점
지자기관측동
아리랑위성관제소
지자기동
대기빙하연구동
고층대기관측동
중장비보관동
유류탱크 4, 5, 6번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정비동
임시숙소
체련실 및 식물공장
기계동
구명복창고
보트창고
발전동
조위관측소
해수펌프장
해양실험실
잠수동
목재창고
가스통창고
중장비정비동
유류탱크 1, 2, 3번
풍력발전기
체육관동
거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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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장비
●

- 통신장비
장비명

주요 성능 및 용도

INMARSAT SYSTEM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 및 세계 각국과 전화 FAX, TLX 사용

OCEANLINK 800

출력 : 800W
용도 : KBS 해외방송 청취
기상자료 전송(칠레기지)
원거리 통신(선박)

SAILOR VHF RADIO

출력 : 25W
용도 : 각 기지 간 통신
인근 해역의 선박과 통신(조사선, 보급선)

VHF MARINE

출력: 1W
용도 : 야외작업, 활동시 통신실 교신
고무보트 운행시 사용

HF TRANSCEIVER

출력 : 1KW
용도 : 아마추어 HAM(대원 취미활동)
인공위성 장비 고장시 비상 연락

- 인터넷 전용망 구축
		2009년 (주)KT와의 협약을 통한 전용망 구축으로 안정적 인터넷 사용 및
1Mbps의 전송속도가 가능해졌다. 전용망 구축은 극지연구소와 미국의 리버사
이드(Riverside) 지구국간은 해저광케이블로, 리버사이드 지구국과 남극세종과
학기지간은 위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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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장비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설상차, 스노모빌, 고무보트(15인승/21인승),
1톤 트럭(세렉스), 포터(더블캡)

고무보트

중장비(굴삭기)

설상차

스노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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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설비
발전기 (Generator)
- 기지의 모든 전력을 공급
- 난방과 모든 에너지를 전기에 의존

소각기 (Incinerator)
- 다습성 폐기물과 무독성 물질 소각
- 쓰레기 양에 따라 수시 가동

오배수처리기 (Sewage treatment system)
- 생활 오수를 화학방법으로 정화시켜 배출

담수기 (Desalination unit)
- 동절기 (5-11월경)에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
- 해수를 끌어 올려 담수 생산

냉동/냉장고
- 냉동/냉장 식품 장기 보관

잔반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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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킹조지섬 소재의 외국기지 현황

남극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남쉐틀랜드 군도의 킹조지섬은 남극에서 문명
세계(남미)와 가장 가깝고 얼음의 장애가 적어, 남극세종과학기지 이외에도 아르헨티
나, 러시아,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폴란드, 중국 (총 8개국)의 상주 기지가 있다.
넬슨섬에는 체코의 민간 기지 (대피소 수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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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칼리니(Carlini)
●

1953년 하계기지로 출발, 1978년
확장공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내부는
아주 아늑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겨울에는 10여명, 여름에는 자
국의 해군소속 쇄빙선 등을 이용해
80-90명의 대원들이 들어온다. 겨
울의 보급은 중심기지라 할 수 있는 남극반도의 마람비오 기지로부터 경비행기를 이
용해 공수하며, 인근의 빙원 위에 이착륙한다.
원래“주바니(Jubany)”
기지 였다가 2010년 타계한 남극생물학자 Alejandro
Carlini의 이름을 따 칼리니(Carlini)기지로 개명하였다.

> 러시아 벨링스하우젠(Bellingshausen)
●

1968년 설치. 1,000톤짜리 유류
탱크 6개와 대형 수륙양용차 및 설
상차, 기중기 같은 무거운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수륙양용차란 바다
와 땅 모두를 다닐 수 있는 자동차로
서 바다에서는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땅에서는 바퀴가 돌아간다.)
러시아 어선과 남극 물자 운반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남빙양에 떠있는 얼음
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하고 얼음지도를 만들고 있다. 한 때 겨울에도 30여명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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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머물렀으나 현재는 러시아 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겨울엔 6~7명 정도가
기지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기지내에 있는 러시아 교회)

> 칠레 프레이(Frei)
●

1969년 설치. 칠레 공군기지로서
C-130 수송기가 착륙 가능한 활주
로가 있어 킹 조지섬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공군기지의 운용에 필요
한 인력과 장교와 하사관은 가족까
지 함께 머물고 있어 겨울에도 80여
명이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킹
조지섬 내의 각국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여름에는 해군 함정을 이용한 보급
과 매월 한 두 차례 수송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프레이 기지 해안 한 쪽에 별도로 있
는 에스꾸데로(Escudero) 과학기지는 여름철에만 운용되고 있다.

> 폴란드 아르토우스키(Arctowski)
●

1977년 설치. Admiralty Bay에 위치. 작지만 내부가 목재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
으며, 유리 온실을 보유하고 있다.

> 브라질 페라즈(Ferraz)
●

1984년 설치. 1961년 폐쇄된 영국기지 옆에 위치. 여러 개의 콘테이너를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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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
지대장을 비롯해 군인들이 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미 국가들 가운
데에는 가장 연구 활동이 활발하다.
2012년 2월 화재로 인해 기지가 전
소되어 월동 및 하계 연구 활동이 불
가한 상태다.

> 우루과이 아르띠가스(Artigas)
●

1984년 설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거의 매월 프레이 기지로 수송기를 띄우고
있다. 여름철 넉 달 정도는 헬리콥터를 투입하지만, 조사활동에의 이용이란 측면보다
는 극지 비행훈련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

> 중국 장성(Great Wall)
●

1985년 설치. 1995년 쇄빙선 설
룡호를 확보하며 남극연구를 급진전
시킨 중국은 대륙에 중산 기지도 세
워 남극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륙기지가 생겨나며 다소 침체되기
도 했던 장성 기지는, 2001년 <국가중점사업첩>으로 새로이 기치를 내걸고 새 건물
을 짓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해양연구, 원격탐사, 생물생태, 기상, 지자기 연
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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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여행 정보
> 출발 전 준비 사항
●

●	사전 건강검진
남극지역은 기상상태 및 자연환경이 험난할 뿐 아니라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질병소
지자 또는 남극에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자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남극을 방문하
고자 하는 사람은 필히 개인적으로 사전 신체검사와 치과검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남
극세종과학기지에서 월동을 하는 기지대원에 대해서는 인성검사를 포함한 종합정밀검
진을 실시한 후,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또한, 남극에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도
소속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남극세종
과학기지 방문이 금지될 수도 있다. 신체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남극 방문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신체계측
비만도
● 당뇨
● 안과검사
● 청력검사
● 혈액형
● 혈중지질
● 심장기능 (심전도)

