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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보이는 작

20주년 기념도서를 출간하며

은 섬들이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을 이루는 섬들이
지요. 그 가운데 축주에 속한 웨노 섬에는 우리나라 태평양 해양
과학기지 KSORC가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그해 5월에 문을 열었으니
설립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억하고자 그간의 세
월 흐름을 갈무리하여 태평양해양과학기지 20주년 기념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열대 바다 연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주변 바다 생태계가 아열
대 바다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열대 바다에 살던 생물이 우리 바
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대 바다를 연구하면 우리 바다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열대 바다 생물은 자원으로써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활용 가치가 많습니다. 이곳 바다에 사는 생물에서 추출
한 물질이 인류를 불치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태
평양전쟁 때 암울했던 태평양의 작은 섬이 미래 인류에게 희망
을 주는 섬이 될 수 있습니다.
태평양해양과학기지가 약관의 나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으
로 치면 학교에 다니면서 배움의 기간을 갖고 이제 사회로 진출
하여 배운 지식을 활용할 나이입니다. 그동안 해양과학기지에
서 수행해왔던 많은 연구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과 미크
로네시아연방공화국 발전에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지 설립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
음을 전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Preface
Publishing a commemorative
book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SORC

When you look at the world map, you will see a group of islands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These small islands—so
small that a casual observer may not even notice—constitute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Among these islands
is one called Weno, a part of Chuuk State, and this is where
the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KSORC) was
established.
It has already been two decades since the KSORC
opened in May 2000. It is our great pleasure to announce that
we will be publishing a commemorative book that outlines the
achievements of the KSORC on its 20th anniversary.
Tropical marine research is significant in many respects. With
the sea level rising due to global warming, the marine ecosystem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starting to resemble that
of semi-tropical oceans. We are now seeing in the seas of South
Korea the same species that inhabit tropical oceans. Studying the
tropical oceans will thus enable us to determine how our seas will
look in the future.
Furthermore, marine creatures in tropical oceans have
abundant untapped resources. Biomaterials extracted from the
sea creatures in this area may set humankind free from many
incurable illnesses. This small island, which was once gloomy
during the Pacific War, may become a beacon of hope for future
generations.
The KSORC has come of age. In human terms, at the age of 20,
a person would be learning and preparing themselves to enter
society to utilize what they have learned. I hope the outcomes of
the research conducted at the KSORC will be instrumental in
the development of the FSM and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s
of South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KSORC.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Woong-Seo Kim

태평양해양과학기지

KSORC,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설립배경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남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의 전진기지 및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경제  영역 확대 필요

설립목적

최고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남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의 전진기지 및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해양 경제 영역 확대

기능

남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자원개발, 기후변화, 환경보전연구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수행
해양과기원에서 수행하는 남태평양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및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 자료 제공과 연구지원

전략 목표

남태평양해양지역의 해양자원개발 전진 기지를 구축하고 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며
해양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한 실험 기지를 실현하여 남태평양해양연구 자료 및 정보를 구축한다

연혁

1998.05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남태평양 전진기지 설치 추진보고
1998.09 미크로네시아 연방 축주에 센터설치 구축계획 확정
2000.04 한국해양연구원-축주정부간 양해각서 체결
2000.05 해양수산부-미크로네시아 연방정부 해양청 간 양해각서 체결
2000.05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비상설)
2006.04 센터 상설 운영 시작
2009.12 기지 부지 90년 임차  
2010.08 국토해양부-미크로네시아 해양청 양해각서 개정
한국해양연구원-축주정부간 양해각서 개정
2010.08 태평양해양생물시료관 개소
2013.07 과학연구 공간 확대
(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제소, 천문연구원 위성항법시스템 설치)
2014.10 태평양해양과학기지로 명칭 변경
2020.05 태평양해양과학기지 설치 20주년

3,214 km
Guam

1,019 km
Chuuk

인프라

부지
・ 1차 확보부지(42,706 ㎡) - 2006년 이후 임대차 계약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로
주요 부속시설이 위치함 (5년 단위 계약)  
・ 2차 확보부지(63,704 ㎡) - 2009년 계약 후, 90년 활용권을 확보한 부지로 조간대
포함
부속시설  
・ 숙소동, 배양동, 실험동, 식당, 기상관측탑, 선박계류시설, 정비실, 발전실, 경비실,
다이빙 준비실 등
・	Marin Biodiversity Museum - 어류, 해조류, 맹그로브, 해양무척추동물 전시
・	KIOST/NOAA 협력 해양산성화 관측 부이
・	연구조사선
라군엔젤호 3t
2020.03 취항

라군드림호 13t
2013.10 취항

반디호 1.5t
2007.07 취항

외부 연구기관 시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웨노 위성추적 관제소 1기
・ 한국천문연구원 웨노 GNSS 기준국

조직 및 인원

조직 -  기지 파견인력 4명, 현지 보조인력 21명

・	기지가 연구부서에 편제되어 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16명 규모의 인원이
배속되었으나, 2015년 관리부서(인프라 기반부)에 편제된 이후 4명 이하 규모로 감소
・	2015년부터 기지 자체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지 운영인력으로 관
리담당 직무분야 인력만을 파견

예산

연도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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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연비 및 운영비는 확대되었으나, 2015년 이후 2010년 수준으로 감소
(′13년~′14년 신규부지 조성 및 관리동 건축으로 시설비 증가)
・ 2015년부터 기지가 관리부서(인프라 기반부)에 편제된 후 연구비와 운영비는
2014년 대비 60~64%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18년부터 운영비는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활동 및 방문자

기지 방문│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11명이 방문하여 연평균 137명이 기지를 이
용하였으며, 2014년 이후 연구 및 기지운영인력은 감소추세임. 이는 연구비 및 기지운영
비 감액에 기인한 것임
현장 연구 활동지원│기지기반 연구 사업 수행지원 및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 현장 방문
지원
언론취재 및 열대체험 학습지원│언론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열대거점기지 홍보,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대연구기지 소개 및 미래 해양학자 양성을 위한 열대체험프로그
램 지원(청소년 열대체험 학습을 위한 방문자는 총 171명)
의료봉사 및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실태조사 등 지원│현지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분
야에 대한 국내 민간원조 활동 지원 및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남양군도 지역 한인노무자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1939~1941)” 지원
국가 간 협력 활동 지원│미크로네시아 정부와의 기지 운영 협력요청 및 현안사항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부처 및 국회 관계자 활동 지원

Site visits│Between 2006 and 2019, a total of 1,911 people visited the center. An
average of 137 persons visited each year. Since 2014, the number of research and
maintenance staff at the Center has decreased due to a decrease in the research and
operational budgets.
Media coverage and support for “learning through experience in the tropics”
program│Promotion of the KSORC to the public through the media, support for a tropical
experience program to introduce the center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raining for future
marine scientists. A total of 171 students took part in the program.
Support for voluntary medical serv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ons into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the area│Support for the first nongovernmental assistance given for the public health and voluntary medical services in a
developing country and support for the “investigation into forced Korean labor in the South
Pacific Islands (1939-1941)” project by the truth-finding committee for victims of forced
labor under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Support for bilateral governmental cooperation│Close cooperation with the FSM
national and Chuuk State governments and support for relevant agencies,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congress personnel to share agendas.

2006~2019년 사이 1,911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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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특별한 경험

남태평양에 연구기지를 설립하다
불혹을 담은 Divers Heaven
4인의 활약상
정情이 통하는 문화
태평양기지 파견임무를 마치며
오직 유일한 바람은 무사고였다
혼자 지켜야 했던 기지
KSORC는 그곳에 그렇게 있었다
짧은 시간 결정이 만든 추억  
눈이 시리도록 바다가 투명한 축 환초
세상이 멈춘 그 곳으로의 시간 여행
축에서 23년, 태평양기지에서 17년
다시 가고픈 환초
형형색색 산호초 숲에서
작은 것에서 찾은 보람과 그리움

그들과 조화를

현지법을 알았어야
축 사회 일원으로
미크로네시아 축주 이해하기

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손님 맞이하기
청소년을 위한 열대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산, 정산, 정산
조사준비보다 힘든 부식 챙기기
새롭게 기지 건축을 시도하다
배가 있어야 했다.

5장

미래를 위한
준비

발전을 위하여
세상은 변하고 있다.
열대 태평양 과학 허브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
태평양기지 미래를 준비 한다.

224
228
232
236
242
246
254
262
266
270
276
282
288
292
296
300
306
310
316
320
326
330
334
338

344
346
347
349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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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은 이상이고 과학은 현실이었다.

해양연구의 가장 큰 영역은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지구에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서 가장 크고 깊은 바다이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
들이 숨겨져 있다. 태평양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
반도의 기후를 결정하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바다이다. 엄
청난 생물과 자원을 품고 있는 태평양에 대한 경쟁은 대항
해 시대에 영토를 차지하려는 것에서 과학기술로 더 많은
자원을 얻으려는 것으로 바뀌었다. 많은 나라들이 태평양
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해양과학
기술원 태평양해양과학기지를 통해 태평양 연구의 새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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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are Pacificum
02. 과학으로 요약해 본 태평양
03. 태평양을 향한 노력
04. 태평양 연구,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다
05. 태평양 연구를 위한 노력 (국제협력)
06. 대양과학연구 거점 준비
07. 이미 그곳에는 - 태평양에 위치한 선진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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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단절된 공간에서
풍요로운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태평양기지가 있는 축주 역시 적은 노력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함께 나누며 살아도
충분한 곳이다. 과학을 연구하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열대바다와 함께 살아온 문명을 받아들인다면,
태평양은 한층 더 가깝게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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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are Pacificum

CANADA

면적보다 넓다. 우리 역시 태평양의 한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처음으
로 태평양이라고 부른 사람은 마젤란이며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나라
는 다시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로 나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태평양은 평균 수심이 4,000미터에 이르는 매우 깊은 대양이고,
보유할 수 있는 열의 총량 또한 거대하여 대기 순환과 해수 순환의 작용
을 통해 지구 기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
태평양의 생물다양성은 세계 최고이다. Coral Triangle에는 해양
어류의 절반, 전 세계 산호초의 30%, 알려진 해양 생물의 70%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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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진화로 새로운 종을 확산하는 저수지 역할을
한다.
태평양에는 이미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현지에 인프라를 설치하여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현
재 팔라우가 운영 중인 Palau International Pacific Coral Reef
Center를 설치해 주었다. 미국은 환경부EPA를 중심으로 미크로네시아
에서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타히티, 뉴칼레
도니아 등 식민지에 국립해양연구원Ifremer 분원을 설치하여 해양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평양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공간에서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극지 과학 연구를 위한 남극, 그리고 심해저 자원 개발 연구를
위한 태평양이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1994년 남한 면적의 1.5배
에 달하는 15만km2 면적에서 탐사권과 개발권을 확보한 것을 들 수
있다.

The Pacific Ocean covers nearly one-third of the Earth’s surface, an
area larger than the planet’s total land area. The sheer expanse of the
Pacific Ocean trivializes Korea’s footprint. The Pacific Ocean was first
called by its name by Magellan. The island countries located in the
Pacific Ocean were collectively known as Oceania, and Jules Dumont
d’Urville further divided Oceania into Melanesia, Polynesia, and
Micronesia.

Schouten & Le Maire 1616

23

KIOST가 선택한 밀레니엄 공간 - 태평양

태평양은 지구 표면의 약 1/3을 차지하며 지구에 있는 육지를 다 합친

태풍 진행 경로

기단

조산대

mT: M
 aritime Tropical(Moist and Warm)
mE: M
 aritime Equatorial(Moist and Hot)
mP
mP: M
 aritime Polar(Moist and Cold)
cT: C
 ontinental Tropical(Dry and Warm)
cP: Continental

Polar(Dry and Cool, Cold)
cA, cAA: Continental Arctic, Antarctic(Dry and Very Cool)

차가운 해류
따뜻한 해류
세계 각 국의 탐사해역
우리나라가 확보한 해역

cP

cP

cT

mT

North Pacific

Subtropical Convergence
Zone

Eastern Garbage patch
N. PacificSubtropical High

Kuroshio

California

Western Garbage patch

mE
North Equatorial

mT
cT
mT

mP

mP

mT

mE

태평양에는 지구 전체 표면수의 45%가 넘는 물이 저장되어 있다. 물은 육지
보다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열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재분
배하는 바다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보다 엄청나다. 바다가 머
금은 열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계절풍과 무역풍의 흐름을 만드는데, 대양에
서 열에너지가 퍼지고 순환시키면서 인간이 거주하는 해안가를 비롯하여 육
지 환경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의 열순환 과정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 위치, 공기와 대양 순환, 지축의 기울기, 해류의 형성과 바람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문제는 대양에서 진행되는 열 분배
체계가 변하는 것으로 대기 온도와 강우 형성에 영향을 준다. 21세기에 더
욱 현저한 해수면 변화, 열대성 질병과 해충의 확산, 그리고 엘니뇨 주기 변
화가 그 예이다. 특히 엘니뇨는 심한 가뭄, 홍수, 폭풍 등과 연관되어 사람
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태평양의 생물다양성은 세계 최고다. 특히 Coral Triangle로 알려
진 필리핀, 동부 인도네시아, 뉴기니, 솔로몬 제도 부근에 형성된 암초 지역
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나타낸다.
cT
태평양 해역에 산재한 섬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는 우연히 방문한
생물을 고립시키기도 하여, 그 지역의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진화하도
록 만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섬을 찾은 동식물들은 오랜 시간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돌연변이를 만들고 다양화시켰다. 불행하게도 태평양에
진출한 인간은 다양한 생물종들이 창조해낸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하고 있다.

mE
The Pacific Ocean plays a critical role in regulating climate. With an
average depth of 4,000 m, it retains an enormous amount of heat
that is a crucial part of heat exchange in atmospheric and oceanic
circulation. Given the current global climate challenge, changes in
the oceanic heat exchange mechanism have an effect on atmospheric
conditions and the rainfall patterns. The Pacific Ocean is also one
of the most biodiverse areas in the world. The Coral Triangle in the
western Pacific is home to half of the world’s oceanic fish species,
one-third of the world’s coral reef area, and 70% of known marine
species. Life in this area is constantly evolving, and is arese rvoir for the
development of new species.

cT

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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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태평양을 향한
노력

태평양기지 설립 이전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태평양 연구 활동 요약

1989년

1992-93년.

1997년

1998년

미국지질조사소(USGS)와

TOGA(Tropical Oceans

마셜 군도 주변해역

마셜 군도 및

마셜 군도 주변 해역 조사 참여

& Global Atmospheric)

심해저 단독 조사 수행

미크로네시아 해역에 대한

(코발트,망간각 조사)

열대해양대기 관측 참여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

심해저 및 대양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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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4년에 ‘한국과학기술

제1장

태평양 진출

원 부설 해양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우리나
양 연구 및 조사에 집중하였다. 1980년대에 두 가지 국제적 연구 이벤트를 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극지 과학 연구를 위한 남극 진출이고, 그리고 태평양 심
해저 자원 개발 연구를 위한 대양 진출이었다. 남극 연구는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주인이 없는 대륙에 대한 선점과 주변 해역에 대한 알
려지지 않은 미래 자원 확보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심해저
연구는 태평양 해저에 형성된 망간단괴 등 해양 광물 자원을 확보하려는 준비
였다. 어찌 보면 남극보다는 심해저 광물자원 연구가 하와이를 중심으로 시도
하였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수행한 대양 과학 연구일 수 있다.

열망은 곧 희망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미 1983년부터 태평양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태평양 연
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미국 연구 선박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탐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평양 작은 귀퉁이의 한반도
는 기후, 수산 자원에서 태평양과 연계된 다양한 영향을 직접 받고 있지만,
당시 한정된 연구 기반으로 확장된 규모의 연구를 직접 진행할 수는 없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태평양에 띄울 연구 조사선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1년 처음으로 노르웨이에 위탁하여 건조한 1400톤 급 온누리호
를 진수하였다. 비록 대양에 진출하기에는 작았지만 그래도 해양 과학 연구
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태평양 광물자원연구를 진행하면서 광물 채취를 위한 심해저 환경
1999년
미크로네시아 축섬 주변 해양에

및 생물 분야로 연구가 보강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 대양 기후, 열대 산호
초 생물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로 확대하였다.

대한 진주양식, 열대어류 양식 등
수산자원개발 가능성 현지 조사 실시

박흥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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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초의 해양연구전문기관이다. 초기에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기초 해

유엔해양법협약으로 해양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우리와 같이 대양과 직접 접하지 못한 나라들의 과학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열대 태평양은 생물, 자원, 기후 면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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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구,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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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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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태평양 연구를 위한 노력
(국제협력)

태평양에서 과학 활동을 하려면 우선 조사 공간을 소유한 대상국이나 국제적으
로 관심을 공유하는 기관 등과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과학조사에 앞서 일반적
으로 상대국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태평양 조사를 위
해 해양과기원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1996년 남태평양의 심해저자원 탐
사 및 공동연구를 위해 SOPAC남태평양 응용지구과학위원회과 체결한 양해각서이다.
SOPAC은 국가 관할권의 자원관리와 각종 조사연구를 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태평양에서 심해저 자원 개발과 역량을 지원하고 그곳에
서 우리나라의 외교적·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MOU 체결 이후 해양과기원은 SOPAC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1999년에는 SOPAC이 주최한 파푸아뉴기니 해양 광물 회의PNG
offshore Mineral Workshop에 참가하였다. 이후 연차 총회 및 다양한 워크숍 및 교육

세미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SOPAC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공고
히 유지해오고 있다. SOPAC은 2010년에 SPREP 과 SPC으로 기능이 이전되었으
며, GEMGeoscience, Energy & Maritime Division부서로 흡수통합 되었고, 해양 영토,
재난 및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지구 및 해양 관측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 응용 과
학 및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여 태평양 국가 및 영토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SOPAC에서 기능이 분리된 SPREP남태평양 지역환경위원회과 SPC남태평양 위
원회와는 각각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SPC는

1947년 설립돼 현재 22개의 회원국과 4개의 창설지원국이 가입된 지구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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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SOPAC
남태평양응용지구과학위원회

국제기구 SPREP
(태평양 환경계획 사무국)

후변화·재난재해 대비, 해양생태계와 도서국가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태평양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기구로 태평양 접안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
고 있다. 우리 원은 양해각서 체결과 연차총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
이고,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의 연구 활동에 가속도를 붙이고자 하였다.
2000년에는 미크로네시아 축Chuuk 주에 해양과학기지 설립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기지센터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밝혔고, 축Chuuk 주는 연방정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에서 센터를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최대 지원을 약속할 선의가
있으며, 센터의 설립과 관리 및 다른 운영관련 문제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기지가 2000년 5월 30일
에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 이후 태평양해양과학기지는 2010년에 수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미크로네시아 연방 해역의 생물 다양성, 해양생명공학
등 연구 항목을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미크로네시아의 코스레 주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체
결 이후에 우리원은 코스레주에서의 해양생물자원조사를 2015년까지 정기적
으로 시행하는 등 실질적 연구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
였다.
김희진

35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KIOST and the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 (SOPAC) for exploration and
joint research on underwater resources in the South Pacific was the
KIOST’s fir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for the Pacific
region. Subsequ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s were signed
between KIOST and SPREP and SPC for research activities in the
Pacific region. In 2000,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in Chuuk, Micronesia. I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KIOST
delineated the objectives of the Korean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In 2004,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as signed with the
state of Kosre, Micronesia.

축주정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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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양과학연구
거점 준비

신국제해양질서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새로
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신호였다. 미국과 구

소련의 해양관할권 확장으로 시작된 신국제해양질서는 대양에 접해 있는 연안
국의 주변해역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여 연안국이 해양관
할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대부분이 공해였던 대양의 3분의 1 이상의 해역이
연안국 또는 도서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양과
직접 접하지 못한 나라들은 사실상 대양에서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셈이었
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원양어업과 해양자원 개발 등 대양 공간에 활발하게 진
출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어업활동
을 하기 위해서 입어료를 지불하여야 했고,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광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개발권을 확보해야 했다.

대양과학연구거점 준비

당시 대양 과학 연구를 추진하던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은 태평양 연안・도서국에 비외교 거점인 해

양과학기지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에 제기하였고, 정부는 해양영역과
해양자원확보를 위하여 남태평양 해양과학 전진기지 설치를 정부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외국 영토 내에서 해양과기원이
해양과학 공동연구기지 설치・운영을 실행하기를 요청하였다. 해양과기원은
1998년 10월 당시 박병권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정책연구소 권문상 박사를 대표

38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1장

로 하여 문재운 박사해양지질, 명정구 박사해양생물, 신연철 사무관해양수산부 등 4
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고, 피지, 마셜공화국, 미크로네시아 폰페이주와 축

쉽지 않았던 선택

피지는 이미 진출한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가 적어
환영받지 못할 처지였고, 마셜공화국은 지리적 접

근이 너무 열악하였으며, 폰페이 주는 건물을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이었다. 축
주에는 리조트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었는데 덕분에 주지사를 비롯
한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았고, 특히 과학 연구에 대해 호의적이었
다. 또한 괌에서 1시간 30분 거리로, 지리적 조건과 항공편 등 인프라 조건이 상
대적으로 원활한 적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 때문에 국가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기지 건설 가능성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신 국제해양질서가 자리잡아 가는 시점에, 태평양 진출을 포기한다면 대
한민국은 열대 바다 없이 21세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소규모로 비
상설 형태의 해양과학기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미진・권문상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opted in 1982, recognizes
200 nautical miles of territorial waters of coastal states bordering the ocean as an
exclusive economic zone (EEZ), and thus, more than a third of the Pacific Ocean
has been incorporated into its national jurisdiction. KIOST recognized the need to
construct a non-diplomatic overseas marine science research center in the Pacific
coast and island countries. In 1998, a delegation was formed for the construction of
a marine science research center, and Chuuk State of Micronesia was selected as the
construction site from several candidat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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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전답사를 진행하였다.

대양에 접해 있는 연안국의 주변해역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공해가 대부분이었던 대양의 3분의 1 이상이 연안국 또는 도서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

Arctic Ocean

North Atlantic Ocean

South Pacific Ocean

South Atlantic Ocean

Southern Ocean

40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1장

중국
KIOST가 선택한 밀레니엄 공간 - 태평양

동해
황해
대한민국

중국

울릉도

독도

일본

대한민국 영해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이어도

한일 중간 수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

North Pacific Ocean

India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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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곳에는 - 태평양에 위치한
선진 해양과학기지

앞다퉈 진행된 태평양 진출

태평양에는 이미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이
진출해 있었다. 우리가 태평양기지를 설립하

려는 시기에는 중국도 가세하여 도서국 경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에
인프라를 설치하여 해양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식민지 통치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이들 국가의 태평양 진출은 대부분 2차 세
계 대전 이후 위임 통치를 위해 진출하여 지금까지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
는 형태였다.

미크로네시아에 대한 통치 열망을 가진 일본

일본은 1차 대전 승전국이
라는 배경으로 당시 태평양

에서 독일의 식민지 지역을 관리하는 행운을 얻으면서, 미크로네시아 지역 일부
를 차지하게 되었다. 2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를 포함하
여 10만 명이 이주하였고, 초기에는 농사와 광물 채취를 진행하였으나, 1930년
대 이후에는 태평양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수기지 건설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
에서 섬마다 식수와 식량 자급을 위한 기후 정보, 해도 측량 등 기초 과학 정보를
확보하였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하였지만, 일본은 1946년 축 환초에 식량 지원을 하
였고, 1960년대 전쟁 중에 사망한 일본인 유해 송환을 위하여 미크로네시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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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멜라네시아 지역에서도 활동하였다. 지금도 가고시마 대학에서는 태평
양 다도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태평양 도서국의 인문사회 및 자연환경 연구를
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해양생명공학연구소(MBI)는 열대해양생물로부터 신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제협력단JICA
를 통해 2001년, 현재 팔라우가 운영 중인 Palau International Pacific Coral Reef
Center를 설치해 주었다. 일본 해양과학기술연구소JAMSTEC의 지구관측프론티
어시스템FORSGC에서는 기후변동관측 연구와 해수순환 연구를 위하여 팔라우
주변해역에서 장기적인 PALAUPacific Area Long-term Atmospheric observ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사업을 진행하였다.

태평양 과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미국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뿐
아니라 하와이 아메리카

사모아가 위치한 폴리네시아를 중심으로 태평양 산호초 지대 환경 및 생태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환경부EPA를 중심으로 Sea Grant 사업을 실시하여 수년
에 한 번씩 미크로네시아에서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태평
양권 군소국가와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다양한 생물유전자 자원을 확보하여
자국의 생물 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
학을 중심으로 장기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타히티에 위치한 검프 캠프
Gump Station는 독지가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분교에 기부한 공간으로 도서국이

나 해양 연구자가 단기 체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민지에 연구시설을 갖춘 프랑스

프랑스는 폴리네시아와 뉴칼레도니아
에 국립해양연구원IFREMER 분원을 설

치하여 산호초, 산업생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연물, 대양생태계
및 주요 유용생물에 대한 병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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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 팔라우에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

➊ 프랑스│타히티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Exploration of the Sea
Research Centers
흑진주생산, 해양환경,
해양에너지, 생물다양성
wwz.ifremer.fr
➋ 미국│타히티
Gump Station
산호감시 백화현상,
해양교육 생물보전
www.moorea.berkeley.edu
➌ 호주│바누아투
Orpheus Island
Research Station
해양생물다양성, 기후변화요인,
자원증식, 교육, 연구지원
www.jou.edu.au
➍ 일본│팔라우
Palau International
Coral Reef Center
해양생태 보존·복원,
산호백화현상 , 수산생물 양식
www.pi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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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직 태평양에 과학연구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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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과학 연구에 가세한 중국

가지고 있지 않다. 샤먼에 위치한 제 3
연구선인 ‘장성 2, 3호’ 등이 태평양 해역에서 해류, 회귀성 어류 이동 등 대양 조
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중국 연구선이 축 환초를 방문하여 2주
정도 체류하면서 보급을 받고 있다.
박흥식

Countries leading marine science research,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S.),
Australia, France, and Japan, have installed research infrastructure in the Pacific
Ocean and have been conducting marine science research for a long time.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initial development of
the Palau International Pacific Coral Reef Center and has been providing the
operational costs since 2001 through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In addition, the U.S. government performs systematic and
regular marine surveys in Micronesia once every few years as part of Sea Grant
projects, coordinated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France
also established a branch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ploitation of the Sea
(IFREMER) in French territories, including Tahiti and New Caledonia, and has
been conducting marin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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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열대 환경 및 산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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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은 이상이고 과학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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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FSM 축주에 과학기지설립 확정
03. 태평양에 해양과학기지가 생기다
04. KSORC 문 열다
05.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06.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 환초
07. 경영전략수립
08. 조사보다 힘들었던 승인절차
09. 살림살이를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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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태평양에 해양과학기지 설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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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에서 바라본 태평양의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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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평양에 접해 있지만, 열대 바다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새로운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열대 태평양은
해양과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태평양기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설립이 추진되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태평양이 없는 21세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정신이었다.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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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Pacific Ocean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is a country extending approximately
2,700㎢ from the west to the east coast of the Pacific Ocean at approximately
5 degrees north latitude. It accounts for approximately 2.6 million ㎢ of the
Pacific Ocean, but has a total land area of only approximately 702㎢. This
indicates that 99.7% of the country’s area is made up of sea, thus making it
a Pacific island country. The country has a warm weather throughout the
year with an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27 °C due to the tropical oceanic
climate. In addition, rainfall is concentrated during summer.
According to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country , Chuuk means mountain.
Chuuk State consists of 192 islands, one of which is the Chuuk lagoon.
However, there are several people who assume that Chuuk State only consists
of Chuuk lagoon. Chuuk lagoon has a circumference of 225 km, and an area
of 2,000㎢, wherein Jeju Island is located. The lagoon can be considered as
a ‘miniature version’ of the Pacific environment, as it contains all the coastal
environments found in the 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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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은 북위 5도 부근 태평
양의 서쪽에서 동쪽해역까지 약 2,700km 길게 이어진 도서국으로 면적이
약 260만km2에 이르고, 99.7% 가 바다로 되어 있다. 열대 해양성 기후로
산호초 상태가 우수하며 높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축주Chuuk State는 192개의 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축 환초Chuuk Lagoon이다. 환초의 둘레는 225km에 이르고 라군의 면적은
2,000km2로 제주도를 환초 안에 거의 담을 수 있는 면적이다. 축 환초는 태
평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안 환경을 환초 한 곳에 모아놓은 태평양 환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남태평양 해양과학 전진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피
지, 마셜공화국,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주Pohnpei State와 축주Chuuk State를
답사한 후 축 환초Chuuk lagoon의 해양연구 잠재성과 한국에서의 접근성 등
을 고려하여 해양과학기지 건설의 적지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업무영역을 축
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남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남
태평양해양연구센터”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SORC로 명명
하였다.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2000년 5월 31일 개소식을 개최하
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상설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연중 오직
20일 전후 기간 동안만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06년부터 연중 지속
적으로 연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다. 태평양 도서국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속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 이외에 원주민들
과 함께 하는 민간 외교차원의 활동이 부가적으로 필요하였다. 임대료, 통
신료, 현지인력 활용비 등을 제외하면 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
하였다. 아주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는 도전과 사명감
이 앞섰다.
2009년에는 마침내 태평양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63000m2 부지
를 2009년부터 2099년까지 9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다.
태평양해양과학기지가 적도 부근의 오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과학
기지라는 점에서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언론에서는 과학기지로서 역할
이나 중요성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활약에 더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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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
해양과학기지 설립 준비
01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영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과거, 바다는 영토라는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
다를 영토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에 태평양 도서국에 원양어업기지
를 진출시켰고 과학연구를 위해 남극에 세종기지를 설립하였지만, 현실적인 과학연구와 기후변
화연구, 잠재적인 자원 공급원 확보, 과학 외교 등을 위해 태평양 열대해역에 과학기지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연한 시작

1996년경 마셜제도공화국✽의 교포 한 분이 마셜제도 배타
적경제수역✽✽의 해양자원개발권을 현지 정부로부터 전권

위임 받았으며, 한국정부의 구입의사를 문의해 왔다. 일부에서는 마셜공화국 EEZ
해양자원개발권을 확보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정책연구부는 EEZ 해양자원개
발권은 해당정부와 직접 논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시 송원오 해양연구소 소장이 정책연구부에게 마셜제도공화국을 관할하던 주 피
지 대사관을 방문하여 제안자에 대한 신뢰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정
책연구부 권문상 박사가 팀을 구성하여 주 피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결론적

✽

마셜제도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 남서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1991년 대한 민국과 수교하여 20여

✽✽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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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인을 통한 EEZ 해양자원개발권 확보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해양과학 전진기지 설치를 정부정책으로 설정
정책연구부에 남태평양해양과학 전진기지 설치를 위한 사전답사를 지시했다. 권문
상 박사를 대표로 하여 문재운 박사해양지질, 명정구 박사해양생물, 신연철 사무관해양
수산부으로 구성된 4인의 대표단은 피지, 마셜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폰페

이 주와 축주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전답사를 수행하였다.

첫 방문지 피지로 출발

피지에는 300여 명의 교민의 있었다현재 약 1,100여 명. 주
피지 한국대사관문병록 대사 등과 KOICA 사무소김기웅 소

장

방문 후, 남태평양 대학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USP을 방문하여, Esekia Solofa

부총장과 Timothy Pickering 해양과학대학 학장 등 4명의 USP 담당자와 만났다.
USP는 1968년도에 이미 12개 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분소가 설치되어 있는 약 290
억 원1998년 기준의 재정규모를 가진 다국적 대학이었다. 해양과학대학은 일본국제
협력단JICA에 의해 새 건물을 기증받은 상태였고, USP 담당자들은 해양과학대학을
방문하여 센터구축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당시 남태평양대학 측으로
부터 일본이 지어준 해양대학 캠퍼스에 한국이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가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즉, 한국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시기적으
로 늦은 감이 있었으며 또한 피지가 생각하는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축주에 기지를 만들기로

다음 방문지인 마셜공화국은 한국에서 접근하기에는
지리적 입지가 너무 열악하였으며, 미크로네시아 수도

가 위치한 폰페이주는 건물을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이었다. 반면에, 미크로네시아
축주의 경우 주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미 현지 한국인 기업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협력을 열망하였으며, 공동해양과학기지 구축에 모든 협조를
약속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고 일본이나 중국의 진출이 다른 곳 보다 제한적이었
다. 또한 축 환초와 주변해역에서의 기후변화 연구, 열대해양연구/산호생태계에 대
한 노하우 습득요소, 해양/자원개발 잠재성과 지리적 위치 등이 해양과학기지 구축
의 적지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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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해양연구소에 추진을 요청하였다. 당시 공공기술연구회 박병권 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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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바다는 그들이 가진 거의 모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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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공사 이전에 축 공항벽을 장식했던 포스터

55

국내 여건을 고려한 규모 축소

그러나 1998년 한국은 외환위기로 인한 IMF 구
제금융 상황에 처해 있어, 기지 구축과 운영에

투입될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기지구축에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남태평양 진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시점에, 예산 상의 어
려움으로 해양과학전진기지 설립을 포기한다면 향후 대양진출정책이 다시는 추
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에 따라 우선 비상설 형태의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추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주로 선정

축주로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추진하게 된 주요 이유는 첫째,
한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이었다. 즉, 괌을 거쳐 접근할 수 있는 가

장 가까운 남태평양 도서지역이며, 정기항공노선이 운항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
로 여겨졌다. 둘째, 북위 7도상에 위치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 해류를 장
기 모니터링하면 한반도의 기후변화 연구가 가능하리라는 점이었다. 셋째, 당시 한
국업체가 축 상업항의 항만 운영을 위탁 받아 보급이 원활하였고 또한 당시에는 활
발한 한국원양어선 정박으로 원양어선단과의 교류가 있으리라 예상했다. 넷째로는
현지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지원 약속으로, 현지 기관 및 생소한 문화의
현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미진

괌
필리핀

축주

폰페이주
마셜제도공화국

파푸아뉴가니

인도네시아
피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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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Center’s location underwent a rigorous selection
proces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the KIOST formed a delegation of
four persons to select a suitable site for the installation of the
southwest Pacific Ocean science advance station. The delegates
visited Fiji,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and Pohnpei and
Chuuk States o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mong these
island states, Chuuk State of Micronesia was eager to host the
Research Center and was very cooperative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Given the maritime development potential of
the Chuuk lagoon and its accessibility to South Korea, it was
selected as the site for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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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축주에 과학기지설립 확정
✽

02

1998년, 3개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전답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남태평양 해양과학기지를 미크로네시아 축주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요
예산을 배정하였다. 1999년 연초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지설치 정책안이 해양수산
부 1면 내용으로 보고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의지로 이미 1998년 후반부터 기지 사전조사 진행
등 기지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대통령 보고 후 기지구축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미크로네시아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연방 정부폰페이주 소재의 해양청Micronesian
Maritime Authority, MMA과 해수부, 축주 정부와 한국해양연구소간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협

의를 진행하였다. FSM 연방정부와 해양수산부 간에 해양과학협력 포괄적 정부 간 기본 협정
Arrangement을, 그리고 축주정부와 해양연구원간에 해양과학협력분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로 명명

기지의 명칭은 미래지향적으로 지었다. 축
주 현지에 해양과학공동연구 기지를 설립

할 당시는 국내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다양한 정치
적 지원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관계를 고려하고, 연구업무 영역을 축주만이 아
닌 남태평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지의 명칭에 대하여 다양

✽

미크로네시아 연방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 필린핀 서쪽에 있는 섬나라로 언어, 관습, 문화가 다른 Chuuk,
Phonpei, Yap, Kosrae의 4개주가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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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그리고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SORC”로 명명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초기의 기지는 비상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 마련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찾은 곳은 당시 한국인이 투자하여

설비한 보트 공장Hans Micronesia과 관련된 리조트CPR, Chuuk Pacific Resort였다. 이 곳
은 2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해양연구와 밀접한 보트운전, 다이
빙 가이드가 근무하고 있고, 자체경비와 식당, 그리고 자체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기반 시설 투자가 곤란한 비상설 운영 기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이였다. 기지는 이
리조트의 2모듈을 임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리조트 직원을 연구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리조트 보트를 빌려 시작한 연구이지만 이미 한국인들과 일을 하는데
익숙했던 현지 인력들과 현지에서 좋은 인상을 주고 있던 한국 기업 덕분에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는 후에 현지인 고용 지역과의 우호적 관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미진

The plan and preparatory work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arine station materialized
in 1998. Subsequently, the Maritime Autho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Micronesia and the government of Chuuk State were consult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the construction of the research center. The name of
the research center,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SORC),” was
selected based on various levels of political support from the state and national FSM
governments, the KIOST’s aim to expand the focal research area, and the mutual
consent between the Chuuk State government and the K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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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회사와 협력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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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름이 남태평양인가

의 문의가 있었다. 북위 7도에 위치하므로, 남태평양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당
시 권문상 박사는 남태평양이라는 명칭이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IHO
의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에서 발간한 “Limits of Oceans and Seas"를 참고
한 것으로 적도 이남으로부터 남극대륙 이북과 남미대륙과 호주 간의 해역을 지칭하나, 북태평양의
남서측 해양과 남태평양의 서측에 도서국가군들이 산재해 있고, 이들 도서국가들이 유사한 문화적
・종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남태평양’으로 칭하기로 한 근거를 설명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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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설립된 후 한동안 센터 이름에 ‘남태평양’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연구자들

축주 정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이야기

타국에서 협력기지 구축 등에 따른 명칭 확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
리만의 주장과 요구 또는 사전협의 없이 명칭을 정하는 것은 외교적 실례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현지에서 지속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양
한 명칭을 양해각서(안)에 포함하여 축주지사 사무실로 의뢰하였고 축주지사 산하 전담 변호사
와 다수의 의견이 팩스로 오가면서 이견과 설득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되었다. 당시 축에서는 전
화모뎀을 사용하여 위성을 통한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교환하
는 것은 어려웠고 팩스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다. 그러나 팩스나 국제전화도 위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현지에서 전력생산이 중단될 경우에는 송신이 어려웠다. DHL 등 국제
택배 서비스도 사용해 보았으나, 당시만 해도 괌에서 오랫동안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오가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의 느긋한 진행으로 우리가 자주 전화와 팩스를 확인하
여 양해각서(안)과 명칭 확인이 진행되었다.
현지 생활수준이 국제기준상 낮게 분류된 도서국이지만 현지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사
람들, 특히 변호사, 주지사 등의 경우 하와이 대, 괌 대, 또는 미국 본토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층들
로, 초기 양해각서에 대한 검토는 ‘must’, ‘shall’, ‘would’ 등의 단어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과 설
득이 많았다. 축주정부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
지만, 자국의 바다에서 이동과 활동을 허락함에 따라 축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무
척 컸다. 축 기지가 걸음마 시기를 거치면서 열대해역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현지 환경에 적응
하기 전까지, 축 정부가 기지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자체 역량 내에서 협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한 예로, 우리가 연구조사에 활용할 선박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양자원국이 자체 보트와 인력을 지원하여 연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품 운송을 위해서는
Business Permit이 필요한데 센터가 법인기관이 아니고 양해각서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
에 Business Permit 발급이 어려웠다. 그러나 현지정부의 도움으로 확보하여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었다. 초기 전화/팩스 및 인터넷 라인 설치, 컨테이너 물건 통관, 연구진들의 입국절
차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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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주정부와 양해각서 체결(상), 초기의 사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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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
해양과학기지가 생기다
03

해양과학기지 설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드디어 2000년 5월 31일 개소식을 개
최하였다. 미크로네시아연방국 정부 상원의장, 축주지사, 연방 정부 해양항만청장
및 현지 시장, 지역 주민 다수가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과 해양연구원장, 정부대표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과 국제협력담당자, 그리
고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마침 심해 탐사를 마치고 축 환초에 입항해 있
던 온누리호 승조원과 연구원들도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행사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표한 문해남 해양개발과장과 정충모 국제협력담당자가 참
석하였으며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정부대표인 해양항만청장과 한국정부와 미크로
네시아 연방국 정부 간의 협정✽ 체결식도 같이 개최되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현지 지역 문화를 존중하여 개소식 행사는 축 전통적 방식을 수용하였다. 모든 참
석자들과 기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었고, 기념품도 배포하였다. 온
누리호 승조원들의 배려로 개소식에 참석한 주지사를 포함하여 축과 연방정부 주
요 인사들을 온누리호로 초청하여 선상 리셉션도 진행하였다.

