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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에서의 극지 우주환경 및 고층대기 연구 현황
지 건 화

극지연구소

Ⅰ. 극지 우주환경

극지연구소는 남북극 극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

초및용용연구활동을수행하는기관이다. 1988년남극에세
종과학기지의 운영을 시작으로극지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기

초과학 분야의 극지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극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아주 다른 여러 가지로

매우 특별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구 상 모든 에너지
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극지는 지구 상 어느 곳보
다도 적은 양의 태양 빛 에너지를 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약
70 km에서 수 백 km에 이르는 극지 고층대기에서는 지구의
다른 영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태양 에너

지가 들어오는데, 극지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도 바로 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태양에서는 지구상 생명체가 살아가
는데 필요한 대기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빛 에너지

이외에도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뿜어

져 나오고 있는데,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태양 자기장과 함
께 태양계 전체를 채우고 있는 태양풍을 형성한다. 따라서
태양계 내 모든 행성들은 마치 강력한 플라즈마 태풍이 부

는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
의 태양풍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면 태풍보다도 훨
씬 빠른 속도의 태양풍 속에 떠 있는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 극

지는 태양빛의 입사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스듬

하게 입사되어 가장 적은 양의 빛에너지가 들어오는 지역이

다. 따라서 일 년 평균 기온이 가장 낮다. 또한 지구의 자전
축은 잘 알려진 것처럼 황도면에 수직인 방향에서 약 23.5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기로 인하여 지구의 남반구
와 북반구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생기며, 또한 극지
에서는 여름에는 자정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겨
울에는 정오에도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다. 다음으로 극지를 상징하는 자연현상은 무엇일까? 그
것은 바로 북극의 빛으로 알려진 오로라(Aurora)일 것이다. 
오로라 현상은 태양풍과 함께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

자들이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 고층 대기로 들어와 주

변 대기 원자나 분자들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1].
지구는 그 내부 구조의 특성상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

는데, 이 지구 자기장은 마치 막대자석이 지구의 남북극을
관통해 있을 때 나오는 자기장과 유사한 모양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한편, 양성자나 전자와 같이 전하를 띄고 있
는 입자들은 우주공간이나 대기 밀도가 아주 희박한 고층대

기에서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입자들은 자기력선을 가로질
러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태양풍 속의 양성
자나 전자들이 큰 에너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

해 움직이고는 있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을 관
통하여 지구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지구 자기장은
강력한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인 셈이

다. 그런데, 이지구자기장의보호막에두개의구멍이있으
니, 그곳이 바로 북극과 남극이다. 극지에서는 지구 자기장
의 자기력선이 거의 수직으로 뻗어나가 태양풍 속의 자기력

선과 만나게 된다. 따라서 극지의 자극 주위에서는 태양풍
의 양성자나 전자들이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 고층대기로 직

접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로 들어온 양성자와 전자들은 지구

고층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즉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입자들이 극지 고층 대기를 통

과하면서 대기 중 입자들과의 충돌을 통해 에너지를 빼앗기

면서 흡수되는데, 고층 대기 중 산소나 질소원자들이 주로
이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수된 에너지는 질소 원자를 이온
화시키거나 또는 질소와 산소 원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상

태를 더 높은 상태로 끌어 올리는데 사용된다. 이때 이온화
된 질소가 전자와 다시 결합할 때, 그리고 질소 또는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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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4년부터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촬영된 오로라(극지연구소 이창섭 박사 제공)

원자 내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

로 다시 내려올 때 흡수된 에너지가 다시 빛의 형태로 방출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로라이다. 일반적으로 오로라가 발
생하는 영역은 자극을 중심으로 둥근 띠 모양으로 형성되는

오로라대(auroral oval)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밤 쪽으로 좀
더 두텁게 형성된다. 오로라가 발생하는 고층 대기의 고도
는 보통 80∼250 km 정도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로라
는 녹색이며, 파란색과 적색 계열의 오로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극지
고층 대기의 특성은 남극에서나 북극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극지 고층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오로라

가 전부일까? 오로라는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과의 만남 속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우리 맨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현상으로 극지 고층대기의 물리

현상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극지 고층대기는 아
주 특별한 지역이다. 태양풍의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 만
나 서로 결합하는 지역이며, 이때 강력한 태양풍에 의해 지

구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에 가해진 충격이 전자기적 에너지

의 형태로 축적되어 지구 고층대기로 전달되는 곳이 바로

극지이다. 특히 태양폭발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가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