폐기능 (폐활량)
흉부 촬영 (X선검사)
● 위장기능
● 복부초음파
● 간기능
● 췌장기능
● 신장기능
● 소변검사

대변검사
말초혈액
● 전해질
● 면역혈청
● 갑상선
● 암인자(혈액)
● 간염검사(A형, B형)
● 통풍

●

●

●

●

●

●

● 극지 안전 및 환경 교육
극지는 극저온, 블리자드, 크레바스 등 환경요인에서부터, 선박, 항공기 등 인
간활동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곳으로서, 극지 안전과 관련한 여러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곳임을 사전에 숙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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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극지연구소는 월동연구대
및 하계연구대를 대상으로 매년 극지안전 교육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극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극지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극지 안전 및 환경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 남극 허가가 필요한 이유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마드리드 환경보호의정서’
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
령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동 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남극 여행을 포
함하여 남극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교통상부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반
드시 받아야 한다.
●	남극활동허가신청 (외교통상부)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
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남극여행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남극활동및환경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6조 참조). 외교통상부 장
관의 허가 없이 남극으로의 여행 등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복
남극까지 여행하는 기간 중의 피복은 경유지 기후, 운송편, 체류기간 및 남극체
재시기의 기후에 적합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극에 출입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2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간 경유지인 칠레는 여름철이므로 하복이
필요하다.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선박 내에서 활동하기에 편한 피복을 준비해
야 한다.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여름철 기온은 영하 2°C 정도이나 눈, 비가 많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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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심하기 때문에 방수재킷, 방수화가 필수적이고 기지내 실내활동에 알맞은 실
내복, 실내화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과 남극세종과학기지에는 드라이클리닝 시설
이 없으므로 물세탁이 가능한 종류로 준비하고 생활용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내의류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몸에 넉넉
한 크기의 피복이 바람직하고 여러 종류 피복을 겹쳐 입는 게 효과적이다. 남극세
종과학기지 월동대원에게는 남극활동에 필요한 피복이 용도별로 지급되지만, 남
극 하계대원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선글래스
남극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맹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극을 방문하는 모든 사
람들은 성능이 우수한 선글래스를 개인적으로 필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
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글래스와는 별도로 스키고글을 준비해야 하며, 남극
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월동하는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에 대비한 여유분의 선
글래스와 스키고글이 필요하다.

42

○ Part .5_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	안경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별도로 준비하
여야 한다. 남극에서는 야외활동 중에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새로 구입하거
나 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감안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생명보험, 개인화물보험, 의료보험)
남극을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각종 보험은 개인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험료를 부
담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남극 방문기간 중에 필요한 생명보험, 남극
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화물보험 및 해외체류기간 중 각종 부상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은 개인적 또는 소속기관에서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남극 출장 준비물 (예시)
구분

준비물
극지안전피복
선글라스(짙은색 렌즈)
속옷
티셔츠

의

피복

바지
일상복 또는 트레이닝복
모자(또는 귀마개)
양말
장갑

식

기호품

개인 기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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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준비물
취침

잠옷
수건
세면도구 (칫솔, 치약, 샴푸, 로션 등)

위생
주

손톱깎이
예비 안경
선크림
음악, 영화 파일

여가

읽을 책
MP3 및 이어폰

통신

통신

의료

약품

도구

문구

발전

전원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개인 복용 및 사용약
일회용 밴드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등
칼, 스카치테입, 자, 다용도툴
예비 건전지
멀티탭
충전기
여권

이동
수송

경유지 통화
운동화 또는 등산화
슬리퍼, 에어베개(기내용), 이어플러그 등

포장

여행용 가방
소형 배낭
노트 및 펜

기록

기록

카메라
저장장치 (US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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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경로
한국에서 남극세종과학기지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240km이지만, 일반 여객
기 항로에 따라 미국(로스엔젤레스 등), 유럽(파리), 호주(시드니) 등을 경유, 남미
의 칠레 산티아고를 거친 후 칠레 국내 항공편을 이용, 남단의 푼타아레나스까지
우선 가야한다. 그 후 푼타아레나스항에서 항공기(공군기 또는 민항기) 또는 선박
(아라온호 또는 화물선)을 이용해 킹조지섬까지 도착한 후, 칠레 기지에서 고무보
트를 이용하여야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할 수 있다.

●	남극으로 가는 길

유럽을 경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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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를 경유하는 경유

●	구간별 소요 시간
●

●

●

●

●

서울 → 파리 : 약 11시간 (서울 → 로스엔젤레스 : 약 11시간)
파리 → 산티아고 : 약 13시간 (로스엔젤레스 → 산티아고 : 약 11시간)
산티아고 → 푼타아레나스 : 약 4시간 (푼타아레나스에서 2일 대기)
푼타아레나스 → 킹조지섬 : 약 3시간 (공군기), 약 3.5일(선박)
킹조지섬 → 기지 : 약 30분 (기상이 좋은날 기준)

각 구역별 소요시간은 실제 탑승시간으로서 비행기 환승시간 등을 감안하면, 항
공기 이용의 경우에는 대기일까지 약 4일이 걸리고, 선박 이용의 경우에는 최소한
7일이 소요된다. 한편 하절기인 12월에서 2월 중에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남극
지역을 출입하고 있는 바, 항공기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지의 기
상에 따라 운항 일정이 수시로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킹조지섬 도착 이후에
도 기상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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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종류 및 항공비 (푼타아레나스 ⇔ 킹조지섬) :
-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공군기 (C-130)

- 임차 항공 (DAP : King Air, BAE 146)
남미의 공군수송기(C-130)

- 2011년 항공기 탑승료
편도(USD) 왕복(USD)

연구분야

공군기

800

1600

개인 화물 20KG

DAP (BAE 146)

2,000

4,000

″

- 항공기 임차비 (2011년)

칠레공군기 (C-130)
우루과이공군기 (C-130)

임차비(USD)

공군기

기타
화물 5톤
45명 탑승

60,000

푼타아레나스

80,000

산티아고

60,000

푼타아레나스

80,000

몬테비데오

″

King Air (DAP)

33,000

화물 700KG
6인승

BAE 146 (DAP)

98,000

화물 8톤
70인승

● 항공(선박)권
- 서울 ⇔ 푼타아레나스(항공) : 소속기관의 제반규정에 의거, 국내 여행사를 통한
예약 및 발권
- 푼타아레나스 ⇔ 남극세종과학기지 :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에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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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경유지 정보
> 칠레 개관
●

-국

명 : 칠레공화국 (República de Chile)

-수

도 : 산티아고 (Santiago de Chile, 인구 6.7백만명)

-면

적 : 756,626㎢ (한반도의 3.5배)

-인

구 : 1,724만명 (2011년 추정치)

-인

종 : 메스티조(66%), 백인계(29%), 원주민(5%)

-언

어 : 스페인어

-종

교 : 가톨릭(87%), 신교(12%)

-국

체 : 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4년 단임, 중임 허용)

- 국가원수 : Sebastián Piñera 대통령('10.3.11 취임)
- 의		 회 : 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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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 삼심제
- 독 립 일 : 1810. 9. 18
- 국 경 일 : 9. 18 (독립기념일)
- 유엔 가입일 : 1945. 10. 24
- 국내총생산(GDP) : US$ 1,950억 (2010년)
- 1인당 국민소득 : US$ 11,428 (2010년)
- 대외교역 (2010년)
		 ▶ 수출 : US$ 683억
		 ▶ 수입 : US$ 528억
- 화폐단위 : 페소(Peso) - US$ 1= 약 470 페소 (2011.3)
		 ▶ '82.8.5 이후 변동환율제 채택
- 지리 및 기후 : 남북 총 연장 4,300km로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함.
		 ▶ 북부(남위 27°- 32°) : 사막지대,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 16℃)
		 ▶ 중부(남위 32°- 38°) : 온대 기후, 여름 건기, 겨울 우기
		 ▶ 남부(남위 38°- 44°) : 한냉 기후, 강우량 풍부(연평균 기온 : 9℃)