✽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

축정부와 해양과기원간의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ooperation in the Ocean Science and Technology)는 2000년 4월 27일에 이미 체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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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설립 배경 요약

1998.04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 주도로 주요 거점 지역에 해양전진기지 개발을 보고
- 러시아기지와 서태평양 해양전진기지 개발 내용 등

1998.06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고보 후속조치로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계획 수립 확정보고,
해양연구소 정책조정실에서 남태평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입지선정 조사과제 수행

1998.09

해양수산부, 센터설립 적지선정 현지조사 및 미크로네시아 축주에 센터설치 구축계획 확정

1998.10

한국해양연구소 정책연구사업으로 「남태평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입지조사연구」 수행

1998.11

해양수산부, 미크로네시아 축주에 남서태평양 해양 전진기지 구축계획 수립 확정

1999.01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 미크로네시아 축주에 해양과학전진기지 설치 계획 제1면, 제1장으로 보고  

1999.12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수산부 기술용역사업으로 남태평양 해양자원개발 연구 수행
2000.04	미크로네시아 축주-한국해양연구원간 양해각서MOU 체결
2000.05	해양수산부와 미크로네시아 해양항만청 간 해양과학기술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서(Arrangement) 체결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설치 개소식
2000.06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으로 남서태평양 흑진주 조개 자원 개발사업 진행

2001.03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을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연구로 확대 진행

2006.01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의 상설화 개시

65

개소식 행사 준비(상)와 개소식을 마치고(하)

66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개소식은 1시간에 불과했지

제2장

전통과 예절,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하는 행사 준비

만, 행사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
했다. 축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참석 인원에 맞
는 음식 준비와 현지 전통 행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
부식을 가지고 오는 컨테이너 화물선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들어오거
나 입항이 연기될 경우에는 음식이 부족할 수 있었다. 현지 한국기업의 도움을 받아
공급선이 들어오는 즉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음료나 냉동고기,
코코넛, 쌀 등 저장기간이 긴 음식들을 먼저 구매하였다. 그 외 수박 등 수입과일, 오
이 등 수입채소는 귀한 품목이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였
다. 또한 현지 전통에 따라 추장들을 배제할 수 없었고, 자리 배정도 쉽지 않은 부분
이었다. 현지인들의 자문과 전통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였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백 가지 일

온누리호 연구선이 축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

박이 축 환초에 출입하고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축에는 도선사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약이 힘들었
다. 또한 축에서 입항 절차를 진행하려면 에이전트를 확정하여 입출항 절차, 급유예
약과 선불송금 논의, 세관, 출입국 문제 등을 해결해야 했는데, 우리는 온누리호 입
항을 위한 준비가 처음이어서 쉽지가 않았다. 가끔 잠을 설치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
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 특히 온누리호의 입항이 일요일이어서 휴무에 따른 출입국,
세관, 도선사, 에이전트 활용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온누리 정박
시 현지 경찰의 24시간 경비활동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온누리 급유예약은 선불예약이었고, 연구소 재무팀이 선불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현충일memorial day 기념일 등의 이유로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급유가 불가하
다는 현지 에이전트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연구소를 통해 팩스로 선불 송금
표를 전달하였고 Chuuk Pacific Resort에서 현장 보증에 서명해 주면서 급유가 실시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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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너무 많았다. 특히 한국과 전혀 다른 사회체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점검해야만

그리움, 고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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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행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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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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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RC 문 열다
04

해양과기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00년 5월 30일 미크로네시아연방 축주에 한
・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KSORC를 개소하였다.
설립 당시 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태평양도서국과 협력관
계 구축기지,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실험기지, 태평양 과학정보 수집 거점이라는 목표
를 가졌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상설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연중 오직 20일 전
후 기간에만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2006년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연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다.

우리 연구 임무보다 중요했던 소통

해양과기원은 이미 남극 세종기지, 북극 다
산 기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양활동 거점

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태평양 도서국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속에서 센터를 운영하
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 이외의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민간외교차원의 활동이 부가
적으로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소유하고 있던 장비를 빌려주는 단계로 시작하여 이
제는 학교에 과학정보 지원, 정부 공무원 직무교육, 지역 쓰레기 소각 및 청소, 심지
어 해양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계몽활동 등으로 확대하였다.
호혜적 협력을 설립 목적으로 하다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는 남태평양 해
양개발에 대한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의 해

양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남태
평양 도서국가의 국민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해양자원 공급원 확보를 도모하고
자 설치・운영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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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launched the Korea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in Chuuk State, Micronesia on May 30, 2000 with
a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esearch center was operated as a non-permanent organization
and only conducted research activities for approximately 20
days annually between 2000 and 2005. The research center was
converted to a permanent organization in 2006 where research
personnel can be stationed throughout the year. In addition to
research activities, various public outreach programs, including
station open days, beach clean-ups, and public education
programs, were mandatory to reinforce th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to embrace local culture.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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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박을 가져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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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05

태평양 적도 북쪽을 차지한 바다로 이루어진 국가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은 북

위 5도 주변 태평양의 서쪽에서 동쪽해역까지 약 2,700㎢ 정도 길게 이어진 국가
이다. 북서쪽으로는 괌과 마리아나제도, 동쪽으로는 마셜제도, 서쪽으로는 팔라
우와 필리핀이 있으며, 남쪽으로 나우루와 키리바시가 있다. 약 260만㎢에 이르
는 태평양 해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국토의 면적은 약 702㎢에 불과하다. 국
가 면적의 99.7%가 바다로 되어 있는 태평양 도서국이다. 태평양 서쪽에서부터 얍
Yap, 축Chuuk, 폰페이Pohnpei, 코스레Kosrae 등 607개의 섬과 환초들로 이루어진 4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는 폰페이 주에 위치한 팔리키르Palikir로, 폰페이Pohnpei
라고 부른다. 198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섬마다 언어가 달라서 영어를 국
가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국가 화폐도 미합중국 달러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칭은 FSM 또는 ‘마이크로네시아’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공식 명칭이 ‘미크로네시아’로 되어 있다.
열대 환경이 가진 모든 해양 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구성

미크로네시아연방은 열대
해양성 기후로 일 년 내내

따뜻하다. 연평균기온은 27°C이며 강우량은 여름에 집중된다. 산호초 형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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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 거초, 환초, 그리고 물에 잠긴 산호초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지형에 따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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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초, 경사면, 암초 구멍, 만, 준 하구, 잘피밭, 맹그로브, 진흙갯벌, 그리고, 모래갯
벌 등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해양환경 여건이
매우 좋아서 우수한 산호초 상태와 높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1,000
종이 넘는 어류와 350종이 넘는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해양생
물다양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대왕조개, 바다거북, 해양포유류 등 여러
해양동물은 ‘IUCN 멸종위기 종의 주요 목록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가입되어 있다.

해양생태계 변화 감지

2011년 진행된 NGO에 의한 진행된 해양생태계 감시
프로그램에서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호초는 연안개발, 어종 남획으로 인하여 생태계 구조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도 부근에
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따뜻해지는 바다 수온이 산호가 성장하는데 추가적인 스트
레스를 주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산호초의 면적이 50%가량 늘어났다고 보고하였
다. 최근에는 불규칙한 엘니뇨 발생, 고위도에서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
변화 등으로 해양뿐 아니라 도서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빵나무, 코코넛 등 유용식물에 의한 식량 수확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Yap

Chuuk

Pohnpei

Kosrae

State of YAP

State of CHUUK

State of POHN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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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KOSRAE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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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USA

Guam
GUAMUSA

Pohnpei Kwajealein

Chuuk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Kosrae

Majuro

아이슬란드 호퍼의 취항 공항
IATA code

ICAO code

HNL

PHNL

Daniel K. Inouye International Airport

Airport name
Honolulu, Hawaii, United States

MAJ

PKMJ

Marshall Islands International Airport

Majuro Atoll, Marshall Islands

KWA

PKWA

Bucholz Army Airfield

Kwajalein Atoll, Marshall Islands

KSA

PTSA

Kosrae International Airport twice weekly only

Kosra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PNI

PTPN

Pohnpei International Airport

Pohnpei,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KK

PTKK

Chuuk International Airport

Weno, Chuuk,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GUM

PGUM

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

Guam,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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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ulu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extends approximately 2,700 km 2 from its
west to east ends along near 5 degrees north latitude. FSM’s EEZ accounts for
approximately 2.6 million km2 of the Pacific Ocean whereas its total land area
amounts to approximately 702 km2. The extreme areal skew highlights that 99.7%
of the country’s area is made up of sea, making it an island nation. FSM has a
warm climate throughout the year with an annual average temperature of 27 °C.
Precipitation is concentrated during the Northern Summer. FSM is also a home to
speciose and healthy coral reef ecosystems. Diverse marine life constitutes various
distinctive tropical marine ecosystems, including seagrass meadows, mangrove forests,
and coral reefs, which provide excellent research opportunities investigat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oral reef ecosystems. Unfortunately, considerable changes in coral
reef ecosystem have been observed recently, primarily due to coastal development
and rapi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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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여건이 매우 좋은
미크로네시아는
산호초 상태가 우수하여
해양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1,000종이 넘는 어류와 350종이 넘는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81

제2장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축 환초
06
축Chuuk 주는 미크로네시아연방국에 속한 4개 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축’이라고 부르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트럭’, ‘투룩’ 등으로 오랫동안 불렸기 때문이다. 축 원주민 지역
언어로는 축Chuuk이 맞는 표현으로, 산mountain이라는 뜻이다. 트룩Truk이라는 발음은 독일어
에서 유래한 것으로, 20세기 초에 미크로네시아를 차지한 독일인들이 축을 ‘트룩’으로 발음했기
때문으로 서양에 처음 알려질 때 영어 발음으로 ‘트럭Truk’이 되었다. 축주는 192개의 섬으로 구
성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축 환초이다. 하지만 축 환초가 축주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곳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공항도 있어서 축 환초를 제외한 다른 환초나 주변 섬은 존재
감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

자연이 만든 작품-환초

환초는 산호초가 지질학적 영향으로 만든
독특한 자연 유산이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놓은 듯 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섬이 있거나
심지어 원형 모습만 갖춘 형태도 있다. 환초는 산호초로 만들어진 지형구조로, 몰디
브 등 인도양의 아주 소수의 산호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평양에서만 관찰된다.
축 환초는 태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환초로 15개의 섬과 80여 개의 산호모래 둔덕과
같은 작은 섬을 담고 있다. 환초의 둘레는 225km에 이르고 라군의 면적은 2,000㎢
로 제주도를 환초 안에 거의 담을 수 있다. 땅은 아주 비옥하여 빵나무, 코코넛, 망고
등 자생 나무와 바나나, 타로를 포함한 유용한 식물들이 서식한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환초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 요새인 축 환초를 해군
군수기지로 사용하면서, 진주만 공격을 준비하였다. 일본이 이곳을 군수기지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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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태평양에서 집약 농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생
산을 위해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곳에 농토를 개간하였다. 드블론섬에는 지금도
이다. 그러나 환초가 만든 천혜의 요새는 1944년에 최대 고립지역이 되었고, 4
만여 명의 일본군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때 미국의 공격으로 수십 척의 대형
수송선과 전함이 수심 30m 이내 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되는데, 이들 침몰선을
보려는 다이버들로 인해 지금은 세계적인 다이빙 지역으로 더 유명하다.

태평양 도서 환경의 축소판

태평양으로부터 거대한 파도와 해류를
막아주는 환초 내부에 존재하는 섬들은

맹그로브, 산호, 잘피, 산호모래, 100m에 이르는 절벽 등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
고 있다. 마치 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연안 환경을 환초 한 곳에 모아놓은
태평양 환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섬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딴 섬일수록 지도자에게 복종
하는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크로네시아에서도 폰페이나 코스레
주에서는 작은 도시 모습을 갖추고 기록을 남긴 유적이 있다. 하지만 환초 내부
에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섬이 모여 있는 구조에서 복종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는 다소 어려워 보였다. ‘축키시’라 부르는 원주민은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사
납고 용맹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구조도 부족보다는 추장 중심의 소규
모 씨족 사회이며, 부족 간에 생산물을 교환하는 태평양 전통의 ‘쿨라’ 문화보
다는 전쟁과 약탈로 이어진 기록이 폰페이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축키시’는 지
금까지도 고유의 역사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주변에서 ‘사납고, 공격적인 종
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곳에 태평양기지가 있다.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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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충북 음성 분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

거대한 파도와 해류를 막아주는 환초 내부 섬들은 맹그로브,
산호, 잘피, 산호모래, 100m에 이르는 절벽 등 태평양의
모든 연안 환경을 볼 수 있어 태평양 환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양에서 가장 오래된 축 환초의 둘레는 225km, 라군의 면적은
2,000km2로 제주도를 거의 담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다.
15개의 섬과 80여개의 작은 산호모래 둔덕은 아주 비옥하여 빵나무,
코코넛, 망고, 바나나, 타로를 포함한 유용한 식물들이 서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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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ative tongue of the state, Chuuk means “Mountain.” However, Many assume that
Chuuk State only consists of the Chuuk lagoon. However, Chuuk State comprises a total
of 192 islands, many of which are located outside the Chuuk lagoon. The circumference
of the Chuuk Lagoon amounts to 225 km with an area of 2,000 km2. The expanse of
the lagoon is similar to the size of Jeju Island. The lagoon harbors nearly all types of
tropical marine ecosystems and can be considered as a miniature of the tropical Pacific.
The indigenous people of Chuuk lagoon are called the ‘Chuukese,’ and are known as the
fiercest and most courageous tribe in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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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수립
07
2000년에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처음 설립 계획은 세종기지와 같이 독립적
인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비상설기지로 시작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자금이었다. 당시는 IMF 사태로 정부 재정 지원도 원활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관 규모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지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였다. 해양
수산부는 기지 설립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마련해 주었지만, 본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
로 기지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랐다. 그렇다고 해양수산부만을 바라보고 있
을 수 없어서,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태평양기지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고 태평
양기지 경영전략과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영 목표를 세우다.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서 먼저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다. 태평양기지

의 역할과 성과 창출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영목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다.
가. 남태평양해양지역의 해양자원개발 전진 기지 구축
나. 남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 관계 확대
다. 해양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한 실험 기지 실현
라. 남태평양 해양연구 자료 및 정보 구축

남태평양해양지역의 해양자원개발 전진 기지 구축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는 특정지역에 있었지만, 센

터의 주요 기능은 남태평양 도서국가 전체에 대한 해양자원 조사 및 개발의 전진기
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열대지
역의 생태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해양자원조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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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이고 호
혜적인 협력 구축 관계를 유지하여 해양과학 전진 기지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실천방안은 아래와 같았다.
①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② 상주 연구 인력의 상시 근무를 통해 해양자원을 탐색한다.
③ 대상국과 인력 훈련 및 양성을 추진함으로서 호혜적 성과를 창출한다.    

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 협력 관계 확대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각각 고유의
특성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지문화와의 교류와 외교를 위해서는 특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현지인들과
의 협력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진전시키고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각종 학술행사,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 피지 대한민국대사관,
KOICA 등을 통하여 남태평양 현지에 대한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구
축하여 이해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현지 유력인사들과의 우호 친선 협회를 결성
하여 양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해양개발을 통한 양국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실천한 방안은 아래와 같았다.
① 축주 외의 남태평양 도서국가 기관과 남태평양관련 국제지역기구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협력연구사업 및 남태평양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연구사업 수행의 선행연구 추진 및 시도
② 다양한 학술행사 주최 및 지원
③ 국제지역기관 현지상주인력 파견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해양과학기술력 증진을 위한 실험기지 실현

세계적인 선진해양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 정신과 의지가 요구되므로, 해양과학기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남태평양 해양모니터링 기지로서 센터에서 생산한 자료배포를 통하여 국
제적 기술력 인증과 증진을 추구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은 아래와 같았다.
① 기본적 연구 및 모니터링 장비 설치 및 운영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모니터링 자료확보 및 배포를 위한 전문력 강화
②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변화, 산호초현황 변화, 해수면 상승, 해류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장기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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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생에너지개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
통합적 연안역관리계획 수립, 해양생물자원보전 및 개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태평양 및 남태평
양 해양과학 자료・정보를 필요로 하는

현지 및 상주인력에 제공하고 센터가 현지주민에게 필요한 해양과학 교육의 기반
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이 있었다.
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도서관 정보시설을 구축한다.
②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설을 통한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한다.
③ 현재 구축 중인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및 보고서 서비스를 추진한다.  

권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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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해양연구 자료 및 정보 구축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열대바다를
연구할 수 있는 태평양과학기지는
그 자체로 해양과학 연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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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SORC, securing funding for its operation was our
key imperative. To secure budget, we created brochur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KSORC and established mid- to long-term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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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다도 힘들었던
승인 절차
08

기지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빈번하게 방문해야 한다. 기지초기시절에는 정부기관과 예약
을 하고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담당자 외에 항상 FSM 내부 변호사나 미국 등지
에서 온 변호사, 또는 미국에서 파견된 평화 자원봉사단PEACE Corp에서 파견된 봉사단 사람들
이 참여하곤 하였다. 지금도 남태평양의 다른 지역 정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하거나 발
표 할 때는 변호사나 외부 옵저버들이 꼭 자발적으로 참석한다.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은 마셜제도
와 더불어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미크로네시아 연방국내에 설치한 외국
기지로서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즉, 여러 곳에서 지켜보는 매의 눈들이 있다는
것을 향상 상기하고 초기 기지운영을 진행하였다. 기지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 질문이나 의견
등은 이들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법적으로 명
백한 배경을 준비해서 의사전달을 진행해야 하였고 이러한 절차는 지금도 지켜져야 하는 부분들
이다. 외국 영토에서의 활동은 국가적 위신과 관계가 있으며 외교적 마찰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현지 정부와는 늘 투명한 보고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정된 정부 기관의 역할

기지 초기에는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협력 대상 정부
기관인 해양자원국이 과학 조사 등에 비협조적인 측

면이 많았다. 일부러 비협조적이었다기보다는 관리 부서에서도 추진을 위한 사전
조치를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해양 자원국에 조사 계획을 알리면, ‘왜 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았고, ‘알아봐야 한다.’ 또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 항상 다소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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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개설 초기 환경조사에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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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답을 들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특히 축주는 토지뿐 아니라 수심이 얕
은 산호초 지대가 모두 부족 소유여서 정부가 관리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 지역이었
다. 심지어 주 정부 청사 건물이 지어진 토지와 공항 활주로도 개인 소유 땅을 임대
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해안가에서 조사를 진행하려면 대상지역의 추장
이나 지역 정치인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원만하게 해양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은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사푹 마을 부근이거나 환초 내부에 위치한 섬과
는 거리를 둔 수심이 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환초 바깥으로 나가야 했다.

과학보다는 그들의 관심사로 유도

또한 현지 정부와의 회의에서 항상 거론된
안건이 있었는데, 축주에 대한 외국 투자

와 후원에 대한 정보였다. 한 예로 중국의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실내종합운동장 구상,
일본의 실외 육상경기장 기증계획, 중국의 보급선/페리 역할의 선박 기증, 일본의 도
로 수리 등을 항상 언급해 주었다. 이러한 남태평양에 대한 지원은 일본과 중국, 미국
등 기타 기구들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
려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투자 계획
이 없는 우리는 해양과학조사와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과학조사 및 연구의 결과와 성
과로서 남태평양지역에 우리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적 지원이 부
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지를 이용해 과학연구기반을 통한 남태평양 진출의
좋은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 활동을 통해
과학외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기도 하였다.

관계 유지

기지의 활발한 연구와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해 해양과학연구에
필요한 현지정부와의 긍정적인 협조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에

따라, 기지는 해양자원국과의 회의를 자주 진행하였고 필요한 지원도 하였다. 해양
자원국은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전화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주 끊기는 상태
였다. 그래서 해양자원국과 연락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국에 팩스를 보내 전달을 요
청하기도 하다가, 팩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로 바꾸어 주고 심지어 전화요
금까지 납부해 주기도 하였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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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KSORC required frequent visits to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We
met with the Bureau of Marine Resources frequently and provided necessary aids from
our ends in order to strengthen our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government,
crucially important to our marine scienc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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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2장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살림살이 갖추기
09

기지가 설립되고 초기에는 소액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었다. 운영비의 일부를 연구사업트로커서
고둥 양식사업으로 할애하였다. 얼마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남서태평양 흑진주조개자원개발사업’

진행 명목으로 받은 예산 중 일부를 현지 운영비와 합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략 7천만 원 정
도였다. 하지만 임대료, 통신료, 현지인력 활용비 등을 제외하면 시설 구축을 위해 사용할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아주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는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사명감이 앞섰다.

살림살이 확보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시작부터 서글픈 일이 시작되었다.
책상과 의자, 책장 등의 가구는 연구소 창고에 저장되어 있

는 것 중 괜찮은 것들을 선택해서 컨테이너에 실었다. 컴퓨터, 프린터, 팩스, 전화기
등은 정책연구소의 다른 예산에서 확보하였고, 냉방시설은 가장 중요한 비품이기
때문에 에어컨만은 새로 구입하였다. 연구 장비는 열대 태평양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위해 기부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운영 수업료

기지를 방문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화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센터의 전화요금 등을 지불하는 것 외에,

태평양기지 방문할 때면 인터넷 전용 전화모뎀라인이 자주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유독 모뎀전화라인이 열대지역의 스콜과 바람을 견디기에 약하게 설치되어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지센터에 도착하면 안산본부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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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무실 내부(상), 자원국에서 임차한 선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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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방문하여 전화요금을 지불하면서 모뎀선 확인을 요청하였다. 매번 들를 때마
다 수리보다는 교체를 요청하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은 모뎀선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하기에 교체할 모뎀선을 마련하겠으니 준
비가 되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처음 축을 방문했을 때는 공항이나 큰 호텔 TV에서 MTV나 CNN 등 몇 개의
채널이 방송되고 있었다. 전화국에 알아보았을 때에는 위성을 통한 케이블TV 설치
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신청은 매번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술자가 축을 떠
났기 때문이었다. 돌아오면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설치하지 못했다. 남극에
도 연결이 되는데 축에서 연결이 안 되다니 많이 섭섭하게 느껴졌다. 한번은 KBS에
서 방문해 위성 아리랑채널 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대전 선박연구소 기술
자가 와서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인터넷이 어느 정도 빨라져서
인터넷 서핑이 가능할 때까지 답답할 때면 옥상에 세워진 위성안테나만 가끔 만지
작거리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그때 기지 부지는 전통적 부지소유권 주장 등의 복잡한 문제로 연결되어 있
었다. 거리로는 그리 멀지 않으나 이동이 조금 더 수월한 지역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 적이 있다. 해양자원국과 함께 웨노 섬의 다양한 지역을 답사하였으
나 부족소유권 문제는 다양하게 존재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는 시설구축 예산확보
지원이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기지 초기 2모듈에서 3모듈 임차로 변경하였고 연간 18,000USD로 계약하
였다. 매년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도 계약 시에는 1모듈을 추가해서 4모듈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CPR의 소유주인 한스미크로네시아 회사Hans
Micronesia International Co.와 체결하였으며 이 회사의 공동 현지파트너 소유주가 존재

함에 따라 영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료의 일부는 현지 소유주에게 배분되
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한항공이 괌에서 사고를 당한 후 CPR을 방문하는 관
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지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분담금 중 일부에 연구
소와의 임차료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들은 기억이 있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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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비

총액(단위: 원)

2000

83,799,000

72,500,000

156,319,000

2001(추가예산포함)

145,364,000

43,639,000

189,003,000

2002

79,886,000

40,397,000

120,283,000

2003

85,391,000

35,647,000

121,038,000

2004

63,452,020

56,547,980

120,000,000

2005

83,564,964

78,245,036

161,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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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비상설 시기 운영비

During the initial phase of the KSORC, only research funds were provided by funding
agencies, and no budget was allocated to operate the station. Consequently, part of the
research funds, approximately KRW 70 millio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e R&D project was utilized to cover the operating expenses. However,
this fund was barely sufficient to cover the facility rental and communication fees and
local staff wage, and construction of research facilities and their maintenance severely
lacked funding. Although station management was an extremely difficult task, a sense of
exploration and discovery stimulated all station staff.

99

제2장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상설기지로 거듭나다
10

태평양기지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상설 기지에서 운영인력이
상주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기지 공간을 임대해 주었던 한국 회사는 철수하였
고, 결국 태평양기지가 전체 공간을 모두 사용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다. 두 명의 운용 요원을 3
개월씩 교대로 근무시키고, 기지장은 두 달마다 3주 정도 체류하였는데 그러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이미 계획했던 경영전략 대로 하기에는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를 갖추기보
다는 발생하는 일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하였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1년에 15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맞이하였다.

긴급 상황 발생

2004년 한국 회사인 ‘한스미크로네시아’가 현지에서 철수
를 하였다. 그동안 태평양기지가 비상설 형태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한스미크로네시아가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4월에 현지 근무자였던 최원선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기업 운영이 위축되고, 사장
은 잠시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장에는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김
도헌 씨가 남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축주 정부로부터 미수금 10만 불을 받아서 사
업장을 유지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미수금은 서울에서 직원을 보내서 회수해 갔
다. 결국 우리가 지급한 임대료 중 일부로 김도헌 씨 혼자 사업장을 지키게 된 것이
다. 거의 2년 동안 직원은 경비 3명과, 주방 1명, 사무 1명으로 살림을 유지하였고,
연료가 부족하여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발전기를 가동하지도 못했다. 에어컨
도, 샤워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축키시’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음식은 현지 재
료로 만들고, 한국 음식은 연구원이 방문할 때 가져온 것으로 살아갔다. 김도헌 씨
는 축에서 처음 만났지만 어릴 적에 나와 같은 동네에 거주했었다는 동질감으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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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지 상설화 후 첫 세미나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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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축에 체류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에게 전화로 연구원 방문 시기를 물어보았다.
권문상 박사에게 수시로 태평양기지 상황을 보고하였고, 2005년에 염기대
원장이 부임하면서 권문상 박사가 태평양기지에 기관고유사업 투입을 강력하게 추
진하여, 결국 연구비로 태평양기지를 상설화 하게 되었다.

상설기지를 책임지게 된 결정

권문상 박사는 태평양기지를 상설 체계로 전환

하고, 한스미크로네시아 부지를 전부 임대하기
로 결정한 후에 바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나를 기지장으로 임명해 놓고... 당
시까지 태평양기지를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은 나와 이미진 씨였다. 축 환초는 어릴
적 다이빙을 배우면서 들었던 미지의 공간이었고, 그동안 생물자원조사에 참여하
면서 권문상 박사의 기지장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뜨거워져 있었기에
아무런 주저감 없이 동의하였다.
오랜 비정규직 생활을 하며 해외 다이빙 리조트를 자주 방문하였고,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기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
지만 이미진 씨마저도 정책연구부 소속이라 태평양기지 업무를 지원할 수 없어서
2005년까지 진행한 업무를 인수받아야 했다. 생소한 업무, 현장 유지를 위한 인력
구성, 한스미크로네시아와 임대 문제, 축 정부와 관계 설정 등 해야 할 일을 적어보
니 금방 5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에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할 상황인가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태평양기지를 상
설화하기 위한 인력 투입이었다. 우선 한스미크

로네시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김도헌 씨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더욱 힘든 것은 연구팀이었다. 운영비가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
구 성과가 나와야 했고, 연구원들은 하루 빨리 현장 방문을 재촉하였다.
이에 준비보다는 ‘우선 기지를 열자.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라
는 생각을 했다. 결국 태평양기지는 수차례 진행된 경영 전략이나 중장기 운영 목표
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당시에 가장 심각한 오류는 축에서 한국처럼 생활하는 것이
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정리하고 대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한국처럼 진
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느슨하고 기약 없는 일들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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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축에서도 정리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두 달에 3주 정도 기지에서 근
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에서 보냈다. 2006년에는 8개월 동안 태평양기지로
한 것이다. 당시 기지 근무 요원으로 김한준 씨와 이대원 씨를 선발하여 3개월 교대
로 진행하였다. 결국 한 명의 상주 직원이 상설 기지를 유지한 것이다. 현지에서 운
영된 회사에서도 근무한 한국인이 3명이었다. 그리고 김도헌 씨가 있었다.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축 공항으로 가면 근무요원이 공항에서 배웅을 한다.
수속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집에서는 귀한 아들들
일 텐데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먼 얼굴이 되어 나를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기관 운영과도 동일한 살림살이

2007년부터 상주인력을 두 명으로 증원하였다.
나와 강도형 박사가 매월 교대로 일정기간 근무

하고, 연구팀도 중복되지 않고 매월 방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였다. 현지에 지
속적으로 한국인이 체류하도록 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복안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운영이었다. 기지에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 규모는 생각과는 전혀 달랐
다. 기관에서 행정부 조직 체계가 왜 복잡한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작은 기지이지
만 해야 할 일은 거의 동일했다.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
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연구 지원, 방문 지원으로 간단하게
생각되겠지만, 고용, 유지, 수리, 협의, 법 이행 등 최소한 6명 이상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절차대로 진행한 일이 거의 없고 모든 것이 임기응변이었다. 기지 운영의 어려
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보직자들은 남극 세종기지를 참조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미 세종기지도 운영요원이 10명 이상이었고, 그곳에는 기지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
다. 하지만 축에서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 업무, 대 정부 업무 등에 사용되
는 시간이 운영만큼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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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횟수가 10차례나 되었다. 결국 많은 시간을 비행기와 괌 공항에서 보내기도

전화 통신이 되지 않자, 연구자들과의 비상 연락에 대비하여 단파통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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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키시가 되어 가다

이 지나면 일단 날짜 개념이 사라진다. 현지 원주민 직원
만 되어도 아침마다 그날 진행해야 할 일에 대한 회의를 한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전
날 저녁에 내일 할 일을 정리하여 회의 내용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을 3일에 나누어 계획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다. 아침
에 바르던 선크림도 바르는 것을 잊게 되고, 어느 순간 모자도 쓰지 않았다. 맨발로
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손님이나 연구자가 온다면 열심히 치장했다. 공
항에서 맞이할 때 동정어린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박흥식

The KSORC began to host permanent on-station staff in 2006. The center was run
by three Koreans, one center chief manager, one staff member managing operations,
and one expatriate, along with a crew of fifteen hired locals. Five pages are scarcely
sufficient for describing all the tasks I needed to complete, including ones that I was
not versed in, matters related to hiring of operational staff, and managing leasing
problems with Micronesian officials and our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mong others. I settled the most urgent matters before trying to pla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Managing the center was difficult; however, but it was equally difficult
and time-consuming, if not more so, to address issues pertaining to the local
residents and the stat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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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근하지 않아 아침이 조용하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근무자들은 2명

태평양해양과학기지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99년까지 9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태평양기지에서 원주민 직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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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
우리 영토를 확보하다
11

태평양기지가 상설기지로 전환되면서, 2000년 원래 계획하였던 태평양기지 건설이 다시 언급되
었다. 사무실 두 개를 임대하여 개소식을 한 후에, 2006년부터 넓은 공간을 확보하긴 했지만 임
차한 리조트 건물을 연구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기지 임대 조건으로
맘대로 공간에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안정된 부지 확보가 태평양기지 건설에 가
장 우선 진행해야 할 숙제였다.

과학 시설 기부 기회를 놓치다

태평양기지를 위해 임대한 건물은 한국인 회사가
운영한 건물과 시설이므로 원래 리조트를 운영하

기 위한 구조로 건설되어 객실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시설을 배치하기에는 불편
하였고, 건물조차도 1996년에 부지를 급하게 매립한 후에 10개월 만에 지은 건물이
었다. 2006년에 염기대 원장은 남극 세종기지 건설 방식을 착안하여, 기업 기부 사
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인이 근무하는 현대건설에 기지 재건축을 제안하였다. 2006
년 9월 현대건설에서는 과학 기부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태평양기지 리
모델링을 위해 실무진이 태평양기지를 방문하였다. 진단 결과 현 상태에서 리모델
링을 추진하는 것이 건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정도로 건물 기초 구조가
위험하고, 부식이 진행되었다는 결론이났고, 차라리 새롭게 건축하는 방향을 제안
하였다.
문제는 임차 관계였다. 태평양기지 부지가 한국인 사업가와 원주민 가족에
의한 조인트 벤쳐 형식으로 계약되어 있는 자산이라 남의 부동산에 현대 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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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으면 소유권이 해양과학기술원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결국 기업 기
부 방식은 흐지부지되었고, 당장 필요한 요소만 기관 시설 운영비를 투입하여 수리

태평양기지 건설의 꿈이 현실화되다.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2008년 1월에 해양과기원에서 축주 부동
산 장기임차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다. 당시 연구개발 적립금 사업을 통해 ‘태평양기지 건설지원과 시설개선’
명목으로 부지확보를 위해 4억 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였다. 물론 과기원 측에서는
현재 부지에 대한 매수를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한국인 운영진은 매도하려는 생각
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현지 파트너인 춀리메이 가족은 우리에게 현재 사업 부지를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 주고 싶어 했다. 당시 주지사와 법률 자문위원에
게 요청하여 방법을 상의한 결과, ‘장기 임대를 추진할 경우에 축주에서 적극 도와
주겠다’면서, 현재 체결된 기관협약 체결MOU 상황에서 비즈니스 법인이 반드시 설
립되지 않더라도 90년 간 부지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남은 일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근무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
였는데, 특히 김도헌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선, 부지를 임대하는 전제 조건으
로 ① 소유주가 현지에 거주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거가 있을 것, ② 해안과 토
지의 소유주가 동일하거나 동시 계약이 가능할 것, ③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④ 선
박 정박이 가능할 것 등을 정하였다.
축 환초 지도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조건에 맞는 5군데
를 잠정후보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과학자들이 기지에 대한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임대조건 협의를 하였던 주지사 사무실
과 해양자원국이 발단이 된 듯했다. 비밀이 없는 동네라는 것을 잠시 잊은 상황이었
다. 당시 해양자원국장은 자신의 동네에 유치하고자 하였다. 태평양기지와 정 반대
편인 웨노 섬 동쪽 지역으로 주변에 블루라군 호텔이 위치한 지역이었다. 부지는 국
장의 조정으로 계약이 수월할 듯하였다. 그러나 바다의 주인이 달랐다. 엄청난 별도
의 사용료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에 나와 강도형 박사는 내심 듀블론 섬을 생각했
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기지가 위치한 공간으로 연병장이 그대로 방치된 넓은
면적을 보유했으며 바다만 마을 공동체 소유이고 육상부지 주인은 한명이었다. 그
리고 땅주인의 친척이 한국 교회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캡션확인

109

목사님이었다. 계약조건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용수 확보가 용이
하고 심지어 하수도 시설도 갖춰져있었다. 연병장 시설을 활용하면 별도의 부지 정
비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24시간 자가발전을 해야 하는 것과 공항 이
동이나 물품 구입시 웨노 섬으로 선박 이동을 해야 한다는 심각한 단점도 있었다.
부동산 임대 소문은 부지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는 효과를 냈고, 지금의 부지
근처에 새로운 기지를 건축하는 방향으로 회귀하였다. 솔직히 새로운 부지를 알아
보는 모습을 계속 보인 것은 현재 부지 소유주인 춀리메이 가족에게 약간의 긴장감
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추장의 파격 제안

사푹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부지가 있었다. 주인이 하
와이에 거주하여 장기 임대 의사가 있음을 통보받았으나,

부지 접근로가 춀리메이 가족 소유라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사푹 마
을 추장이자 상원의원이며, 한스미크로네시아 파트너이던 알란소 춀리메이가 저
녁식사를 제안하였다. 누구보다 우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차라리 조
간대를 저렴하게 임대하라고 제안하였다. 지금 한스미크로네시아 옆에 위치한 부
지를 가리켰다. 여기에 육지 진입로와 우물까지 포함시켜 주고, 매립에 필요한 모
든 법적 절차는 본인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조건이었다. 다만 일시불 지급을 원했
다. 알란소의 제안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듬해 상원의원 재선이 있어서 자금이 필
요했던 것이다.

지적도 열람에서 놀라다

축주에도 토지 소유에 대한 지적도가 있었다. 새로
운 기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후보지에 대해 축 정부

에 보관된 지적도를 열람하였다. 어이 없는 일은 지적도가 1970년대에 작성된 것이
었고, 모두 수작업으로 그려져 있으며, 대부분 소유주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점
이었다. 이후 상속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물론 당시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지역
은 육지가 아니고 조간대였다. 지적도 표기는 위경도 자료도 없고, 지형지물로 경계
를 표기하였다. 한 예로, 우리가 사푹지역에서 관심을 가졌던 토지는 언덕 위 노출
된 바위에서 ‘빵나무’까지 라고 표기된 것이다. 지도를 복사하여 현지를 찾으니 빵
나무가 다시 심어져서 3그루가 있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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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쉽게 알려주었다. 당시 상공국에 토지 관리에 대한 혼란
스런 상황을 물어보았더니 지도 위치 확인을 하려면 대상지역의 추장을 만나야한
대상 토지를 임대하려면 추장과 동일 세대의 모든 분들이 동의했다는 계약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추장을 만나 임대 공간을 확인하였고, 위경도 좌표를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했다.