적 형태로 극지 고층대기로 유입되는데, 이 중 고에너지 입
자들은 극지 고층대기로 진입하여 고층대기를 구성하고 있

는 원자나 분자들과의 충돌을 통해 큰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잦은 오로라를 발생시키면서 동
시에 고층대기 구성입자들을 이온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과
정에서 생성된 이온과 전자, 즉 플라즈마 입자들은 태양 극
자외선에 의한 전리권 플라즈마에 더해져,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기권에 축적되고, 자기력선
을 따라 극지 고층대기로 전달된 전자기적 에너지에 의해

엄청난속도로가속된다. 이렇게 가속된 이온과 전자들은 극
지 고층대기에서 주변의 대기 구성 원자나 분자들과 충돌에

의해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은 물론 극지 고층대기
를 뜨겁게 가열시켜 극지에서 중․저위도로의 고층대기 대

순환을 일으키며, 전 지구적인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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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극지 고층대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물리 현상. 극지 고층대기로 유입되는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적 에너지에 의해 중저

위도와는 다른 아주 복잡한 현상들이 극지 고층대기에서 발생한다(미국 NASA J. Grebowsky)

[그림 3]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극 과학기지. 북극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역에 다산과학기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극에는 남극반도 끝단의 세종과학기지(KSS)와 동남극 지역의 장보고과학기지(JBS)가 운영되고 있다.



특집…극지연구소에서의 극지 우주환경 및 고층대기 연구 현황

34

[그림 4] 남극 세종과학기지 전경. 남극 반도 끝단 킹조지섬에 198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고층대기 연구뿐만 아니
라,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등 다양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라서 극지 고층대기는 태양 빛에너지를 가장 적게 받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도지역보다도 훨씬
큰 에너지를 받아 전 지구적인 고층대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Ⅱ. 극지 우주환경 관측

이와 같은 극지 우주환경 및 고층대기 연구를 위해서 극

지연구소에서는 남북극에서 운영되고 있는 극지 기반시설

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남극에는 남극 반도 끝단 킹조
지섬에서 198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세종과학기지(62° 13'S, 
58° 47'W)와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 만 연안에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보고과학기지(74° 37.4'S, 164° 
13.7'E)가 있으며, 북극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드 군도의 스피
츠베르겐섬의니알슨에 2002년부터다산기지(78° 55' N, 11° 
56'E)를 운영하고 있다.

2-1 남극 세종과학기지

극지연구소에서는 1990년 초에 처음으로 극지 고층대기
관측을 시작했는데(당시는 한국해양연구원 산하 극지연구
본부), 이때 주요 관측영역은 고층대기 중간권과 중간권 권
계면이었다. 처음 설치된 관측기기는 고층대기 바람을 측정
할 수 있는 페브리-페로 간섭계(Fabry-Perot Interferometer)였
는데, 이 장비는 일종의 시험적인 성격의 운영이었고, 본격
적인 고층대기 관측은 1999년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적외선
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 FTS)를 설치하면서 부터라
고 할 수 있다. 이 관측기기는 동계기간 동안 야간에만 운영
되는 장비로서 약 87 km 고도의 고층대기에서 발생되는 OH 
분자의 대기광을 관측하여 그 주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러나 이 FTS는 2001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로 이
전 설치되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2년 캐나다 York 
University와 함께 대기광 분광계(Spectral Airglow Tempera- 
ture Imager: SATI)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 관측기기는 적외
선 간섭계와 유사하게 대기광을 관측하여 고층대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OH 대기광뿐만 아니라, 산소분자의 대기
광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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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모습.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 만 연안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

며, 우주과학, 빙하 시추, 운석 탐사, 지구물리, 지질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중이다.

그러나 적외선 간섭계나 SATI의 경우, 동계기간 동안 맑
은 날야간에만 관측이 가능하여, 고층대기온도를지속적으
로 모니터링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고
층대기의 바람까지 관측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에는 충남
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우주과학실험실과 공동으로 유성레

이더(Meteor Radar: MR)라는 관측기기를 세종과학기지에 설
치하였다. 이레이더는우주에서 지구대기로들어오는 유성 
중에 약 70∼110 km 고도의 고층대기에서 주변대기입자들
과의 충돌에 의한 마찰로 타서 없어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유성을관측한다. 이유성들이타서없어질때 유성흔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가스가 길게 형성되는데, 유성레이더는 바로
이 유성흔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 신호를 분석해서 주변