> 칠레 약사(略史)
●

●	페루 정복자인 스페인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 장군의 막료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가 잉카제국의 일부였던 칠레에 원
정, 1541년 산티아고시를 건설하고 식민지 정복을 개시함. 초창기에는 남부
지역의 아라우카노(Araucano)족과의 투쟁이 계속되었음.
●	1557년부터 18세기말까지 페루 부왕 직속의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가
톨릭교회는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19세기에 독립기운이 태동하였으며,
1810. 9. 18 자치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국민의회를 구성, 1818. 2.12 독립
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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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4. 5 칠레 독립투쟁의 영웅 베르나르도 오히
긴스(Bernardo O'Higgins)는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San Martin)장군의 지원을 받아 마이푸(Maipu)́ 전투
에서 스페인군을 격파, 독립을 쟁취함.

Bernardo O'Higgins
(1778-1842)

● 1830년부터 19세기말까지 칠레는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온 힘을 다하였으
며, 1881년 아르헨티나와의 조약으로 마젤란 해역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고,
1879∼83년간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과 싸운 태평양전쟁의 승리로 북부 아
타카마(Atacama) 사막을 병합함.
● 20세기 초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으며, 1932년 헌정 질서가 복구되
자 강력한 중산계급을 대변하는 급진주의 정당과 소수 마르크스주의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중대한 개혁은 없었음.
- 1934∼64년간에 정부 주도하의 경제 개발, 사회복지 제도의 확장 및 교육제
도의 개선 등을 이룩함.
● 기독 민주당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Eduardo Frei Montalva) 대통령
(1964∼70)은“자유속의 혁명”
이란 구호 아래 장기적 사회, 경제개혁을 착
수하였으나, 좌파세력으로부터는 개혁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비난을 받고, 우
파로부터는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정치 공약을 달성치 못하였음.
● 1970.9.4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크스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승리함으로써 세계 최초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함.
- 아옌데 정부는 쿠바(1970), 월맹, 북한(1972)과 수교함.
● 아옌데 정권은 국유화 정책 등 반미, 반자본, 친노동정책을 취하였으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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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정부의 CIA 정치공작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발생함.
1973년 9월 11일 군부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되었으며 아옌데 대통령은 대
통령궁에서 공군기 피습을 당하여 사망함.
●	쿠 데타를 주도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Augusto Pinochet
Ugarte) 장군은 4두 체제의 군사정권을 수립, 1974.6.26. 대통령에 취임하
였으며, 이후 16년간의 군정을 실시함.
●	1988.10. 5 헌법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피노체트 대통령의 집권연장
(89.3.11∼ 97.3.10 간)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 집권 연장
안이 부결됨에 따라 1989. 12. 14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됨.
●	동 선거에서 17개 재야 정당연합의 단일 후보로 나선 파트리시오 엘윈 아소

카르(Patricio Aylwin Azoć ar, 기독민주당 소속)가 대통령에 당선, 1990년
3월 11일 취임함에 따라 1973년 9월 해산되었던 국회도 구성되었으며, 이
로써 16년 6개월 만에 민정 복귀를 이룩함.

●	민선 초대 엘윈 대통령(1990.3.-1994.3.)은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원만한
정국 운영을 통해 온건, 점진적 방법으로 군정의 잔재청산 및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정세를 안정시킴. 또한, 군정 이래의 개방 경제정책을 계
승, 지속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과도적 성격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영도
하였음.
●	1993.12.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연합(Concertacion
́ , 중도좌파)의 에
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타글레(Eduardo Frei Luis-Tagle) 후보가 대통령
당선, 여당연합정권 재창출에 성공함.
●	1994.3.11 출범한 프레이 대통령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을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해소 및 2000년대에 대비한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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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기반 구축에 두고 엘윈 전 대통령 이래의 현안인 민주제도 완성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함.
● 2000.1.16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연합(Concertacion
́ )의 리카르도 라
고스 에스코바르(Ricardo Lagos Escobar)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제3기 여
당연합정권이 2000.3.11 출범함.
● 라고스 대통령은 2010년까지 '선진 칠레'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간
6~7%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시책,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과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정치개혁 등을 단행함. 또한, 군부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유린 진상조사 발표 등 과거청산에 성공하였으며, 2005.9월에는 여야
합의로 1980년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함.
● 2006.1.15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연합의 미첼 바첼렛 헤리아(Michelle
Machelet Jeria)후보(사회당)가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 제4기 여
당연합 정권이 2006.3.11 출범함.
● 바첼렛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착실히 다져 놓은 정치,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
로 자유주의 개방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연금 개혁 등을 통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함.
● 2010.1.17 대선에서 야당연합(Alianza
por Chile, 중도우파)의 세바스티안 피
녜라(Sebastián Piñera)후보가 당선,
2010.3.11 취임함에 따라 1990년 민
주화 이후 20년간 계속되었던 중도좌파

(Concertacion
́ )의 집권이 종식되고 우
파성향의 정권이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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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녜라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새로운 일자리 80만개 창출을 통한
칠레 경제성장세 회복, 중소기업 및 중산계층 지원, 치안확립 등 공약을 내 걸어
피노체트 군사정권과의 연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취임식을 2주 앞둔 2010.2.27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칠레에 500여명의 인명
피해는 물론 약 300억불 규모의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불가피하게 지진피해 복구 및 재건에 중점을 두게 되었음.
●	신정부는 지진피해 극복 및 재건을 위해 현재 적극 노력중이며, 2010.10.13에
는 북부 광산에 두 달 이상 매몰되어 있던 광부 33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 내어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음.

> 칠레 사회 구성
●

●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아르헨티나와 함께 국내 총인구대비 유럽계 인
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총인구의 66%가 메스티조, 29%가 유럽계, 5%가
원주민계로 구성
		 -	인구 대부분이 스페인계이며, 식민 시대에 일부 아일랜드 및 영국계가 이주해
왔고 1848년부터 독일계가 주로 칠레 남부지방을 대상으로 이주
		 - 기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불란서, 중동계 이주자도 다수 존재
●	총인구 1,600만 명 중 약 46%가 25세 미만이며, 여성이 약 절반을 차지(특히 노
동력의 33%와 호주의 약 25%가 여성)
		 -	인구밀도 20.2명/㎢, 인구증가율 1.2%, 인구 도시 집중률 85%(수도권 인구
집중률 40%), 평균 수명 75세, 문맹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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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풍속, 관습, 예술
●