태평양에 우리 영토를 확보하다

우선 고민을 하였다. 매립을 하려면 토양이 있
어야 했다. 그리고 경계 표시를 위한 말목을 설

치해야 하는데 웨노 섬에서 그런 설치가 가능한 중장비를 전혀 보지 못했다. 나는
괌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한국분을 소개받았고, 매립문제를 상의하였다. 너무도 간
단했다. 태평양 섬에서는 준설이 곧 매립이었다. 주어진 면적에 산호사 매장량을 파
악하면 매립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태평양기지로 갔다. 임대한 부
지를 측량하였고, 산호사 분포량을 아주 원시적으로 체크하였다. 그리고 알란소에
게 제안하였다. 90년 임차, 면적은 63000m2, 가격은 20만 불 대신 계약금 외 잔금 2
회 지급으로, 조건은 내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건을 전달
받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알란소는 50만 불을 주장하다가 하루 만에 동의하였다. 나
는 보고서를 해양과기원으로 보냈고, 설명을 위해 바로 귀국하였다. 장기 임대 계약
관련 제안서를 만들어, 2009년 10월에 부지 임차를 승인받았다.
장기 임차 계획을 위한 법적인 중재 및 서류 작성은 주지사가 직접 하였다.
주지사는 미크로네시아 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아르바이
트를 한 것이다.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대행으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정식 서류를 작성하였다. 과기원에서 정식 계약을 위해 경영본부장 등 계약 부서 사
람들이 방문하였고, 법원에 공증을 받았다. 2009년부터 2099년까지 9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것이다. 홍콩이나 마카오가 중국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100
년간 양도 받은 것과 유사한 상황일 것이다.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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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마을마다 경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As the building we rented for the KSORC was originally built to function as an
accommodation complex, it was difficult to arrange for research facilities. In January
2008, the KIOST allocated KRW400 million from its special reserve fund for
infrastructure to support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for the
KSORC so that we could secure the site. In 2009, we were finally able to lease 6,300
m2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and its use for 90 years (from 2009 to
2099).

토지 구매지역의 조간대 수심 표기를 위한 촬영에
이대원씨가 자를 대신하여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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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태평양해양과학기지
12

태평양기지는 해양과기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을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미
국이나 중국, 일본 등 해양강국들이 자국의 해양영역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태평양기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약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다. 태평양기지 취재는 2004년 KBS
수요기획이 처음 시도하였고, 2006년 기지가 상설화 된 후에는 태평양기지에 대한 소개보다는
열대 바다, 태평양 등을 소재로 한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 심지어 ‘인간극
장’, ‘정글의 법칙’ 등 오락 프로그램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과학카페와 함께

적도 부근의 오지에 터를 잡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지라는
점에서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며 다수의 매체가 취재를 위

해서 직접 기지를 방문하였다. 2008년에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을 취재하기 위해
서 KBS ‘과학카페’팀이 학생들과 함께 기지를 찾았다. 이때 백승주 아나운서가 과
학카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중촬영을 직접 소화하기 위해서 스쿠버다이빙 자
격증을 취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실제로 스쿠버다이빙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멋진 솜씨를 선보여 ‘인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육상촬영은 물론, 수중에서의 촬영을 위해 수중촬영 전문가가 동행하는 등 대규모
촬영팀이 구성되었고, 당시 촬영분은 2부작으로 제작되어 해양과학기술원과 태평
양기지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교양프로그램은 물론, 보도매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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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주제로 태평양기지 현장 취재를 희망하였는데, 2011년에는 당시 교육과
학기술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기지를 방문하였다. 4개 매체의 기자들이 동행하여 태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당시에 함께 취재를 다녀온 기자 중 한 분은 그때 경험한
체험다이빙으로 인해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다이빙 여행에
함께 하고 있다.

산호생태계 다큐멘터리 제작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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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기지의 연구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여 연구기지로서 태평양기지의 역할이 부각

외국 방송사에서도 요청

축 환초는 맑은 물과, 거대한 침몰선, 그
리고 태평양의 모든 환경을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환초 구조로 해양 다큐멘타리를 제작하는 방송
사들이 촬영 적지로 선정하는 곳이다.
2007년에는 영국 BBC에서 태평양 산호초를 촬영하였는데 우
리 기지에 선박과 수중 조명장치 지원을 요청하였다. BBC 촬영팀은 비
행기 한 대를 임차해서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축 환초에서
는 침몰선, 환초 주변 산호와 수심 100m 깊이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2008년에 방영한 ‘태평양’이라는 프로그램에 태평양기지 선박이 잠시
등장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일본 NHK에서 축 침몰선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심해 잠수를 위한 나이크록스 혼합공기를
조작할 브랜딩 장치가 고장이 나 우리 기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우
리는 방문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기지에서 촬영해 두었던 기존 영상
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촬영 지역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 촬영지원을 부
탁받았고, 기지에서 잠수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기지 요원보다 유명했던 축 교민

태평양기지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한

분의 흥미로운 인생여정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 주인공은 김도헌
과장님(정식 직함은 아니지만 모두들 그렇게 부르고 있다)으로, 현지 여
성분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고 정착한 한국 교민이다. 이런 독특한 인
생스토리 덕분에 ‘인간극장’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
였다. 그는 인간극장에 출연한 이후로 한국에 나오면 꼭 연락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다며 신기해 했고, 실제로 태평양기지로 자녀들을 위한 영
어 책과 옷, 한국 식품을 보내는 분도 있었다. 김도헌 과장님은 조선일보
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 코너에도 소개되었으며, 축주 원주민을 소재로
소설책도 집필하여 작가로 등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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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진행된 정글의 법칙 촬영

칙’이 미크로네시아를 배경으로 촬영할
촬영팀에게 24시간 식사를 지원하고 오지 생활에서 느끼는 힘든 여정을 도왔는데
이 기억 때문인지 정글의 법칙은 2019년 한 번 더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 밖에 태평
양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태평양 원주민의 언어, 전통 의학 소재를 소
개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여러 차례 태평양기지를 소개하거나 현지 촬영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높은 시청률 기록

지난 20년간 태평양기지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 영토를 개척하고 있었다

고 말하고 싶다. 언론에서는 과학연구 공간으로서 태평양기지의 역할이나 중요성
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은 문명이 덜 발달되고 낙후된 지역에서 민간 외
교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의 활약에 더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
냈다. 기지가 소개된 과학카페와 인간극장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시청
률을 보였다고 했다.

온누리호를 축에서 보다

언론에서 태평양기지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그곳을 경험했지만, 내게는

보통의 사람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2007년 태평양기지에 처음 방문했
을 때의 일이었다. 매일 밤 저녁식사를 마친 후 연구원들은 우리 일행이 돌아가고 난
후 곧바로 축 항구에 입항하는 온누리호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
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들 같았다. 연구선이 외국의 항구에 입·출항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 축이라는 곳이 행정시스템이 완벽하게 확립된
곳이 아니다 보니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챙겨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시간 1시간을 남겨두고 낯선 외국의 항구에
서 온누리호를 만날 수 있었다. 하얀색 선체에 짙은 감색의 물결무늬를 뽐내며 태극
기를 펄럭이고 있는 온누리호는 감동 그 자체였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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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축 환초에서 태평양기지를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100여 명의

된다고 하더니 온누리호에 걸린 태극기를 목격한 그 순간만큼은 나라 사랑이 마구
샘솟는 듯했다. 항구에 들어오는 온누리호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던 우리 일
행은 승선까지 하는 행운을 누렸다. 온누리호 갑판에 있던 출입국 심사 직원이 어쩐
일인지 흔쾌히 승선을 허락하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뭔가 귀한 선물을 받은 것
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었다. 알고 보니 아이스크림이었다. 온누리호에서 만난 선장
님과 승조원들, 그리고 낯익은 연구원들의 얼굴은 마치 혈육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
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구선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갑판에서 사진도 찍으며 벅차
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남해연구소 부두에서도
KIOST의 연구선을 가끔 보고는 하는데, 그 날, 낯선 타국의 조그만 항구에서 만난
온누리호의 모습과 그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나영

120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2장

축 항구에 온누리호가 입항하다.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The KSORC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not only to the KIOST, but also
to promoting Korea’s marine science. The media showed a great interest in the
national tropical research station. The media highlighted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KSORC as a research hub,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it lauded the
collaborations between the KIOST scientists and locals as the scientists also play
the critical role as civilian diplomats at a remote location. For the past 20 years, the
KSORC has been pioneering a new maritime territory for Korea in the middle of the
world’s largest ocean, th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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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낙원 같은 축의 바다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축의 바다는 2차 세계대전 침몰선들 위에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 전쟁의 상흔을 지워가고 있다.

122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2장

태평양에 해양과학 거점을 세우다

123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20

제3장

낙원은 이상이고 과학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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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 사업을 진행하다
03. 연구사업비로 기지를 운영하다
04. 산호초에서 작은 생물 찾기
05. 산호초 중형저서생물
06. 독특한 산호초 어류의 산란
07. 흑진주 생산– 먼저 조개가 필요
08. 흑진주를 만들다
09. 남의 바다에서 낯선 해양생물을 연구한다는 것
10. 열대해역에서 발견한 보물 “해조류”
11. 맹그로브의 가치
12. 열대에서 시도한 감염성 해양바이러스 모니터링
13. 열대 바다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열대해양환경 모니터링
14. 태평양해양과학기지와 천연물 연구
15. 드디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다
16. 스피룰리나 생산을 대표 연구 사업으로 준비
17. 개발국 기술 공유 사업(ODA) 진행
18. 열대섬에서 문익점처럼 되다
19. 태평양기지를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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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원을 확보하고, 생리활성물질, 생촉매 등 새로운 바이오소재를 탐색하여 의약용 후보물
확인하여 흑진주, 고순도 칼슘 등 기능성 소재 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범연구를 수행하였다.
열대 생물이나 소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절대 확보할 수 없다. 태평양기지를 열
대해역 생물소재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소재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연구 거점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ropical Pacific can be divided into the landscape-absent pelagic ocean and the
coral reefs that surround islands. Most coral reefs form around islands. Depending
on the community composition and topography, they can be further divided into
(1) mangrove forests and mudflat along the shoreline, (2) inner reef flat with seagrass
meadows and patchy corals, and (3) outer reef flat with abundant coral colonies. Stable
coral reef growth can only occur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re is a well-formed
buffer zone along a coast. Collection of genetic resources via various molecular analyses
and natural products in the tropics where among the highest marine biodiversity is
found. Subsequent commercialization of candidate materials from collected specimens
for use in medicine, cosmetics, and as functional foods—by exploring new biomaterials
including b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and biocatalyzers. Implementation of pilot
studi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such as black pearls and
high-purity calcium,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o massproduce organisms with a high industry valu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ropical marine ecosystems for sustainable production of resourc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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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만으로 시작한 연구

태평양기지는 다른 나라 땅에 구축된 대한민국 시설로서, 연구 활동 시 국제적 시
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적 공동연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
록, 기후변화/생태계변화 등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대해역 연구 활동을 위한
기반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활동은 어렵게 시작되었다.

태평양기지 설립을 위해 1998년에 우선 해양과기원 자체 예산 6천여

연구사업 지원

만 원을 투입하였다. 사업 목표는 당연히 한・남태평양 해양과학연구센
터 설립을 위한 적지 선정으로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 후보지를 방문,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향후 태평양기지의 기능 및 규모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였다.
이듬해에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처음에는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조사사업’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남
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로 사업명을 전환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지속되었다. 1999년에는 기지 운영비의 상당부분
을 연구부분에 할애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운영비라는 명칭은 아니었
지만 예산초반에는 기지시설구축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
부가 마련한 예산이었다. 우선 남서태평양 해양개발 전략 수립 및 경제
성 연구를 위하여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해양관할권제도 분석과 부
존해양자원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축주
의 환경조사와 더불어 유용생물자원에 대한 분석으로서 축주의 해양
생물상, 유용자원현황, 유용자원의 생태 및 생리 그리고 신품종 생산기
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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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하지만 2001년부터 해양생물자원사업은 연구사업 중심으로, 태평양
기지를 활용한 흑진주 생산과 미크로네시아로 확대한 생물자원조사로
이원화되었다. 태평양기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연구 항목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미크로네시아 전체 생물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로 선회하였다. 결국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였던 태평
양기지 연구개발은 매년 연구비가 증액되었지만, 태평양기지에 투자
되는 비용은 동일하였다.
반면에 해양과기원에서 ‘남태평양에서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
재력조사’라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제목에 남태평양이라고
명기하였지만, 대부분 축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용 가능성과 환
경기반조사에 투자되었다. 에너지가 부족한 태평양 도서국의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 인프라를 가동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해류・조류를 이
용한 청정대체에너지 자원 잠재력 조사 및 복합시스템 구축 연구를 수
행하였다.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 적지 선정을 위하여 해・조류측정 및
해양생태환경과 해저지형 기초조사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사회경제적 여건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였고, 연
구비를 해양과기원과 분원이 함께 사용해야 했으며 축 환초에서의 해
양환경 기초생태계조사와 더불어 진행하였다. 생태기반환경조사에 관
련 인력이 다수 투입되었으며, 조류/해류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
너지, 해저지형조사 등에도 유사한 인력규모가 포함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에너지 부존량을 산정하고 복합이용
시스템의 개념 설정 및 기본계획이 구상되었으며 보고서에 첨부되었
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 가능성 검토
를 위하여 태양광 일일 변동량 예측을 수행하고 3KW급 발전장치를 태
평양기지 옥상에 설치한 후 향후 운영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발전량, 계절별 발전량 변동 등을 예측하여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추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초기 발전시설을 마련하였지만,
축주 공공전력공급이 자주 끊기면서 컴퓨터에 부하가 생기고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상주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초기 모니터링만 진
행하고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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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운영비는 어디에

할애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지질조사, 생명공학 연구, 자원
는 사업에 남태평양 연구의 타당성을 삽입하여 태평양기지를 방문하
였고, 장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태평양기지가 상설로 운영되기
이전에 연구비 지원은 대략 2억 원 정도였다. 사업마다 조사항목을 검
토해보면 대부분 출장비와 분석비로 지출되었다. 인프라 운영을 위한
비용은 연구소모품이나 일부 시설비전기료, 전화비 등 그리고 임대료 정
도였다. 상설기지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2005년이 되도록 확보되지
못했다.
이미진

상설기지 운영 이전(2000년-2004년) 태평양기지 사업비
기간

사업명

연구비

재원

(백만원)
1

1998

남태평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입지선정조사연구

61.4

해양과기원

2

1999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개발조사

90.0

해양수산부

3

2000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1차년)

40.0

해양수산부

4

2001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2차년)

80.0

해양수산부

5

2002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3차년)

120.0

해양수산부

남태평양에서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조사(1차년)

100.0

해양과기원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4차년)

320.0

해양수산부

남태평양에서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조사(2차년)

100.0

해양과기원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5차년)

200.0

해양수산부

남태평양에서 해양 및 대체에너지 잠재력조사(3차년)

150.0

해양과기원

6

7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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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을 진행하다

연구 항목을 정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은 기지를 활용한 연구 인프라를 확
보하는 것이었다. 태평양기지를 설립할 당시 연구 기지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
한 집기와 가구만 있었다. 당시 연구비 수준은 현지에 방문하는 출장비에 불과하였
고, 어렵게 장비를 구매한다고 하여도 관리할 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치해야
했다. 따라서 연구를 하려면 모든 장비를 지참하고 이동해야 했다.

연구를 위한 방문이 불가능?

또한 연구진들이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현
지 정부의 이민국 입국절차로는 관광이나 일반방문 등 외에 연구 활동
방문은 비자가 필요하다. 연구비자research

visa라는 제도가 있었다. 문

제는 축주에서 이 제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승
인을 받으려면 당시 피지에 있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협조공문을 보
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미크로네시아 대사관이 없었고, 단지 한
기업인이 명예 영사로 임명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후의 짧은 연
구 활동을 위해서 복잡한 경로를 통해 비자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부
분이었다. 결국 이민국과 해양자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협조문을 제출
하고 해양자원국의 지원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출국항공권 소유자에
대해서 단기 입국이 비자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기로 하였으
며 그 절차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괌공항에서 축으로 가는 항공기를 탈 때는 또 다른 문
제가 발생하였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끔 왜 축에 가는지에 대해 질문
을 하는데 “연구”, “조사”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비자를 보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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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초반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축으로 들어갈 때 종종 어려
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지 조사를 위해서는 대부분 다이빙이 병행
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고 정부담당자와의 회의를 하고 이민국 앞에
서서 부연설명을 열심히 해야만 비행기 탑승수속이 가능하였다. 참고
로 지금도 탑승수속 시 축 방문 이유를 묻는 경우에는 부이관리, 시설
관리, 센터방문, 정부간 회의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연구나 조사
등의 단어 사용은 미국땅 괌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장비가 없는 연구기지

처음 시도한 생물자원개발과 생태환경 연구를 위한 시설 마련에 앞서 장
비 구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 순위로 현미경과 장기관측 및 환
경조사를 위한 기초수질측정장비CTD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 해
양기지가 구축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변해역에 대한 장기관측 데이
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연구에 참여한 분야마다 각각 시
급한 장비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장비를 갖고 기
지에 와서 귀국할 때에 기지로 이관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현미경과 CTD는 각각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고가 장비
다. 이에 우선 현미경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주어진 예산에서는 한 세
트를 구매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이를 나누어 부품을 하나씩 구
매하여 조립하기로 하였다. 그것도 정밀한 제품이 아닌 대학교 수업시
간에 사용하는 정도를 구매하면서 현미경 부품을 하나씩 별도로 구매
하기 시작하였다. CTD는 추가예산 확보 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은 해
양과학기술원에서 CTD를 가지고 축에 입국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만만치 않은 장비와
연구 시료 운반

기지에 출장으로 가려면 괌과 축주 세관을 거치는 장비 반입과 재 반
출, 시료반출 등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았다. 생물시료 특히 대형
생물시료에 대한 반출 등은 민감한 부분이었다. 생물종다양성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이 된 후 ABSAccess to Benefit Sharing,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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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 시료반출은 어려운 문제였으며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
였다. 태평양기지와 협력하고 있는 해양자원국은 주정부 기관이지만 이
괌이 버티고 있었다. 생태계 시료인 해수시료, 플랑크톤네트 시료 등등은
해양자원국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반출서류를 만들어가서 서명을 받아
반출하는 방법을 협의하였다. 축에서 괌으로는 원주민들이 현지에서 잡은
냉동된 물고기들이 많이 이동한다. 그러나 해수나 플랑크톤 고정시료 등
도 반출서류를 기반으로 대부분 무사히 축과 괌을 통과할 수 있었다. 시료
를 가지고 축에서 나올 때는 세관 통과를 거치지 않기 위해 10시간 안에 출
발하는 한국행 비행기를 무조건 타야 했다.

쉽지 않았던 연구 활동

기지에는 온수가 공급되지 않았다. 전기도 자주 단전되고, 기지 초기에는
심지어 발전기도 자주 고장 나서 채집된 시료나 자료를 원활하게 정리할
수 없었다. 심지어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날이 허다했다.
아직까지 기억나는 경험은 물침대이다. 모든 객실 침대는 튜브에 물을 채
워서 쿠션을 유지 하였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여 울렁거림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또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어서, 가끔 해양자원국 배를 임차
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차양이 없어서 뜨거운 햇빛에 열사병 증세
를 겪으면서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괌에 나가서 편한 곳에서 몇
시간 만이라도 잠을 자고,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
다. 정부관계자나 센터 관리차 출장 등 비연구활동을 위해 축에 출장을 오
고가는 사람들은 괌에서 그러한 결정이 가능하였으나 시료를 가지고 나오
는 조사팀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시료가 한번 괌으로 반입되
는 것도 어려웠지만 한번 반입한 것이 다시 반출 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
문이다. 흑진주조개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반입한 적이 있는데, 한번은 흑
진주 조개를 모두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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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비로
기지를 운영하다

연구를 진행하다

태평양기지에 직원이 상주하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했다. 기지가 설립된 이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기획 보
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주로 태평양기지 활용 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한
중장기 규모의 사안만 언급되었을 뿐, 아무도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산정을 하지 않았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태평양기지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해양과기원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계약
된 연구개발사업은 운영비로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그나마 연구 사
업에 할당된 것이다. 결국 기관고유연구사업을 투입하였다. 물론 기존
연구를 진행하던 연구자들로부터 반대가 심했지만, 당시 신임 원장 취
임으로 새로운 기관 경영목표를 세우는 시기였다.

사업비로 기지를 운영하다

2005년에 기관경영목표 작성 시, 기관고유연구사업 중 기존의 해양 생
물자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축 정부에서 요청한 연구 분야, 해양 환
경에 관심 있어서 제안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는 진행하되 연구 대상을 열대 산호초 지역으로
한정하고, 태평양기지 활용을 위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연구
사업비 규모는 12.2억 원이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연구
비를 산정한다면 연간 42억 원 해당하였다. 해양과기원이래 가장 규모
가 큰 규모의 기관사업이었다. 이렇게 되자 태평양기지 책임자인 줄 알
았던 나는 졸지에 가장 규모가 큰 연구사업 책임자가 되었다. 운영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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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생산’이라는 주제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하니 한 분야에 편중
된 연구비라는 불만이 나올 듯하여, 태평양 해양 정책 추진 분야, 흑진
주 등 유용 생물 생산, 열대 산호 서식처 모니터링 분야 나누어 6.5억 원
을 포함 시켰다. 운영비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와 사용하는 연구비 만큼의 연구 성과를 반드시 생산해
야 했다.

연구비 사용 기준으로
운영비 지출

예산 편성도 연구사업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운영에 필요한 기지 체
류 인력의 인건비는 전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외부인건비로 사용
하였고, 현지 원주민 인건비는 현지 일용으로 대체하였다. 상주 직원의
체류비는 출장비를 받아서 운영하였다. 미크로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지만 세금, 전기료, 임대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현금을 쓴
상황이었다. 2010년에 드디어 태평양기지 운영비 예산 항목이 정식으
로 만들어지면서 지출하기 좀 더 여유로운 시스템을 제공 받았다.

해양생물자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다.

결국 12개 연구 분야로 나누어 ‘남태평양 열대해양 생물소재 실용화기
술개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관고유연구사
업이 진행되었다. 2006년에 시작된 연구 분야는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연구사업 진행과정에서 지리정보, 위성기반 광역 연구 분야를 추가하
였다. 2012년부터 연구사업과 운영사업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어류배
양, 수실감시, 생태계먹이망, 해양 산성화 측정, 수심 지도 등 다양한 분
야가 추가되고, 생명소재 분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제하였다. 대부
분 연구는 1년에 태평양기지를 1회 또는 2회 방문하여 일주일정도 머
물면서 자료와 시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고, 일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는 기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 하거나 기기를 계류한 자료를 정리
하는 방식을 지원하였다. 연구원들에서 기지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부식과 기호품을 여유롭게 준
비하고, 항상 운영진에게 남겨주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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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측량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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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 재촉

2006년부터 시작된 기관고유사업은 태평양기지를 더욱 정신없게 만
들어 버렸다. 기지 운영 방식도 정하지 못한 채, 4월에 처음 인력을 투
입한 후 5월부터 연구원들이 거의 매주 기지를 방문하였다. 매년 연구
결과를 점검하기 때문에 연구 자료를 분석하려면, 조기에 조사가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침대가 두 개인 객실에 4명이 체류하
기도 하였다. 순식간에 일 년이 지나갔다. 당시 운영은 간단하였다. 그
날 하루하루 사고 없이 보내는 것이었다. 우선 방문한 연구자들의 데이
터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김한준 씨의 축 생활 경험과 김도헌 씨
의 기지 외부 업무 지원, 존재감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이대원 씨가 없
었다면 아마도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다.
10월이 다가오면서 연구성과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12억 원에 대한 성과를 내야했다. 여기에 태평양기지 운영에 대
한 가산점은 없었다. 정말 다행히도, 천연물 분야, 미생물, 퇴적환경 분
야에서 태평양기지 시료는 아니지만 태평양 권역에서 조사된 연구 결
과가 성과로 모였다. 첫 해 국제 논문 10편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태평
양기지를 이해해 준 연구원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운영진의
이름을 포함하여 가을 학회에 발표를 하고, 국내 저널에 긴급 투고 등
을 진행하여 주었다. 당시 기관 연구사업은 3개 분야로 묶여 진행되었
는데, 성과에서 태평양기지가 가장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어 연구비를
증액시켰다.
3개년 간 진행된 연구 성과는 다양하였다. 특허, 논문, 생산품 등
이 성과항목의 대부분을 채웠다. 특히 논문이 40여 편에 이르렀다. 솔
직히 말하자면 태평양기지에서 진행한 연구는 10편 미만이다. 논문은
생산품처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평양
기지는 2019년부터 연구비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하였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 꾸준
히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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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행된 연구사업과 태평양기지 운영에서 결과는 연간 운영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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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관심

대한 가시적인 규모였다. 태평양기지를 운영하려면, 아주 최소한으로
위해 노력해준 분들의 연구비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최소한 2억 원을
감액해야 했다. 연구책임자를 찾아다니면 사정을 이야기했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흔쾌히 감액에 동의해 주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감액하여, 2007년 운영비를 확보하였다. 해양과기원에서는 운영에 대
한 복안에 아무런 대응도, 준비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당시 연구
자들은 우리를 만나면 태평양기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태평양기지로
끝맺음을 한다. 태평양기지는 해양과기원 연구자들이 지켜냈다.

박흥식

In 2006, while support personnel were being stationed at the KSORC,
research projects were being carried out simultaneously. At the time, more
than half of the research expenses were operating expenses. However, the
research performance was measured based on the total research expenses.
Researchers paid great attention to the research projects despite the
small research budget for the KSORC and made tireless efforts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achievements of the
KSORC are owed to the commitment and perseverance of the KSORC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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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8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첫해 성과를

단추조개 자원량 조사를 위해 원주민의 도움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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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에서
작은 생물 찾기

태평양, 그중에서도 열대 바다는 가장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산호 주위를 오가는 화려한 색채의 물고기들
이 풍부한 열대 바다의 이미지를 대표한다. 하지만 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해양
생명체인 동물플랑크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나는 태평양기지와 색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기지가 처음 설립되면서,
흑진주 양성 연구를 참여하게 되었고, 태평양기지가 아직 완전하게 체제를 갖추기
전인 2002년부터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한국인 회사 숙소를 거처로 일 년 이상 현
지에 체류하였다.
크기가 2mm이하인 소형 동물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
을 섭취하고 어류와 같은 대형 해양생물에게 먹힘으로써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에
서 중간 영양단계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물고기 등을 양식할 때 입이 작은
어린 새끼에서 마치 이유식과 같은 ‘먹이’역할을 하는데, 대량으로 양식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산해야 할 생물들이다. 최근에는 독성실험생물, 유용추출물 소재 등
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소재 생물이기도 하다.

플랑크톤 채집을 위해
수중에서 네트를 이용한다.

150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해양에서 어류나 갑각류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대상생물을 부화시키
고, 어린 시절을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해양생물은 어린 시절에 아
먹이로는 아주 작게 만든 인공사료와 일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살아있
는 동물플랑크톤을 사용한다. 인공사료는 아직 한정된 어종에서만 먹
이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주로 윤충류로티퍼와 알테미아, 단 두
종류의 동물플랑크톤만 생먹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양식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생먹이가 요구된다. 따라서 생
먹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나 적정 생
물종 발굴이 쉽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능성어, 붉바리 등과 같은 값비
싼 물고기는 부화 직후에는 입이 작아 60㎛ 크기 이하의 먹이가 필요하
지만 아직까지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먹이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양
식어민과 연구자들은 60㎛ 이하의 초소형 생먹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
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먹이생물 개발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
나는 탐색지역의 한계성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러한 생물을 찾아내기 용이한 공간이다.

태평양기지는 환초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유용 소형동물플랑크톤을 탐
색하기에 최적의 연구조건을 갖추고 있다. 축 환초는 산호초, 맹그로
브, 기수지역 등 서식환경이 다양하며, 후보 생물을 배양하여 유지할
수 있는 실험실이 갖추어진 태평양기지는 새로운 유용생물을 발굴하
기 위한 아주 적절한 공간이었다. 다만, 현지에서 배양에 성공해도 생
명을 유지해주는 운반 체계가 없어 국내로 반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
쉽기는 하다. 현지에서 발견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현재까지 배양이 유
지되고 있는 생물은 일부 윤충류와 원생동물 등 3~4종 정도이다. 이들
중에는 생먹이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 윤충류 2종은
크기가 44~45μm로 생먹이에 적정 크기를 가지고 있다. 아직 완전하게
종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Proales sp.라는 종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식 등에 이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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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은 먹이를 공급해야 생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식에서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새로운 종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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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바다가
가장 효율적인 연구 공간

안정된 현지 연구
지원에 대한 아쉬움

열대바다에서 생물을 확보하고 배양하는 것은 일반 연구자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 규모로
인해 태평양기지 방문 횟수가 연 1회 이하로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다. 이는 연구비 확보 문제와도 관
련이 있을 텐데,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확보가 화두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을 갖춘 연구사업을 확보하여 기지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우
선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손에 들고 한국까지

열대바다에서 고생스러운 탐사를 통해 확보된 동물플랑크톤을 국내로
가져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플랑크톤의 생존이었다. 소형플랑
크톤이라 용기에 담아 오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열대바다에서
살던 작은 생물이라 항상 온도 변화에 신경을 써야 했다. 비행기로 이
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온도 유지였다. 축 공항과 괌 공
항에서 화물이 보관되면 고온에 노출되고, 비행 중에는 저온에 노출되
는데, 그동안 플랑크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었
다. 보통 수온유지를 위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지만, 아무리 잘 밀봉하
더라도 수온변화폭이 워낙 커서 생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한번은, 운반 도중에 직접 관리할 목적으로 기내반입 액체 허용한계인
100mL의 용량으로 만들어서 가방과 바지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상태
를 확인하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면서 실험실까지 살
려온 적이 있다. 그 정성 덕분인지, 그 생물은 세대교번을 하면서 아직
까지 실험실 내 배양기에서 잘 살아 있다.
이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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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pical Pacific’s biodiversity renders it an attractive research destination to discover marine organisms that
can be used as resources. In particular, the KSORC is surrounded by a barrier reef and the lagoon’s environment
provides the best research conditions to search for zooplankton and their use as ‘feed organism’ for aquaculture
facilities. We have identified a species called Proales sp., which is smaller than the rotifer (60 ㎛) and can be farmed
in high density. Proales sp. is expected to possess a considerable value for aquaculture because of Proales sp.’s lack of
hard exoskeleton.

매주 월요일마다 기지 앞에서 플랑크톤을 채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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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중형저서생물

미지의 공간,
조사만 진행하면
신종이 나오는

중형동물 채집을 위해
산호 퇴적물을 흡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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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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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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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산호초 어류의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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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성숙과 산란을 제어하는 환경 요인은 해가 뜨고 지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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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환경에 대한 접근

서 바다에 비추는 빛의 세기를 표현하는 광주기와 수온 등을 들 수 있
으로 이는 어류의 눈과 같은 외부수용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
란에 유리한 계절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한다. 산란하기 적절하다는
신호가 어류 뇌의 시상하부 호르몬 분비를 유도시켜 뇌하수체를 자극
하고, 산란에 관여하는 성자극 호르몬을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온대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따라 춘계 산란형, 하계
산란형, 추계 산란형, 동계 산란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열대 지
역은 온대 환경과 달리 계절 변화에 따른 해가 비추는 시간의 변화가
일년 내내 큰 차이가 없고 수온 등도 일정하다. 따라서 광주기와 수온
등의 환경 요인을 어류의 산란행동을 유도하거나, 멈추게 하는 주 요
인으로서 결정하기 힘들다.

산호초 어류의 산란 특성

미크로네시아는 열대 해양성 기후로서 평균 수온은 28.0~29.1℃ 범위
로 일 년 동안 수온이 가장 낮은 달과 가장 높은 달의 차이가 겨우 1.1℃
정도이다 즉, 일 년 내내 수온 차이가 거의 없고, 28℃ 이상을 유지하는
바다이다. 우리는 축 환초에 산재한 섬의 해안가 맹그로브 군락에서 서
식하는 도화돔류orbiculate cardinalfish의 산란주기를 조사하였다. 이 종은
축 환초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군락을 형성하는 맹그로브에 서식하는
주요 어류 중 한 종으로 산란주기를 조사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류의
산란 패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선 산란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매월 암컷을 채집하여 생식소
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일 년 내내 암컷의 몸에서 알을 만들 수 있는 세
포들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어류들이 산란기 때나 관
찰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과로, 마치 암탉
의 뱃속처럼 생식소 내에 여러 단계로 성숙하고 있는 난세포들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산란기에 여러 번 나누어 산란하는
다회 산란종Multiple spawning species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즉, 축 환초 어
류는 연중 알을 몸에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산란하고 있다는 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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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가 비추는 시간이나 수온 등은 모두 계절 변화에 의한 환경요인

다. 열대 산호초 환경에서 수온, 강수량, 빛의 세기 등의 외부환경 변화
들은 어류의 산란을 제어하는 주요 요인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 계획은

광주기나 수온과 같은 환경요인의 계절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열대환
경에서 달의 위상차 변화는 일부 어류, 특히 독가시치류에서 산란을 제
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
다면 축 환초에 서식하는 어류의 산란에 달 위상차 변화가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여 열대환경에서 어류의 산란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 조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반도 연근해에서 어류의 산란기는 계절성을 띄기 때문에 뚜렷
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열대에서 어류의 산란기는 위의 관찰에
서 볼 수 있듯이 뚜렷한 경향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온대지역에서
실험을 시작할 때 어류의 산란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춘계, 하계, 추계, 동
계 산란형으로 나누듯이 계절산란형의 틀에 열대 어류의 산란의 특성을
규정하려 애썼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참 무리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든
다. 열대는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기에 먼저 생
물군집적인 특성을 관찰하기보다는 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관찰
하는 것이 이곳 열대에서 종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최영웅

The high diversity of the coral reefs fish species can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Among several factors,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habitats, various food resources, and the role of shelter for juvenile fishes
are considered as the major factors. This indicate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spersal characteristics of the coral reefs fish speci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ish resources in the future. To understand the
dispersal characteristics of the coral reefs fish species, oogenesis or the process
of egg production in the female fish’s body was observed throughout the
year. Surprisingly, the presence of mature egg cells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year, which indicated that these fishes can lay eggs continuously and
possess extremely high reproductiv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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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서식지에서 어류를 채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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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 생산
- 먼저 조개가 필요

자연이 만든
역사적인 보석

오늘날 흑진주는 태평양 지역 여러 개발도상국의 귀중한 수출품이며
일반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바다에서 생산하
는 흑진주의 주요 생산국은 타히티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지역으로 역
사적, 국제시장에서의 규모 및 지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지역은 폴리네시아 국가들
보다는 작은 규모로 양식진주를 생산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널리 서식하는 흑진주조개는 진주양식, 식
용 및 단추와 보석류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네시아에는 흑진주조
개가 최고의 양식종으로, 2014년 기준으로 26개 환초와 섬에 536곳의
진주 생산업체가 있다. 흑진주 한 알은 일반적으로 3년을 양성하면 직
경이 7mm 정도가 되며, 기술이 보급되어 7년 이상 오래되면 22mm까
지 커질 수 있다.

수량보다 품질

세계 흑진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품질이다. 따라서 진
주 양식도 양 보다는 품질 개선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
책 중 하나는 모든 대상 개체군의 유전 자원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
로 유전자를 선발하여 고품질 진주를 생산하는 것은 미래 흑진주 조개
양식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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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육종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한 특성 중 하나인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진주 양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 도구이다. 선택적인 육종 전략과 효율적
인 부화장을 통해 생산된 어린 개체는 여러 세대의 개체군으로 사육될
수 있다.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소ifremer의 경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흑진주 조개 세대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심이 높은 품질 특성에
대한 여러 계보를 선택해 확립하기 시작했다.

연구 고도화 추진

태평양기지에서 2006년부터 진행된 흑진주양식 연구 역시 수량보다
는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실험실에서는 유전자원
을 이용한 육종보다는 시술패의 외투막 색깔별로 배양할 수 있는 초대
세포 또는 일차세포라고 불리는 primary cell 배양에 더 관심이 있어서
2017년부터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일차세포의 분리방법, 세포배양
방법, 계대 배양 프로토콜, 동결보존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고, 연구가
완료된 세포주들은 저장하여 미래의 흑진주 색을 다변화하는데 인공
외투막 조직세포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육종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흑진주를 바다
에서 키우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후변화
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의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종 보전과 더불어 획
기적인 기술이라 생각된다.