대기의 바람과 온도를 관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관측기기
는 광학관측기기와 달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날씨 조건
에 상관없이지속적인관측이가능할뿐만아니라, 고층대기 
온도 외에도 중성대기 바람의 관측이 가능하다[7]∼[10].
또한 2000년에는 전천카메라(All Sky Camera: ASC) 시스

템을 도입하여경북 보현산 천문대에설치 후 2006년까지운

영하였고, 2008년세종과학기지로이전되어장비노후화로운
영이 중단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초에는 이 노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전천카메라가 도

입되어현재까지세종과학기지상공 고층대기의대기중력파

연구에활용되고 있다. 전천카메라 시스템은세 가지필터를
이용하여 87 km, 92 km, 250 km 고도에서발생하는대기광을
관측하고있는데, 세종기지주변은그지역적특성상대기 중
력파의 발생률이 매우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전천 카메
라 관측을 통한 대기 중력파 연구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대기광 분광계(SATI), 전천카메

라(ASC), 유성레이더(MR) 등의 관측을 통해 고층대기 중간
권 및 열권 하부에서의 다양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1],[12].

2-2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의고층대기연구는주로중간권과 
열권하부에해당되는영역의연구에집중되어있다. 특히남
극세종과학기지가있는남극반도끝단은지자기위도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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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르웨이 스발바드 군도의 스피츠 베르겐 섬에 있는 니알슨 과학기지촌의 북극 다산과학기지

대적으로 낮은 편에 있기 때문에, 오로라와 같은 극지 고층
대기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극지연구소에서는 극지
연구영역의확장을위해남극에서두번째과학기지인장보

고과학기지를 2014년에 준공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에서 세종과학기지와는거의 반대편에 위치

해있고, 지자기위도상위치가오로라대안쪽에있어오로
라와 같은 극지 고층대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지역이다.
장보고과학기지에서의 관측은 극지 고층대기는 물론, 우

주환경에 대한관측까지 확대되어 수행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작된 관측은 2014년 봄 장보고기지의 준공과 함께
시작된 페브리-페로 간섭계에 의한 열권 바람 및 온도의 관
측이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소(NCAR)와 공동으로 설치된 페
브리-페로 간섭계(Fabry-Perot Interferometer: FPI)는 중간권
에서 열권에 이르는 넓은 고도 영역에서 대기광 관측을 통

해 중성대기 바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측기기

이다. 두 번째 관측기기는 전리권에서의 전자(또는 이온) 밀
도와 이온 바람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

이다. 이관측기기는 2015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과공동으
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FPI 관측과 함께 극지 고층대
기 열권-전리권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존스홉

킨스 응용물리연구소(JHU/APL)와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으
로 오로라 관측용 전천카메라, 대기광 관측용 전천카메라, 
GPS TEC/Scintillation 모니터를 2016년 초에 장보고기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와 공동으로 자
력계를 설치하여 자기권과 극지 전리권과의 상관관계 연구

에도활용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델라웨어 대학이 미
국 맥머도 기지에서 운영하던 중성자 모니터를 전남대학교

와 함께 장보고기지로 이전 설치하여 우주에서 지구 고층대

기로 유입되는 고에너지 입자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따라
서 장보고과학기지에서는 극지 고층대기뿐만 아니라, 우주
환경 관측이 동시에 수행되어 우주환경과 지구 고층대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주

기상예측연구에활용될수있는기반정보확보에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북극 다산과학기지

북극에서의 고층대기 관측은 남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 2001년부터 북극지역에서도 고
층대기 관측을 시작했는데, 세종기지에서 운영되었던 것과
동일한 적외선 간섭계를 스웨덴 키루나에 설치하여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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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고, 2002년 북극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역에 다산기지
를 설립하면서 세종기지의 적외선 간섭계를 다산기지로 이

전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이 관측기기는 두 북극 지역에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극 고층대기 중
간권 및 열권 하부 지역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13]. 그러나 우
리나라가 2013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북극연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를 계기로 북
극 우주환경 및 고층대기 연구에서도 남극지역과 비슷한 수

준으로의 연구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산과학기
지에서는 고층대기 열권 바람과 전리권 이온 바람을 동시에

관측하기 위한 페브리-페로 간섭계를 2015년 가을에 설치할
예정이며, 그 이듬해에는 스웨덴 키루나에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여 극관 지역과 오로라대에서 열권-전리권의 역학적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 중심의
대형 전리권 레이더 프로젝트인 EISCAT에 참여하여 북극
전리권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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