●	스페인인과 토착 인디언과의 혼합이 칠레인과 칠레 문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계 이주자와 미국 문화가 영향력을 행사
		 -	19세기에는 스페인이 지적사고, 예술작품 및 상류층의 생활 양식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불란서 양식이 주를 이루다가 20세기말 경에는 미국의
영향이 지배적
		 -	아직 꾸에까(Cueca) 민속춤과 야생마를 타고 뛰는 로데오(Rodeo)가 널리 성
행되며 축구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활동이 활발하고 특히, 칠레의 문학은 남
미의 최고봉으로서‘시인의 나라’
로 불리우며 가브리엘라 미스뜨랄(Gabriela
Mistral)과 빠블로 네루다(Pablo Neruda)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는 가르시아 마르께스(Garcia Marquez-콜롬비아)와 더
불어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활동중
		 - 가브리엘라 미스뜨랄(1945) :‘비수’
		 - 빠블로 네루다(1971)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등
		 - 이사벨 아옌데 : 소설‘영혼의 집’

> 칠레의 사회 복지 정책 및 교통 통신
●

●	사회복지 정책
		 -	Lagos, Bachelet 대통령의 국정 우선 순위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
회복지 정책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보험을 설치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주택,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0.3 출범한 삐녜라 대통령의 중도우파 정부도 여성, 청소년, 교육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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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단
		 -	영토가 남북으로 약 4,000km 이상 길게 뻗어 있어 육·해·공 각종 교통
수단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으며, 원거리 여행에는 항공기를 주로 이용
		 -	최남단 도시 Punta Arenas에서부터 최북단 Arica까지 자동차 여행이 가
능하며, 철도는 수도로부터 남부도시 Temuco까지 운행되고, 북부로의 철
도도 가설되어 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미운행
		 -	산티아고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지하철(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운
행 중), 버스, 택시 등 공공 교통수단 발달
●	통신 및 전화제도

		 -	민간회사인 Movistar, ENTEL, Companía de Teléfonos Manquehue, VTR
등이 통신 및 전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통
신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국제전화, TLX 및 FAX, 인터넷 이용 편리
● 우편제도
		 -	국영회사인 Correos de Chile에 의해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서함 설치, 등기,속달 우편이 모두 가능

> 칠레의 교육 제도
●

●학제
		 - 유치원 과정(Nivel Pre-escolar) : 6세 미만
		 - 초등과정(Nivel Basico) : 8년제 의무교육
		 ▶ 우리의 초등, 중학교에 해당
		 - 중등과정(Nivel Medio) : 4년제 교육
		 ▶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며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
		 - 대학교(Nivel Superior)
		 ▶ 대학과정은 6년제 대학교인 "Universidad", 4년제 과정인 "Instituto
Profesional" 및 2년제 과정인 "Centro de Formación Tecnica"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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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학교(설립년도)
		 -	칠레대학(1842), 카톨릭대학(1888), 콘셉시온대학 (1919), 발파라이소
카톨릭대학(1928), 산티아고대학(1849) 등이 있음.

> 칠레와 한국과의 관계
●

● 칠레 이민 약사
-	1960년대 중반부터 남미대륙에 대한 이민이 시작되어 1970년대 화훼재배
농가 5세대의 입국이 칠레이민의 시초가 되었음. 그러나 아옌데 정권수립이
후, 정정 불안으로 동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 등 제 3국으로 이주하고 1세대
만 잔류하였음.
-	77년 이후 아르헨티나로부터 다수의 세대가 재이주해 온 후 78년 11월, 32
세대 100여명의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초대 재칠레한인회가 설립되었음.
-	칠레 거주 동포들은 주로 산티아고 도매상가 Patronato 지역에서 의류 및
잡화 소도매입(중국 제품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화장지, 비닐, 지
퍼, 봉제, 수산가공 등 제조업분야에도 종사하면서 칠레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20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에는 건설, 건설자재, 호텔, 학교 등 분야
로 신규이민이 조금씩 늘고있으며, 동포2세들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고급
직종에 진출중.
● 동포수 (총 2,510명)
-	영주권자(1년이상 임시거주 사증 포함): 2,336명
시민권자 : 48명
체류자 : 126명
-	산티아고 2,401명
이끼께 23명
뿌에르토몬트 31명
기타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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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티아고
●

칠레의 수도. 마포초 강(Rio
Mapocho) 연변과 안데스산맥
서쪽에 위치. 칠레인구의 약
3분의 1인 560만 명이 거주
하고 있는 남미 제 4의 도시
이다. 표준고도가 520m이고
지중해성 기후로 온난하고
(10°
C~30°
C의 기온분포) 맑
은 날씨가 연중 300일 이상이
지만, 공해가 심한 편이다.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

● 공항
-	공항과 산티아고 시내(Las Condes 지역기준) 거리는 약 30㎞로서 Costanera
Norte 고속도로 이용 시 약 20분이 소요됨.
-	공항∼산티아고 시내 간에 공항버스(요금 : 1,000페소) 및 택시(요금 : 약
12,000페소)가 수시 운행하고 있음. (500페소 = 약 1USD)
-	칠레 입국 시 일체의 과일, 씨앗 등의 반입을 철저히 규제('SAG' 검사) 하고
있으므로, 입국 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잘 숙지하여 금지물품을 소지하지 않
도록 주의 해야 함.

● 쇼핑
-	칠레의 토산품으로는 주로 Lapisazuli(푸른색 계통 자연석 돌)로 만든 액세
서리 및 동으로 만든 기념품 등이 유명하며, 주요 지역별로 각종 토산품 점
들이 한군데에 밀집해 있어 각종 토산품 및 가격을 비교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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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산품 상가
▶	PUEBLITO

DE LOS DOMINICOS : Av. Apoquindo 9085

▶	ALDEA

DE VITACURA : Av. Vitacura con Lo Beltran, Vitacura

▶	PLAZA

ARTESANOS DE MANQUEHUE : Manquehue sur 329

▶	TERRAZAS

DE LO MATTA : Av. Kennedy con Av. Padre Hurtado

● 식당
-	현지식당 일반사항
▶	산티아고

식당은 고급 호텔소재 식당, 칠레 민속춤 공연을 곁들인 전통 식

당, 각국 요리전문 식당(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페루 및 일
식, 중식, 한식)으로 대별됨.
▶	칠레는

수산물이 풍부하여 생선요리 및 해산물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으

며, 한인상가 밀집지역(Patronato)에는 한식당도 있음.
-	고급호텔 소재 식당
▶	연중무휴로

개방되어 있음.

-	칠레 전통식당 : 일요일은 휴업하며 야간에만 영업
▶	Los

Adobes de Argomedo : 222-9794

▶	Bali

Hai : 229-4235

-	한 식
▶	가온

: 242-0082(Av. Maquehue Sur 674)

▶	감미옥
▶	대장금

: 735-5963(Santa Filomena 244)
: 732-4772(Bobero Nuñez 174)

▶	만나식당
▶	숙이네

: 735-4367(Rio de Janeiro 330)

: 735-8693((Anotina Lopez de Bello 244)

▶	서울식당

: 735-5689(Sagrado Corazon
́ 371)

-	일 식
▶	ICHIBAN(한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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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abi(한인운영)
▶	두리(한인운영)
▶	Matsuri

: 243-0234(Vitacura 9845)

: 672-2099(Agustinas 984)