흑진주 생산
성공을 위한 디딤돌

해양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어린 시절을 해류에 떠다니는 생활
사를 갖는데, 이러한 이유로 성체들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수천만 개의
알들을 바다 속으로 내보내어 수정 확률을 높이려 한다. 물론 알의 질
이 다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연산 흑진주조개를 성공적으로
양식하기 위해서는 부화장에서 키우는 종자의 생존율을 최대한 담보
하고 성체로 길러내야 하는데,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존에 강한 종자를 선택하고, 약한 종자는 약육강식의 공간인 자연으
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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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육종된 개체의 대량 생산을 위한 부화장 개발은 흑

한 디딤돌 단계들이 있다. 우선 양식장의 수질이 좋아야 한다. 종자를
사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전체 생산주기 동안 수질은 다른 것보다 중
요한 요인으로 생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 다음은 먹이다. 흑진주 조
개의 양식을 위해서는 살아 있는 먹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자연
상태에서 여과해서 먹는 식물플랑크톤미세조류의 양과 질이 흑진주조
개의 생존을 좌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미세조류들은 이산화탄소와 빛만으로 광합성을 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 생산량을 더하기 위해서 종종 영양분을 공급하기
도 한다. 다른 열대의 섬들처럼 태평양기지에서도 미세조류를 안정적
으로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법이 없으므
로, 기지 주변의 흙에서 추출한 영양염을 공급하여 먹이로 사용한 바 있
다. 먹이 문제는 어미 조개에게도 중요하다. 어미 개체가 품은 알들을 인
공으로 산란시키기 전 한 달간 좋은 먹이를 먹어야 건강한 알들이 산란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앞서 많은 양의 미세조류들이 생산되어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일들

태평양기지에서 진행됐던 흑진주 양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흑
진주 한 알, 한 알, 생산을 위한 어미 개체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한 어린
개체의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이다. 초기부터 현재
까지 기지 주변 라군에서 흑진주 조개의 자연 생산량은 극히 낮은 수준
이다. 따라서 폴리네시아처럼 자연산 흑진주 조개로부터 방출된 어린
종자를 부착시키는 자연 부착 방식으로는 우리 기지에서 흑진주 양식
을 할 수 없다. 반면 흑진주 조개는 생태계에서 해수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류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흑진주 양식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도 충분한 양의 어린 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인공으로 어린 개체를 생산하는 연구 사업이 지속적으
로 추진되어 흑진주조개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들이 안착된다면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또한, 열대지역에 분포하는 조개류에 관한 연구는 온대지역의 이
매패류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열대 조개류의 생활사나 생리
학에 관한 정보 취득은 기후변화 및 생태계 변화가 지속되는 현재에 매
우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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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공적인 흑진주 조개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어린 개체
들의 연중 생산 전략이 필요하며 수질환경, 먹이공급, 배양 시설 등을
업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선순환 투자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현지
인들이 우리 직원인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기반 사업 전략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호혜적 성과를 위해

좋은 물, 좋은 먹이, 양호한 성장률, 건강한 어린개체, 건강한 어미개체
등의 키워드는 언뜻 보면 생물자원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위한 단어들
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찌 우리만 좋은 환경을 누리겠는가? 미크로네
시아에 열대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국가 간 기술발전의 흐름은 낙
수효과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국가 간 발전의 흐름과 전달은 우리가 살아
가는 시대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열대지역의 보물인 흑진주 조
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물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자 현지
파견되어 어렵고 힘들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건강과 연
구의 질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강도형

진주 핵을 삽입한 조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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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현지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산

흑진주 치패 배양을 위한 먹이는 별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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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를 만들다

태평양기지와 흑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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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그리고 성공

무더위를 견디며 열정을

흑진주 생산을 위해
태평양기지 앞에
야외 성육장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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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진주 한 바가지
생산하기

김한준

168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3장

2008년에 첫 수확의 기쁨을 이루다

무더위를 견디며 열정을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SORC, I resumed my research on black pearl
cultivation in 2000. At that time, the governor of Chuuk State requested
a collaborative research to cultivate black pearl at the KSORC. In 2006, a
Japanese researcher was invited to the KSORC to train KIOST researchers
and Chuuk State personnel about pearl nuclear implantation techniques. In
2008, we extracted a dozen beautiful colored black pearls successfully from
the oysters that we reared at the KSORC. In 2015, we produced over 200
black pearls, and the possibility of upscaling production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were reviewed. However, the black pearl project was seized with
the change of station chief. Today, most of the oysters that produced black
pearls have reached the end of their lifetime and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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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바다에서
낯선 해양생물을 연구한다는 것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한국해양연구원은 2000년 7월 ‘남서태평양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를
통해 열대 생물자원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태평양기지
에서 진행된 초기 연구는 미크로네시아 축의 산호초에 대한 해양생물
자원 조사와 진주조개 종묘 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2003년부
터 시작된 미크로네시아 해역의 생태계 군집 구조와 수산자원 조사는
해양 천연물 연구를 위한 기본 조사라 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연구의
규모나 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당시 한반도 해역에 머물던 해양생물
연구 영역을 열대 해역으로 넓혀 열대 생물자원 연구의 기초를 닦는 계
기가 되었다. 당시 태평양 해양과학기지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
소한의 비용으로 건립된 상태라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고, 연구비도 거
의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해외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오
로지 해양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생물자원을 채집하고 배양하여 국내
로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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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가 없었더라면...

거점을 만들었던 2000년을 되돌아보면 태평양기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
기원의 연구자들은 2003년부터 미크로네시아 태평양기지를 찾았다.
연구자들은 천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면동물, 연
산호, 극피동물 등 환초에 사는 생물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미
1990년대 초,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교 연구진
이 축 환초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가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여 천
연물 연구를 수행하였고 두드러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시기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 때문이다.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란 생물 다양성
을 생태계, 종, 유전자 수준에서 파악하고 이를 보전하며, 생물 다양성
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부
터 나온 유전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
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 조약이다. 1990년대에 유엔 환경
계획UNEP이 주도하여 협약에 대한 내용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1994년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비로소 의정서Nagoya Protocol
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협약에 따라 우리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연구용으로 생물을 채
집하려면 그 나라의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아야 하고,
논문을 출판하더라도 반드시 논문에 채집 지역과 시기를 밝혀야 한
다. 만일 연구의 결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 배
분하여야 한다.

태평양기지에서 얻은
소중한 자원

이렇게 귀하게 얻은 열대 해양생물 채집물은 국내로 보내는 과정도 쉽
지 않았다. 축주에서 허가와 서류를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중
간기착지인 괌Guam 공항에서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항에 도착
하여 세관에 연구용 생물로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과 축 정부의 허락을
받아 한국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고, 일일이 포장을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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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진다. 특히 해양천연물 연구 경험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해양과

어 확인을 받아야 했다. 때로는 서류 작성이 잘못되어 공항직원과 실랑
이를 벌이기도 했고, 생물을 담은 화물이 분실되어 공항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생물채집을 위해 괌을 거쳐
축을 오가는 과정에 공항에서 일어났던 여러 해프닝들은 연구에 참여
했던 연구원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국
내에 들여온 열대 해양생물들은 현재 해양과기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
관에 냉동 또는 추출물의 형태로 보관되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에 활용되고 있다. 모든 열대 생물자원 하나하나가 열악한 환경과 난감
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던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수많은 연구자 특히 젊은 대학원
생들에게 과거의 우리나라 해양연구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환경
에서 마음껏 연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태평양 해양과학기지에
서 어느 날, 다른 나라의 기지에서 눈치를 보며 연구를 한 적이 있던 어느
노교수님이 외국의 생물을 마음껏 연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자
신의 경험을 후학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비록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열대 바다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햇살, 모진 비바람을
받으며 이십 년이 넘도록 튼튼히 버티고 있는 태평양기지는 우리나라 해
양생물 연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 생각한다.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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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eam has started research projects in Chuuk since 2003. We focused
on taxonomic groups known to contain natural products, such as sponge,
soft coral, and echinoderm. To collect and export these organisms, a prior
permission had to be arranged with the Chuuk State’s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 In obtaining these permissions, the KSORC staff have played
pivotal roles and assisted us in numerous ways. Marine organisms imported
into Korea are currently stored in a long-term repository or as an extract at
the KIOST and at the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MABIK).
These materials are used for research in several institutions.

채집된 해면을 종에 따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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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해역에서 발견한
보물 “해조류”

해조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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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가 있어
얻을 수 있는 혜택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대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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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한 태평양기지

176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3장

무더위를 견디며 열정을

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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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의
가치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 군락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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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연구

서의 맹그로브 식물은 땔감, 건설자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학
관광 등으로 중요하다. 맹그로브 식물은 미크로네시아 전체 육지 면적
의 12-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맹그로브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서는 맹그로브의 잎 또는 줄기의 껍질을 설사, 소화불량, 코피, 눈병, 염
증, 인후염 및 상처치료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맹그로브 줄
기의 물 추출물은 항균활성을 보이며, 외과수술 후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맹그로브의 효능은 나무껍질에 다량 함유
되어 있는 탄닌성분의 활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Rhizophora 속의 나무
껍질에는 10-36% 정도의 탄닌을 포함하는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2006년부터 맹그로브를 연구했는데,
그 목적은 웨노 섬에 서식하고 있는 4속 6종의 맹그로브 식물을 채집하
여 형태학적인 특징을 관찰하고, 분류키를 작성하여 손쉽게 분류되도
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rbcL 유전자를 분자마커로 선정하여 계통분
류를 수행하였고, 형태적인 분류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외부 형태적 특징을 이용한
웨노 섬 맹그로브 분류

미크로네시아 웨노 섬에 서식하고 있는 맹그로브 식물의 뿌리 구조와
잎 모양 등을 중심으로 형태적 분류를 수행하였다. 뿌리의 구조는 아치
형, 판상, 원뿔 모양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잎은 전체적 모양과
광택, 잎 선단부의 돌기나 가시가 종 구분에 이용되었다.

Rhyzophora stylosa, R. apiculata, Xylocarpus moluccensis, X.
granatum 이상 4종은 레드 맹그로브에 포함된다. 4종 모두 지지근이
있지만, R. stylosa와 R. apiculata는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막대 모양의
아치형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X. moluccensis 및 X. granatum는 줄기 하
부에 판자처럼 발달하는 판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Rhizophora 속의
두 종은 잎맥 부분과 잎 뒷면의 갈색반점으로 구분되었다. 즉, R. stylosa
의 경우 잎맥 부분에 둥근모양의 단단한 구조가 있으며, R. apiculata와
는 달리 잎 뒷면에 선명한 갈색 반점이 있다. Xylocarpus 속의 두 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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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수질 유지, 쓰나미로부터의 보호, 어류 서식처 제공 및 생태

잎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X. moluccensis는 잎 끝이 뾰족한 첨두였
으며, X. granatum은 잎 끝이 둔한 둔두나 원두였다.
블랙 맹그로브에 속하는 Sonneratia alba는 땅속 뿌리로부터 솟
아나는 원뿔 모양의 가근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잎은 둥근 타원
모양이었다. 화이트 맹그로브에 속하는 Excoecaria agallocha의 뿌리는
레드 맹그로브와 같이 원줄기 기부에서부터 사방으로 퍼진 아치형 또
는 판상 형태로 관찰되었다. E. agallocha는 잎과 줄기를 자르면 맹독성
의 유즙이 분비되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줄기는 밝은 갈색으
로 다른 종과는 확연히 구분되었다.

분자마커를 이용한
맹그로브 분류

외부형태학적 형질을 기반으로 하였던, 웨노 섬에 서식하는 맹그로
브의 종 판별을 분자분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맹그로브 잎조직으
로부터 rbcL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샘플링을
수행한 6종의 맹그로브로부터 CTAB method를 통해 genomic DNA
를 추출하였고, rbcL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했다. 분석한
염기서열은 NCBI blast를 통해 상동성이 높은 유전자와 매칭하였을
때 각각 형태적 분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의하면, E.

agallocha가 가장 먼저 분지되는데, 이는 E. agallocha만이 잎과 줄기에
서 유독성 유즙을 분비하는 특징으로 나머지 5종과 구분했던 형태학
적 결과와 일치하였다. 나머지 5종 중 Xylocarpus 속이 Rhizophora 속
보다는 Sonneratia 속과 더 가깝게 묶이는 점은, 맹그로브를 줄기의 상
대적 명암 차이블랙, 화이트와 발아하는 뿌리의 색깔에 따라 블랙, 레드,
화이트 맹그로브라고 부르는 것에 식물의 계통적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하 뿌리로부터 원뿔상의 많은 호흡근기근을 돌출시키
는 Sonneratia 속 식물과 원줄기 기부에서 세워진 판상의 뿌리가 발달
하는 Xylocarpus 속이 한 분계조로 묶이고, 원줄기에서 아치상 또는 곧
은 곤봉상의 뿌리가 지면을 향해 발달하는 Rhizophora 속이 나중에 묶
이는, 전체적으로는 단계원적 분화과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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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에서 정글을
맛 본 조사

때문에 매우 많은 모기가 서식하고 있다. 맹그로브 잎 또는 뿌리를 채
온몸의 주변에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달려들고, 맨살 뿐만 아니라, 옷을
뚫고 달려드는 모기와의 사투가 대기하고 있다. 처음 채집 때는 멋모르
고 맹그로브 숲에 들어갔다가 온몸에 물린 자국이 생기고 가려움에 고
생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채집부터는 상하의 긴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무지하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채집에 임했지만, 맹그로브
숲 안의 모기를 이길 수는 없었다. 모기들이 한 끼 식사를 하는 데는 긴
옷쯤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택견

We collected 6 species of mangrove plants in 4 genera around the Weno
Island in Chuuk, and produced a taxonomic tree for an easy classification.
The rbcL gene was selected as the molecular marker for the taxonomic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provided a basis for basic
academic research and commercial application of these mangrov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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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의 모기와 대결을 해야 한다. 채집 내내

맹그로브숲은 열대 및 아열대 연안에서
중요한 생물 군집이다. 해안선을 침식으로부터
완충하고 생화학적 필터 기능을 하며,
많은 열대 이동성 해양생물에게 중요한 보육장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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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에서 시도한
감염성 해양바이러스
모니터링

산호초 부근에서 박테리아 채집을 위해 모래를 채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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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환초 최초의
감염성 해양 바이러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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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 군락 근처에서 펄 퇴적물을 채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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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바다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
- 열대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학자로서
체계적 해양 관측을

2016년 3월 기지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지 가운
데 우뚝 솟아있는 대기 관측 타워였다. 멀쩡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기
지 내의 PC로는 계속 똑같은 값만 전해지고 있었다. 관측 타워를 점검
해 보니 통신에 문제가 있었다. 직접 통신 장비를 수리하여 데이터가 전
송되었다. 기지대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부터 기지를 돌며 해양 모니터링에 쓸 수 있는 장비를 점검했다. 작지만
상시 이용 가능한 배도 있고, 해양 관측에 필수적인 CTD의 상태도 양호
하고, 해양 관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했다. 이 정도면 계획을
세워 기지 주변 바다가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링을 시작할 만했다.
우선 정점으로는 과거에서부터 미국 NOAA와 함께 산호초 내
의 해양산성화 연구를 위해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던 정점 K1과 기지 바
로 앞, 그리고 축 라군과 태평양이 연결된 통로인 East Pass 앞, 이렇게
세 곳으로 정했다. 그리고 기지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 중 Lagoon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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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월요일, 월 2회 관측을 원칙으로
정했다. CTD를 이용하여 표층부터 바닥까지 관측했고, 네트를 사용하
헐적으로 해양환경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측
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찌 생각해보면 태평양기지에 대한 연구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지를 유지해야 할 기지대장 겸 해양학자로서 지
낸 1년이지만, 그 또한 많은 깨우침을 주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뜻밖의 경세치용

부임 첫날 우연히 수리한 대기관측타워와 해양관측은 태평양기지는
물론 기지 주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기
관측은 매일 매 분마다 실시되고 있었지만, 원주민 직원들에게 과학기
지로서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매 분마다 전송되는 자료를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
도록 야외에 디스플레이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 축은 일
년 내내 매우 덥고, 연중 습도도 높기 때문에 야외에 전자제품을 설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지 숙소동 현관 벽에 구멍을 내
고 내부에 모니터를 설치한 후, 유리를 통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지인 직원들과 벽을 뚫고 적당한 판유리를 구해 모니터를 설치한 후
나무판으로 문을 만드니, 마치 길에 설치된 전광판 같이 매 분마다 갱
신되는 기상관측 자료가 항목별로 제시되었다. 원주민 직원들은 이것
이 무척 신기해 보이는지, “이제는 일기예보가 가능한가요?”라고 자주
묻곤 했다.

일 년 동안의 모니터링

일 년간 진행했던 대기 정보와 해양 모니터링 결과, 기온은 예상대로
계절 변화 없이 일 년 내내 평균 약 28±0.6℃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교
차는 평균 약 3℃로 연중 변화에 비해 5배나 컸다. 습도 역시 연중 84±
3%를 유지하여 날씨만 보면 일 년 내내 우리나라의 장마철 날씨인 셈
이다. 바람은 주로 동풍으로 연중 초속 10-20m 사이의 바람이 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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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플랑크톤 시료를 채집했다. 태평양기지가 생긴 이래로 여러 차례 간

축주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 지대에 위치하
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연 강수량은 약 2,500mm를 보였
는데, 평균적으로 연 강수량은 약 3,000mm에 달하지만 필자가 관측했
던 2016년 초에는 강력한 엘니뇨로 인해 5월까지 거의 비가 오지 않았
다. 이 2016년 봄가뭄으로 인해 필요한 물을 모두 비에 의존하는 태평
양기지와 마을은 무척이나 고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지는 거의 매일 시내에 가서 약 2톤 정도의 용수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원주민 직원 가족과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했다. 아마
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인근 주민들은 목숨까지 위험했을
지 모른다. 지금도 주민들은 당시에 물을 공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
며, 우리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산호초 바다에서
관측된 사계절

대기 관측 결과만 보면 열대 지방에는 계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러나 해양 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얘기가 다르다. 대표적인 정점 K1에
서의 연간 수온 변화를 보면 2월에 가장 낮은 약 28℃를 보이고 8월에
가장 높은 30.5℃를 보인다. 염분은 반대로 2월에 가장 높고 11월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따라서 2월은 겨울이고 8월이 여름임을 확실
히 보여준다. 대기 관측이 보여주지 못한 것을 바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
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꾸준한 관측으로 이를 이해하려는 노
력을 해야만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자가 수행했던 관측이
기지대장의 임기와 함께 끝나 버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대 바다
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해양 모니터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축 라군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의 연구와 환초 밖 태평양의 자료와 함께
드넓은 태평양 속에서 축 라군의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
행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태평양기지에 상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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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 연구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약 스무 명에 달하는 현지인 직원
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관측을 수행하여 자료를 생산하

강동진

Tropical climate may appear stable and without seasons, yet fine-scale
oceanic data provide insights into palpable seasonal patterns in climatic
and oceanic conditions. Long-term monitoring of climatic and oceanic
conditions is required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Chuuk’s climate.

장기 모니터링 장비를 수면에 설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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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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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해양과학기지와
천연물 연구

우리가 갖지 못한
열대 해양생물자원이 있는 곳

생명체들은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체내에 쌓
아간다. 이 화합물 가운데 약리활성이나 생리활성이 있어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연구기지를 열 때,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분야도 바로 해양생물 관련 연구였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열대 바다는
해양생물과 해양천연물의 보물창고와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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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에서
찾아낸 열대 천연물

화를 모색하였다. 이는 미크로네시아 현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
위하여 바이오 소재 개발로 연구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2009년 ‘해외
해양생물자원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연구는
미크로네시아를 포함한 해외 해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물자원을 획득
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생물자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용 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열대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허락 없이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열대해양생물을 처음 접하는 연구자들에
게는 모든 국면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해외에서는 채집과 연구라는 단
순한 과정도 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양천연물 자체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연구이기에 해양생물학, 생명공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더불어 국제법을 잘 아는 법률가도 함께 연구
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헌신 속에 수백 종의 열대 해
양 생물과 이들로부터 얻어진 수천 종의 추출물, 그리고 수백 종의 해양
천연물이 미크로네시아의 바다에서 얻어졌다.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소재로 이용하려는 노
력이 해양생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육상의 식물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여러 연구기관과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지금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과기원은 2006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
원을 받아 ‘열대 도서생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추출 연구’를 시작하였
고, 약 3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진과 함께 축주를 비롯한 미크
로네시아의 육상식물을 함께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도 홈쇼핑을 통해
잘 알려진 건강식품인 ‘노니’라는 식물의 천연물 성분을 분석하여 논문
을 쓰기도 하였고, 열대 고유의 육상식물 표본, 건조 분쇄물을 반입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채집된 식물
의 표본과 건조 분쇄물, 추출물들은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보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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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기획과 더불어 해양천연물을 포함한 해양생명공학 연구를

미래의 해양천연물 연구와
태평양기지

지난 이십 년간 해양과기원의 해양천연
물 연구는 제주도, 소흑산도 등 국내 연
안의 해양생물에서 열대 해양생물로 대
상을 넓혔고, 공동연구 파트너도 국내
외 연구기관으로 넓혀왔다. 이렇듯 그
대상과 범위는 넓혀 갔지만,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아쉬움은 적지 않다. 지금
껏 태평양 과학기지 인근 연안의 해양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천연물 분석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우점하고 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극소성분에 대한 연구 또는
축주 연안의 희귀한 해양생물에 대한 분석연구, 유용성분을 생산하는
생물의 배양 연구 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과제는 해당 연구기간 동안 ‘몇 종류의 생물을
채집했나?’, ‘몇 종류의 성분을 얻었나?’ 등 정량적 성과 달성 위주로 평
가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 범위를 넓혀가는 일에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
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미크로네시아 태평양기지에서 이
루어지는 해양생물 활용연구는 정량적 성과보다 ‘얼마나 특이한가?’,
‘얼마나 다른가?’로 평가 받고, 끈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
지기를 기대한다. 평생 청자고둥이 생산하는 독소 conotoxin을 연구하
여 프라알트라는 진통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한 필리핀 태생 발도메로
올리베라Baldomero Olivera 교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주목되면서 국가마다 생물자원에 대한 배
타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태평양기지의 중요성은 점
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태평양 과학기지가 열린지 이십
년이 흐른 지금, 기지의 소중한 가치를 점점 잃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
다. 잠깐 다녀가는 방문자의 입장이 아니라 태평양에서 해양생물을 연
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태평양 과학기지의 가치는 결코 쉽게 절하
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새로운 이십 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의 해양
생물, 해양생명공학, 해양천연물을 연구할 후학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땀을 흘리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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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된 해양생물은 현장에서 전처리하여 국내 반입할 시료의 부피를 줄인다.

Since 2007, the KSORC sought new research directions. In addition to a
new plan to strengthen the research activities in Micronesia, the research
direction was updated to include the development of biomaterial for
marine biotechnology research, including marine natural product. The land
and waters of the tropical Pacific are rich repositories of natural products.
Nevertheless, sample collection and research are extremely complicated
abroad, and investigations into natural products require collective efforts of
diverse expertise. Accordingly, we pursued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Scientis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arine biology, biotechnology, and
chemistry, as well as law practitioners with expertise in international law,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using the KSORC as the research hub. Hundreds
of tropical species were collected with the dedication of the scientists involved
in the research, and thousands of extracts and hundreds of natural products
were obtained from these organisms.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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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다

초기에 태평양기지에서 진행되는 연구의 재원은 해양과학기술원 자체에서 확보한
기관고유사업에서 조달하였다. 상설화되기 이전에 ‘ 해외생물자원연구’의 일환으
로 정부로부터 흑진주 생산과 축 환초 생물자원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다
가, 2003년부터는 연구 방향이 미크로네시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축 환초에서의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2007년에는 다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였다. 기존
에 진행된 흑진주 생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개를 확보하
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에 흑진주 생산을 주도한 지역은 타히티로, 자연에서 어린 조
개를 수집하여 흑진주 생산을 위해 제공하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확보된 크기가 작은
어린 조개가 집단으로 죽는 현상이 생기면서, 흑진주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속가능한 조개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에서 어린개체를 채집하여 양
성하는 것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 파악하고, 흑진주 조개 항체를 개발하는 연구
를 신청한 것이다. 물론 타히티에 있는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IFREMER와 공동
연구를 계획한 것인데, 운 좋게 채택되었다. 흑진주 조개 항체개발 연구는 태평양기
지에서 시작한 최초의 국제 공동연구였다.

최초로 진행된
흑진주 항체연구

조개 등 패류에서 항체연구는 주로 수산 가치가 있는 종에 대해 진행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지락 연구가 진행되었다. 항체연구를 진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생물에 대한 생활사, 생식주기, 생리특성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는
흑진주 조개를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까지 흑
진주 조개에 대한 항체 연구가 세계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심
지어 생활사나 생식주기가 온대지방과 다른, 산호초 주변에 서식하
는 조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항체개발은 조개의 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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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을 면역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크기 별로 조개를 확보하여 해부한 다
고 성숙한 알의 난황단백질 유전자를 발현하는 일이
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이었다. 전처리와 예비실
험이 진행되어야 했다. 당시 기지에 확보된 것은 해
부 장비와 현미경 한 대 뿐이어서 시료를 얼린 상태
로 해양과기원 실험실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최소한
타히티에 있는 프랑스 해양연구소와
흑진주 항체 공동연구를 진행하다

냉장상태는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급성 동결도 불
가능하고 드라이아이스 확보는 더욱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가져와야 했다. 시료에 아이스팩을 겹겹이 넣고, 아이스박스를 기내
반입시켰다. 괌에서 8시간을 대기하기 위해 렌트카 회사에 부탁하여
근처 식당 냉장고에 포장을 푼 채 보관하였고, 다시 대한항공에 탑승
하였을 때는 승무원에게 냉장 보관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새벽에 인
천공항에 드라이아이스를 대기시켜서 운송을 완료하였다.
연구 시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일이 연구보다 우선되어야 한
다는 생각에 연구 기간 동안 연구비 중에 상당 부분을 기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구입에 할애하였다.

누가 현지에서 연구할 것인가

우선, 태평양기지에서 크기별로 흑진주 조개를 충분히 확보해야 했고,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 오랜 기간 태평양기지에 체류해야 했
었다. 다행히 기지 근무 요원 중에 이대원 씨는 한국에서 배양장에 오
래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김한준 씨는 흑진주 조개 산란을 경험한 적
이 있었다. 문제는 바쁜 기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였다. 우선 내가 기지에 장기 체류를 결정하고, 흑진주 조개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전 흑진주 조개 자원연구 결과를 참조했을
때, 집적 조개 채취하는 확보 방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한준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원주민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흑진주 조개
를 잡아오면 구매하겠다고 광고를 하니, 일주일만에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조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전처리 과정으로 현지 근
무요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연구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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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알을 추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번식량을 측정하

동안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기지를 방문하였다. 전처리에 대한 걱정보
다는 한국으로 시료를 운반할 택배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제 연구팀 구성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타히티 프랑스 국립해양개
발연구소IFREMER에 근무하는 뮬렉Gilles Moullac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고,
회신을 받은 후에 전화를 시도하였다. 뮬렉 박사도 프랑스인이라 영어
에 능숙하지 못했지만, 전화 통화와 메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마음
은 통했다. 한 번의 만남도 없이 이메일로 사업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리
고 뮬렉 박사는 자체 연구비로 태평양기지를 방문하였다. 타히티-하와
이-괌-축으로 이어지는 24시간의 여정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챙겨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루 종일 협의하고, 현장에서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타히티는 흑진주 조개의 질병으로 흑진주 산업 자체가 어려워진 심각한
상황이었다. 항체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축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개의 근친 교배가 더욱 큰 문제였다. 뮬렉 박사는 축 환초에 서식하는
흑진주 조개의 건강성에 감탄하였고, 상당량의 어미 조개를 살려서 티
히티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타히티에서 조개를 운반할 배를 가져온다
면 가능할 일이었지만, 운반 경로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었다. 타히
티 연구소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연구를 중복 진행하기 위해 한국에서 처
리된 시료를 타히티로 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10년에는 우리가 타
히티를 방문하여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항체를 전달하였다. 엄청난 규모
의 연구기지와 활발한 활동에 대한 여운이 남았다. 3년여의 사업을 마무
리하고, 개발된 항체로 타히티 흑진주 조개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었지만, 기지에서 유사한 연구
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는 데 만족하였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아쉬웠다. 기관 운영 사업비를 생각했지만
기지 운영비가 빠듯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요청
할 수 없었다. 타히티에서도 후속 연구를 위한 비용을 신청했으나, 우리
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초
로 흑진주 조개 항체를 개발하였다.
강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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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 생산을
대표 연구 사업으로 준비

태평양기지가 상설화 되던 시기에는 과학계에서 추진하였던 연구개발 중에 신산업
을 지원하는 소재 개발, 생명 공학 분야 육성 등이 태평양기지의 운영 타당성을 주장
하는 좋은 주제가 되었다. 해양과기원에서 태평양기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업
연구비를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 생명공학 즉 ‘바이오’라는 연구 분류에 해당하는 비
중이 70%가 넘었다. 물론 기지 운영비도 이 분야에 포함되었다. 태평양기지는 현지
에서 소재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고민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흑진주 생
산보다 태평양기지를 신속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연구 주제가 필요하였다.

기지에서 생물 생산을
시작하다

태평양기지가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 되면서
인력충원도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강도형 박사가 발령을 받았다. 비
록 박사 과정에서 남극 조개를 연구하였지만, 제주에서 산호 관련된 논
문을 발표하였고 학부시절부터 심해저 탐사, 극지 생물 연구 등을 통
해 해양과기원과 인연이 있었다. 강도형 박사가 태평양기지를 방문했
을 시기에는, 생물 생산 연구로 흑진주와 단추 생산 등 산업 소재로 많
이 쓰이는 트로커스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도형 박사는 태평양기
지는 짧은 시간에 독특한 연구 성과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
신의 전공과 무관했던 플랑크톤 생산을 주장하였다. 우선 ‘스피룰리나,
듀나넬라’ 등을 대량 생산하고, 관상생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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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는 한 달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생활사를 가진 생물이라, 생
산성이 매우 높다. 특히, 당시에 건강 보조식품으로 상품이 출시되었
내에서 관련된 산업에 쓰이는 건조 파우더를 수입하는데, 하와이와 뉴
질랜드로부터 연간 60억 원에 이르는 양을 의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미 실험실 수준으로 생산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생산
원가 경쟁을 위해서는 배양과정에서 수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
기 때문에 태평양기지가 적합한 조건이었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 야생
에서 현존하는 스피룰리나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정적인 연구 진행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지원받았다. 2008년부터
3년간 스피룰리나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선 실험실
단위가 아닌 산업소재로 가능한 대량 생산에 목표를 두었다. 3년 동안
건조된 파우더로 100kg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안정된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외국인 연수연구원을 사업 실무 전담으로 투입하
였고, 특히 현지에서 장기 근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스피룰리나를 공부
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인프라였다.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스피룰리나
가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성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시설을 반입하
여 조립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지에서
조달한 다양한 자재를 응용하여 보잘것없는 시설을 구축하였다.

건강식품 모습을 갖추다

2010년에 처음으로 5kg의 냉동한 스피룰리나 과립을 축적하였다. 기지
에 생산품을 파우더로 만들 수 있는 건조 장비가 없었다. 건조는 신속하
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장비 구입과 설치에만 대략 1억 원이 소요되어,
우선 수확된 스피룰리나를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 보관만 하였
다. 현지에서 생산된 스피룰리나의 성분 분석을 위해 3kg 정도를 최소
한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아이스팩에 단단히 고정
하여 수화물로 계속 확인하면서 괌에서는 렌트카 냉동실, 대한항공에
서는 스튜어디스에게 특별히 부탁하였다. 국내로 반입된 스피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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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산 양식 사료로 국제적으로 수요가 한참 증가한 상황이었다. 국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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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과를 내는
전략을 준비하다

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제약회사 건조기로 운반하여 급속 건조시킨
후에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알약 형태로 제조되기도 하였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운반한 스피룰리나 성분이 수입품과 유사하였
고, 산화과정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성공 앞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이제 태평양기지에 보관된 500kg 정도의 스피룰리나 과립을 한국으로
운송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이
희승 박사의 천연물 연구를 위해 채집된 해면과 무척추동물 200kg도
함께 실었다. 이 정도 양이면 50kg 전후의 스피룰리나 파우더를 생산
하는 양이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는 동안 선박에서 컨테이너에 전기 공급을
하지 않았다. 태평양기지에서 안산까지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완벽하게
썩다 못해 익어버린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컨테이너 문을 열고는 망연
자실하였다. 운송선박에서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뚜렷한 배상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다.
선사는 일본회사였다. 결국 선사에서는 냉동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 1회를 무료로 운송해 주는 것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보상보다는 다시 생산하고, 채집하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8개월 후 같은 절차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50kg 정도의 건조된 분말 스
피룰리나를 확보하였다. 분석실험도 진행하였고, 일부 건강식품처럼
알약을 만들기도 하였다. 제주 양식회사에 물고기 사료 가능성도 실험
하였다. 하지만 사업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연구 자금이 태평양기지
건축비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잠시 접어야 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
을 담당했던 인력도 대부분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도 잊힐 만하면 관심 있는 기업이 문의해 온다. 2013년에는
대봉제약에서, 2018년에는 삼양식품에서 스피룰리나 대량 생산에 관
심을 보이고, 사업 투자팀까지 조직하였다.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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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룰리나를 수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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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ature research was required to characterize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The innovative mass production of Spirulina, a
type of commercially-cultured plankton, was a case in point and could be
comple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pecifically, five hundred kilograms of
Spirulina was produced in a year using a prototype production system and
imported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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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로네시아의
현안 문제를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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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공무원 대상으로
어류자원조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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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생물
관리 방안 교육 진행

ODA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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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견

축주 공무원에게 어류 양식 과정을 교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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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인식 과정인지

최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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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6, the Chuuk State government requested a training program to
develop abundant ornamental organism resources of the state, a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pported this program as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 This request and
funding opportunity resulted in the ‘Micronesian tropical ornamental
fish resource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project since 2018.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train local residents with ornamental fisheries
techniques in order to generate a new long-term source of income for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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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섬에서 문익점처럼 되다

2006년 이후 상설기지가 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은 운영비였다. 태평양기지의 경제
사정을 이해한 연구원들은 작은 비용이나마 할애해 주면서 최소한의 현장 경비만으
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비용을 확보했던 연구팀은 냉정
했다. 서너 명이 시료를 위해 일 년에 한번 정도 방문하고, 상당부분의 연구비가 인
건비와 재료비, 심지어 장비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전 지구적 식물 종자 확보
사업을 찾아가다

당시 김태영 박사로부터 생명공학연구원이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서 전 지구적 자생식물 종자 확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
다. 이에 천연물 확보에 분주한 이희승박사를 설득하여 과기부 담당 부
서를 방문하였다. 진행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해보니 해외 열대도서지
역 식물 채집 계획은 없었다. 우리는 바로 사업 책임자인 정혁 박사를
찾아갔다. 태평양기지를 설명하고, 도서지역의 자생 식물에 대한 지식
을 부풀려서 정혁 박사를 설득하였다. 실제로 미크로네시아 수도가 위
치한 폼페이 섬은 일 년에 6m에 이르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지역으로,
예전에 영화 ‘킹콩’의 배경이 되었던 험준한 밀림을 보유하고 있다. 태
평양기지가 위치한 축 환초도 동일한 환경이라고 상당한 거품이 있는
얘기를 진행한 것이다. 마치 꼭 계약을 성사하려는 세일즈맨 같았다.
아주 보수적인 인상을 보이시던 정혁 박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를
들며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듣더니 100종의 식물 채집 조건으로 1억 원
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간단히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연구 사업을 따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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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채집은 이희승 박사가 주도하였다. 열대지방에서 숲을 걸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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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다

것은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다. 태평양기지에 방문객이 오면 거대한 캐
산을 오르는데, 찌는 듯한 무더위 속 산행이라도 기지 근무자들끼리는
꾀가 나서 서로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그런데 길도 없는 숲을 정글 칼
을 들고 헤매야 했다. 운영비를 위한 사업으로 거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이다. 임무는 서로 다른 식물 100종의 잎, 꽃, 열매를 각각 1kg 이
상 채집하고, 식물 부위별 현장 사진을 찍어야 했다. 커다란 식물 채집
은 한 번에 가능하였다. 즉, 30여 종까지 확보하는 것은 쉬웠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특히 크기가 작은 식물을 1kg 확보해야 하는데, 도
대체 동일한 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었다. 채집한 잎을 꺼내서
이리저리 비교해 보아도 난감하기만 했다. 일단, 특이하게 생긴 잎을
모두 채집하고 기지로 돌아가서 분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 실험실에서
분리하는 일은 더 난감했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잎이 충분하면
열매가 적었고, 특히 꽃잎으로 양을 채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원주민과 함께

시료 확보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 부족한 시료의 잎과 꽃을
코팅하였다. 그리고 열매에 표기를 하여 각각 10개의 표본을 만들었
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표본과 채집을 할 수 있는 비닐을 나누어 주었
다. 샘플마다 1kg을 채우면 5불씩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담배 한 갑
(4불)을 주기로 했다가 참여자가 점점 어려지는
것을 보고, 현금으로 전환하였다.
다음날 시료가 채워지는 것은 순식간이었
다. 원주민 직원은 퇴근하자마자 가족을 동원하
여 산으로 갔다. 이러한 용역이 태평양기지가 위
치한 사푹마을뿐 아니라 인근마을까지 전달되면
서 매일 오후 기지 정문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렸
다. 비닐도 보급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한손에 시료
를 들고 우리를 기다린 것이다.
하루 만에 여러 가마니 분량의 식물이 채

종 분리를 위해 현지인 도음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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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포와 축 환초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태평양기지 뒤편 해발 87m인

집되었다. 심지어 새로운 종류도 많았다. 우리는 밤 늦게까지 식물을
분리하고, 더 필요한 시료를 찾아 원주민에게 보여줄 표본을 다시 만들
었다. 3일째가 되자 우리는 100종이 넘는 시료를 채집하였다. 지금 기
억에 약 400불 정도의 비용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
었다. 규모가 1억짜리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다음 해에는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식물 분류 전문가를 보내주었다. 우리가 채집한 식물 표본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은 3년간 지속되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중복된 식물을 가져온 아이들에게
는 사탕과 음료를 대신하였다. 그러자 마을에 사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식물을 가져와서 사탕을 달라는 것이다. 심지어 그 흔한 바나나 잎을
가져온 아이들도 있었다. 결국 사탕 지불 방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
데, 상당수가 실망하고 울먹이며 돌아갔다. 그렇게 돌아간 아이들 중에
는 김도헌씨의 아들 ‘김한수’도 있었다. 한수는 저녁에 퇴근한 아빠에
게 한국 아저씨들이 자기만 사탕을 안 주었다고 울먹였다고 한다.
박흥식

원주민에게는 마취효과를 낸다는 꽃잎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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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하는 식물 씨앗을
채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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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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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re looking for a project that could secure operational expenses for the
Research Center. We identified the global voucher collection project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an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for the next three years. We explored rainforests, not coral reefs, to
collect tropical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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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를 세상 속으로

태평양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미크로네시아는 그저 열대 섬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해역에서 수행된 과학 연구 기록은 태평양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많지 않
다. 적도 북쪽에서는 주로 하와이 근처와 괌, 사이판이 위치한 마리아나 군도에서 과
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크로네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와 연결된 태풍 발
생지이다. 태풍 진원지가 주로 북위 7-10도 부근 미크로네시아 주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해역을 식민지로 관리하였지만,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에 비해 자연과학보다는 주로 군사적 목적에 치중하였다.

한참동안 서 계신 한 분

태평양기지를 방문한 최초의 외국인 과학자는 아마도 2005년에 방문
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일 것이다. 당시 이미진 씨의 소개로 여
성 과학자가 2년 연속 방문하였는데, 공동연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
래를 대비한 협력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2007년에 강도형 박사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산호학회에 스
피룰리나, 흑진주 조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태평양기지를 소개하
는 단독 포스터를 게재하였다. 이때 혹시 포스터에 대한 질문을 할까봐
이에 대비하여 머물러 있었는데, 중국인으로 보이는 머리가 하얀 분이
태평양기지 소개 포스터 앞에서 한참 동안 계셨다고 한다. 그것도 연구
결과를 소개한 포스터가 아닌 태평양기지를 소개하는 포스터 바로 정
면에서 말이다.
그때 강도형 박사가 가볍게 인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축 환초에
과학기지를 설립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 분이 ‘Really?’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했다고 한다. 그분은 하와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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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양식 연구센터장으로 계신 대만계 미국인 ‘Chengseng Lee’ 박사였
다. 열대 태평양에서 랍스터, 조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저명한 분이었다.
수 있는가? 진짜 상주하면서 연구를 하는가?’를 시작으로 갑자기 많은 질
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원주민을 대
상으로 양식 교육과 시범 생산을 했는데, 태평양의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축은 도저히 원주민과 화합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So strong!’ 그분은 원주민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한 마디로 정
리했다. 너무 성격이 강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미국 현지에서 진
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단기 과정을 제외하고는 포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분은 우리의 기
지에 대해 듣고는 혹시 방문이 가능하다면 꼭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
였다. 2008년에 우리는 태평양기지에 그 분을 해삼 양식 타당성과 우
리가 보유한 배양장 시설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여 초청하였다. 비록
2012년에 연구소를 퇴직하였지만 해삼, milk fish 양식 자문 등 그분과
인연은 아직도 이어진다.