: 950-3051

▶	Shoogun

: 231-1604

-	기타 주요 식당(INTERNATIONAL)
▶ Gernika
▶ Astrid
▶ Coco

: 232-9954

y Gaston : 650-9125

Loco : 231-3082

Está Coco : 235-8649

▶ Aqui

● 호텔
- 현지 호텔 현황
▶	산티아고

시내 호텔은 대형 고급호텔과 중급호텔로 대별되며, 2004년

APEC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호텔 예약에 어려움은 없는
편임.
▶	최근

칠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숙박료를 미화나 신

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부가가치세(19%)를 면제 하여 주고 있음.
- 대형고급 호텔 (전화번호)
▶	Hotel

Hyatt (218-1234)

▶	Hotel

Marriott (426-2000)

▶	Radisson

Hotel (203-6000)

▶	Sheraton

San Cristobal (233-5000)

▶	Holiday
▶	Hotel

Inn Crown Plaza (638-1042)

Ritz Carlton (47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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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호텔 (전화번호)
▶	Hotel

Kennedy (290-8100)

▶	Hotel

Novotel (499-2264)

▶	Hotel

Rugendas (370-5700)

▶	Hotel

Galeria (361-1911)

▶	Tempo

Rent Apart Hotel (231-1608)

▶	Time

Apart Hotel (233-6048)

▶	Hotel

Coronel(232-8510, 아파트 호텔)

● 관광
-	산티아고 지역 : Santa Lucia 언덕, San Cristobal공원, 산티아고 대성당,
Los Dominicos 민속관(공예품 판매), 파블로 네루다 생가(La Chascona) 등
▶	수도권

반경 100㎞ 내외 지역에 온천, 스키장, 골프장, 승마장 등이

있

으나 스키이외는 클럽제 운영, 이용료 고가 등으로 외국인의 이용은 극히
어려움.
▶	Vina

del Mar, Valparaiso 등 해변까지는 약 150Km정도 거리임.

▶	시립극장(Teatro

Municipal)에서 연중 오페라단, 교향악단, 발레단 등의

공연이 있음.
▶	Sauna,

볼링시설이 있으나 넉넉하지 않음.

-	북부지역
▶	Arica

: Morro de Arica, Valle Yuta, Lago Chungara
(해발 4,500m의 자연호수)

▶	Iquique

:중
 앙광장, 자유무역지대, Playa de Cavancha 해변, Mamina
온천

▶	Antofagasta

: Chuquicamata 구리광산
(세계 제1의 노천 구리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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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
▶	La

Serena : Gabriela Mistral 기념관(노벨 문학상 수상자), La Recoba

성당
▶	Valparaiso

및 Vina del Mar : Vina 중앙광장, Renaca 해변, 국회의사당,

Salitre 공원
- 남부지역

▶	 Pucon
́

: 화산, 호수가 볼거리이며, 래프팅, 온천, 승마 등 이 가능한 대

표적인 휴양도시

▶	Concepcion
́
▶	Temuco,

및 Talcauano : 독립광장, 역사박물관, 해군 조선소 및 기지

Valdivia 및 Osorno지역 : Villarica 호수 및 화산, Valdivia 성

곽, Puyehue 호수 및 온천, Corral섬
▶	Puerto

Montt :Chiloe섬 및 해변, 토산품 판매장, 지역 역사박물관

▶	Coyaique
▶	Punta

: 원시림 및 빙하

Arenas : Salesiano 역사박물관, Patagonia 박물관, 마젤란 해협

- 기타지역
▶	이스터섬(Isla

de Pascua)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칠레에서

3,760㎞, 항공기로 5시간 거리의 태평양상에 위치(연중 아열대성 기후)
▶	남극

: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King George 섬에 위치

- 관광시 유의사항
▶	칠레

국민 대부분이 비교적 순박하고 친절하나, 지방 대도시 및 외곽 지역

에서는 소매치기 날치기들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치안 상태
-	칠레는 중남미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임. 그러나
최근 사회 기강의 해이로 무장 강도, 절도사건 증가 추세. 야간에 혼자 다니
는 것은 산티아고를 포함, 어떠한 대도시에서도 자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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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급 시 가능한 주변가게 등으로 피신, 경찰(까라비네로, Carabinero)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 푼타아레나스 음식점 정보
		칠레 남부 마가야네스이라안타르크티카칠레나 주와 마가야네스 군의 수도.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의 마젤란 해협에 맞닿아 있다. 세계 최남단의 대도시
이자, 남극 방문시 거치는 마지막 문명사회다.
		

푼타아레나스의 전경

● 푼타아레나스 숙박 정보
호텔명

주소

전화

팩스

비고

CABO DE HORNOS PLAZA MUNOZ GAMERO #1025 715000 715050
DREAMS

204500

-

DIEGO DE ALMAGRO

COLON AVENUE #1290

208800 208900 주로 이용

FINIS TERRAE

COLON AVENUE #766

228200 228124

21 DE MAYO #1243

248220 248220

JOSE MENENDEZ #1073

247979 247979

ISLA REY JORGE
SA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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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타아레나스 음식점 정보
식당명
Sotito's Bar
Puerto Viejo
Parrilla Los Ganaderos
Lomit's
Tenedor Libre
Hotel Cabo de Hornos

주소/전화
O'Higgins 1138
Tel : 061-243 565
O'Higgins 1166
Tel : 061-225 103
Av. Bulnes 0977
Tel : 061-214 597
Jose Menendez 722
Tel : 243 399
Bories 671
Tel : 061-730 060
Plaza Munoz Gamero 1025
Tel : 061-241 119

비고
현지식
(해산물, 육류 등)
현지식
(해산물)
Asado
(양고기)
간단한
햄버거류
부페
양식

● 주의 사항
-	남극행 항공기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통보없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경
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남극행 항공기 운항일 최소 2일 전 푼타아레나스에
도착하도록 한다.
-	푼타아레나스 현지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일행과 같은 숙소를 이용
하거나 타 숙소를 이용하더라도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본인의 위치를 극
지연구소 관계자에게 알려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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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기후 및 기타 정보
●

● 칠레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계절과 낮과 밤이 정반대임.
-	한국보다 13시간 늦음.(서머타임제 실시기간에는 12시간)
-	서머타임 실시기간 : 10월 둘째 주 토요일 자정부터 익년 3월 둘째 주 토요
일 자정
●	칠레는 남북 총연장 4,300Km의 길이를 가진 나라로서 위도에 따라 기
후가 다양하며, 동쪽의 고도 약 6,000m의 안데스 산맥과 서쪽 태평양의
Humbolt 한류는 칠레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부 :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16℃)
-	중부 :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전혀 비가 오지 않
는 건기이며, 겨울은 우기철로 싸늘한 날씨임.
▶	평균기온:

여름(12~3월) 29℃, 겨울(6~9월) 3℃

-	남부 :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 진 기후가 특징임.
(연평균 기온: 9℃)
-	중부지역에 위치한 수도 산티아고는 4계절을 모두 가지고 있음.
▶	여름의

낮 기온은 30℃를 오르내리나 실내는 선선한 편임.