워크숍으로 시작

우리는 태평양기지를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워크숍을 선택하
였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6년에는 가용할 예산이 거의 없었
지만 산호초에서 연구 경험이 있는 일본, 태국,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
청하였다. 물론 연구진 중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중심이 되었
다. 이미진 씨가 ‘SPIRITS’라는 멋진 약자를 가진 워크숍 명칭도 고안하
였다. 아쉽게도 SPRITS는 2년간 두 번 진행되고 말았다. 2008년에 외환
위기 사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기지는 해가 갈수록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제 학회나 행사에 참가할 때 영문으로 만든 태평
양기지 소개 책자나 유인물을 전시하고, 항상 논문 발표 일부에 태평양
기지를 소개하였다. 2007년에 산호초지역에서 기지 운영에 대한 노하
우를 듣기 위해 일본 환경부 TADASHI 실장을 SPIRITS에 초대하였는
데, 나에게 UNEP에서 지원하는 ‘국제산호협의회(ICRI)’ 가입을 제안하
고, 국제 산호연구 및 감시 네트워크GCRMN에도 동시 가입을 도와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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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축에서 연구시설을 운영할

다. 산호초가 없는 나라가 협의회에 가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였
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아시아 산호협의회, WESTPAC까
지 점점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쉬운 점은 수 년 동안 활동이 거의
참관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기지에 산호 감시를 전담할
전문가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괌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김선욱 씨
가 합류하게 되었다.

워킹크룹 조직

2012년에 김선욱 씨 소개로 괌 대학과 팔라우 산호연구센터를 방문하
였다. 이전에 괌 대학교 해양과학연구그룹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그저
눈인사 정도였다. 방문할 당시 괌 대학교 해양대학 학장은 산호 질병을
연구하는 여자 교수님이었다. 축 환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괌에서
가까운 거리이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관련 데이터가 전무하다
고 하셨다. 괌 대학교에서는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는 우리의 제안에 아
주 흔쾌히 동의하였다. 오히려, 호주, 미국, 하와이 등 기존 워킹그룹 참
여를 제안하였다. 2013년에 우리는 두 번에 그친 워크숍을 다시 추진
하였다. 이번에는 워크숍보다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었다. 연
구 네크워크 이름을 ‘SPAM'으로 바꾸었다. 무척이나 추웠던 2013년 3
월에 괌, 태국, 하와이에서 전문가를 초정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6
월에는 괌 대학교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워킹
그룹이 태평양기지를 방문하였다. 10여 명의 과학자들이 우리 연구자
와 함께 세미나,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당시, 괌 대학교는 물론이
고, 홍콩 대학교, 호주 제임스쿡 대학교, 필리핀 국립대학교, 태국 왕립
대학교, 팔라우 산호연구센터 심지어 미국 위싱턴 D.C.에 위치한 조지
타운 대학교에서 교수와 연구원들이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
지 일원이던 김태훈 씨, 김선욱 씨가 유학을 가게 되었다.
공동연구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 2014년 대만에서 열린 아시
아산호학회에서 세션을 준비하여 많은 아시아국 연구자들이 태평양기
지 활동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일부 경상 경비는 기지에서 충당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기지장이 바뀌면서 행사는 아쉽게 다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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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information focusing on Micronesia is rather scarce in Korean
research community compared to other Pacific island groups, perhaps with
the exception of the source of typhoons in Korea. This unusual interest
stems from the fact that Micronesia is the epicenter of summer typhoons in
Korea. When given the opportunity, we shared the footprint and research
activities of the KSORC with pertinent international communities. As part
of the efforts, we organized numerous workshops and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and formed a regional research network comprising renowned
tropical marine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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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을 마치고 해변을 걸어서 귀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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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측량 준비

디지털 지도 작성을 위해
원주민에게 현재 위치를 묻고 있다

맹그로브로 인한 해안 퇴적물
성분 파악을 위한 채집 활동

수중에서 측량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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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은 이상이고 과학은 현실이었다.

특별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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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태평양에 연구기지를 설립하다
01. 불혹을 담은 Divers Heaven
01. 4인의 활약상
01. 정情이 통하는 문화
01. 태평양기지 파견임무를 마치며
01. 오직 유일한 바람은 무사고였다
01. 혼자 지켜야 했던 기지
01. KSORC는 그곳에 그렇게 있었다
01. 짧은 시간 결정이 만든 추억
01. 눈이 시리도록 바다가 투명한 축 환초
01. 세상이 멈춘 그 곳으로의 시간 여행
01. 축에서 23년, 태평양기지에서 17년
01. 다시 가고픈 환초
01. 형형색색 산호초 숲에서
01. 작은 것에서 찾은 보람과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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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그 이상의 노력

그들과 조화를

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01. 현지법을 알았어야

01. 손님 맞이하기

02. 축 사회 일원으로

02. 청소년을 위한 열대체험프로그램 운영

03. 미크로네시아 축주 이해하기

03. 정산, 정산, 정산
04. 조사준비보다 힘든 부식 챙기기
05. 새롭게 기지 건축을 시도하다
06. 배가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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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다짐한다. 여긴 한국이 아니다. 축에 이민 온 사람이라 생각하자. 이것은 축 원주민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며, 오랜 기간 연구하며 버틸 수 있는 선제 조건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축 원주
민은 착하고 인정이 있었다. 하지만 외부인에게 지배당한 오랜 역사 때문인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는 자세가 있었다. 우리는 트럭으로 등굣길 스쿨버스를 제공하였고, 가뭄이 오면 식수를 공유하였
으며,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었다. 동네 행사가 있으면 기부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10년이
지나면서 원주민 직원부터 시작하여 우리와 함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태평양기지는 결코 연구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원주민과 함께 하며 한국을 대
표하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도 있었고, 마치 리조트 직원인 듯 손님 맞이를 해야 했다. 기지를
방문하는 인원은 일 년에 150여 명이 넘었다. 한국에서는 해양과기원 홍보,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방문객을 보냈고, 우리는 방문한 분들의 기억 속에 태평양기지를 깊이 남기고 싶었다. 우리가 기획
한 프로그램은 무인도 피크닉, 상어 모으기, 체험 다이빙, 그리고 원주민 음식 경험하기 등이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한 달에 거의 두 번 이상 똑같은 일정을 진행해야 했기에 지치기도 했지만, 가끔 기억
에 없는 이름으로 그때 참 좋았다는 문자가 올 때면 보람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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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SORC was not only a place of scientific research. More than 150 visitors
came through the center each year. We always attempted to show the best of the
center and Chuuk’s pristine marine ecosystems over the short two or three days
of their visits. We wanted all visitors to return home with a strong impression of
the KSORC. Visitors tried various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such as spending an
afternoon on an uninhabited atoll, observing sharks, and SCUBA diving. They also
sampled the local cuisine for the first time. We repeated these activities at least twice
a month. Many of the visitors still send me unexpected messages about their great
time at the KS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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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특별한 경험

남태평양에 연구기지를 설립하다
01

1998년 5월 KMI 해양정책실장에서 해양연구소(해양

방문할 때, 일본 청년들이 정보가 적은 태평양 도서국

과학기술원 전신)에 1년 만에 복귀하면서, 박병권 소

을 해양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모

장으로부터 남태평양에 세종기지처럼 해양과학기지

습을 보고 우리는 청년들에게 언제 저런 기회를 줄 수

설치를 추진 중이니 책임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

있을까? 부러워 했다. 한편으로는 국가 활동 영역에서

다. 4개월 후 9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남태평양 진출을

태평양 등 대양 진출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하

위한 해양과학기지 설치를 결정하였고, 이후 2년 동

였다.

안 답사와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2000년 5월 31일
역사적인 개소식을 하고, ‘한·남태평양해양과학연구
센터’가 정식 출범하였다.



설립은 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
해양수산부의 제안과 지원으로 남태평양에

태평양에 과학 연구를 위한 공간을 세우고 연

해양과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지만, 실제 해외연구

구 및 운영 책임자가 된 첫 느낌은 세상에 내던져진 것

센터 운영에 대한 실질적 운영비는 2011년이 되어서

같았다. 당시에 남태평양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

야 출연금 재원으로 인프라 운영비가 지원되었다. 센

에서 중장기 운영전략을 수립하였지만, 무엇을 먼저

터 설립을 준비한 1998년도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

진행해야 하는지, 기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기 시작한 시기였다. 국가 경제가 어려웠고, 실제로

대한 두려움과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동

우리 기관도 인력 감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

안 태평양에 대한 경험은 심해저 사업 등을 수행하면

는데 왜 태평양에 해양과학연구 인프라를 건설하라

서,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는 신 국제해양질서에 의한

고 했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센터 후보

국가 이익 추구로 첨예한 긴장감을 느낀 상황이었다.

지를 찾으면서 태평양 진출은 선지자적 식견으로 결

남태평양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정되었다고 이해하게 되었지만, 설립 이후 지원은 2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를

억 원도 못 미치는 연구개발 사업비 뿐이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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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되자마자 남극 세종기지와 같은 운영 체계를 갖

사업 책임자가 아닌 센터장으로서 정식 발령장을 받

출 수는 없었고, 그저 간판만 걸린 해외 사무실과 같

게 되었다. 기관 연구사업비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

은 모습으로 시작하였다. 애초 계획된 센터 운영을

이었지만, 상설 기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6년 만

위해서는 결국 운영 예산을 확보해야 했는데, 설립

에 열린 것이다. 하지만 바로 센터장을 인계하고 한국

이후 역대 해양과학기술원 원장들은 연구원에서 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액 부담해야 하는 태평양 센터 운영비 지원에 부정적

축 센터의 중요성을 인지한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개

이었다. 당시에 정부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최소한

발사업을 제안하였고, 해외생물자원확보 사업, 흑진

의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원장이 바뀔 때마다 설득

주, 스피룰리나 등 산업생물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사

하였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답변을 결코 듣지 못

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했다. 효율성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관심과 지원에

내부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획재정부, 과학기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

술부, 국회에서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에 더욱 관

재도 마찬가지다.

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었으며, 2011년부
터 3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운



6년 만에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이 되다

영비 증가는 오히려 연구비를 역으로 지원하는 상황

2005년 태평양기지 운영 및 연구 사업이 연구

을 불렀고, 행정 업무 개선, 인프라 건설 등을 새롭게

원 3대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남태평양연

진행하였다.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센터에 대한 관

구가 개시되던 때가 기뻤다. 이때 필자도 단순히 연구

심이 높아졌다. 홍기훈 원장 시절 ‘한·남태평양해양연

2000년 개소식을 마친 후에 온누리호에서 작은 파티를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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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기 위하여 태평양기지를 중심으로 해양과학전
진지기로서의 역할 부여가 시급하다.
우리 젊은 과학자들이 대양을 향해 능력을 펼치고,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
하면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창출해 낼
것을 기대한다.
권문상

구센터’에서 ‘태평양기지’로 협약당사국의 동의도 없
이 일방적인 명칭 변경을 하였고, 퇴직자를 기지장으
로 임명하고 기존 근무자를 일괄 해고하는 등 부적절
한 인사와 예산 전용 등의 기지 운영 파행 상태를 보
고 가장 분노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 과학자들의 국
제 정세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계획된 건설 사
업의 지속적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면서 부실한 창고
하나 지어놓고 끝난 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 해
양과학연구 인프라인데 시설이나 운영이 너무 초라한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꼈다. 더욱 슬픈 것은 수년째 연
구자가 현지를 방문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가 없는 연구기지가 되었다.


바람
대한민국 해양과학연구 인프라에 걸맞게 제대

로 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

I had the responsibility of setting up an Ocean Research
Center in the South Pacific back in May 1998. In
September, when four months had pass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ficially decided to install the
Ocean Research Center in order to advance to the South
Pacific area. The next two years consisted of surveying
appropriate sites and making advance preparations,
and on May 31, 2000, the historic opening of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occurred.
Building a space for science research in the Pacific
and being in charge of research and management was
like being thrown out into a new world all by myself.
We established a mid to long term management plan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the South Pacific area,
while the fear and ignorance of identifying priorities
and operating the center made me ashamed. However,
I do feel overwhelmed with emotion when I look back
those days we struggled to install the center. To this end,
I hope that young scientists are able to demonstrate their
competence towards the ocean, and strive to bring upon
a world where people can cooperate. Finally I wish them
best of luck on creating a research performance that can
contribute to humanity.

다. 지금은 아무도 기지 책임자로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를 분석하여 해양과학기술원이 국내 현
안에만 매달리는 연구기관이 아닌 범지구적 문제 인
식과 현안 해결에 참여해야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해
외 기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태평양에서의 지주적 해양 문제를 연구하고, 인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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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불혹을 담은 Divers Heaven
02

스쿠버 다이버가 가장 선망하는 세계 3대 지역 중 하

무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해양과기원에서도 막대

나가 ‘트럭 제도’이다. 맑은 시야가 산호초로 덮이고,

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몇몇 연구원이 사업에 관심

얕은 수심에 거대한 침몰선 수십 척이 가라앉은 바다.

을 가졌지만, 현지에 체류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책임

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최소한 5백만 원 이상

연구원이 기지장에 되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경비가 있어야 다이빙 여행이 가능한 지역. 원주민

선임연구원인 내가 ‘직무대행’이라는 조건을 달고 기

들도 그들이 사는 지역을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지

지장이 되었다.

자동차 번호에는 ‘Divers Heaven’이라 새겨져 있다.
우연이었던가 아니면 운명이었던가, 그 트럭



10년 동안 붙박이 근무

제도가 바로 ‘축 환초’였다. 우리 원은 그곳에 태평양

이후, 2006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직무를

기지를 설립하였고, 내가 일했던 부서에서 연구 사업

수행하였다. 정규직이라고는 기지장 한 명인 상태에

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나는 1999년, 드디어 축 환초

서 새롭게 비정규직 5명을 선발하여 해외상주기지

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의 불혹을 축 환초에 묶어두기

를 접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원장이 3번 바뀌었고, 수

시작한 해였다.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나는 늘 그 자리였다. 심

1999년 이후 기지가 상설화 된 2006년까지,

지어 어느 인사이동에서는 확인발령도 없었다. 첫 해

매년 두 차례 이상 태평양기지를 방문하였다. 태평양

인 2006년 배당된 운영비는 12억 원이었다. 기관고

기지는 한국인 사업가로부터 임대한 공간이었는데,

유사업이라는 재원에서 엄청난 예산이었지만 나 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다.

외에 어느 누구도 운영비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한국인 사업가와 소통이 되고, 다이빙 경력이 있고, 기

이 없었다. 결국 6억 원 정도로 아주 궁핍한 예산을 편

지 개소 이후 방문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연구비로 그들을 위해 편성하

내가 축 환초 전문가가 되었다. 당시에 나도 기지에 근

였다. 결국 첫해 1억 원 정도를 내가 수행하였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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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함께하다(상), 기지장을 마치면서 김도헌 씨와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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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에서
태평양기지에 대한 기억을 ‘희노애락’으로 나

누어 전·현직 기지장에게 회고 글을 요청하였다. 그
리고 나를 생각하였다. 서글프게도, 가장 보람되고 즐
거웠던 기억은 기지에 체류한 기간에 생겼고, 서글프
고 슬픈 기억은 해양과기원과의 소통으로 인한 것이
었다.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현실에
서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다. 10년을 지내고 나
서도 내가 마음먹었다면 기지장을 더 할 수도 있었다.
보상 사업에서 대체하였고, 일부 연구원의 연구비를

홍기훈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나를 3번이나 면담하고

할애 받았다. 톡톡하게 첫 해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

설득하였다. 하지만 홍 원장이 취임하면서 기지를 지

음 해 예산 배분에서 연구원들에서 상황을 호소했지

원해주던 분들이 조직에서 이탈하는 모습에 불안과

만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2008년

피로가 몰려왔다. 기지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하자마

은 3개년 간 계획된 기관고유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

자 예상한 대로 주체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왔다. 누구

었다. 3년이 지나도록 본원에서는 태평양기지에 별도

는 예정에도 없는 특별 감사를 요청하여 진행하였고,

운영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고유사업비에서 지

현지 은행에서 제출한 회계감사 시 증빙자료인 계정

원하는 방식도 더 이상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러

목록(히스토리)을 한국식으로 이해하면서 시비가 생

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지 운영에 강한 미련을 가진 것

겼으며 말하기도 창피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10여

은 오직 3년 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고생해

년 동안 숙련된 비정규직 관리자들은 모두 계약 해지

준 비정규직 직원 7명 때문이었다. 해양 전공도 아니

되었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마무리가 태평양기지에

고 학위도 없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이

서 같이 일하였던, 관련된 분들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었던 것이 가장 슬펐다.

태평양기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
면 허베이 유류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사고로 인한 해



한 번 더 기지에 근무하라고 한다면..

양생태계 조사에 책임을 맡으면서 기지에서 지불할

솔직한 심정은 다시 하고 싶다. 정치인 또는 기

외부인건비 대부분을 사업비에서 충당한 것이다. 어

관장들이 왜 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 다

찌 보면 사업비 유용이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10년을 책임자

성과도 제대로 못 가져간 헤베이 사업 총괄인 심원준

로 있으면서, 계획은 뜻대로 한 적이 있지만, 마무리는

박사에게 당시 예산에 비해 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항상 다른 방향이었다. 내 생활 방식처럼 강하게 의지

핑계를 비로소 말한다.

를 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하고픈 마음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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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바로 조금 전 그만둔 것처럼 진행하려 한다는

다. 1년마다 교체되는 파견인력은 적응할 만하면 복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태평양기지에 대한 얘기가

귀해야하는 시스템이다. 본원에 관리 및 운영 부서를

나오면 나는 그저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

조직으로 두어 마치 초기의 극지 연구처럼, 운영을 책

닌다.

임지고 일부 인력을 공개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제
안한다.



에필로그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여건과 문화를 이

지금도 잊혀질 만하면 기지장을 하고 있는 꿈을

해하는 운영 방식이다. 기지 주변에는 모든 눈이 우리

꾼다. 아마도 평생 이런 생활을 반복할 것이다. 인생에

를 보고 있다. 시작은 설레는 눈동자이지만, 각자 생각

서 가장 역량을 발휘한다는 40대를 한 곳에 몰입했기

하는 눈동자로 변해간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때문에 생긴 여운일 것이다. 하지만 기지는 다시 40대

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 필요하다. 기지장, 또는 운영진이 젊어야 한다. 이

목표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곳은 정문에 태극기

미 축 환초에서 나와 어울렸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세

가 새겨져 있지만 한국이 아니다.

상을 떠났다. 기지장을 그만둔 후 4년 만에 축 공항에
박흥식

다시 내렸다. 너무 당황한 것은 마중 나와 있는 원주민
의 모습이었다. 원주민 복장이나 허술한 옷을 입은, 늘
보던 분들은 사라지고, 마치 괌 공항 같이 핸드폰으로
계속 통화를 하고 아이패드를 든 젊은이들로 가득했
다. 이제 이들 속에서 기지가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I marked my 40 years birthday in Chuuk. While I
strived to accomplish the KIOST and KSORC’s goals
over the 10 years of my time at the KSORC, I quickly
realized that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were extremely important to run a
successful research station at a remote location. In a small
community like Chuuk, everyone has eyes on each other.
The keen eyes in the beginning can quickly change based
on everyone’s personal encounter with station staff. It
is inevitable that we live and collaborate with them to
achieve our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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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활약상
03

2016년 3월 태평양기지 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경광

매립지로 떠내려 온, 길이가 족히 2m는 될 법한 통나

진, 김종근, 백훈 3명의 직원들과 함께 처음 기지에 도

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를 건져내는 일을 도와달라

착했다. 전임 대장이셨던 이순길 박사님과 20여 명의

는 것이었다.

현지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내가

그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가족들과 어느 쪽으

기지대장, 경광진 당시 선임행정원이 총무, 김종근 책

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

임기술원이 연구작업 수행, 백훈 연구사업인력이 장

고, 그래서 예쁜 이정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비유지보수의 임무를 각각 맡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참에 이정표 만들기

2000년 태평양기지 창설 이래로 본원에서 4명의 직원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한 것이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이 파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통나무를 건져낸 후, 틈나는 대로 경광진 총무는 앞마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기지대장이었던 나는 매우

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톱질을 하고, 페인트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기지 내에서 하루 24시간,

칠도 했다. 한참이 지난 후, 기지 앞마당에는 예쁜 이

주 7일을 근무하게 된 우리 4명은 각자 맡은 일 이외

정표가 설치되었다. 막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에도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약을 펼쳤다. 나

눈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4177km나 떨어져 있다고 표

는 이 기회에 이들의 눈부신 활약상 중 일부를 소개하

시된 이정표를 보자 조금 놀라기도 했다.

고자 한다.



떠내려 온 통나무의 변신!

한국인은 밥심!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지만, 한 끼

어느 주말 아침 식사 전 이른 아침, 평소 말수도

밥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확실하다. 태평양기지

적고 조용하던 경광진 총무가 달려와 기지에 머물던

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하루 세

우리 네 사람을 불러 모았다. 새벽에 기지 순찰 중에

끼를 해결하는 일이다. 물론 기지 내에 식당도 있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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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방치된 중장비를 고치다

지인 조리사도 있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밥을 먹는 것

다.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송편을 만들었다. 현지인

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적절한 식재료를 찾아내

조리사도 함께 송편 만들기에 나섰는데, 우리는 송편

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혹 적절한 식재료가 있다 하더

을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전설을 이야기

라도 조리사가 현지인이다 보니 특별한 음식은 조리

해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하니

할 수 없었다. 방법을 찾던 우리는 없으면 우리가 만들

완벽한 송편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당시 인근에 살고

기로 했다. 처음에는 콩나물을 길러 먹었고, 나중에는

있던 교민들에게도 송편을 대접했다. 소박하지만 최

한국에서 호박, 고추, 부추, 열무, 상추 등의 씨를 공수

선을 다한 한국인의 밥상이었다.

해 와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기 위
리들이 차린 최고의 밥상은 아마도 추석 상차림일 것

우리가 하자! - 현지 전문가도 포기한
굴삭기를 수리하다.

이다. 근무 도중 맞이한 추석에 우리는 송편과 토란국

태평양기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모두가 기지

이 생각났다. 하지만 현지 사정상 송편은 꿈도 꿀 수

에서 멀리 바닷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고 고장 난 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김종

삭기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기지에 처음 도착했을

근 대원이 송편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우선 떡을 만

때에는 그렇게 고장난 굴삭기가 한 대 더 있었다. 과거

들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 쌀을 믹서기로 갈았다. 그렇

에 매립지 공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여 공사

게 만들어진 쌀가루를 반죽하고, 송편 속을 채우기 위

에 사용한 뒤 그대로 방치된 것이었다. 시운전을 해보

해 요리용 통깨에 설탕을 듬뿍 넣어 프라이팬에 볶았

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전임 대장이셨던 이순길

한 우리들만의 노력이었다. 요리에 자신감이 붙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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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

서 우리 넷이 힘을 합쳐야 했다. 팔각정 제조업체에서

이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세워놓지 말고

는 하루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나흘이나 걸

매립지의 땅을 파서 묻어버리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려 겨우 설치할 수 있었다. 설치해 놓고 보니 처음 만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이 있던 백훈 선생에게 굴삭

들어 보았던 조감도와 아주 비슷하였고, 이런 사실도

기도 자동차와 같은 기계이니 한번 수리해 보자는 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우리 기지에 들어오는 사

안을 하였다. 마침 그 즈음에 백 선생이 신청한 비자 발

람이면 누구나가 “여기는 한국 관련된 곳이구나!”하

급이 길어졌고 체류기한 때문에 약 1주일간 할 수 없

는 느낌을 갖는다.

이 축을 떠나 있어야 했다. 백 선생은 축을 떠나 괌에 1

강동진

주일간 머물렀을 때, 인터넷이 비교적 잘되는 호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굴삭기에 대해 공부를 했다.
그리고 다시 축으로 돌아와 틈나는 대로 굴삭기와 씨
름하였다. 그 후, 약 2개월쯤 지났을까? 백 선생이 밝
은 얼굴로 찾아왔다. 드디어 굴삭기를 수리해 냈다는
것이었다. 얼른 뛰어나가 보니 꼼짝도 못하던 굴삭기
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팔이 위로, 아래로, 좌우로
빙글빙글... 어찌나 기뻤던지, 아직도 그날이 축에 체류
하던 1년여 동안 가장 기뻤던 날로 기억된다.


한국적인 느낌! - 한국적인 청기와
팔각정을 설치하다.

In March 2016, I was appointed as the head of the
KSORC, and arrived for the first time at the center with
3 colleagu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
center in 2000,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4 employee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station at the same time,
and this will not be easy in the future. Nevertheless, I was
very lucky as the head of the station because we could
support each other in a foreign country. In addition to
respective duties, the four of us who were working 24
hours a day and 7 days a week at the station performed
various activities at our leisure time. Particularly, we
worked together to promote the KSORC and its
connection to South Korea.

태평양기지는 미크로네시아 축주에서 거의 최
초로 바다를 메워 새로 만든 육지에 설치되어 있다. 축
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새
로 만들어진 땅을 우리가 90년간 임차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 누가 봐도 한국이 생각날 만한 기념물을 만들
고 싶었다. 이를 고민하다가 청기와로 만든 팔각정이
생각났다. 축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려 참을
인忍을 써서 忍터넷이라 쓴다. 우리가 그 인터넷을
뒤져 현지 사진과 합성하여 조감도를 만들어 보았더
니 무척 잘 어울렸다. 예산은 당시 김채수 인프라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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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이 통하는 문화
04

적도의 열대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다양한 미크로네

되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2017년 4월부터 1년 7개월

시아 열대 해양생물들의 모습은 온대지역 우리나라

간의 기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금 기지장으로서

환경의 생물만을 접해본 나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파견생활을 돌아보면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없었다. 생물의 생존전략인 원초적인 생물본능을 실

우리직원들과 느꼈던 교감의 순간들이 강하게 기억

험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좋았

난다.

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열대생물자원연구팀에 소속
하는 동안 태평양기지 운영 요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삶이 제한적인 사회에서
태평양기지를 바라보는 눈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시기 태평양기지의 운영은 3

기지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개월씩 2명의 인력이 교대를 하며 기지의 시설 및 인

연구원으로 단기간 체류하면서 느꼈던 여건보다 훨

력 관리, 기지 방문연구자들의 연구지원, 기지 운영을

씬 더 어렵다는 것이다. 기지 운영도 중요하지만, 원주

위한 현지 정부 및 기관과의 대외업무 등을 수행하고

민들의 생활모습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있었다. 현장 운영 인력 2명은 하루 종일 낯선 열대 환

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경 속에서 기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첨병으로서 땀을

많았다. 현지 정부에서 발간된 경제개발계획보고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Chuuk, 2016의 내용을 보면 정부 사람들의 고민이 깊은

되어 일 년에 한두 달씩 태평양기지에 머무르며 연구



운영인력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듯하다. 보고서에서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기 동안 “만약 저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주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여러 번 해 보았던

다. 실제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빵나무에서 열매

것 같다. 그리고 2016년 기지장으로 파견 제안을 받

를 따서 자급자족하는 모습과 시장에서 쌀을 사고 물

게 되었을 때, 그곳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시간이

고기를 사며, 심지어 주변에 수두룩한 바나나와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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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도 돈을 주고 사는 모습에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느

는데 그 시간에 같이 간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 따뜻

낄 수 있었다.

함이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누구든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곳 사정

는 물고기, 빵나무 등 각자 바다로 산으로 가서 손수

상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해봐야 정부기관, 그리

준비한, 장례식에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이 가득 들려 있

고 시내 상가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태

었다. 그 정도면 며칠 동안 퇴근 후에 열심히 준비했을

평양기지는 축 원주민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몇 안 되

것이다. 1시간 정도를 배로 달려 도착한 선착장에서

는 직장 중 하나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사타미치가 기다리다가 도착하는 우리를 보자 울먹

채용해 달라는 사람들을 찾아오곤 한다. 하지만 채용

거리는 모습에 한참동안 안아주고 토닥여 줄 수밖에

규모가 한정적이라, 간절히 원해도 경제적 활동을 할

없었다. 그 시간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우리 직원들의

수 없는 이곳에서 기지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

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안한 기억으로 남는다.



온정이 많은 원주민들

‘정’이라 말하고 싶은 공감
우리의 정서와 문화로 이해가 안 되는 그곳에

기지 생활에서 가장 고마웠던 기억은 언어도

서 태평양기지는 자칫 융화할 수 없는 외딴섬이 될 수

통하지 않는 원주민에게 깊은 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도 있겠다는 생각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러기에 태평

었다. 기지 근무 인력 중 주간경비를 담당하는 “사타

양기지 근무기간 동안 더더욱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미치”라는 직원은 툭 하면 결근하기 일쑤였다. 태평양

정부행사, 장례식, 결혼식에 참석하여 그들과 접하려

기지 경비업무는 하루 2교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

고 노력하였다. 기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축 원주민

는데 주말 근무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지대

들의 세상 속에는 ‘정’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해준 순

장실로 직접 불러 앞으로 3번 기회를 주는데 무단결

간들이 많았다. 과연 축 언어로 ‘정’이란 단어가 있을

근이 계속되면 규정에 따라 이곳에 근무를 할 수 없다

까? 다음에 갈 기회가 생기면 물어봐야겠다.

고 통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무단결근이 더욱 잦아졌다.



현실에 대한 배려가 필요

며칠 동안 고민 후 최후 결정을 내리고 직원을 불러

기지는 축 환초에서 몇 개 안되는 견학 장소 중

통보를 하려던 시기에 직원의 부인이 오랜 투병 생활

하나이다. 축에 있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실험중인

끝에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개인 사정을

시료, 기지의 장비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

살펴보지 못한 점을 며칠 동안 후회하였다. 조문을 가

은 현지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 요소가 되었다. 기지 파

기 위해 웨노 섬에서도 20km 정도 떨어진 Etten이라

견기간 동안 약 300명 이상의 현지 학생이 기지에 방

는 자그마한 섬으로 배를 몰았다. 그런데 일요일인데

문하였다. 축에서는 대부분 가정이 자녀에게 초등학

도 기지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조문을 같이 가겠다

교 이상의 학업을 지원하기 어렵고, 공공지원에 있어

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일요일이면 대부분 교회를 가

서도 교육보조금이나 장학금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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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중등교육 과정은 대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열
악한 교육환경은 단순 노동자를 양산하고 현지에서

열대체험프로그램에서
어류를 해부하여 기능을 설명하다

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기에 기지에 학
생들이 방문하면 더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기지는
우리나라의 열대 연구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
지만 현지에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환경
관리와 같은 부분에서 동참한다면 현지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제안해 본다.

최영웅

When I received an offer for the head of the KSORC
in 2016, I accepted with a hope that it would be time
to broaden my scope of understanding of Chuuk and
the station. I have several memories in which I felt
affectionate for the Chuuk aboriginal people, which
is not well-revealed in the station, as a stranger from
outside. The station should serve as an advanced station
for tropical research of Korea, but if we participate
in areas such as educ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at we can consider locally, it will be able
to reborn as a space loved by loc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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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 파견임무를 마치며
05

기관의 정체성과 생존에 관한 위기의식이 축에 오게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예산으로 열대 서태평양

된 동기라고 말하면 아마도 그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의 ‘전진기지’를 이용하여 해양관측분야를 선도할 기

다소 의아해 할 직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시각에선 해양과기원의 생존이 위험해 보였고, 아직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기지장으로서 수행해

도 여전히 우리 기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야 할 대외적 임무의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린 상황은

떨치기 어렵다고 고백해야겠다. 10년 전에도 방문했

나 자신의 개인적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

던 적이 있는 나로선 태평양기지의 풍경이 새삼스러

었다. 생존을 위해 김치도 담가보고 막걸리도 직접 제

울 것도 없었지만, 임기를 거의 마치고 떠날 때가 다가

조해보는 체험을 하기도 했으며, 현지 고용인들의 원

온 지금 기지장으로서 이곳에 첫발을 내딛었던 때의

시적인 삶과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이기적 사고

소회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 감염병이 내 임무의 대부

방식도 체득하게 되었다.

분을 집어삼킨 느낌이다.



바이러스가 삼킨 일정

기지가 도약하려면
한편,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기관이 도약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한 대정부, 대국민 홍보

할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내부

계획도, 태평양에 실험실과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다

적 관심의 확산 여부가 그 첫 번째 관건이라 확신한

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자 한 계획도 모두 물 건너간

다. 기지설립 당시 도입된 기관발전을 위한 원대한 비

상황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촌 감염

전은 효율적인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역대 기관장들

병의 여파로 중국이 최근에 구상해 온 서태평양 대규

의 무관심에 의해 내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모 관측망 구축에 투자할 여력도 동시에 위축시켰기

열대 산호생물과 그 주변의 생물생태에 관한 소수 연

에 향후 최소 5년 이상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구자들의 연구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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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태평양기지 활용의 극

화 관측을 선도할 독립된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

대화 방안을 제언하자면 ‘열대 산호생물 연구의 제한

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된 영역을 넘어서 지구기후변화와 서태평양 해양환
경 연구를 위한 첨단 전진기지화’를 도모하는 데에 연



에필로그

구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위도-극지

태평양 전쟁 당시 여기까지 끌려와 강제노역

기후 연구를 포함한 장기적인 대형 연구과제를 개발

에 시달리다가 스러져간 한인 전몰자들의 넋을 추모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즉, 열대 서태평양에

하는 보살상이 기지 정문 옆에서 방문자를 기다리고

위치한 축기지에서부터 남극대륙 로스 해 해안에 위

있는데, 주변 앞바다에서는 오늘도 동네 벌거숭이 아

치한 장보고기지에 이르는 지구기후변화 연구가 매

이들이 무심한 듯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우 중요하며, 미래기후변화에 따른 서태평양의 해양
환경과 생물생태 변화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 발전시

전동철

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학제적인 대양연구가 많
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서 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창
출할 때, ‘태평양기지’는 지구기후환경변화 연구의 서
태평양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임무를 마치면서
기지장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더불어, 과거 세종기지를 이용한 대국민 기

Compared to the thoughts I had before I got to the
KSORC, I feel like the COVID-19 has consumed
most of my duties. If I were to make a suggestion for
a plan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KSORC in
a situation in which it has maintained its existence
for the past 20 years without much achievement, I
would suggest having research capability focused on
promoting advanced station for research on global
climate change and marine environment in the
Western Pacific beyond the limited area of research on
tropical coral organisms.

관홍보 효과를 태평양기지가 대신하기 위하여 이러
한 비전 재정립과 할당된 기지운영 예산의 적절한 투
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학제적 장기대형 협
동연구과제의 개발과 수행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만약,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어 향후 10년 정도
원내 다수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역량이 집중된다면
2030년 이후의 태평양기지는 ‘산호연구센터’와 ‘서태
평양 기후환경연구센터’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열
대 태평양에 기지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연
구센터와도 장단기 연구교류를 포함한 국제공동 협
력연구와 미래기후의 감시예측, 대양환경과 생태변

244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4장

호수처럼 잔잔한 환초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245

제4장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특별한 경험

오직 유일한 바람은 무사고였다
06



예측할 수 없었던 생활의 연속

환초 밖은 태평양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끝없이 평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태평양기지에서 업무

온한 호수 같았다. 배가 멈춰 선 곳은 수심 20m 부근

를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을 경험했다. 수많은 일들 속

으로 뱃전에서도 에메랄드빛이 감도는 산호초 군락

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 환하게 비쳤다.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니,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직원, 연구

바닥 근처에서 3m 정도로 제법 커 보이는 상어 2~3

원, 원주민 직원 그리고 현지를 방문한 방문객이나 연

마리가 어슬렁거리듯 유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구자 할 것 없이 인명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것도 일상적인 상황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

다. 정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태

이빙 장비를 점검한 뒤 다시 한 번 바닥의 상황을 보

평양기지 이전에 현지 한국인 기업에서 퇴직한 직후

자, 2~3마리였던 상어들이 어느덧 7~8마리가 되어

였던 2004년 4월,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이 기지 앞에

수심 10m까지 원을 그리며 우리 쪽으로 상승하고 있

서 불운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더욱 그렇다.

었다. 그 짧은 시간, 순간의 선택을 해야만 했다. 수면

나에게 태평양기지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

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철수! 상어다” 그러자

해달라고 하면 나는 지금도 ‘환초 밖 상어 습격 사건’

다이버들은 배 위로 올라가기 위해 허겁지겁 수영을

을 꼭 꺼낸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

했다. 그리고 수영이 능한 현지인들에게 다시 한 번

다. 2006년 5월로 기억되는 어느 날, 주말을 이용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상어다! 도와줘!” 다

축 바다에서 수중 시야가 가장 좋은 환초 밖에서 체

행스럽게도 원주민 직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물속

험다이빙을 하기 위해 보트에 올랐다. 축에서도 보기

으로 들어와 초보 다이버들을 도와주고 배 위로 올려

힘든,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였다.

보냈다. 맨 마지막까지 보트의 사다리를 붙잡고 배로

맑은 하늘에 길게 뻗은 비행운처럼, 우리 보트가 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속을 확

울 같은 바다를 가로질러 환초 입구를 향해 달렸다.

인했을 때는 이미 상어들이 수면까지 올라와 마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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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죠스》의 한 장면처럼 등지느러미를 물 밖으로 내

양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밀고, 돌고래처럼 빠른 속도로 정신없이 배 주위를

그저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런 당황스런 모

맴돌고 있었다. 태평양기지에 있으면서 상어는 일상

습이 얼마 후에는 일상적인 행동이 되었다. 나중에 길

적 풍경으로 보면서 활동을 하였지만 그때처럼 간담

가에 고랑을 만들어보고, 담을 개선해 보아도 자연을

이 서늘하고 아찔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이길 수는 없었다. 이후 모든 물건을 바닥에 놓지 않

또 하나의 추억은 물난리다. 태풍이 몰아치고
억수같이 비가 오던 어느 날 새벽, 1층 숙소에서 잠을

고, 전기 장치는 가능한 높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
었다.

자고 있었는데, 손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 힘들게 눈
을 떠 보니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무언가 공중에 둥



가장 어려웠던 원주민들과의 어울림

둥 떠 있는 느낌이었다. 깜짝 놀라 다시 자세히 보니,

기지가 위치한 곳은 ‘사푹sapuk’이라고 불리는

온 방안에 물이 꽉 차서 물건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

마을로, 축의 웨노Weno 섬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거

었다. 방문 밑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왔던 것이었다.

칠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젊었을 때 축에서 거칠고 난

허겁지겁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빗물을 내보내는

폭하기로 소문이 났던 마을 추장 베네딕은 평상시 웃

데,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빠져 있었고, 저 멀리에서는

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지만 화가 나면 얼굴이 굳어

기지의 발전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별

순간 전기에 대한 두려움이 스쳤다. 맨발로 중앙 계

명이 ‘밤부bomb’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산호초에 침

단 쪽 배전함으로 급하게 뛰어가 중앙 전기차단기를

몰한 군함에서 포탄을 들고 나와 남겨진 화약으로 다

조심스럽게 내렸다.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전기 콘센

이너마이트를 제조하여 물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붙

트까지 물이 차올라 1층에 거주했던 근무자들이 모

여진 별명이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 주문 제작까지

두 감전되었을 것이다.

해서 돈깨나 벌었다고 했다. 이런 베네딕은 다행스럽

그 와중에 야간 경비가 보이지 않았다. 한 구석

게도 우리 기지의 직원이다.

에서 천둥소리와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벌렁 누워서

축의 청년들은 술버릇이 고약하다. 금방 취하

졸고 있었다. 헤비급 격투기선수의 덩치를 지닌 경비

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마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의 등짝을 후려치며 “웨이크업!”하고 짧고 무거운 목

자랑이라도 하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소리로 깨웠다. 깜짝 놀란 모습에 민망한 웃음으로 들

하고 밤새도록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기지도 이들의

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쏘리, 쏘리”하고 중얼거렸다.

생활권에 있어 피해갈 수 없다. 다만 그날의 기지 경

건물 로비에 홍수가 난 것을 보고는 “오마이 갓”을 연

비원이 누군가에 따라 소리를 지르다가도 기지 근처

신 반복하며 중얼거렸다. 기지 바깥쪽 도로에서 빗물

에서는 조용히 지나갈 뿐이다. 하지만 심하게 취한

은 마치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고, 낮은 시멘트 담 아

원주민은 대부분 이유 없이 기지에 분풀이를 한다.

래 땅게(랜드크랩) 구멍을 통해 흙탕물이 용천수처럼

돌을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 경비와 다투거나, 기지

솟구쳐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엄청난 빗물의

정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언젠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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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직원 중 한 사람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근
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보류한 채로 새로운 직원을 채
용한 적이 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처리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공간

가 보류되었던 직원의 아들이 만취한 채로 칼을 들고

축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직원들과 많은 시간

기지로 들어왔다. 20대 전후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을 보내기 때문에 점차 현지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

해고한 한국 사람들을 죽인다며 소리치고 차에 돌을

해할 수 있었다.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면 반

던졌다. 그에 그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기지 로비

갑게 맞아 주기도 하여 점차 이웃 같은 분위기가 되었

시설물을 부수기까지 하였다. 결국 동네 주민들이 모

다. 기지 옆에는 지역 추장이자 축주 상원의원인 ‘알

여들었고, 실랑이를 하다가 힘이 빠져 주저앉은 후에

란소Alanso Cholymay’가 살고 있었다. 알란소는 주

야 경비에 의해 끌려 나갔다. 다음날 마을 추장이 당

하원의원부터 시작해서 주정부 교통국장과 주 상원

사자를 데리고 와서 사과하도록 하였다. 더욱 우스운

의원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몇 년 전 지병인 심근경색

일은 며칠 후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버지 대신

으로 숨을 거두었다. 사망 당시에는 마을 추장과 상원

일하겠다고 취직을 부탁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기지 자문위원이었던 알란

황을 하루하루 헤쳐 나가야 하는 기지 생활에서 벌

소는 주정부의 여러 정보도 주었고, 대정부 업무 시 항

어진,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공감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 도움을 주곤 하였다. 가끔은 알란소가 저녁에 집에

기지 대원들만의 추억일 것이다.

서 식사 대접을 해주기도 하고, 와인도 한 잔씩 했으
며, 주말 밤이면 가까운 곳에 배를 타고 밤낚시에 데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뿐이지만

가기도 하였다. 심지어 가족 피크닉에도 참석하였고,

처음 축에 방문했을 때는 ‘말로만 들었던, TV

마을 행사에서 거북이 고기와 같은 귀한 음식을 얻으

에 나오는 오지로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당시에는

면 항상 나눠주곤 하였다. 이렇게 기지에 체류할 때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았고, TV는 물론 전화와

항상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기에, 어쩌면 시간



같은 통신도 좋지 않았으니 인터넷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팩스를 주고받을 때면 어렵게 서로 통화를 해
가며 다시 보내달라는 대화를 수도 없이 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곳을 15년 이상 왕래하다 보니, 기지의 직
원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정부 공무원들, 많은 축 현지
인들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휴식 후
복귀할 때면 가끔은 고향에 온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처음 축 생활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날씨가 습하고 덥다보니 불쾌
지수가 높아 화가 날 때가 많았지만, 지금도 축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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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따뜻한 배려를 당연하

간단한 기록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다른 직원

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만큼 알란소의 사망

들보다 업무 습득이 빨라 스쿠버다이빙, 보트 운전, 차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량·엔진 수리 등 못하는 일이 없는 만능일꾼이 되었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축에 갔을 때, 알란소의 아내 메

다.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할 때면 새미를 우선적으로 찾

리는 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다.

았다. 다만 상어를 무서워하여 다이빙을 하면 일을 보
조하기보다는 상어를 경계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영원한 나의 파트너 새미

찡그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웃음이

아마도 태평양기지로 출장을 갔던 분들은 한 번

많고, 긍정적인 사고와 부끄러움이 많았던 새미는 자

쯤 그 이름을 들어 봤을 거라 생각된다. 2014년 2월 새

기와 얼굴이 꽤나 닮았던 어린 여직원과 결혼을 하고

미의 부고 소식을 인트라넷에 올려 부의금을 모아 새

귀여운 아들도 낳았다. 그렇게 행복하던 새미의 배

미의 부모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20주년을 맞아

가 갑자기 점점 불러왔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임신했

기고 글을 쓰면서 다시금 새미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다고 놀리거나 뚱뚱해졌다고 놀렸는데 점점 배가 불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당시에 새미의 나이는

러왔고,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상태

10대 후반쯤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힘든 일도 마다

가 더욱 심해졌다. 환경에 의료사고라는 소문도 있

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 그래서

었지만 제도적으로 구제할 방법도 없고, 축에서 이

새미가 성년이 된 후 직원으로 채용하여 같이 일했다.

런 상황은 종종 있는 것 같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직

축의 어린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새미 역시 집안

원이었지만 현지 병원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제대

사정이 어려워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며 부모님과 같

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1980년생,

이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2014.02.19 08:00경, 사망

못해 본인의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영어 대화도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글도 조금씩 쓸 수 있게 되어 실험을 할 때는 옆에서



전통 모계 사회에서 남자들의 삶
축에서 많은 시간을 직원들과 보내지만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운 날
씨와 높은 습도를 견디며 일을 마치면 직원들 모두 지
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간다. 직원들은 주말이라
도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 주말이
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기도 한
다. 축은 모계사회로 남자들이 집안일도 하고 여자들
보다 더 바쁘다. 모계의 혈연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씨
족 사회다 보니, 남자들이 집안이나 마을에 큰 일이 있
으면 돈으로 기부하던지, 며칠씩 밤낮으로 물고기를
늘 함께했던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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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런 고충이 많은 축의

후된 전선들에 물이 스며드는지 차단기가 내려가 곳

남자들은 나름 스트레스가 많아 월급날이면 대부분

곳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철골

술을 한잔씩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들이 부식되어 주변 시멘트가 떨어져나가고 있는 실

그래서 가끔 직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도 풀

정이다. 건물 내부의 화장실, 바닥재, 전등, 창문 등은

고, 기지의 활기찬 분위기와 단합(소통)을 위해서 작

최근에 보수하여 현재는 많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현

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재 임대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음식을 준비하고, 무인도로 피크닉을 가서 평상시에

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기지 앞 선박접안시설은 하

잘 먹지 못하는 바비큐도 배불리 먹고, 한국 김치도 맛

부 모래, 돌 등이 수십 년간 조금씩 유실되어 상부 콘

보며 하루 종일 즐기다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날

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있다. 장기적인

만큼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얼굴에 활기

안목에서 기지 임대건물 사용에 따라 접안시설 보수

가 넘쳐흐른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줄다리기, 의자 앉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 수중 물건 찾기 게임 등을 하였는데, 대부분 이런
김한준

게임을 처음 해보는 직원들이 많았고, 정말 즐거운 시
간을 보냈던 것 같다.


축에서의 아쉬움
처음에 상주 인력이 근무하던 시점에는 전문

적인 행정 인력이 없어 관련 업무 처리에 많은 시행착
오가 있었다. 2016년부터 전문 행정 인력이 상주하게
되면서 정산 관련 회계 업무의 문제가 다소 해결되었
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현지 행정시스템에
대한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인력의 국내 복귀가 이루
어져서 아쉬움이 남는다.

My relationship with Chuuk will be 20 years, just like
that of the KSORC. Although I had a lot of memories
at the station during my 9 years as a research technician,
I am always grateful that there were no critical visitor
injuries or casualties in spite of the remote location
and suboptimal infrastructure. Most memorable
moments over my time at the KSORC are associated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Every night, I counted
remaining days for the return flight, just like the old
military days. Paradoxically, I missed the blue ocean and
my local friends just few days after returning to Korea. I
felt at home when my local friends welcomed me after
returning to the station.

기지가 위치한 건물은 건설된 지 약 25년 정도
로 현재까지 많은 부분 보수와 장비교체 등이 진행되
었지만 현재는 수명이 거의 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
히 기지 본관 건물은 매립지에 건설되어 지반이 약해
서인지 건물 벽이 곳곳에 균열이 가고 있으며, 옥상은
오랜 누수로 곳곳에 보수공사를 하였지만 아직도 물
이 새는 곳이 많다.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물이 새는지

253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더욱 문제이다. 우천 시에는 노

제4장

잡아 오던지, 음식로컬푸드을 하던지, 일손을 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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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혼자 지켜야 했던 기지
07

2006년 7월, 축으로 향한 비행기에 올랐다. 태어나 처

건물은 아주 드물었고, 골격만 석조에 나무를 이어 붙

음 해외로 가는 여정이었다. 인터넷에서 잠시 본 태평

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만든 집이 대부분이었다.

양 도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

2006년 기지 관리요원이 된 이후 2014년까지

라는 기대와 낯선 곳으로의 여정에 대한 걱정이 반반

9년 동안 태평양기지에서 근무했다. 한번 출장에 2~4

이었다. 연구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개월씩 2회, 1년에 약 5~7개월 정도를 기지에서 상

달여 만에 떠나는 여정이라 기대와 낯설음은 더 컸던

주했다. 양식학을 전공하였고, 해양과기원 근무 이전

것 같다.

에 경상도 삼천포 외진 곳에 위치한 부경대학교 남해

태평양기지가 있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축주
까지는 직항 노선이 없기 때문에 괌을 거쳐서 들어간

양식실험실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돕는 데 익숙하였다.

다. 지금은 괌, 축 출입국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부드
러워졌지만, 당시에는 괌 입국도 까다로웠다. 물론 축



연속되는 놀라움과 당황

입국은 괌보다 더욱 까다로웠다. 그래서 지금도 축에

축은 적도와 인접한 북위 7도. 더운 것은 이루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이민국에서 겪을 예상 질문지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리쬐는 햇볕도 따갑다. 아

를 사전에 배부하고, 비행기에서 숙지하도록 하고 있

니 뜨겁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지

다. 축 공항을 나오니 순간 숨이 막힐 정도의 열기가

만 햇볕만 피해 그늘에 있거나, 하루에 서너 차례 비

느껴졌다. 드디어 축이라는 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가 오면 견딜 만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흐리고 비

공항에서 기지까지는 8km 거리이지만 약 40분 정도

가 오는 날에 감기에 곧잘 걸리기도 한다. 축주 사람

걸렸다. 가는 동안 차량 밖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

들은 음식에 대한 면역이 강한지 가끔씩 냉동 닭을

무들이 참 무성했고, 바다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색을

그냥 뜯어 먹기도 한다. 행사가 있거나 소풍을 가는

띄고 있었다. 도로 주변에 간간히 집들이 보였다. 석조

날에는 BBQ(주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시지)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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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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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기를 구우면서 갓 해동된 닭 생고기를 조금

생필품과 부식은 시내 마트에서 구매하는데,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chicken sashimi good~’

섬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낚시로 잡은 생선과 소량

이라고 하면서 한 조각을 건넨다.

의 채소 및 과일이 전부다. 나머지 식품이나 생활용

축 사람들은 부끄럼이 많지만 자존심이 강해

품은 한 달에 1~2회 정도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반되

서 쉽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친

는데, 대부분 부식은 괌이나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숙해지면 달라진다.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젠 그

다. 우리는 특히 김치류 및 한국 식자재를 1~2개월

들이 나를 친구로 이해하기 시작했나보다. 나에게 요

주기로 주문했다. 주문을 하면 항공 화물로 받는데,

구하는 것이 참 많았다.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받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축 사람들의 수화물

있고,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인 그런 요구들도

때문인데, 축 사람들은 자주 괌을 왕래하는 편이다.

있었다.

괌을 왕복할 때마다 항공수화물로 아이스박스 2개씩

한국으로 귀국할 시점이 다가오면, 이웃 사람

은 기본인데, 현지 음식인 빵나무 열매(쪄서 숙성시

들의 필요 물품 목록이 나에게 전달되곤 했다. 손목

킨 것도 포함해서), 타피오카, 바나나 찐 것, 괌에서는

시계, 휴대용 손가방, 래쉬가드, 방수가방, 등등. 사오

비싸게 팔리는, 현지에서 잡은 생선 등으로 최대한

면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사다주고 돈을 받은 적은

채운 수화물을 우선 싣다 보니 항공화물은 공간이 있

없다. (그들도 나에게 돈을 지불할 생각은 없었을 것

어야 싣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끔은 스케쥴을

이라 생각 한다. ^^) 금액이 크지도 않고, 선물이라 생

잡지 못해 괌에서 주문한 부식을 거의 1개월 만에 받

각했기에 돈 받을 생각도 없지만 리스트에 적힌 물

은 적도 있다.

건을 사서 다음 출장 때 건네주면서 가격을 얘기하면

식당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이름은 아넬리

표정이 살짝 굳어지곤 했다. 농담이라고 얘기하면,

아다. 1998년부터 한국인 회사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축 말로 고맙다는 뜻의 “Ginisou~”를 남발한다. 하지

시작했는데, 이제는 메인 셰프로 한국 음식을 곧잘 한

만 며칠 후까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적은 별

다. 특히 방문자가 있는 날은 어김없이 김치찌개를 끓

로 없다.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누가 가져갔다고 하

인다. 맛이 꽤 괜찮아 어떤 방문자는 자기 집에서 먹는

는데, 아직도 그게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모르겠

것 보다 맛있다고 했다. 태평양까지 와서 김치찌개를

다. 다른 이에게 파는 건지, 주는 건지, 가까운 친척들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해서 더 맛있게 느

에 의해 도난(?) 당한건지.... 축 사람들은 물건을 그

껴졌을지 몰라도, 진짜로 솜씨가 좋다.

리 크게 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소유자가 따로 없

어느 날, 김치가 떨어졌다. 그러자 아넬리아가

고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이다. 있으면 쓰고 없다고 아

김치를 담그겠다고 나서며 현지 마트에서 배추만 사

쉬워하지 않는다.

달라고 했다. 까나리 액젓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으니
자기가 직접 담겠다는 것이다. 아넬리아는 바닷물로
배추를 염장하여 절이고 액젓과 고춧가루로 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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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칼로 잘라 먹기도 하는데, 맛이 어떤지 물어보면

산호초 조사를 위해
다이빙 조사에 참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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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갔다. 우리는 반신반의했지만, 현지인이 담은 김치
는 먹을 만했다. 아니 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맛이
요즘 현지인들은 쌀을 먹는데, 그 전에는 빵나
무 열매, 타피오카, 바나나 등을 쪄서 산호초에서 갓
잡은 생선과 함께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쌀로 지은 밥
맛을 알고는 빵나무 열매, 타피오카, 바나나는 생활 속
에서 점점 멀어져 전통 음식이 되어 버렸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등장하는 음식이 되었고, 일부 어
르신들의 음식이 되어 버렸다. 갓 잡은 생선도 매일 경
험하지는 못한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시내에서 전문
낚시꾼들이 잡아서 판매하는 생선을 사다 먹는다. 그
렇지 못하면 고등어 통조림과 함께 밥을 먹는다.


5년 만에 느끼기 시작한 ‘여유’
태평양기지에서 첫 3~4년은 약 3~4개월 간격

으로 한국과 축을 왕복하면서 지내느라 정신없이 바
쁘고 힘들었다. 기지도 연구활동도 초기라 시행착오
가 많아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긴장이 풀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시기는 근무한
지 약 5년이 지나면서부터였다. 그러자 비로소 세상
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도 조금
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심적인 여유가 생긴 것도 있고,
현지인들과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서
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친해지려면 같은 언어
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는
현지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현지어를 나름 열심히
배웠다. 잠깐씩 시간이 날 때마다 현지인들에게 현지
어를 배웠다. 그들은 처음이라 어눌하게 발음하는 내
가 많이 웃겼나 보다. 하지만 그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
서로가 많이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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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마음 속에 생긴 화를 다스려야



애증이란 말 이해하기

다른 감정과 다르게 ‘노여움’은 더 빨리 표현

애증이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

되는 것 같다. 긴장의 연속이고 어려운 관계이긴 하

었던 마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화를 돋우던 직원들이

지만 원주민 직원들과 일을 할 때 화가 치밀어 오를

어느새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

때가 자주 있었다. 오전에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람들이 참 순수해서 어른들도 아이 같았고, 어느새 감

공구가 오후에 없어지는 것은 다반사였고, 일주일 치

정의 표현도 더 나아졌다. 기지를 지나가던 동네 어른

구매한 부식이 2~3일 만에 다 떨어지고, 오전에 화

이나 아이들도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면 그들

장실에 걸어 놓은 화장지 1롤이 1~2시간 후에 비어

의 이름도 모르는 내가 괜히 미안했다. 이름을 불러주

버리고, 생물 채집용으로 구매해 둔 플라스틱 통들이

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고마워서 뭐라도 하

끊임없이 줄어들고, 심지어 일년 동안 구입한 수건이

나 주고 싶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딸이 거주하고 있

2000장에 이른다. 그렇게 없어지는 물건들이 너무

는 하와이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난네’ 라는 직원

나도 많았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모른다’

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난다. 처음 만났을 때 난네는

고 빠르게 대답한다. 일을 할 때 바쁜 상황에서는 조

50대 초반이었다. 당시 주간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

금이라도 서두를 법도 한데, 일관성 있는 느긋함에다

고, 나름 젊었을 때 섬에서 경찰로 근무했던 혈기 왕성

일을 하다가도 한국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청년이어서인지, 나이가 들었어도 마을에서 무서

틈만 나면 누워서 쉬거나 동료들과 수다를 떠는 직원

워하는 존재였다. 특별한 집안일이 없으면 토, 일요일

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일을 하다

에도 출근을 해주었다. 혼자가 아니면서도 홀로인 듯

가도 갑자기 일이 있다고 집에 가야한다며 퇴근하는

힘들었던 기지 생활에서 나는 그를 많이 의지했다. 말

직원, 아무 말도 없이 중간에 사라지는 직원, 하루 걸

은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해를

러 하루 출근 하는 직원....... 해결책은 내가 바뀌어야

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허허 잘 웃어 주던 그가 내게는

했다. 작업했던 공구를 챙겨서 정리하고 반납하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고, 가끔은 평상에 앉은 난네의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하는 직원들을 만드는 데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곤 했다.

7~8년 정도가 걸렸다. 정말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직원들도 서서히 변했다. 이제는 가져가는 것이 귀찮



순박함. 인간미를 느끼다

아서였을까? 아니면 집에 많이 챙겨 두어서 더 이상

한번은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까? 기지에 있는 물건들에 더

차량이나 CD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노래인 줄 알았다.

이상 희소성이 없어서였을까? 그들의 생각을 알 수

그런데 알고보니 사람이 직접 부르는 노래였다. 꽤 먼

는 없지만, 그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내어주고 도

곳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목청도 참 좋았다. 게다가 듣

와주었던 기지의 이미지가 그들을 변하게 만든 것이

다 보니 한국 노래, 천국의 계단 주제가를 15세 가량

아닐까 싶다.

의 현지인 여자 아이가 부르는 것이었다. 여기도 한류
열풍이다.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 정서가 맞나

258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4장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축 대학 학생과 교수가 방문하여 기지를 소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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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시내에서 필리핀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 영어 자

자는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축 원주민의 본능

막을 넣은 CD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한다. 기지

적인 사고에서 태평양기지는 가진 자로서 가능한 많

식당에 TV가 있다. 식당 여직원들은 KBS위성 채널에

은 것을 베풀어야 했다. 태평양기지는 해양과기원에

서 보여주는 아침 드라마에 푹 빠져 가끔은 불러도 대

서 항상 비교하는 남극 세종기지와는 다르다고 생각

답을 못 할 정도로 깊이 빠져서 본다.

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 모두 주인들이다. 물론 국

축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한다. 우쿨렐레 연주

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해외 기지라 예산 전용은 심

도 곧 잘한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은 아니라는데, 그냥

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베푸는 것이 곧 운영일 수 있

본인의 귀에 들리는 음 대로 하나하나 튕기다가 연주

다. 기지 운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재원을

를 한다. 노래도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따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서 따라하는 것일 뿐인데 단어 하나하나 또박또박 발

기지 운영 목적이 연구를 위한 것이라지만 태

음을 잘해서 한국 사람이 부른다고 착각할 정도이다.,

평양기지에서의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

기지 생활 중에 특별한 즐거움은 바로 즐겁게 생활하

들다. 근무요원은 최소한 3개월마다 한국과 순환 근

는 현지인들을 보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 아

무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작은 공간이지만 관리해야

닐까 한다.

할 일은 아마도 지역 분소와 다름 없을 것이다. 본원에

원주민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웃는다. 그들

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현지에 대한 이해

과 생활하면서 나도 웃음이 헤퍼졌다. 사람 사는 냄새

와 성원이 더욱 필요하다. 규정이나 규칙도 현지 근무

가 나는 곳. 어쩌면 축이 한국보다 살기 좋은 곳은 아

경험자에 의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쉬움과 바람

에필로그
태평양은 미래 해양연구의 중심이라고 한다.

일년 전인가 박흥식 박사가 다시 기지에 갈 수

이곳에 기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꾸준한 운영

있냐고 신중하게 질문하였다. 나는 아직까지 대답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왕이면, 활력이 넘치는 사람

하지 않고 있다. 잠시 몇 주만 다녀오라 제안했으면 바

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운영하는 사람이 활력이

로 대답했을 것이다. 초창기 기지 생활은 참 많이 힘들

넘쳐야 기지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축에서 연구

었다. 지금도 10년의 기억 중에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할 것은 너무나도 많으며,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생물

초창기이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초창기 기지 운영 인

자원 등 해양의 많은 분야에서 중심이 될 태평양에 갖

력들은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한 10년 정도 한국

고 있는 연구 기지를 십분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할

과 축을 왕복해 가며 생활하다 보니 이제야 적응이 되

때이다.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태평양 시대 국제협력

는 것 같다. 최근에 파견 직원이 질문을 하면 바로 해

의 허브로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정력도 잘 갖춰

결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이대원

축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힘들어진다.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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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ine years between 2006 and 2014, I spent nearly
half of each year working at the KSORC. Every day was
exhausting and tense; not because of the operation of
the center, but because of the climate and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 local staff.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was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work on-site for a long time, one has to set aside Korean
mentalities and try to adopt local customs. I also hope
that enthusiastic people would come to maintain the site
in the future, because it is only when people are full of
enthusiasm that work at the Center can fl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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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KSORC는 그곳에 그렇게 있었다
08

외국, 그것도 열대지방 섬에서의 근무라는 동경심과

그것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한 마리 물고기 같다는 착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면서 태평양기지 근무를 신청

각이 들기도 했다.

하게 되었다. 태평양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우리 기지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날은 소풍

바로 전년도 해양수산부 직원 수행을 위해 같은 부서

처럼 많은 것을 준비한다. 경품도 준비하고 원주민 직

원과 함께 한차례 방문한 경험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원들이 특히 좋아하는 바비큐도 준비하였다. 해변에

나는 용감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축 기지 근무를 자

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는데 나보다 10살은 많은 경

청하였다. 다시 가라면 한 번쯤 망설였을 곳을!

비대장 난네가 뜀박질이나 수영을 훨씬 잘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전 일찍 시작한 행사는 오전에 수영대



체육대회 추억

회, 줄다리기 등 주요경기를 끝내고 점심식사 후 햇볕

웨노 섬은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들도 없

이 강렬한 오후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고 산은 모두 개인 사유지라서 소풍을 가려면 배를 타

그런데 이때 직원 JJ가 강남스타일을 녹음기에서 틀었

고 다른 섬으로 가야 한다. 소풍이라면 나들이 가는 것

다. 이 친구가 이 노래 CD를 어디서 구했을까가 먼저

인데, 웨노 섬 앞에는 거리가 딱 적당한 오사쿠라 섬이

궁금해서 물었다.

마을 앞에 있다. 물론 사유지라 하지만 너그러운 소유
자 가족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공원이 되었다. 소풍을

“Where did you get this music?‘” “Hawaii!”
“From whom?” “JJ Uncle!”

갈 때면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한다. 축

그러자 흥이 많은 주민들이 우리말로 “강남스

에서는 어릴 적부터 물에서 놀고 자라 아이들도 물을

타일~”을 따라 부르고 싸이의 춤을 그대로 흉내 내며

무서워하지 않고 놀이터처럼 여긴다. 나이 10살짜리

궁둥이를 연신 흔들어댔다. 음악은 국경도 없다는 것

어린아이가 수심 10여 미터를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과 막강한 전파력을 가진 문화의 힘을 새삼 느끼는 순

서 물속 깊은 바닥에서 해삼을 잡고 올라오곤 하는데,

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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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직원 단합대회를 하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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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uk style

슨 사시미냐고 따지자, 직원들이 내심 당황해 하는 것

손님이 기지에 방문하면 날씨가 좋은 날을 골

이 보였다. 내가 “CHUUK Style?” 하고 말하자, 직원들

라 기지에서 배로 약 40여 분 거리에 있는 펜눅 섬으

이 긴장을 풀고 웃으며 “Yes, CHUUK Style!” 하면서

로 간다. 센터의 주인인 옆집 상원의원 집안 소유의 섬

웃는다. 나는 눈높이를 맞추려고 직원들과 맨손으로

이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센터에서 손

밥을 먹으며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별미 사시미를 맛보

님들과 함께 가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 집은

았다. 그 후로 현지 직원들과 나는 부쩍 친해져서 직원

우리 센터의 물과 전기를 끌어다 쓰고 우리는 그 집안

들은 말을 잘 들었고 나도 답답하기만 하던 현지 직원

의 섬을 자유롭게 사용하니, 소유자와 임대인 간의 오

들을 이해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갔던 것 같다.

래된 파트너십(Business Partner Ship)에서 오는 묵인
같은 거라고나 할까?



인내의 연속

어느 날 기지에서 근무하는 로컬 직원들 두세

축 기지 직원들은 서로가 다들 친척들이다. 거

명이 퇴근 후 펜눅 섬에 낚시를 같이 가자는 제안을

기다 모계사회라 음식 만드는 일까지 포함하여 집안

했다. 이들이 말하는 ‘피싱’은 물고기를 잡는 모든 방

일은 남자가 한다. 돌아가신 분의 제사라도 있으면 먼

법을 뜻한다. 미끼를 꿴 낚싯바늘을 줄에 매어서 잡는

섬에 사는 친척까지 모이니, 음식 장만에 일손이 많이

것도 피싱이고, 작살로 고기에 접근하여 고무줄에서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

튕겨내어 찍어 잡는 방법도 피싱이라고 한다. 열대바

은 현지 직원들은 집안일이 있을 때마다 무단결근을

다에서는 밤에 물고기가 바위틈에서 잠을 자므로 가

해버리곤 했다. 출장자가 많아서 할 일이 많을 때도 사

까이 다가가서 작살질을 하면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전에 말 한 마디도 없이 서너 명씩 무단결근을 했는데,

있다. 저녁을 챙겨먹고 간단히 수경과 오리발을 챙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죽을 맛이었다. 업무에 지장이

서 로컬직원들을 따라 나섰다. 펜눅에 도착하자 섬에

생기면 연구진의 출장 일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

서 자란 직원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산호대와 바위틈

다. 무슨 일인가 원인을 확인해 보면 내일이 누구네 아

을 헤집고 날쌔게도 다녔다. 나는 밤이라 길을 잃어버

버지 기일이라는 식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몇 번

릴까 쫓아가기 바빴다. 그렇게 자정쯤 되니까 직원들

씩 주의를 주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

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플라스틱 통에 쌀밥을 담아왔

되곤 했다.

고 다른 빈통에는 라임 몇 개를 담아왔다. 반찬이 뭐

충격요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나는 무단결

냐고 물으니 “사시미!”라고 외친다. 빈손으로 바다 한

근자가 나타나면 사무실로 불러서 굳은 얼굴로 고용

가운데 뱃전에서 사시미라기에 초장이라도 챙겨왔나

계약서를 보여주며 ‘네 싸인이 맞지?’부터 시작하여

했더니 라임 몇 개가 전부다. 지켜보니 잡은 고기 중에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다음 해 임금이 동결되고 해고

서 육질이 좋다는 용치놀래기 비슷한 고기를 몇 마리

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집어 들더니 손톱으로 비늘을 벗기고 껍질을 물어뜯

주의를 받은 이들은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어서 바닷물에 씻고는 라임 으깬 물을 짜서 물고기 살

에는 다른 직원들이 무단결근을 했다. 어느 날은 경비

과 섞는다. 그리고는 사시미라는 것이다. 내가 이게 무

대장 난네가 무단결근을 했다. 다음 날 불러서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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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할 당신이

고 입을 굳게 다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문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쳤더니 얼굴색이 굳어

이해하고 배우고 나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졌다. 가보라고 하고 그가 사무실을 나가는데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그래서 난네를 불러 세우고는 당신을



미래를 위한 기획을 제안해 본다

믿는다고 말하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소위 손도장도

종종 태평양기지에 다시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찍었다. 그러자 난네가 씩 웃고 나갔다. 기분이 풀렸다

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다시 가는 문제를 떠나서, 태

는 증거였다. 경비대장이 사무실에 불려가서 무단결

평양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발전 전

근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송한테 혼났다는 사실이 알려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지면서 무단결근이 없어졌다. 그러나 내가 한국으로

의 체계적인 틀을 짜고,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열대해양

들어가면 무단결근이 반복되고 다시 축으로 오면 무

기지를 탈바꿈시키며, 현지에서의 연구방식도 우리만

단결근이 사라졌다. 이러한 숨바꼭질이 반복되었는

의 연구가 아닌 오픈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내 대학이

데, 교육도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인내

나 유관 연구기관과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이

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

검토되었으면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태평양기지
가 아닌 대한민국의 열대해양연구기지로 변신하는 날



그리고 이해하기

을 기대해 본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다고

문화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

했던가! 심도있는 기획연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는 시도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두 가

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지가 아니었다. 나 역시 현지에 파견되어 한 달이 넘
고 두 달이 다 되어 가도 현지 직원들의 행동이 도무

송한주

지 이해가 안 되었다. 당시 박흥식 기지장에게 이에 대
해 물으니 2개월이 되면 이해가 간다고 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파견 후 2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
고 교대를 하게 된 하루 전쯤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
다. 거짓말처럼 말이다. 경험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
이 새삼 떠올랐다.

In retrospect, I may have been reckless when I
volunteered to undertake the administrative staff
position at the KSORC without a second thought.
At first,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ocal staff ’s
behaviors and resultant stress haunted me. However,
I found myself understanding their behaviors once I
opened myself and started learning the local culture.

하루 종일 나뭇그늘에서 놀고만 있는 남자들,
퇴근시간이 되면 사용하던 연장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던져놓고 퇴근해 버리는 직원들,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
면 서너 명씩 떼거리로 무단결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직원들, 가로등에 돌멩이를 던진 직원을 코앞에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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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 결정이 만든 추억
09

2016년은 기존 체계와 다르게 태평양기지에 다수의

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운영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추가 인원을 단기간

주말이 되면 태평양기지 외부를 둘러보곤 했

에 모집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인원 모집이 쉽지 않았

다. 기지에 있던 투명 카약을 타고 가까운 모래섬까지

던 것인지 개인적으로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이전에

혼자 노를 저어 가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자전거를 타

태평양기지에 부지 임차 계약을 위해 한차례 다녀온

고 공항까지 가서 시내구경을 했고, 섬 반대쪽에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방문했을 때 가졌던 좋은 기억으로,

다른 마을을 구경하고 오기도 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짧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 가기로 결정하였다. 무척 아

산봉우리까지 현지인과 함께 오르기도 했다. 지금 생

름답고 깨끗한 자연과 당시 기지 근무자들과의 즐거

각하면 약간 도전적이고 위험했던 시도였지만 특별

웠던 기억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다.

한 추억으로 남는다.
현지생활 내내 끊임없이 걱정했던 것은 안전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추억

사고와 부상, 질병이었다. 열악한 현지에서는 사소한

운영 인력으로 기지대장 포함 4명이 함께 출

사고일지라도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분들

발했고 1년 동안 즐겁게 생활했다. 선배님들과 함께

께는 불안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지만 항상 노심초

파견되면서 의도치 않게 막내로 현지에서 생활하게

사했다. 다행히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

되었다. 그분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파견을 마칠 때까

었지만 항상 염려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지 든든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다. 모두들 맡은 바
업무에 철저하시고 공동생활도 많이 배려해주셔서



기억나는 아쉬움

아무런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다. 가끔 저녁 먹은 후

현지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도와줬던 순박

다들 모여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

하고 든든한 현지인들이 너무 고맙고 애정이 간다. 오

아 지금도 생각난다. 좋은 선배 세 분과 같이 갈 수 있

랜 기간 태평양기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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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에 근무하면서 작은 여유를 가지다

없다면 기지운영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사실 현지 임



제언

금기준이 낮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은 주

운영인력이 1년마다 한꺼번에 교체되는 현행

급을 주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힘든 일을 하는 것

방식은 기지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부족한

을 보면 개인적으로라도 몇십 불씩 더 주고 싶었다. 하

면이 있을 수 있다. 1년마다 새로운 운영진이 도착하

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에 가끔 선물을 챙겨

면 적응기를 거쳐 나름대로 운영에 힘쓰지만 이내 시

주는 것 정도로 마음을 표현했다.

간이 지나 귀국 준비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중복되
는 일을 거듭할 수도 있고 업무내용상 혼란이 발생할



다시 기지로 가라면

수도 있다. 실제로 운영진이 바뀌면 현지에서 그동안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꾸준히 해오던 업무를 하지 않기도 하고, 전년에 없앴

다른 직원과 경쟁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1년

던 각종 시설을 다시 짓는 일도 있다고 한다. 현지인들

동안 좋은 분들과 현지생활을 충분히 경험했고 특별

은 운영진이 교체되면 처음 몇 개월이 가장 힘들다고

한 추억도 많다.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현지에 있을 때

불평하기도 한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방식에 따

나무로 만들어 세웠던 세계 도시 이정표를 좀 더 튼튼

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고

하고 멋있게 보수하고 싶다.

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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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an offer I received coincidentally, I
chose to work at the KSORC. The senior staff were
very considerate and helpful, and I had a good time
until my contract for the position was completed.
Despite my time at the KSORC was overall great,
I was constantly concerned about health and safety
issues. Unfortunately, suboptimal infrastructure
and customary differences made resolutions to these
issues extremely difficult. It was just fortunate that no
accidents occurred until the end of my term. I highly
suggest that the most efficient operation methods
appropriate for the local conditions need to be
implemented to address abovementioned issues.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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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시리도록 바다가 투명한 축 환초
10

2014년 8월, 청소년체험단을 인솔하여 태평양기지로

두 개를 짐칸에 집어넣는 바람에 내 보조 가방은 선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늘 가고 싶다는 막연한

반에서 밀려 내 의자 밑에 놓였다. 의자를 넘나드는

기대감만 갖고 있던 터에 당시 김나영 홍보실장님의

몸이 양쪽에서 누르고, 무릎에는 보조가방까지 안은

추천으로 생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축 이동이었다.

그동안 사진으로만 봤던 미크로네시아 열대

그렇게 도착한 축 공항은 국제공항이라기에

환경과 태평양기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터

무색한 곳이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청사, 엉성한

라 열대체험단 아이들만큼이나 내 마음도 매우 설렜

입국심사대, 손으로 넣어주는 주는 화물 수취대. 서로

다. 괌을 여러 번 여행해 본 나로서는 전혀 낯설지 않

뒤엉켜 자기 짐을 찾아 헤맸고, 나도 혼란스럽기 짝이

은 이동이었다. 하지만 괌에 새벽 1시에 도착하여 아

없는 광경 속의 하나가 되었다. x-ray 검색이 아닌 세

침 8시까지 공항 대합실 의자에서 노숙 아닌 노숙을

관직원이 직접 가방을 열어 손으로 하나하나 짐을 확

하다 축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펼쳐진 광경

인한 후에야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어디서 그렇

은 난생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했다. 탑승을 위해 줄

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담에

은 선 사람들은 모두가 내 모습의 3배 이상은 되는 것

다닥다닥 붙어 이방인들을 구경하는 사람들 모습을

으로 느껴졌고, 머리에 생화로 만든 화관을 쓰거나

한참동안 넋 놓고 보고 있다가 기지로 이동하는 차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꽃그림이 가득한 치

오를 수 있었다.

마를, 남자들은 꽃과 야자수가 그려진 하와이안 셔츠

공항에서 기지까지 약 8km의 비포장길. 자주

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 짐 2개에 아기까지 한

오는 비에 바닥이 패여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생겨 차

쪽 팔에 안고 탑승하였다. 제발 내 옆자리에만 앉지

는 제 속도를 못 내고 거의 한 시간을 달렸다. 이제 와

말아 달라고 눈 감고 빌고 있었지만, 내 안쪽 창가자

서 하는 이야기지만, 축에 있으면서 차를 탈 때마다 간

리와 통로에 각각 앉았다. 심지어 큼지막한 짐 가방

혹 ‘쌩쌩 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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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마다 직원에게 봉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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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일주일은 기진맥진했던 입국과정을 까맣게 잊

이지 않았다. 그 짐에는 현지생활하면서 모자란 물품

게 하고 다시 설레는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 주었다.

들을 잔뜩 담아놓았는데, 짐은 여기에 내려지지 않고

7일 동안의 기지 생활 그리고 열대바다 체험 활동에

결국 하와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음날 짐을

서 지금도 머리와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축 섬의 ‘눈

찾기 위해 지루한 공항 대기로 하루를 소모하였다.