▶	겨울의

낮 기온은 15-20℃ 내외이나 아침저녁에는 1-5℃ 내외로 일교차

가 커서 감기에 유의해야함.
● 현지 전기시스템 : 220V/50㎐ (전기플러그 타입 한국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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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전압, 주파수, 전기플러그 타입 및 사용 언어
전압/주파수

플러그

사용 언어

Argentina

국가

220V 50Hz

6

Spanish

Australia

240V 50Hz

6

English

Austria

220V 50Hz

16,18

German

Belgium

16,18

French, Flemish

1,4,16,18

Portuguese

Bulgaria

220V 50Hz
127V 60Hz,
220V 60Hz
220V 50Hz

16,18

German

Canada

120V 60Hz

1,4

English,French

Chile

220V 50Hz

16,25

Spanish

China(Peoples Republic of China)

220V 50Hz

6

Chinese

Czech Republic

220V 50Hz

16,18

English

Denmark

220V 50Hz

16,19

Danish

Egypt

220V 50Hz

16,18

English

Fiji

240V 50Hz

6

English

Finland

230V 50Hz

16,18

Finnish

France

220V 50Hz

16,18

French

Germany

220V 50Hz

16,18

German

Greece

220V 50Hz

16,18

Greek

Brazil

Greenland

220V 50Hz

16,18,19

Danish

Guam

120V 60Hz

1,4

English

Guatemala

120V 60Hz

1,4

Spanish

Hong Kong

200V 50Hz

23

English

Hungary

220V 50Hz

16,18

German

Iceland

220V 50Hz

16,18

English

India

230V 50Hz

22,23

English

Indonesia

220V 50Hz

16,18

English

Ireland

220V 50Hz

23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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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주파수

플러그

사용 언어

Italy

국가

220V 50Hz

25

Italian

Jamaica

110V 50Hz

1,4

English

Japan

100V 50Hz,100V 60Hz

1,4

Japanese

Malaysia

240V 50Hz

23

English

Mexico

127V 60Hz

1,4

Spanish

Netherlands

220V 50Hz

16,18

Dutch

New Zealand

230V 50Hz

6

English

Norway

230V 50Hz

16,18

Norwegian

Peru

220V 60Hz

1,4

Spanish

Philippines

110V 60Hz

1,4

English

Poland

220V 50Hz

16,18

Polish

Portugal

220V 50Hz

16,18

Portuguese

Russia

220V 50Hz

16,18

Russian

Singapore

230V 50Hz

23

English

South Africa

220V 50Hz

22

English

South Korea

220V 60Hz

16,18

English

Spain

220V 50Hz

16,18

Spanish

Sweden

220V 50Hz

16,18

Swedish

Taiwan

110V 60Hz

1,4

English

Tajikistan

220V 50Hz

16,18

Russian

Thailand

220V 50Hz

1,4

English

Ukraine

220V 50Hz

16,18

Russian

United Kingdom

240V 50Hz

23

English

United States

120V 60Hz

1,4

English

Uruguay

220V 50Hz

16,18,25

Spanis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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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플러그 타입

Plug 1

Plug 4

Plug 6

Plug 15

Plug 16

Plug 18

Plug 19

Plug 22

Plug 23

Plug 24

Plug 25

Plug 32

Plug 50

67

Guidebook to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02_기지 생활
> 남극사업 참여자의 범위
●

● 연구목적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체재중인 자
● 기타의 목적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는 자

> 남극세종과학기지 생활지침
●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지 내 생활 지침과 기지 주변
에서의 활동 지침에 관한 기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구체적인 기지 내 활동지침에 대해서는“남극과학기지 운영관리규정”
에명
시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규
정되어 있다.
●기지 체류자의 의무
-	모든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분리 수거한다. 특히 종이와 플라스틱을 철
저히 분리하여 플라스틱은 소각하지 않도록 할 것.
-	야외에 쓰레기나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방치하지 말 것(바람에 날아가거
나 스쿠아가 흩어 놓을 수 있음). 야외에서 작업 또는 실험을 할 때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무심결에 바다 또는 기지 주변에 버리지 말 것.
-	쓰레기 발생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남극에 가져갈 개인용
품이나 연구 물자를 포장할 때는 처리 비용이 높은 것은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예: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필히 반출해야 하는 쓰레기)
-	토착종(펭귄, 물개, 해양생물, 육상식물 등)은 승인서를 발급받은 이외에
는 잡거나 채집할 수 없으며, 식용이나 호기심 또는 개인 수집용으로 절대
채집하지 말 것.

68

○ Part .5_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	절전, 절수, 실내 정숙 보행
-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 (실내 흡연 절대 금지)
-	지정된 음주 장소에서만 음주 (숙소동, 생활동, 연구실 내 음주 절대 금지)
-	건물 내 입출시 실내화 및 신발 정리 정돈
-	기지 장비 사용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월동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한, 중장비는 장비 담당자 외 사용 금지
-	기지 방문자 및 하계연구대원은 기지 시설물 및 월동 보급품에 대해 월동
대장 허락없이 사용 금지
-	정해진 통로로만 다니고, 펭귄 등 조류 서식지를 관통하지 말 것.
-	야생 조류(스쿠아, 펭귄 등)에게 음식 찌꺼기를 주지 말 것.
		 (외부에서 유입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병 유발의 위험이 있음)
-	기지주변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승인서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며, 관리계획서의 주의사항, 허가된 통로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방문할 것.
-	외국 기지를 방문하거나 외국인이 우리 기지를 방문했을 경우, 상기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것.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숙지할 것.
-	남극 기지에서는 전열기 사용, 건조한 공기 등으로 화재의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시 강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됨. 사전에 가까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 요령에 따라 초기
에 진화하거나, 윌동대원에게 즉시 알릴 것.

● 전기시설
-	기지내 전압은 380V, 220V, 110V이 공급되는 바, 사용 전에 단자의 전압
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플러그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220V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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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설
-	기지 내 숙소 및 연구실에서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가능함. (통신실 인터넷
전화 무료 이용)
-	기지 내 숙소 및 연구실에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로의 발신은 불가
하고,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연결하거나, 각 방 간에는 통화가 가능함.
-	통신실에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통화가 가능하나 공무 공간인만큼 공적인 통화를 우선하고, 사적인 통화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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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남극세종과학기지)
-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모든 우편물은 부정기적인 주변 기지 공군기를 이
용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국과의 우편은 통상 하계기간 중
에는 1~2개월, 동계에는 2~3개월이 소요되며,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칠
레 우표를 사용하여야만 우편물을 외부로 발송할 수 있다.

● 식사 및 숙소
-	기지에서는 통보받은 기지 방문자에 따라 미리 숙소를 배정하여, 방문자가
도착하면 숙소를 안내한다 (방문자는 숙소 1, 2동에 체류)
-	기지에서는 체류하는 인원수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하고, 가급적 정해진 식
사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한다. (방문자 식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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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시간
구분

아침 (월-금)

점심 (월-금)

저녁 (월-금)

월동대

07:30 - 08:00

12:00 - 12:30

18:00 - 18:30

하계대

07:45 - 08:30

12:15 - 13:00

18:15 - 19:0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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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극 여행시 금지되는 행위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남극여행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금지되는 행위(동법 제3조)
		 ▶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훈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 핵실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採取)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
되는 사업
		 ▶ 남극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
하는 행위
-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동법 제13조 1항)
		 ▶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
				a.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b.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c.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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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
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
극활동을 하는 동안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동법 제14조)
2009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결정
한 남극특별보호구역 제171번“나레브스키 포인트”(ASPA no.171“Narebski
Point”)를 고시하였다.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9-1호]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
정된 남극특별보호구역이다.