이 시리도록 투명한 환초의 바다’ 덕분이다. 그 속에
는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고기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살



고 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환초에서 즐기는 작은 즐거움
현지에서는 주로 기지운영에서 총무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가끔 환경조사에 지원이 필요하면 현

2014년 기지로 가는 첫 출장에서의 느낌으로

지인들과 조사를 거들기도 했다. 이때 현지 파견 준비

언제인가 꼭 다시 한 번 축에 와 보고 싶다는 바람이

를 위해 배워 두었던 스킨스쿠버 기술은 요긴하게 쓰

어느샌가 자리 잡았던 것 같다.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였다. 이때 조사과정에서 환초의 바다 속 탐사는 이제

과 선박조정면허를 따고 축에 가고 싶다는 꿈을 항상

껏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눈이 시리도

꾸었다. 그러한 바람은 운 좋게도 2017년 2월 축 파견

록 투명한 바다 속의 산호와 알록달록한 열대생물들

대원 모집공고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1년 반 동안 현

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보지 못한 순간들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축 환초 속 바
다를 세계 다이빙 3대 포인트라고 했던가? 그런데 잘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날들

은 모르겠다.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했는지, 공신력 있

18개월 동안 기쁨보다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의 바다를 세계에서 가장

더 많았을 것이지만 다시 태평양기지를 생각하면 즐

아름다운 바다로 자랑하고 싶다.

거운 기억만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지에서 화
가 났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곳에서의 생활 하루하루



추억을 만든 시간과의 헤어짐

가 새로움으로 분주하고 바빴다. 현지정부, 은행 그리

가장 슬픈 기억은 헤어짐이다. 현지인들과 헤

고 이민국을 상대로 한 업무 대부분은 직접 시내로 한

어지게 되면 ‘언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을 걸려 찾아가 또 다시 몇십 분을 기다려서 담당

앞으로는 다시 볼 수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한국

자를 만나 일을 처리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과정

으로 복귀하고도 한동안 섭섭함이 가시지 않았다. 내

에 꼬박 하루 반나절을 소모해야만 했다. 그리고 반나

가 본 현지 사람들은 정도 많고 수줍었다. 맨 처음 기

절을 기지 운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하루, 일주일,

지로 파견되었던 2017년 4월, 현지 직원들은 나를 많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 경계했던 것 같다.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쉬는 시

한국으로 10일간 출장을 나왔다 다시 기지로

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가 접

복귀할 때였다. 축 공항에 도착해 짐을 기다리는데 다

근 하면 침묵 모드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내가 무언

른 사람들은 다 짐을 찾고 떠났지만 끝내 내 짐이 보

가 물어보아도 웃기만 하지 잘 대답하지 않았다. 거

272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러다 어느 직원이 작업 중 다리를 다쳐 상처에 소독

은 수줍게 웃는 모습이 한없이 정겨운 축 사람들과 눈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던 일이 있었다. 보통

이 시리도록 투명한 바다와 헤어져 언제 다시 볼 수

의 현지인들은 상처가 나도 치료를 하지 않고 민간요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축에서 지낸 1년 6개월을

법으로 약초를 상처에 싸매는 것이 전부이다. 기지에

되돌아보며 마음이 먹먹했다. 그 때 여직원에게 받았

비치되어 있는 비상 구급상자에서 소독약을 꺼내 다

던 치마는 한국에서 한번 입어보면 좋으련만 한 번도

친 직원의 다리를 처리하고 밴드를 붙여주면서 내일

입지 못하고 옷장 한켠에 보관하고 있다.

이 시간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니 정확하게 그 시
간에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치료하니



다시 기지로 가라고 한다면?

상처가 잘 아물었다. 그 이후 소문이 났는지 상처만

다시 장기근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면 원주민 직원들은 사무실로 찾아왔다. 심지어는

현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넣

소독약 처리가 필요 없는 살짝 긁힌 상처에도 찾아오

어 현지를 이해하기 쉬운 소개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

곤 했다. 그만큼 내가 편해진 것 같아 보람이 느껴지

파견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기억으로만

는 순간이었다.

있지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식당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가끔

다. 그들의 음식, 아이들의 학교와 교육 환경, 주거문

귀에 꽃을 꽂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머리 꾸미는 것을

화, 결혼 풍습, 장례문화, 할로윈데이 때 어린 꼬마들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꼈다. 한국에서 비싸지는 않지

이 마을 곳곳을 돌고 노래를 부르고 사탕을 받으러 다

만 꽃장식이 되어 있는 머리핀을 선물로 하나씩 주면

니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원하는 소망들을 넣

서 머리 장식할 때 쓰라고 건네주었다. 기지가 위치한

어서 만들고 싶다.

마을에서 핵심 구성원들이었던 우리 기지의 직원들

혹시 일주일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덕분에 동네 꼬마들까지 길을 가다 나를 보면 어떻게

진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했다는 난파선과 산호

알았는지 “아이러뷰 미세스 우”하고 아는 척을 했다.

초 속의 생물들을 다이빙하여 보고 싶다. 그래서 근무

참 가슴 뿌듯한 순간들이었다.

당시 머릿속에 가득 찼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날, 조촐한 환송식이 끝

환초 속 바다를 느껴보고 싶다.

난 뒤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여직원 하나가
투박하게 포장된 물건을 건넸다. 뜻밖의 선물에 고마운



에필로그

마음을 전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포장지를 풀어보니 이

우리원의 해외사무소 및 기지는 6개소이다.

곳 사람들이 행사 때 입는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가 그

파견 인력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씩 파견간다. 파

려진 하와이안 치마가 들어있었다. ‘이 변변치 않은 생

견 인력들은 현지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우리의

활에 분명 수작업을 하여 치마를 만들었을 텐데…….’

연구활동 영역 확장에 기여하고, 안정된 인프라 운영

순간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에 역할을 해야 한다. 기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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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달 동안을 그렇게 서먹하게 지냈던 것 같다. 그

열대체험프로그램에서 맹그로브를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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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프라 운영에 동참하여 나의 노력을 보태고 있다
는 뿌듯함과 기쁨으로 채워졌었던 것 같다.
세계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현지에서 원활한 기지 운
영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적 시각과 정서에서 벗어나
현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
의 모습을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온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축 공항에 도착하고 기지로 들
어가며 왜 험한 비포장 길을 안 고치는지 물어본다. 그
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리 60~70년대의 모습
과 연관시킨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의 행복은 생활의
편리함,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진 것에 있지 않다. 이
곳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는 외부의 문화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고 그 속에서 마을사람들과
더불어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해 본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
는 현지 운영의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으
로 여겨진다.

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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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세상이 멈춘 그 곳으로의 시간 여행
11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못한 세상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 들었다. 당황스러운

태평양기지가 있는 축으로 가겠느냐는 질문에 너무

마음에 반가운 한국말이 들렸다. 전임 근무자인 우선

나 쉽게 던진 답. Yes! 왜 그렇게 쉬웠을까? 무슨 일을

미 총무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도착하자마자 쉴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랜 기간 헤어지

틈도 없이 인수인계가 시작되었다. 근무교대를 위한

는 가족 등등. 하나하나 짚고 고민해야할 일들이 엄청

시간이 3일뿐이어서 축을 결정했던 기억을 대하기도

많은데 ‘태평양기지’라는 제안이 마치 엄마 손을 꼭

전에 생소한 행정 절차 인수와 수십 개의 열쇠가 달

붙잡고 갔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느낀 두려움과 설

린 뭉치를 보면서 현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전임

렘 같은 기분이었다. 이전에 몇 번 가 본 태평양기지는

자로부터 열심히 설명을 듣고, 적었지만 혼자 남게 되

아름다운 바다, 눈이 시린 하늘, 순박하기 보이는 주

어서야 새삼 ‘무모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민, 생소한 열대 환경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태평양기지에서의 1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너무 빨리 시작된 현실

진땀 흘렸던 할로윈데이 기억

태평양기지 총무 제안을 받은 지 한 달, 인사발

내가 기지에 있었던 2019년에는 기지 대장 발

령을 받은 지 3일 지난 2019년 9월 어느날 나는 비행

령이 나지 않아 내가 기지대장과 총무를 겸직하게 되

기 안에 있었다. 추석 연휴 여행객들과 함께였다. 여행

었다. 혼자 기지를 운영하는 일에 무엇이 중요할까 고

객들의 행복감에 전염되었는지, 나도 잠들지 못한 채

민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태평양기지의 젊은 원주

무심한 마음으로 괌에 도착했다. 축으로 가는 비행기

민 직원들과 소통하자. 즉, ‘내 편을 말들어보자’였다.

를 기다리는 밤샘이 이어졌다. 이제부턴 혼자였다. 공

제일 먼저 찾아온 기회는 할로윈데이였다. 사탕이란

항에 도착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으로 이

아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일텐데 하물며, 축

민국과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을 나서면서 마치 알지

의 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에 홀로 차를 끌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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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까.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모습으로 도저히 돈 주

끝이 보이는 듯하여 남은 사탕을 경비에게 준 후 방

고 사기 싫은 사탕뿐이었다. 급하게 핸드폰을 열어 서

으로 들어갔다. “나쁘지 않았어.” 스스로 칭찬하며 시

울에 요청을 했다. 다음 방문자에게 사탕을 보내달라고.

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가 방문을 두드렸다.

기대했던 할로윈데이가 되었다. 동네 아이들

“아이들이 계속 와요. 많이 많이 와요” 경비의 표정에

에게 사탕을 나눠주겠다고 경비에게 얘기하자 이렇

서 느낀 심상치 않은 표정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사탕을

게 충고했다. “직접 한 명씩 나눠주지 말고 그냥 센터

가지고 정문으로 달려갔다. 한국의 밤에 익숙한 나는

밖에다 내놔요.”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인지, 아님 내가

칠흑 같은 축의 밤에서 그날 정문 앞에 아이들이 몇

위험할까봐 그러는 건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

명이나 있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십 명이

단 마음속 충분한 자신감으로 날이 어둑해지면서 정

였다. 등에서 식은땀에 나기 시작했다. ‘사탕이 모자

문 앞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 움큼씩 나눠주

라면 어쩌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는데......’

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치 나이키 한정판을 사려는

할 수 없이 처음보다는 적게, 마음을 졸이며 사탕을 나

것처럼 긴 줄이 이어졌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눠주었다. 다행히 빈손으로 간 아이들이 없어서 내심
다행이었다.
축에서의 입소문은 SNS보다 빨랐다. 그날 밤
아이들은 계속 정문에 왔다. 급기야 나는 경비에게 크
리스마스 때 더 많은 사탕을 나눠줄 테니 그 때 다시
오라고 말해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들
이 밤인데도 아주 먼 지역에서도 왔고, 심지어 여유로
운 생활을 하는 옆집의 상원의원 딸과 손자가 멋스럽
게 분장하고 방문하기도 했다. 그 날의 기억은 축에서
행복했던 하루로 기억에 남는다.


농구 대회에 참가하다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움은 축주 체

육대회였다. 축주에서는 연말에 마을별로 이어달리
기, 농구, 배구 3가지 종목으로 경기가 열린다. 환초
안에 위치한 섬마다 예선을 치루고, 우승팀은 축주 전
체 대회에 나간다고 한다. 이벤트가 거의 없는 곳이라
대회가 열리는 몇 달 전부터 수십 명이 아침마다 맨발
로 흙길을 뛰어다니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시내에서
매일 태평양기지에 설치된 기후 측정장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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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향했다. 하지만 나쁜 예감은 왜 언제나 틀리지 않

마을까지 8km에 이르는 길을 뛰어서 퇴근하는 모습

이다.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동기부여도 해봤지

이 종종 보이곤 했다. 나도 기지가 속한 마을 농구팀에

만 그들에게 태평양기지는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

합류했지만 맨발 상태에서도 1m 정도는 거뜬히 점프

는 외국회사였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는 곳에 불과

하는 친구들과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래서 처

했다. 오랜 외로움에 지쳐서였을까? 나는 현지 직원들

음부터 참가비와 음료수와 과자 등을 조달하는 매니

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참을 수 없었고, 그들을 향한

저 역할을 선택했다. 하지만 대학에서부터 이어진 농

내 표현도 더욱 거칠어져 갔다. 이런 소모적인 폭주는

구에 대한 자신감에 이미 농구 코트로 들어가서 몸을

불성실한 경비에 대한 정직 처분과 이에 불만을 품은

부딪치고 있었다. 실제 시합에서는 경기를 참가하여

몇몇 근무자 해고로 이어졌다. 수개월마다 진행된 한

딱 1골을 넣었는데 현지인들에게는 당장에라도 쓰러

국 방문 휴가는 그들과 시간을 보류하는 작은 휴식 기

질 것 같은 동양인 남자가 근육질의 축 원주민 사이에

간이었다. 기지에 복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계를

서 골을 넣은 것이 신기했나보다. 어느 순간 웨노Weno

회복했지만 돌이켜보면 혼자 기지를 지켜야 했던 마

섬 농구계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마을을 지나

음에 진행한 인사조치가 지금은 후회되는 일 중 하나

다 원주민을 만나면 농구 관련하여 “nice”를 외쳐주었

로 남아있다.

다. 우리 팀은 준결승에 올랐고 성적은 거기까지였다.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목에 걸린 가시
처럼 신경이 쓰이던 분이 생각난다. 태평양기지가 상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곳

설화되면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분이다. 기지에서 한

태평양기지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

국말이 통하는 유일한 분이었지만 기지를 운영해야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이었다. 기지로 가기 전부터 결심

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서운할 때도 많았다. 내가

했지만 가장 바꾸기 힘들었던 것이 “스스로 한국인이

한국을 떠나 수십 년간 축주에 홀로 살았다면 저보다

라는 생각을 바꾸자”였다. 하지만 뭔가를 마음먹으면

더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마냥 이해만 하기는 어려웠

시간 내에 끝내야 했고, 따라오지 않고 눈치만 보는 직

던 기억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좀 더 편

원들에게는 잔소리를 해대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었

안히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멀리서나마 전해 본다.

다. 현지 직원들을 내 눈높이에 맞게 바꾸려고만 한 것


혼자 보냈던 일 년
거의 2개월 동안 전임 기지장과 총무에게 카톡

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아침 일과였다. 그런
후에 비로소 축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는 언제 뜨고 지는지, 밀물·썰물 시간, 바
람이 불어오는 방향, 축은 도대체 태평양 어디에 위치
한 섬인지,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은 왜 여기에다 기지
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여기서 뭘 할 것인지 까지…
금방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까지 생각하면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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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이곳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할 학자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바로 여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미래에 태평양기지에서 훌륭한 성과가 나왔을
때, 지금 내가 기지를 운영했던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한 때 이곳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지켰
던 기억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람
태평양기지에 오기 전에 해양과학기술원 운영

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 보았다. 이제
해양과기원에 대한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측하기 어
려운 세상에서 국가가 필요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하
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축 환초는 지구기후변화
홀로 남은 태평양기지에서 의지했던 친구와 함께하다

의 큰 요인 중 하나인 엘니뇨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숙제를 만들고 데자뷔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해양과기

한반도로 오는 대부분의 태풍의 발생지이자 열대생

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입사 면접 당시 원장님께서 물

물의 다양성의 한 축을 보유하고 있는 요충지라고 한

어본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왜

다. 축에서는 무슨 주제를 연구하든 우리나라와 연계

20년이나 된 기지에서 아무런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앞으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

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진행할 것인가? 나로서는 떠

리 영역보다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와 직접

오르는 답이 없었고, 기지 운영 사업 평가에서 또는 기

연결된 태평양에서 비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지에 방문한 우리나라 방문객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해

해 본다. 축 환초는 그 비전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될 것

서 설명해야 하는 고역은 말 할 것도 없었다.

이라 믿는다. 해양과기원의 미래에 중요한 거점이 될

그러다 불현듯 깨닫기 시작했다. 바다를 왜 연

태평양기지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회복하고, 과감히

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태평양기지가 설명해야 할 이

늘려야 한다. 지금의 투자는 향후 몇 배 몇십 배의 가

유는 없다. 축은 넓은 태평양 적도 한가운데 자리 잡

치로 돌아오게 되리라 확신한다.

은 섬이고, 그 주변은 해양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한 많
김남훈

은 나라들이 바다를 연구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아무
런 지원이 없어서 무의미해 보일 뿐, 제대로 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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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축에서 23년, 태평양기지에서 17년
12

이곳은 언제나 푸른 하늘과 바다에 둘러싸인 작은 섬

잔한 바다, 산호와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

태평양연구기지이다. 기지설립 20년을 함께한 나에

은 바다에 마음을 빼앗긴 서울 촌놈인 내가 이곳에 머

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태평양기지에

문 것은 우연한 선택이었다. 1년 정도 머물 계획으로

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일을 배웠고, 생각지도 못

체류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IMF 사태가 터졌다. 현지

했던 갖가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리조트를 운영하던 기업은 축 정부에 물탱크와 소형

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지나쳤고 포기하기도 했지

선박을 납품하는 사업을 확장하였고, 급성장하였다.

만, 처음부터 ‘태평양기지’를 위해 축에 온 것은 아니

당시에 경제가 암울해졌던 한국으로 돌아가기 어려

었기에 업무에 있어 부족한 점도 많았다. 배운 기술이

운 상황이 되었고, 얼마간 이곳에 더 머물기로 하였다.

라고는 FRP 선박 제조였지만, 기지에서 일하기 위해

그 사이 현지인과 결혼도 하고, 나름 편안한 생활이었

어설픈 기계·전기 전문가가 되기도 했다. 서투른 점

다. 그러나 좋은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다. 2004년에

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동료를 잃고, 회사도 철수를 해야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 온 것은 태평양기지

하는 위기가 왔다. 그때만 해도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덕분이다.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철수를 할 경우 아내
가 낯선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할 뿐이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아내는 한국을 몇 번 방문한 경험이 있지만 몇 주 여

먼저 일반사람들에겐 아직도 생소한 ‘축 환초’

행으로 가는 한국과, 주변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

라는 곳에 오게 된 얘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한국이 가

는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임을 잘 아는 나로서는 쉽

장 풍요로웠던 1997년 초, 아무 정보와 각오 없이 이

게 결정할 수 없었다. 당시에 회사가 운영했던 리조트

곳 한국 회사의 리조트에 FRP 소형선박 제작을 의뢰

객실을 임대하여 태평양기지가 개설되어 있었고, 기

받아 방문하였다가 23년을 살고 있다. 사진으로만 보

지 책임자이셨던 권문상 박사께서 나의 장래계획을

던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수면에 비추는 호수같이 잔

물었다. 귀국하여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곳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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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부족에 대한 아쉬움

제4장

센터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는 더 규격화 되고 연구

요원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건물을 운영하던 회사가

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기지운영을 해야 하는 시점

철수한 상태에서 원주민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밥을

에서 운영에 미숙한 부분들이 들어났다. 행정전담원

직접 해먹고, 전기 공급도 없이 혼자서 건물을 지켜야

부재와 본원의 의견이 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지 특

했다. 집사람 친척에게 봉급을 쪼개 나누어 주고 경비

성 때문에 시정해야 할 행정절차와 내용들을 바로 고

를 부탁하였다. 가끔 본원과 전화가 연결되면 ‘언제 축

칠 수 없었다. 때로는 현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판

에 오세요?’를 반복하곤 했다. 초기에 태평양기지는

적인 의견들에 대한 합당한 시정을 할 수 없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해 보였고, 많은 부분이 어려웠다. 특히 출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선점들을 의논하고 시행

장 온 연구자들은 연구 활동도 어려웠지만 자주 끊기

했으나, 한편으론 구성원들이 지쳐가기도 했다. 특히

는 전기 탓에 자정 이후 에어컨은 물론이고 전깃불도

젊은 직원 전원이 계약직 신분이기에 장래에 대한 불

없이 모기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당연히 식

안감이 서서히 불거져 나왔다. 한국 사회와 단절된 채

단도 부실하여 출장을 오려면 장비보다 많은 부식을

20~30대의 젊은 날을 몇 년씩, 또는 십년 가까이 보낸

챙겨야 하는 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했을 것이다.

다는 건 이들에게 위험한 도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또한 2006년 이전까지 거의 2년 동안 현지에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본원이 제시하지 못하

파견된 직원이 없어 방문자의 현장 지원과 행정 업무

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박흥식 박사에게 무거운 짐

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이런 내부적인 문제와

상설기지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후임으

기지에 대한 본원의 비판적인 시선을 더 견디지 못한

로 박흥식 박사가 오면서 기지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

박흥식 박사가 기지장을 사퇴하게 되었다.

작했다. 인원도 충원되고 예산이 늘면서 연구자들의
방문도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는 권문상 박사와 특히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사태

박흥식 박사가 사적으로 진행한 노력이 컸다. 그리고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했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다. 당

던 숙련된 친구들은 거의 연구원을 떠나게 되었고, 기

시 대부분 젊은 나이로 미혼이었던 그들은 이른 아침

지는 1년 임기로 기지대장과 행정요원, 기술원이 본

부터 밤늦도록 연구자들의 일정에 맞춰 휴일에도 불

원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 올

평 없이 근무했다. 그 나이라면 한국에서 누리는 소소

해로 기지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 회사나 조직이 20

한 일상의 즐거움이나 이성교제를 포기하고 이곳에

년이 되면 기념행사를 하고 여러 곳에서 축하 받아야

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들 모두가 적은

마땅하지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창궐에 세상이 엉

봉급을 받는 임시직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

망진창이 되어 현지에서도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랐다. 그러나 나는 고국에서 온

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으로부터 연구자 방문이 전

그들과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들도 나와

무하여 기지의 역할이 축소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

의 시간이 좋은 추억이었기를 바란다.

다. 기지도 많이 위축되어 가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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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것이라 한다. 당연히 해외기지 운영에도 많은 변화

여기에 체류해야하는 분들은 우선 이해하기 보다는

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변화 중에 기지운영의 일관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이 땅을 정복하러 온 침략군이

성을 담보하는 방침들이 보완되기를 제안한다. 기본

아니라면 마땅히 이 땅의 주인들인 이들의 문화를 존

방향으로 향하는 세부사항들은 운영진이 교체되면

중하고 받아들어야 한다. 그러니 촉박한 일정에 진행

변동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는 기지가 어디로 가

해야 할 많은 세부계획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축 공

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니 바

항에 도착하시더라도 잠시 바쁨을 내려놓고 이곳의

이러스 사태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둘러보며 많은 일들이 비효

서 기지운영의 일관성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율적인 이 섬에 마음을 좀 더 열기를 제안한다.

가졌으면 한다.



목적과 임무에 앞서 마음을 열어야

에필로그
정말 오랜만에 박흥식 박사로부터 메일과 카

이곳에 오래 거주한 사람으로서 현지에 대한

톡을 받았다. 기지 설립 20주년에 대한 개인의 의견

개인적인 생각을 적고 싶다. 오랜 시간 이곳에 살면서

을 써 달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사양하려고 했지

많은 것을 느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곳은 원

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다시 10년 후일

래부터 단절된 공간에서 풍요로운 자연에 순응하며

듯 하여 쓰기로 했다. 컴퓨터에 앉으니 축에 처음 왔던

살던 곳이다. 적은 노력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온종일 이어졌다. 많은

확하고 나누며 살아도 충분한 곳으로 문명과는 동떨

것을 잊고 있었다. 희로애락을 써달라고 했지만, 그렇

어진 외딴 지역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약소국들의

게 나누어지지가 않았다. 많은 일들이 두서없이 떠오

운명이 그러하듯, 스페인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식민

른다. 이십 년이 넘는 동안 해양과기원의 많은 분들과

지를 거쳐 2차 대전 이후 미군의 통치를 받았고, 1984

추억이 있었다. 끝으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태평양기

년에서야 독립한 역사가 짧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들

지가 내실 있게 발전하여 대한민국과 미크로네시아

이 살아 온 방식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삶

연방정부 양국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화합과 희망을

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미

이루어가는 기지가 되기를 바란다.

국으로부터 정부예산을 전액 무상원조 받는 나라이
김도헌

기에 이곳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자본주의
사고에 미숙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소득 2,000불
이라는 지표로 이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런 문화는 외지인에게 이해 못할 생활의 불편
함으로 연결된다. 나도 아직까지 같은 마음이다. 가족
을 이루고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심각
한 이질감을 느낀다. 다만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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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과학기지를 만들고 연구를 하러 온 분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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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세상은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세상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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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 not come to Chuuk for research, but my life has been inseparable from
the KSORC.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Chuuk is a place of rich
natural resources and the way of Chuukese life is highly different to the way
of life in Korea. Therefore, I suggest managers and scientists to understand
and assimilate local culture in order to run a successful scientific research
station. If you open your mind and accept the cultural differences, a wider
blue sea will be waiting for you.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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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험

다시 가고픈 환초
13

괌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해양과기원 태평양기지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축 환초의 독특한 해양 생

돌이켜보면 태평양기지에서 근무한 2010년부

태계를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던 기억

터 2015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축의 거대 환

이 난다. 괌 대학에서 공부한 석사 과정에서 이미 여

초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호초들은 각기 다른 해양 환

러 번 방문했던 미크로네시아 공화국은 각 주마다 환

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서식하는 생물상 또한

경과 문화에서 특색과 매력이 뚜렷한 섬나라였다. 그

각 환초들마다 다르다. 이에 환초에 서식하는 생물상

중 축Chuuk 주에 속한 축 환초는 연구자들의 호기심

을 기록하는 연구는 모든 기초 및 응용 연구의 기반이

을 끄는 생태계가 두 곳이나 존재하는데, 하나는 거

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2014년에 온낭이라는 환초 남

대한 환초 생태계이고, 또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침

쪽에 위치한 무인도를 방문하기 위한 조사팀이 꾸려

몰선들 위에 생성된 독특한 생태계이다. 이는 세계

졌다. 미크로네시아 해양 무척추동물 전문가인 괌 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경으로 많은 산호초 생태

학의 Alexander Kerr 교수, 다이빙 안전을 책임진 정민

계 연구자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구는 많이

수 강사와 나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었다. 태평양기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거대 환초 생태계 연

와 온낭 사이는 배로 3시간이나 걸리기에 평상시에는

구에 필요한 인프라가 없었고, 현지 원주민들과 관계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 기회에 많은 항목을 연구할 것

확립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곳

을 계획하고, 섬에서 3일간 야영하기로 결정했다. 해

에 우리나라가 해양과학연구기지를 만들었다는 생

양생물 채집과 표본관리 작업은 이른 오전부터 밤늦

각과 그곳에서 할 연구에 설레었다. 이후 직접 경험

게까지 이어졌다. 무인도였기에 당연히 기본적인 생

한 태평양기지의 연구기반시설과 연구 지원은 태평

활시설이 없었다. 짠 바닷물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서

양 어느 연구 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는 언제 쏟아질지 모를 소나기를 기다려야 했으며, 잠
자리는 모기와의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온낭 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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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정민수 강사는 해병대에 한 번 더 다녀온 것 같다며

이해하던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해외에서 연구를 수

애써 웃었다. 이렇게 고생은 했지만, 그 덕에 우리는 그

행하는 현장에 대한 교감인 듯했다.

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전에 축에서 발견되지 않았
던 새로운 해양생물 종 다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미크로네시아에서 연구한 경험이 많아 축 원
주민들의 호전적인 성향을 알고 있는 연구진들은 태
평양기지를 방문하기 전 현지 출장을 걱정했었다. 그



국제 연구 네트워크 시도

런데 태평양기지와 현지 원주민들이 친밀해 매우 놀

해양과기원 재직 시절 생각나는 또 다른 추억

라웠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SPAM 네트워크는 축 환초

으로는 국제 공동연구를 도모하고 태평양기지의 연

의 해양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

구기반시설과 연구 지원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유하고 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

시작한 South Pacific Asia Marine ScienceSPAM 네트워

제 공동연구를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다.

크 운영을 지원한 것이다. 시애틀 대학과 괌 대학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된 교수님들에게 네트워크를 소개하



작은 욕심

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축 환초에서보다

공부에 대한 욕심으로 2014년에 호주로 떠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지만 아직도 태평양기지에 대한 추억이 가득하다. 현

다양한 동아시아와 미주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당시

재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경제적

축을 방문한 모든 연구진들은 태평양기지의 연구기

인 타격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
구들에 따르면 산호 백화 현상과 이를 뒤따르는 산호
초 생태계 파괴가 지난 10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으
며, 이로 인해 산호초 생태계는 21세기 내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축의 해양생태계 또한 이
러한 전 지구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점진적 또
는 급진적으로 변해갈 미래 산호초 생태계는 어떤 모
습일 것이며 산호초 생태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
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것일까? 만약 다시
축에서 연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태평양
기지에 축적된 자료에 예측 통계를 접목하여 지구 온
난화가 축의 해양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꼭 연구해 보고 싶다.
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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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로 돌아오던 날,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보

축 환초 남서쪽에 위치한 바닷새 천국 온낭 섬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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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색색 산호초 숲에서
14

UST 석사 연구원이던 2010년에 설레는 마음으로 태

달 이상 진행하였다. 기지 주변의 산호초 분포와 다양

평양기지를 방문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국가에 속

한 생물상을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

한 축 환초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로, 뼈아픈 역

고, 200여 종의 산호와 그곳에 서식하는 400여 종의

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

해양생물 사진을 확보하고, 시료를 채집하였다. 하지

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도 이곳에 강제 징용

만 모든 연구가 순탄하지 않았다. 노력을 인정받았는

되어 전쟁 기지를 건설하는데 노역되었고, 뼈를 묻었

지 일 년에 두 번은 기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고 한다. 그들의 슬픔과 삶이 축 바다에 수장되어 있

한번은 수온 상승이 산호초 백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

는 수많은 침몰선처럼 묻혀있을 것을 생각하니, 해양

을 연구하기 위해 배양 실험을 하는 도중 전기가 나가

연구를 위해 가게 된 축 환초이지만 뭔가 모를 긴장감

는 바람에 애써 배양 중이던 산호가 폐사한 일도 있었

과 또 한편으로는 애국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축 환

고, 한번은 폭우로 인한 침수로 물이 실험실 무릎까지

초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습한 기후와 강렬한 적도

차올라 채집했던 시료가 바다로 모두 쓸려 가버려서

의 태양이 나를 맞이하여 주었고, 드디어 태평양기지

못 쓰게 되어 버린 일도 있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건

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과 인프라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전기 공급도 지
금처럼 안정되지 않아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



열대 바다에서 연구 기회를 가지다

다. 그 와중에 석사 학위 논문 주제를 바꿔야 하기도

태평양기지에서 나에게 주어진 첫 역할은 산

했지만, 기지 식구들의 지원과 응원에 포기하지 않고

호초 분포 조사와 그곳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

계속하여 학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성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매일 다이빙을 하고, 생물 채
집 시에는 연구실에서 표본을 만들었다. 저녁에는 산
호초 분포 분석을 위한 사진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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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다시 기회를 만들다
모든 연구 분야가 다 그렇지만, 산호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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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에 대한 갈증이 커져만 갔다. 연구원으로 일하던

주변에는 전 세계 산호 종류의 50%가 서식할 만큼 산

2013년에는 태평양기지에서 주최한 태평양해양과학

호의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맹그로브 숲, 잘피

워크숍SPAM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산호 연구자가 기

지역 등 주변 서식지도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지를 방문하여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 인연이 지속되

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평양의 기후 변

어 현재는 홍콩대학교 해양연구소SWIMS에서 박사학

화를 연구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의 역

위를 하며, 축에서 관찰한 신비로운 산호초의 세계에

사에서 산호초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반응해 왔는지

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다.

연구하기에도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기지에서 연구하고픈 미련

에필로그

우리가 모르는 바다의 역사를 산호는 온전히

10년 전 나는 축 환초에서 형형색색의 산호와

기억하고 있기에, 산호초는 ‘살아있는 화석’ 또는 ‘작

아름다운 해양생물을 보는 순간 운명처럼 빠져들었

은 지구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따라서 산호초는 과거

고, 10년째 산호 연구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의 해양 환경을 복원하고, 현재의 해양 생태계를 이해

어쩌면 나는 처음 축 바다에 뛰어든 순간을 조금은 후

채집된 해양생물을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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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할수록 더 많은 관심과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지 앞에 추락한 비행기를 우연히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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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에도 같은 연구
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행복하고, 언젠가는 10년
호를 연구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태훈

In 2010, I headed for the KSORC with excitement.
My role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coral
reefs an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the marine
organisms inhabiting them. At that time, I performed
daily diving survey and biological collection, prepared
specimens, and conducted a coral reef distribution
analysis. If given the opportunity, I would like to
study the corals in beautiful Chuuk with a wider view
I have obtained since my first time at the KSORC 10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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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에서 찾은 보람과 그리움
15

처음 태평양기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즈음, 해양과

동 보조만을 수행하다가 열대해양체험단에 참가하는

기원에서도 태평양기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었

학생들을 인솔하는 임무를 받아서 생소하고도 신기한

다. 연구부서뿐 아니라, 행정 직원들에게도 관심과 인

미크로네시아 태평양기지에 도착하였다. 잊지 못할

기가 많은 부서 중 하나였던 것이다. 1993년도 해양과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원에 입사한 이후 노동조합에서만 근무했던 내가

2015년이 되자, 본원은 태평양기지에 갑작스

연구부서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소한

런 변화를 만들었다. 10년 이상 기지를 책임졌던 기

연구부서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업무를

지장이 교체되었고, 기지 소속으로 함께 했던 10여 명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내가 태평양기

의 구성원들이 각자 삶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다. 그 이

지 지원업무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처음 근무지를 옮

후 기지 운영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기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졌던 흥미로운 업무

현재까지 나 혼자다. 5년 이상 기지와 관련된 연관 없

를 시작하게 되었다.

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다 보니, 늘 과
부하 상태인 것 같다. 태평양기지와 관련된 일은 일반

의욕 넘쳤던 업무, 하지만...

행정업무 외에도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

2010년 센터 업무를 시작할 때, 해양과기원 시

해야 한다. 하지만 보수용 자재 등을 구입하여, 20피

스템을 원활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 또는 40피트 용량의 컨테이너에 채워서 보내는 일

우선 조합에서 편하게 지낸 동료들에게 행정업무부터

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에 힘에 겨운 일이었다. 그

배우면서 기지 홍보와 관련된 일을 동시에 적응해야

럴 때면 과거에 함께 했던 기지대원들이 절실하게 생

했다. 그렇게 기지 구성원으로 함께하게 되면서, 일 년

각난다. 특히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현지에서 필

이 지난 2011년도에는 드디어 태평양기지를 방문하게

요한 장비나 부품류 등을 신속하게 구매하여 센터까

되었다. 한국에서 현지 업무 지원과 물품조달, 연구활

지 보내줘야 할 때가 있다. 잘못 배달되면 최소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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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프로그램을 인솔하여 처음 축에 가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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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체되기 때문에 부품 사양에 대해 정확하게 처

위해서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더 필요하다

리해야 하는 일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 축 현지와 연

고 생각한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해외의 열악

락하여 기술지원 담당자와 협의하는 한편, 그동안 쌓

한 환경에 있는 연구기지인 극지연구소와 비교한다면

인 기록과 노하우로 해결하고 있지만 항상 아쉬움이

태평양기지의 상황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따른다. 2015년 이후 기지 대원은 모두 파견되어 있고,

다. 태평양기지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

나는 마치 창고지기처럼 국내에 홀로 남아 처리하는

해서라도 조직 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데 이 체계는 3개월마다 2교대로 현지와 한국을 오가

연구와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2015년도 이전의 운영

는 2015년 이전의 방식보다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고 있다.

는 생각을 거의 매일한다.
윤현숙



작은 것에서 찾는 보람
현지 운영을 위해 보급품, 특히 운영진들을 위

한 부식, 상비약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구
매하고 발송할 때는 가장 보람을 느낀다. 자주 가보지
는 못했지만 병원이나 약국도 제대로 없는 현지 근무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엄마 같은 마
음이 생긴다. 현지에서 연구 외에 다양한 일로 힘든 동

The KSORC division was one of the most popular
divisions among researchers and administrative staff at
the KIOST. I had an opportunity to work as a support
staff for the center. Organizing shipments of supplies,
food, and household medicine that expatriate and local
staff required was very rewarding. I approached the task
as a mother would do for her children as I understood
that working conditions in Chuuk were wanting.

료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보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필요한 물품들은 주로 컨테이
너로 발송하는데, 가끔 부피가 작은 것들은 출장자에
게 부탁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
황 때문에 걱정이 되어 면 마스크 200개와 독감 치료
약 등 상비약과 체온계를 DHL로 보내기도 했다. DHL
로 발송할 때는 발송 후 도착할 때까지의 일주일 동안
내내 불안하다. 워낙 변수가 많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무사히 잘 도착할지, 분실되지나 않을지 온갖 생각이
드는 것이다.


2015년 이전이 그리운
이제 기지도 스무 살이 되었다. 2015년 이전,

기지가 한참 활성화되고 있을 때처럼 원활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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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조화를

현지법을 알았어야
01

태평양기지는 우리나라 외교 공관이 없는 미크로네

을 앞두고 김한준 씨 부친께서 암 판정을 받으셔서 급

시아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도움을 받으

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해양과기원에

려면 피지에 연락해야 하는데, 피지에 가려면 한국에

서 연수사업이 시작되고 4월이 될 때까지 기지 상주

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크로

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상황이라 우선 이균

네시아 외교 공간이 없어 베이징으로 가야한다. 더욱

우 박사를 먼저 출발시키고, 두 주후에 내가 출발하기

힘든 일은 축에는 미크로네시아 정부 기관도 없다는

로 하였다. 하지만 이미 4일전에 출발했던 이균우 박

것이다. 정부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려면 이틀에 한번

사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운행하는 비행기를 타고 폰페이로 가야한다. 일본은

‘저 한국입니다.’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축주에서 외교 역할을 하고 있

이유는 항공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미

고, 중국은 축 공항 개축 이후 공안 사무실을 운영하고

크로네시아 연방은 우리나라와 비자 협정을 체결하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연구만을 위해 이곳에 있다.

였는데, 방문 목적에 따라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
류할 수 있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톡톡히 지불한 수업료

다. 하지만 항공권은 30일 유효 이외에는 1년 유효 상

상설 기지로 전환된 2006년은 시작을 알리는

황만 구입이 가능하였다. 결국 1년 유효 티켓을 지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속출하였다. 처음에 기지 요원으

하고 입국하였는데, 이민국에서는 최대 체류 기간이

로 축 환초에 체류 경험이 있는 김한준 씨와 이균우

30일인데 어찌 1년 티켓을 가지고 왔냐면서, 불법 체

박사를 선정하였다. 근무 인력은 3개월마다 교대하는

류가 의심된다고 1일 체류 승인을 한 것이다. 결국 다

기지 공간을 임차해준 한국 회사의 운영 방식을 그대

음날 비자 만료로 괌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한 것이다.

로 시도한 것이다. 처음에 운영 요원은 모두 비정규직

첫 번째 근무 요원은 단 하루만 근무하고 철수하였다.