> 출장 절차
●

1) 기지지원팀으로 남극하계연구계획서 제출
※ 외부인의 경우,「극지과학기지 방문신청서」별도 작성
(학생의 경우「보호자동의서」함께 제출)
2) 전체 계획을 취합하여 승인 절차 진행 (극지연구소)
3) 외교통상부에 남극활동허가신청서 제출 (활동개시 50일전)
4) 항공권 예약
-	기지지원팀을 통한 입출남극 수송기(푼타아레나스-킹조지섬 간) 일정에
따라, 항공권 예약. 통상적으로 입남극 수송기 예정일보다 푼타아레나스에 2일
먼저 도착하여야 함. (현지 기상조건에 따라 수송기 일정 변동 빈번하게 발생)

> 화물 운송
●

● 국내-남극세종과학기지
-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를 통해 푼타아레나스-킹조지섬 간 수송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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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	푼타아레나스 현지 대행사(AGUNSA)에 화물을 운송한 후, 송장 등 운송 제반
서류(Packing List, Invoice 등)를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에 제출한다. 특급
화물 운송사(DHL등)에 의뢰하면 푼타아레나스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
-	극지연구소는 현지 대행사를 통해 지정된 수송기에 화물 선적을 요청하고,
프레이기지까지 운송된 화물을 세종기지 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기지까지 수송한다.
● 남극세종과학기지-국내
-	남극에서 채취한 시료 등을 국내로 운송할 경우, 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종류, 양, 채취장소 등)와 함께 운송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극지연구소(기지
지원팀)에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 푼타아레나스로 가지고 나온다.
-	현지 대행사(AGUNSA)에 전달하여 국내로 운송을 의뢰한다. 화물에 반드시
화물 주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하계 활동이 끝나는 2월말 경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이 시작되므로
국내에서는 5월 경 화물을 받을 수 있다.

> 비상연락처
●

● 극지연구소(기지지원팀)
- 전화 : +82-32-260-6030~6034
- 팩스 : +82-32-260-6089
- 주소 :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706호
극지연구소 기지지원팀
● 남극세종과학기지
- 전화 : 070-7667-9541~3
- 팩스 : 874-764-81-5176
- 주소 : King Sejong Station, King George Island, Punta Arenas,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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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칠레 한국대사관
- 전화 : +56-2-228-4214
- 팩스 : +56-2-206-2355

- 주소 : Av. Alcan
́ 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 E-mail : embajadadecoreaenchile@gmail.com
- 홈페이지 : http://chl.mofat.go.kr/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 전화 : +1-47-53-01-01 (야간 당직 전화 06-80-28-53-96)
- 팩스 : +1-47-53-00-41
-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지하철 13번선 Varenne역)
- E-mail : con-fr@mofat.go.kr
- 홈페이지 : http://www.coree-culture.org

● 주 호주 한국대사관
- 전화 : +61-2-6273-4839 (당직전화 +61-(0)-408-815922)
- 팩스 : +61-2-6270-4100
-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 E-mail : pass@korea.org.au
- 홈페이지 : http://aus-act.mofat.go.kr

● 푼타아레나스 현지 대행사 (AGUNSA, 담당 Milenko Buljan)
- 전화 : +56-61-617313
- 팩스 : +56-61-228239
- 주소 : Av. Independencia 772, Casilla 60-D Punta Arenas,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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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특별보호구역 제171번“나레브스키 포인트”
(ASPA no.171“Narebski Point”)
2009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 고시 제2009-1호로“나레브스
키 포인트”
를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고시하였다. 이는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
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제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
의에서 승인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효과
적 관리 가능성 및 동 지역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남극
특별보호구역이다. 이로써 한국은 남극특별구역을 설정한 15번째 나라가 되었다. 나
레브스키 포인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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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

●남셰틀랜드군도 킹조지섬 바톤반도
		 Barton Peninsula, King George Island, South Shetland Islands
●남위 62°13′40″~62°14′23″
, 서경 58°45′25″~58°47′00″
●남극세종과학기지 남동쪽 2km 떨어진 해안가 언덕(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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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륙 본토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사우스셔틀랜드군도 내 킹조지섬의 바튼반도(왼쪽 원)
해안가에 위치

> 지정 목적
●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경관이 수려하며, 육상생태계가 다양
하고 복잡하여 육상생물군집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인간 간섭으로
부터 나레브스키 포인트의 생태적·미적·과학적 가치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다.

(1) 생태적 가치
-	턱끈펭귄, 젠투펭귄을 비롯하여 총 14종의 조류 및 총 88종의 식물상 분포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
(2) 미적 가치
-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독특한 지형이 어루어져 있음
(3) 과학적 가치
- 펭귄 개체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영향 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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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식 동·식물 현황
●

(1) 식물상(총 88종)
- 현화식물 : 남극좀새풀 1종
- 선태식물 : Sanionia-Chorisodontium 등 36종
- 지의류 : Usnea-Himantormia 등 51종
(2) 동물상(조류 총 14종)
- 번식조류 : 턱끈펭귄, 젠투펭
귄, 남극제비갈매기, 윌슨바
다제비, 남극도둑갈매기 등
총 9종 (펭귄마을은 킹조지섬
내 턱끈펭귄의 최다 서식지)
- 비번식조류 : 아델리펭귄, 남
극가마우지 등 비번식조류
총 5종

펭귄마을

>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
●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한다.
- 허가당국이 발급한 승인서가 있는 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
- 보호구역 내에서 허가증 또는 승인된 사본을 소지
-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연구활동을 허용
- 허가증에 명시된 과학적 또는 관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보호구역 내에 구조
물 또는 장비 설치불가
- 허가되지 않은 채집행위를 금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벌금 혹은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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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남극대륙이 인간에게 발견된 이후 고래 및 물개잡이 배들의 활동과
함께 국지적인 탐사가 계속되던 끝에, 1911년 아문젠이 마침내 남극점에 첫발을
디뎠다. 그 후 소규모 탐사가 이어지다가, 양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와서야 미국
의 대규모적인 탐사를 통해 비로소 남극의 전해안선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
한 개인별 혹은 국가별 남극활동은 1957∼1958년에 수행된 대규모적인 국제공
동 연구사업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국제 지구물리 관측년
도(IGY: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기간 중에 12개국이 67개의 남극기지
를 설치하고 5,000여명에 이르는 과학자를 파견하였는데, 이 때 남극에 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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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 국제과학연맹 산하에 남극과학위원회(SCAR: 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가 설립되어 국가간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국제공동협력이 남극연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토권 주장으로
인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강구되었다.
남극은 이전까지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와 포경어
업 관련 산업이 활발했던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
되어 왔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등 영유권 주장 유보국들은 지속적인 남극활동
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요
청에 의해 1959년 12월 1일 12개국이 워싱턴에 모여 역사적인 남극조약에 서명
하게 되었다.
모두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남극에 대한 기존의 영토권 주장을 유
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약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과학
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극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ATCP)이라 지칭하며, 이들 국가들만이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일명 남극조약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9년에 남극조
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남극조약에는 현재 12개 서명국과 추후 가입된 33개국을 합쳐 총 45개국(2001
년 11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다. 남극조약은 시효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 즉,
자동 파기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약 발효 30년 후인 지난 1991년 조약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무도 조약개정을 요청하지 않음으
로써 자동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극조약회의의 또 하나 특징은 만장일치제를
택함으로써 남극을 통한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게한 데에 있다. 매 2년마다 개최되
던 조약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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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관련 제도 및 기구 현황
기구

일자

옵서버

전문가 그룹

남극조약
남극환경보호의정서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국가별사업자운영회

남극 남빙양연합, 국제자연보
존연맹, 국제남극관광협회
세계기상기구, 국제수로기구,
국제해사기구, 정부간해양과
학위원회
국제연합환경계획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권고문

※ 남극조약 가입국 현황
협의당사국
(원서명국: 12개국)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벨기에,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에콰도르, 핀란드, 독일, 인도, 이탈리아,
협의당사국
한국,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추후가입국:16개국) 우루과이
비협의당사국
(19개국)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과테말라, 헝가리, 북한, 파푸아 뉴기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위스, 터키, 베네주엘라, 모나코

1) 남극조약체제의 개념
남극의 법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 체제는 남극
조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로서 남극조
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된 기구와 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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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의 주요내용은 첫째, 남극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설치, 군사훈련, 무기시험과 같은 군사적 성
질의 조치는 금지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거나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
여 군의 요원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과학조사
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관한 정보와 과학자 및 조사결과
를 상호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남극조약의 가장 중요한 규정으로서 영유권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즉, 남극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에는 관할권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없으며, 이 조약의 체결이 기존관할권 주장의 포기를 의미하지도 않
고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할권 주장
에 대한 인정이나 불인정의 입장을 정하는 것도 아니다.

남극의 해양, 동식물, 광물, 환경에 관련된 조약들은 27개 남극조약협의당사
국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들이 체결한 조약들은 남극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면서 남극조약이 규정한 제 원칙하
에 사항별 조약들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남극조약체제는 1959년 남극조약을 중
심으로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극 동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문, 1991년 남
극환경보호의정서 등에 의해 뒷받침되며, 남극조약체제의 옵서버그룹에는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과학위원회(SCAR), 남극국가별사업자운영위원회
(COMNAP)등 3개의 국제기구가 있고, 기타 관련 전문가그룹으로는 남극·남빙
양연합(ASOC),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
기구(W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기구(IMO) 등이 있다.

남극의 환경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한 것
외에는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동 조약 제9조 1항
f호에서“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남극조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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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사국의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 규정을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
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이 남극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근거로 해
석될 수 있으나 남극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동
조약의 한계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채택되
었다.

2)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은 남극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0년 5월 20일 캔버라에서 협약의 최종문안
이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남극대륙 및 그 주변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
자원, 즉 어류, 갑각류 및 미역같은 조류(藻類) 등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협약과는 달리
광범위하여 남위 60。이남지역은 물 확대되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남극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보존하
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생태계 접근방법’(Ecosystem approach)을 도입했다는
데 있다. 이 개념은 개별적인 수산어종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관리 단위로 하
여 보존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협약과는 뚜렷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조사 및
보존조치(금어구역, 어획방법 및 어획량, 금어기, 보존어종 지정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 비당사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활동이 협약의 목적수행을 저해
할 때에는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보존위원회가 채
택한 모든 조치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협약목적과 협약규정준수
의 확보를 위하여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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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1982년 9월 말레이시아가 유엔총회에서 남극문제를 거론한 후 남극문제는
1983년 3월 비동맹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83년 유엔총회는 남극문제에
관한 토의 끝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남극대륙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실
질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1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조치 및 재정문제가 논의되었으며, 1991년 10월 4일 스페인의 마드리드
에서 열린 제11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특별회의에서 31개국이 서명하여‘환경보
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일명 마드리드의정서 혹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라고도 불리우며,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8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환경원칙제정, 당사국간 협력의무 규정, 광물자원활동금
지,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 의정서 준수 및 사찰수락의
무규정,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체결된 후 의정서의 각 당사국들은 남극환경보호를 촉진
하고 남극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규정을 가진 독자적 국내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4) 우리나라의 남극 정책방향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은 1986년 11월 28일 남극조약에 33번째 서명국으로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촉진되었으며, 1988년 2월 남극반도 북단에 위치한 킹조지
섬에 상주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완공함으로써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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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89년 10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와 유사한 성격으로
남극조약체제에서 각국의 남극활동 관련사항을 배타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의 지위
를 획득하고, 1990년 7월에는 남극과학위원회(SCAR) 정회원 자격을 획득함으로
써 남극과학 연구 및 남극자원문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남극진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바탕으로 향후 남극연구를 주도하고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입법을 통하여
남극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체제를 체계화하
여야 한다. 현재 남극지역은 각 국의 영유권 주장이 유보된 채 1959년 체결된 남
극조약을 기본으로 관련조약 및 의정서를 사안별로 채택하여 각 국의 남극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남극조약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당사국에게 사전통고의무, 연
차보고서 제출의무, 사찰수용의무, 당사국 국민에 의한 남극활동규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
서 이 조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국가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의
해 행하여지는 남극활동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한 국내법 체제를 확립하여
야 한다.
특히, 남극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남극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도
한 남극활동으로 인해 동 지역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
력이 최근 매우 강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조치를 마련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적 관심
사인 남극환경 보호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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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

88

01

ASOC (남극남빙양동맹)

02

ATCM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03

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04

CCAS (남극물개보존협약)

05

CEP (환경보호위원회)

06

COMNAP (남극국가운영자회의)

07

CRAMRA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08

IUCN (국제자연보존연맹)

09

JCADM (남극자료관리공동위원회)

10

SCAR (남극연구과학위원회)

11

SCALOP (남극보급 및 운영상임위원회)

12

WMO (세계기상기구)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Committe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ouncil of Managers of National Antarctic Programs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Joint Committee On Antarctic Data Management

Scientific Committee of Antarctic Research

Standing Committee on Antarctic Logistics and Opreations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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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 관련 국제기구 & 협약
●

01

ASSW (북극과학최고회의)

02

AOSB (북극해양과학위원회)

03

FARO (북극연구운영자포럼)

04

IASC (국제북극과학위원회)

05
06

Arctic Science Summit Week

Arctic Ocean Science Board

Forum of Arctic Research Operators

Internation Arctic Science Committee

NySMAC (니알슨 연구관리위원회)
Ny-Ålesund Science Manager Committee
PAG (북극연구태평양그룹)
Pacific Arctic Group

89

The Arctic Dasan Station Guide Book

> 기타
●

01

AFOPS(아시아극지과학포럼)

02

ASMAs(남극특별관리구역)

03

90

sian Forum for Polar Science

Antarctic Specially Managed Areas

ASPAs(남극특별보호구역)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s

04

EIA(환경영향평가)

05

IEE(초기환경영향평가)

06

CEE(포괄적환경영향평가)

07

SSSIs(과학적특별관심지역)

08

IPY (국제극지의 해)

09

KONPOR(한국극지연구위원회)

10

KOSAP(한국극지연구진흥회)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International Polar Year

Korea National Committee on Polar Research

Korea Supporters Association for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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