으로 채워졌고, 이러한 체제는 수년간 이어졌다. 출발

그후, 다시 한 번 웃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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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에 기지장과 교대 근무를 위해 당시 새

면서 흑진주 조개 분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에 축

롭게 선임 연구원으로 발령받은 강도형 박사에게 기

주 해양국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같이 진행하였는데,

지 운영을 부탁하였다. 비행기는 축 공항에 도착하고,

2007년에 와서 당시 조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만

많은 방문객이 공항을 빠져 나오는데 강도형 박사가

섬에 사는 추장이 허락도 없이 연안에 와서 조개를 채

보이지 않았다. 비행기는 이미 하와이를 향해 출발하

취했다고 고발하였고, 법원에 배상금으로 100만 불

였고, 너무 걱정되어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문제는 강

을 청구하였다. 법원 고발장은 기지로 배달되었고, 연

도형 박사의 여권 만료 기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여권

구원에 보냈으나, 아무도 현안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

은 3개월 이상 기간이 남으면 문제없었다. 하지만 미

다. 한국에 조치 지시를 기다렸지만, 현지에서 대처하

크로네시아연방은 여권 만료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라는 식이었다. 법원 출석 날짜는 다가오고 점점 소문

남아야 했고, 강 박사는 5개월 25일 남은 여권을 소지

만 무성하였다. 발단은 당시에 우리와 같이 조사를 진

한 것이다. 일은 또다시 이민국에서 벌어졌다. 담당자

행한 해양국 간부가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는

가 여권 유효기간이 5일 모자란 강 박사에게 입국이

우리에게 찾아와 고발한 추장에서 위로금 1만 불을

어려우니 바로 비행기를 타라고 하였다. 미국은 이 여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중재를 하기도 하였

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강 박사는 결국 괌에서

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던 알란소 상원의원도 하와이

타고 온 비행기에 예약도 없이 다시 탑승하였고, 13시

로 병 치료차 출국한 상태에서 교민 직원이던 김도헌

간을 날아가 하와이에 도착한 것이다. 하와이 공항에

씨 처남인 상공국 국장의 도움으로 대법원장, 상원의

내려서 이민국을 통과하면서 직원이 하와이에 왜 왔

원, 주지사 등 여러 원주민 정치인을 만나 익숙하지 못

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는 ‘I don’t know.’ 라고 하

한 영어로 사정하였다. 법원 출석은 담담했지만 문제

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이민국 직원이 웃으면

는 법원에서 과연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었다. 긴장

서 다행히 미국비자가 있으니 입국하라고 하였다. 호

된 모습으로 법원에 앉아 있었다. 판사의 질문은 조개

놀룰루 공항 밖은 자정에 이르렀고 호텔도 예약하지

불법 채취를 왜 했는지 등이었고, 다행히 예상 질문지

않은 채 하와이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숙

에서 벗어나지 않은 질문이어서 답변할 수 있었다. 나

소를 잡고,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에 알고 보니 현지에서 고발당한 외국인은 주로 필
리핀이나 한국 사람들로 법원 출석이 두려워서 사전

법정에 서서

에 보상으로 마무리하거나 변호사가 대리 출석했으

기지에서 가장 먼저 준비한 연구 사업은 흑진

며, 나처럼 직접 출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였다. 2

주 생산이었다. 1999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로부

차 출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마무리되었지만

터 미크로네시아에서 해양생물자원 연구 사업을 진

그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당시 주지사가 고소의

행하는 연구비를 받아서, 미크로네시아와 협업이 가

부당함을 회의시간에 언급했다고 한다. 6개월 즈음

능한 사업을 생각하다가 흑진주 생산을 선정하였다.

지난 후, 우리를 고발한 추장이 배를 타고 기지를 방문

2000년도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축 환초 전체를 다니

하였다. 미안했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는 앞으로 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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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약속 이행을 선서하다

내자는 의미에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선물로 주었다.

노동국을 방문하였다. 고발내용은 미크로네시아 노

축에서 ‘I’m sorry’는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유감’

동법은 최소 인건비로 시간당 4.5불을 지급해야 한다

이라는 뜻이다. 상대방이 사과한다고 생각하면 오해

는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기지는 17명 고용에 2명만

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소통하자는 뜻이 강하여 차라

빼고 모두 지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리 악수를 청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좋은 대응

에 기지 직원은 최소 지급 인건비가 시간당 1불이었

방법인 것이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어

고, 매년 0.2불을 인상 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시내 노

려운 기지 생활이다.

동자의 인건비를 확인하니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고,
거기에다 근로 보험과 연금도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노동국 고발 사건

그들도 지키지 않는 법을 들이대면서 벌금을

2009년에는 노동국에서 기지장 소환장이 왔

내거나 구속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협박식으로 경

다. 원주민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인한 벌금 청구

고를 하였다. 당시에 몸을 덜덜 떨면서 운전하고 돌아

로 3년 동안 3만 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온 것이 기억난다. 분명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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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원주민 직원을



의회 청문회에 서서

전부 모아놓고, 원주민 말을 통역하기 위해 추장 딸을

2012년에는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웨노 섬 지

불렀다.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 부족으로 법을 준수하

역의 의원인 ‘세이캅’이 찾아왔다. 주 의회에서 태평

기 위해 근무자의 70%를 해고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양기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청문회 출석자로 선

했다. 당시에 벌금보다는 앞으로를 위해 이것이 유일

정되었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을 듣고 지정된 날짜에

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엄청난 일이 벌어졌

기지를 홍보하는 자료와 기념품을 잔뜩 들고 의회를

다. 다음날 직원들이 노동국을 찾아가 난리를 피웠다.

방문하였다. 약속대로 의회에 도착했는데, 의회는 텅

정보를 흘린 사람도 알아왔다. 그리고 각서도 받아왔

비었다. 물어보니 다음날로 연기된 것이다.

다. 앞으로 태평양기지 노동 규칙은 노동국에서 간여

축주는 모든 업무가 아침에 진행된다. 점심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과 연금은 반드시

간이 지나면 거의 업무를 안 한다. 심지어 공립학교는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자는 우리 기지에 근무

급식 제도가 없어서 점심시간에 집에 보내고 다시 오

하려고 계속 요구한 괌 대학 출신으로 생활이 불량하

게 하면 선생님이 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 채용을 거절한 상태였다. 처음으로 미크로네시아
의 최저 임금체계를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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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출석시간을 몰라 아침 8시에 의회로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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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관련공무원을 만나서 회의하고 설명하고, 심지

내용은 구속기간 1년 동안 해고하지 않는다면 보석을

어 섬 방송에서도 소개하는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이다.

허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봉급의 일부를 보석

알고 보니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질문에 답

금으로 내야 했다. 결국 사인을 하고 선서를 했다. 직

을 안했다는 것이다. 주로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

원은 다음날 석방되었고, 부인과 아이들이 빵나무로

다. 의회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

요리한 음식과 바나나를 한짐 지고 나를 찾아와 ‘기릿

고, 책자와 기념품을 나누어 주니 갑자기 관심이 높아

소(축 말로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였다. 과연 잘 한 것

졌는데, 결국 기념품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인지... 하지만 아직 기지에 근무를 한다. 이 소식이 동

단 한 명 젊은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상당히

네 전체로 확산되면서, 한동안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원

많은 생물 시료를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국제법에 맞

주민들이 문 앞에 빵나무 열매와 구운 생선을 가져다

는 행위인가’였고, 결과는 반드시 미크로네시아 정부

놓았다.

와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반출되는 시료에
박흥식

대해 무조건 상황을 알리고,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후 현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
졌고, 연구팀이 올 때마다 시료를 반출하는 문제가 가
장 신경이 쓰였다.


범죄자 증인을 위해 경찰국에서 선서
직원 중에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구속된 직원

이 발생하였다. 결근도 잘 안하고 영어도 조금 하며 덩
치가 커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친구였다. 도저히

The KSORC is exposed to unique challenges, entirely
different to hardships in the Antarctic or Arctic. While
common goal of KSORC and research stations in
the Antarctic and the Arctic is to conduct impactful
scientific research, the KSORC operates under the
legal and customary rules of a foreign country. It is thus
critical to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one works, and the closest diplomatic
mission of Korea is far and located in Fiji. Therefore,
the KSORC staff had to organize legal and diplomatic
affairs with minimal assistance.

폭력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전날 봉
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보드카를 마신 것이 발단이 되
었다. 축주에는 교도소가 없고, 경찰서 한 쪽에 구치소
가 있다. 범법행위를 하면 그곳에 가두는데, 재미난 것
은 범법자도 출퇴근을 한다. 도저히 24시간 관리가 어
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는 경우가 대
부분인데, 우리 직원은 돈이 없어서 그대로 구치소에
출근을 해야 했다.
하루는 부인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보증을 서
면 보석될 수 있으며, 월요일마다 구치소에 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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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에는 17-20명의 원주민 직원이 근무한다.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기지에 상주를 시작하면서 두 명의 한국인이 모든 일을

원주민 직원은 대부분 출근이 정확하였다. 하

다 처리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직원이 필요하였다. 초기

지만 아침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 대

에는 한국인 기업에서 근무하던 원주민을 그대로 재계

부분이 간단한 과일 하나 또는 도너츠 정도를 먹고 등

약하여 고용하였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인적

교하거나 출근을 하는데, 사푹마을은 대부분 물 한 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이들은 이미 한국인 기업에

마시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처로

서 수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국인의 정서에 어느 정도 적

운 마음에 아침 출근시간은 8시이지만 9시에 간단하

응한 상황이라 생각하였다. 태평양기지를 개소한 이후

게 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한국인 기업과 같이 점심

출입하면서 대부분 직원을 알고 지낸 상황이기도 했다.

제공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2014년까지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사푹 마을은 1명의 추장

이고, 2015년부터 음식 제공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한

이 있지만 소규모로 6명의 촌장으로 구성된, 즉 6개

다. 물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하였다. 여

씨족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가족 구성마다 거의 균등

기에 지출되는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다. 그래

하게 배분되듯이 가족마다 2-3명의 직원이 기지에서

서 연구 사업에서 생기는 인센티브의 상당 부분을 여

근무하는데, 이전 한국인 회사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기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율로 직원을 고용한 것이다. 즉, 직원에게 문
제가 생기면 무조건 파직시키기보다는 촌장에게 교



첫 단추가 중요했다.

체를 제안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 지출되는

마을에서 가장 잦은 행사는 장례식과 결혼식

인건비 배분을 가족마다 동등하게 하고, 인사문제를

이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축하하고, 슬퍼하는 모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식이었다. 기지 역시 이러한

습을 전달하려고 근무하는 원주민 직원의 가족만을 대

방법에 동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이어간 것이다.

상으로 부조를 하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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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직계가족에서 사촌, 처가

을 위해 1불짜리 상당량을 준비하여 입구에서 나누어

로 점점 늘어났고, 시내로 가기위해 지나가는 마을이

준다. 묵념을 마치면 음식을 받고, 공터에 마련된 의자

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족의 행사도 챙겼다. 언제부

에 앉아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얘기를 한다. 부유한 집

터인가 숙소에 검은 정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부

에서 진행되는 장례식은 뷔페로 진행되어 밤을 새기

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진행되었다. 부조는 주로

도 한다. 결국 하루 중에 오후를 전부 보내야 한다.

현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음료 한 박스로 시작하다

2007년부터 웨노 섬에서 진행된 학교 졸업식

가, 언제부터인지 직원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행사부

에도 초대되었고, 한번은 세이비어 학교 졸업식에서

터 냉동 치킨 한 박스를 추가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부

간단한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주지사 취임식, 축주에

조가 늘어났다. 즉, 한번 무언가 바뀌면 다시 되돌아 올

서 열린 국제 행사에도 초청장을 받았다. 이런 행사를

수 없는 구조였다.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의 장례가 마

위해 한국에서 기지에 복귀할 때마다 괌 공항에서 위

을에서 진행되었는데, 직원이 와서 음료와 치킨을 달라

스키와 와인을 구매하곤 하였다. 규모를 가진 정치행

고 하였다. 한번은 사무원 노노의 모친 장례식이 진행되

사에 음료 한 박스는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었다. 노노가 준비된 음식물이 상할 것 같다며 냉동식

그리고 컨테이너 발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형거울,

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물

타월, 안락의자 등이 행사 기념품을 목적으로 실렸다.

론 승인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마을

행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남은 음식이 잔뜩 기지로 배

장례식만 되면 냉동고는 마을 장례식 용품 보관장소가

달되었다. 검게 구워진 물고기, 바나나 요리, 삭힌 빵

되었다. 결국 태평양기지에서 마을 행사에 지원하는 규

나무, 타로 구이 등등 물론 모두가 직원들에게 배분되

칙을 정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음료 한 박스, 얼음 1큐

었다.

빅, 냉동고 사용금지. 하지만 규칙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것이 축의 문화였다. 서로 주고받고,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는 일들 속에 태평양기지는 축 속으로



어느 순간 주요 인사가 되다

들어가고 있었다.

원주민 직원이나 옆집에 사는 상원의원은 웨
박흥식

노 섬이나 인근 섬에 행사가 생기면 우리에게 먼저 이
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석을 권유했다. 우
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자랑거리인 듯하였다. 우리
가 참석하면 항상 상석에 앉았고, 직원들도 대부분 따
라 나섰다. 축에서 장례식에 참석하면, 우선 사망한 사
람의 관을 보며 묵념을 하고, 음식물이나 1불 정도의

The Research Center is located among the more remote
locations in Micronesia. Optimal administrative and
research operations in Chuuk thus required a close
and amenabl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residents. We
celebrated and grieved with the locals, and strived to
assimilate their ways of living.

부조를 한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검은색 또
는 흰색 셔츠를 입고, 음료 한 박스와 부조금(대부분
10불)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 나서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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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이나 오지를 탐험하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

운항이라 괌에서 축까지 1시간 40분 비행에 요금은

램은 인기가 있다. 주로 전설 속의 보물이나 희귀한 생

700~900달러로 엄청나다. 인천에서 괌 항공료가 400

물에 붙은 현상금 사냥꾼들이 탐험대를 이끌며 신나

달러임을 감안할 때, 태평양기지를 방문하려면 약

는 모험을 펼친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150만 원의 항공경비가 필요하다. 이 정도 비용이면,

기 마음속에 숨겨둔 탐험가 본능이 꿈틀거림을 느끼

12시간 이상 걸리는 미국 서부 어디에도 갈 수 있다.

고 정글이나 오지로 탐험 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문제는 항상 좌석이 만석이고 원하는 날에 좌석을 확

하지만 과학기지에 연구를 하러 가면서 탐험

보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

가 본능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

이다. 또한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착륙이 불가능해,

을 것이다. 그런 과학자들을 위해 나는 태평양에 있는

착륙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섬나라 미크로네시아 축주의 생활환경을 소개해보려

축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150석 규모의 중

한다. 그곳은 정글도 오지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

형 여객기만 착륙이 가능하다. 착륙하면서 아찔했던

이라면 분명 오지이다. 연구가 또는 취재 등 목적을 가

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항공기는 착륙하기 위해 고

지고 방문한다면, 우선 탐험가 정신을 장착해야만 한

도를 낮추는데, 창 밖으로는 바다만 보일 뿐, 활주로가

다. 그래야 행복하게 목적에 접근할 수 있다.

보이지 않아 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조마조마 했
던 적이 많았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나면 누

롤러코스터와 같은 착륙

군가에 의한 한숨 소리가 늘 귀에 들린다. 2018년부터

다행한 일은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축주 웨

에어 뉴기니라는 경쟁 항공이 취항하였지만 취항한

노 섬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점이다. 항공기는 주 3-4

지 얼마 되지 않아 축 활주로를 150m 지나 수심 20m

회 괌에서 축을 거쳐 하와이로 간다. 도착한 다음날

해역에 추락한 일도 있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착륙하

은 반대로 하와이에서 도착하여 괌으로 간다. 독점

고 나면 활주로 끝에 승객을 내려준다는 점이다.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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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킬로도 안 되는 차량을 따라 간다는 것은 한국

어 청사로 이동한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 참지 못하고



비포장 도로인지 산악 도로인지

이 다반사이다. 차가 고장 나면 트럭이 나가서 차를 태

축주의 도로는 시내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대

평양기지까지 견인해야 하고, 우리가 고쳐야 한다. 축

부분 비포장인데 도로라기보다는 차가 거의 안 다니

주에도 현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

는 산악길과 같다. 물론 차선은 없다. 도로에 배수구

다. 국제면허증이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

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루에 서너 차례 내리는 강우

항을 이해하는 경찰은 없어 보인다. 다행히 운전면허

(앞이 보이지 않을 경도로 세차게 내리는 비)로 인해

증을 교부 받는 것은 간단하다. 국제면허증과 여권, 비

물이 고인다. 그 위로 차가 다니면 나중에 커다란 웅덩

자를 소지하여 축주 경찰서에 가면 되는데, 신분을 확

이가 생긴다. 문제는 웅덩이에 다시 물이 차 웅덩이 깊

인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20달러를 내면 된다. 교부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내와 태평양기지

받는데 3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태평양기지에서 운전

를 이동한다면, 물이 고인 웅덩이 깊이를 알아야 하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상 대

데 가장 쉬운 방법은 원주민의 차를 따라 가는 것이다.

부분 4-5차례 경찰서를 방문하고, 기간도 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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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이라도 하다간 웅덩이에 빠져 시동이 꺼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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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면 숨이 막힐 듯한 바람을 느끼면서 활주로를 걸

잦은 강우로 도로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 통행이 어렵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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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은 차를 세

옮기면, 오히려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예전에

우고 다음날 면허를 가져오면 되지만 외국인은 200달

태풍으로 거대한 빵나무가 길을 막은 적이 있는데, 나

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 태평

무가 제거되기까지 일주일동안 태평양기지에서 시내

양기지에서는 방문객이나 방문 연구원에게 차를 운

를 나가지 못한 적도 있다.

전하게 하지 않는다.



전화 모뎀 속도와 차이 없는 ADSL

기지 설립 10년이 지나서야
24시간 전기 공급

다가 전화선 모뎀으로 처음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노

믿어지지 않겠지만, 태평양기지에서 전기를

후된 전화선 및 장비, 시설 등으로 전화도 연결이 잘

마음껏 쓰게 된 것은 2011년 이후이다. 기지가 상설화

되지 않는데 인터넷까지 연결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

된 후 기존 한국기업에서 사용한 발전기를 임대료를

었다. 2007년부터 ADSL이 보급되었지만, 속도 차이

내고 사용하였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24시간 가동이

가 거의 없다. 중요한 것은 시내에서 태평양기지까지

불가능하였다. 축주의 전력은 CPUC라는 회사에서 공

연결된 인터넷 선이 거의 우리 기지만 사용하는 상황

급하는데, 디젤발전기를 가동하여 축 환초에서 태평

이라, 중계 방식이 아닌 단일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양기지가 위치한 웨노 섬에만 공급한다. 태평양기지

것이다. 2016년부터 1년에 거의 1억 원을 지급하는

에 발전기 시설을 교체하고 마음대로 전기를 공급받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 상태에 따

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도 축주 전력을 사용할 수밖

라 접속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

에 없었다. 축 전기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 비용을 꼬

기존 인터넷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웨노 섬 전체의

박꼬박 내는 것은 우리 기지밖에 없었다. 심지어 주정

인터넷 체계가 열악한 것은 아니다. 시내 특히 공항 근

부 전기 비용도 체납이 많다고 한다. 간혹 전기회사에

처에서는 괌에서와 유사한 접속이 이루어진다. 축주

서 발전기를 작동할 유류 구입비가 없다고 하는 경우

에 장기간 기상 상태가 나쁘면 태평양기지에서 직원

도 있었다. 심지어 태평양기지에 전화를 하여, 전기요

들이 시내 외출을 자원한다. 카페에 들러서 밀린 SNS

금을 선납해 달라고도 했다. 태평양기지에 발전 시설

를 정리하고 한국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의 인터넷은 2000년 초반까지 보급되지 않

을 완전히 갖추어도 혹시 예상 못할 일에 대한 대비로
항시 전기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해야 했다.
간혹 너무 오래 전기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의료

데,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전깃줄 위로 쓰러진 경우이

개인적으로 축에서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축주는 나무를 포함한 모든 자연물에 주인

의료시설이라 생각된다. 축주정부 사무실 옆에 종합

이 있다. 즉, 나무가 길에 쓰러지거나 심지어 공공시설

병원이 있으나 인적, 시설장비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

을 망가트린 경우에는 지역 추장이 나와서 처분해야

부분의 축주민들은 심하게 아프면 괌이나 하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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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타지 사람이 함부로 나무를 제거하거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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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다. 시내에서 저녁에 가끔 운전면허증을 검사하

전기 공사는 마을 행사처럼 항상 모두 모여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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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부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

된다. 점심식사는 집으로 돌아가 해결하거나, 외부에

는다.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없어 마트에서 일부 의

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위직에서의 오후

약품을 판매하지만, 아스피린, 타이레놀이 전부이다.

근무는 주로 점심시간과 이어지는 회의가 진행된다.

기지에 근무하는 원주민 직원들은 긴급할 경우 병원

우리가 공무원과 면담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두세 번

에서 응급치료를 받지만, 약은 기지에서 얻어가는 경

연락을 해야 일정을 정할 수 있고, 약속을 확인하고 방

우가 대부분이다. 기지에서는 상비약을 구비해 놓고

문하여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좋

있기 때문에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나 친척이 아픈 경

은 면담 방법은 점심식사 약속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 기지에서 약을 얻어간다. 현지 주민들은 병원을 가

소문이 빠른 지역이라 외국인 특히 태평양기지 누군

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약을 얻을 수도 없

가와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식

다. 시내 병원까지 가기보다 가까운 기지에서 간단한

당이 나누어져 있다. 국장급 이상은 호텔 식당을 예약

치료를 받거나 약을 얻어 간다. 이렇듯 의료 서비스가

하지만, 실무 직원은 원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축

열악한 상황이라 마을 주민들은 민간요법을 통해 치

주 시내의 한국 식당, 또는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식당

료를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악화되어 기지

을 활용한다. 그리고 주지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로 찾아와 치료를 받는 일도 허다하다. 심지어 어딘가

식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음식의 일부를 남기어 포장

아픈데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병을 키워서 만성이 되

을 요청한다. 가족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현지인과 식

고,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를 주문할 경우 반드시 사람마다 2인분을 주문하고,
1인분은 포장을 부탁한다.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오전 근무 세상

노하우이다. 어디에서나 담당자와 친해지면 업무가 수

축주에서 공공기관의 정식 근무시간은 주 5일

월하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 확인하고 작은 인맥이라

이고, 법에서 8시간 근무를 규정하므로 8시에 개시하

도 언급하며, 저렴한 음료수나 기념품을 지참하고, 진

여 오후 4시에 종료한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

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대 정부업무를 신속

부분 공공시설을 오후에 방문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리

하게 처리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약속을 하고 찾아가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재 중일
경우가 많고, 조기 퇴근이 빈번하여 담당자의 급한 결

김한준・이대원・박흥식

재가 필요할 경우 수소문하여 직접 찾아가 서류에 사인
을 받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 및 혈연 중심인 작은 규
모의 정부는 마을의 대소사가 있으면 업무는 뒤로 하
고, 며칠씩 출근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이 이
런 분위기를 당연시 여긴다.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가
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재중일 경우가 많다.

Chuuk Lagoon, home to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is not an extremely remote
destination. However, a Korean visiting the lagoon for
the first time would indeed recognize the customary
dissimilarities and unique environmental features.
Here, we introduce the life and environment of the
Chuuk State, Micr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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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가 임박한 11시 30분이면 이미 점심시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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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치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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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손님 맞이하기
01

태평양기지가 상설화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 처음 방문한 연구자는 호기심보다는 이색적인 주

한국에서 방문하는 연구자와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변 환경으로 인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가진 모습이고,

었다. 공항에 마중 나가고, 숙식을 준비하고, 연구 또

기지에 도착하여도 거의 2-3일 정도 지속된다. 하지

는 방문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공항으로

만 방문 경험자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휴가 온

배웅 가면 임무가 끝난다. 태평양과학기지의 중요한

사람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바뀐다. 충분히 이해가 된

업무 중 하나가 방문객 체류를 위한 거점 역할이었다.

다. 우선 손에서 핸드폰이 떠났고, 이메일과 같은 메신
저가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은 세상을 잠시 떠난 기분



리조트 운영자인지 과학기지 요원인지

인 것이다. 휴가보다도 몸과 마음이 더욱 자유로운 시

평균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태평양기지에 손

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성 인터넷을 연결

님이 체류한다. 연구자들은 주로 일요일 저녁 비행기

한 이후 태평양기지도 다시 ‘카톡’ 사슬에 걸려있다.

로 축에 도착하여 다음주 토요일 오후 비행기로 철수

태평양기지를 방문하면 우선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

하는 약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 일정으로 온다. 기지에

한다. 이때 항상 방문자들에게 편안함과 긴장감을 번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4명이지만 안정된 숙박

갈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지 요원에게 가장 중

과 이동을 위해 10명 이내 방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작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무덥고 습한 환경, 잦은 단전과 통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안전사

신 두절 등으로 3일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계획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방문하는 연구자를 상대
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태평양기지는 처음 방문한 연



프로그램 개발

구자보다 재 방문 또는 여러 차례 방문한 연구자들이

태평양기지 요원에게 항상 방문자를 대하는

입국하는 모습에서 더욱 밝은 표정을 보인다는 것이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물론 같은 조직의 직원에게도

316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제4장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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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음식을 준비하다

평소 편하게 지낸 친구사이라도 일단 기지를 방문하



소문이 이어지면서

면 손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계획된 업무

2010년이 지나면서 태평양기지가 소문이 난

를 마치면 지원 업무도 종료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무

듯 연구자보다 외부 방문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

인도 방문, 해양스포츠 제안 또는 트래킹, 시내 나들이

다. 해양과기원은 부설 극지연구소가 연계하여 남극,

등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종용하였다. 물론 모든 일이

북극 등 개인적으로 방문이 불가능한 곳에 갈 수 있다.

기지요원으로 피곤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양과기원

해양과기원은 해마다 정부 요인이나 실무자를 현지

에 다니면서도 본능적으로 물이 무서워서 대중탕 가

에 초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는 것도 두려웠던 직원이 스노클링을 하게 되었고, 수

경험보다 더 소중한 전달 방법은 없듯이, 남극이나 북

산시장 정도의 해양생물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해양생

극을 방문한 분들은 친 해양과기원 인사가 되었다. 여

태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조용한 휴식을 원하

기에 태평양기지가 보강된 것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는 직원에게는 쉬는 게 지칠 정도로 휴식을 제공하였

인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

다. 태평양기지는 해양과기원에서 근무하면서 느끼

가 되면서 열대 바다를 한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

지 못하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방문객이 없는 주

의 없게 된 것이다. 태평양기지는 주로 필리핀이나 태

말에는 새로운 스노클링 장소를 찾아 산호가 화려하

국과 같은 열대 휴양지를 연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극

게 번성한 장소를 찾아 다니기도 하였다.

지 방문을 선호했던 것이다. 태평양기지는 한동안 후

기지요원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순위였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 촬영

지만 방문자들은 다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

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연예프로그램까지 방문을 요

을 하였다. 하지만 한 달에 수 차례 반복된 방문 일정

청하였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 우리가 개발한 프

은 도저히 소화해내기 어려워 차라리 기상 조건이 악

로그램은 많은 소문을 만들었다.

화되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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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임무가 있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조건은 기상

준다고 해도 서로 미룬다. 그나마 세미가 그 일을 담당

이었다. 바다에서는 날씨가 모든 행위를 좌우하기 때

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더욱 힘들어졌다. 무인

문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밤

도에서 코코넛을 접대하는 일은 사전에 원주민 직원

마다 또는 새벽에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가장 중요

들과 충분한 협의와 장시간의 사정을 해야 진행되는

한 목적은 바다에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다

이벤트이다.

음은 태평양기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박흥식

이제 태평양기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거기에
가면 무엇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온다. 우리가 기상
조건이나 현지 여건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우리
에게 묻는다. ‘왜 랍스터를 먹지 못하죠? 이번에는 상
어를 안 보여주나요? 체험다이빙은 언제 하나요? 무
인도에서 바비큐는 언제 하나요?’
2014년에는 1월 한 달 동안 6팀의 외부 손님이
방문하였다. 이 당시에 국회부의장 일행도 방문하였

Welcoming visiting researchers and guests from Korea
was as important as conducting scientific research at the
KSORC. The on-station staff’s duties included greeting
visitors at the airport, preparing their room and board,
assisting their research and immigration processes, and
sending off the visito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ir
work. In a sense, the KSORC acted as a host institution
rather than an independent station with a set of research
aims.

다. 당시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태평양기지를 3일 간
폐쇄하였다. 그리고 침대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이제야 말해보는 이벤트 준비의 실제
태평양기지를 방문해 본 분들은 반드시 오사

쿠라 섬이나 펜눅 섬을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바비큐를 준비하였고, 원주민 직원을 동원하여 코코
넛을 따서 맛보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제야 얘기하
지만 바비큐를 준비하는데 최소 1000불이 소요된다.
축의 물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태평양기지에서
는 바비큐 이벤트를 위해 근무자의 부식비 조절이 가
장 민감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리고 코코넛 따기. 태
평양기지에 근무하는 원주민 직원들은 대부분 코코
넛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 몸도 무겁지만, 허드렛일로
생각하여 필요하면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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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02



바다를 이해하고 미래를 꿈꾸는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시작

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였으나, 불행하게도 2020

해양과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청

획하였음에도 COVID-19의 영향으로 시행하지 못

소년들에게 해양 과학자의 꿈을 키워주는 기회를

년은 기지설립에 맞추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
하고 있다.

만들고자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 ‘열대해양체험프로



프로그램 준비

그램’은 태평양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해양과학 연

2007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

구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현

하여 교사와 언론인 그리고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장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색적인 소재를 갖춘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설명회 2회와 기획 워크숍 1

활동이다.

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콘텐츠 구성에

2007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
비할 당시 정부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과학문화

도움을 주실 분들을 선발하여 태평양기지를 직접 방
문하였다.

진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한정된 기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겨줄 무

기술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

언가를 찾기 위해 고민하였다. 생전 처음 보는 맹그로

으로 하는 과학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다.

브 숲과 열대 산호초 바다는 물론, 태평양 전쟁 당시

2019년까지 13년간 총 17회 운영되었으며,

일본군들이 남긴 전쟁 유적지와 원주민들과의 색다

참가인원만 약 140여 명에 이른다. 중학생부터 대

른 교감, 현지 동등한 세대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환경,

학원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미크로네시아

문화 모두가 낯선 접근이었지만 프로그램 설계자들

태평양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체류하는 기회를 가진

이 오히려 아주 인상적이고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KIO-Dream 열대해양캠프’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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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에 이르는 경쟁률을 뚫고



변해가는 아이들

2008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프로그

전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모인 아이들은 처음에

램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는 서로 대화도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괌을 거

‘과학소년’을 발간하는 교원과 함께 교육교재도 개

쳐 축으로 이동했다. 축에 가까워질수록 핸드폰도 끊

발하였다. 한국에서 출발한 후 괌을 경유하여 축으

어지고, 핸드폰이 없는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조급해

로 가는 일정이라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현지 상

하는 아이들이 빨리 친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황도 열악한데다 대부분의 활동이 바다에서 이루어

첫 번째 임무였다. 그저 무덥고, 강한 햇빛의 열대 세

져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1회 참

상만 펼쳐진 곳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가

가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초창기

능한 빨리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에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과기원이 주

이미 학교에서 집을 떠나 체험학습을 경험했을 것이

관하는 각종 경진대회나 이벤트에서 입상하는 학생

지만, 부모님 없이 홀로 적응해야 하는 단체생활에 너

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였고 이후에는 청소년 대상 과

무도 어색해 했다. 수도권에서 온 친구들은 자신을 챙

학잡지인 ‘과학동아(동아사이언스 발행)’와의 협업

기고 정리하는 것과 심지어 옷을 입는 것까지 익숙하

을 통해 실제로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

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바다가 무서워 무릎 깊이

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다. 공모 과정에서 경쟁률

의 물에서도 구명조끼를 벗지 못하고 허우적대던 모

이 80:1을 육박한 적도 있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해

습이 두 번, 세 번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깊은 곳

마다 5월이면 다양한 곳에서 로비가 들어와 곤혹스

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가르치려

럽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

하지 않아도 자연과 함께 스스로 깨우쳐 갔다. 그러한

사할 따름이었다.

학생들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생전 처음 보는 현지 학

프로그램은 보통 8박 9일의 일정으로 이루어

교의 아이들의 몸에 배인 적극적인 접촉에 움츠리다

지는데, 오전에는 세미나 형식의 이론 교육을 실시

가 헤어질 때에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주소와 선물

하고 오후에는 바다로 나가 열대바다의 독특한 환경

을 주고받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낮 시간 대부분을

을 직접 관찰하거나 해양생물을 채집하며 스노클링

물에서 보내느라 피곤할 텐데도 늦은 밤까지 눈을 반

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조사를 위한 기초 과정을

짝거리며 박사님들이 들려주는 과학이야기를 경청하

경험하도록 하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실험실에서

는 모습도 놀라웠다. 또 실험실에서 열심히 해부하고

채집해온 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분석하고 관찰하는 모습도 하나같이 그렇게 진지할

해부나 실험을 하였다. 바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가 없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런 경험이 학생들의

이외에 기지 밖으로 나가 현지 학교나 유적지도 방

인생에는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

문하였으며, 같은 또래 현지 학생들을 기지로 초대

다. 부모님들께서 아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체류 기

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간 동안 그 누구도 집과 부모님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많이 웃고, 신나게 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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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인해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참으로 소중하게

기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리라 확신한다.

느껴졌다.
태평양기지 그곳은 나에게도 너무나 많은 추

던 학생들에게서 문자가 오기도 하였다. 그냥 궁금해

억을 만들어 주었다.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수족관에

서 혹은 당시에 고마웠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현하고

나 사는 열대어류를 바다 속에 들어가 처음으로 직접

싶어서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에서의 시간이

목격한 곳, 컴퓨터 바탕화면에나 등장하는 무인도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추억이었을 것

야자나무가 있는 곳, 웃옷은 벗어던진 채 동그랗다 못

이다. 그 이후 삶의 순간으로 되돌아간 아이들은 다시

해 쏟아질 것 같은 큰 눈으로 웃어주는 원주민 아이들

입시 경쟁을 하고 세상에 적응하며 이 순간을 추억으

이 있는 곳, 신기하게 생긴 맹그로브 나무 밑에서 잡은

로 남겼지만, 그중 몇몇은 실제로 해양과 관련된 학과

맛있는 맹그로브 크랩을 맛볼 수 있는 곳. 힘들거나 짜

로 진학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대학 재학 중에 해양

증나는 일도 분명 있었을 텐데, 돌이켜보면 열대해양

과기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나중에 해양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보낸 그곳에

과기원의 연구원이 되어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

서의 모든 날이 다 좋았다.

던 학생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어렸을 적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선생
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웠기 때문이다. 열대해양체험

보람과 추억의 시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은 내가 아이들에게 선생

2008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집으로 돌아

님이었다.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이기도 했겠지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이 한 방에 모여서 쑥덕

만,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노크를 해도 대답도 없고, 몇

라고 불러주었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을까 부끄럽

번 채근을 하면 그제야 문을 빠끔히 열고는 ‘왜요?’하

기도 했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정말

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수작을 벌이는 것인지… 드

고마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디어 마지막 날 밤, 별구경을 마치고 돌아와 세미나실

그냥 ‘일’로 시작했지만, 지나고 보니 새로운 세상을

에 모여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큰 도화지

경험하게 해주고 어릴 적 꿈을 이루게 해 준 고마운

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쭈뼛거리며 박사님들께 드

‘일’, 바로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이다.



릴 게 있다고 했다. 큰 도화지에 색종이를 오려 붙여
함께 지낸 박사님은 물론, 당시 과학 카페 촬영을 위해



작은 아쉬움

함께 방문한 방송국 관계자 분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2010년부터 4년간은 해양과기원 직원 자녀들

놓고는 각자 돌아가면서 편지를 써 온 것이었다. 그리

을 대상으로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했

고 센터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다. 직원 자녀들 중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적어왔다. 어른들은 모두 잠깐 동안 할 말을 잊었다.

신청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했다.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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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방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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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험난한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들추어 볼 행복한

을 할 때의 그 긴장감이란, 마치 복권 추첨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정
규프로그램보다 이틀 정도 축소된 일정으로 태평양기
지를 방문하였다.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에는 우리
직원 중 누군가의 아들, 딸로 기억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이 듬뿍 들어 헤어질 때쯤엔 마치 ‘내
자식’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한번은 참가한 학생 중
에 한 명이 왜 정규프로그램에 비해서 자기들은 일정
이 짧으냐며,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늦추어 달라
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비록 일정은 짧지만 프로그
램은 모두 수행한 터였다.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애타
게 기다리신다고 간신히 설득을 하였다. 마침 비가 억
수로 쏟아지던 터라,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가 결항될
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일이 복잡해질 수 있지
만 내심 아이들의 바람이 되도록 기대하기도 하였다.
지금 그 녀석을 다시 만나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던 우리 ○○이, 그 때 너 좀 멋져 보였어~ 이
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멋지게 자
신의 삶을 꾸려가길 바랄게!”라고 전하고 싶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
고, 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
었다고 전해 들었다. 자녀들을 이 프로그램에 보낸 직
원들은 집에서 자신을 대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
졌다며 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해양과기원 구성
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
램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중단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원들이 자녀
들과 함께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김나영

324

태평양해양과학기지20

325

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환초부근에서 스노클링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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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effort to create an opportunity for youth to grow their dream as a marine
scientist, the KIOST operates a program that allows visitors to stay at the KSORC and
experience marine research and local culture. This program includes exploration of
tropical environment, unique encounter with natives, and field experience for youth for
a limited period of 9 days. We completed a total of 17 sessions over the 13 years until
2019. About 140 students interested in ocean and science visited the KSORC through
this program and had a valuable opportunity to peek into the Pacific Ocean and Korea’s
marine science technology. I hope we will see successful marine scientists among the
co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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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지 그 이상의 허브  

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정산, 정산, 정산
03

태평양기지에서 실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힘든 부

차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상한 것보다 무

분은 정산이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로 지불할 수 있

게가 증가한 바람에 미리 준비한 가지급금으로는 부

는 것은 호텔에서 진행한 회의비와 인터넷 사용을 위

족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귀국하는 연구원들의

한 카드 구입 정도였다. 축에서 모든 지불은 미국 달러

주머니를 전부 털어서 남은 달러를 모두 모으고, 심지

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어 한국 회사에서 현금을 빌려서 지불하는 경우도 있
었다. 또한 카드 사용 시, visa 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여건

13%(국내의 경우 3%)나 발생한다. 오지에서 결재한

2005년까지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모

상황에 대한 위험수당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두 가지급금으로 신청하였고, 달러로 환전한 후 지참

출장을 위해 신청한 가지급금이 마이너스가

하였다. 지금도 축주에서 신용카드 지불은 호텔에서

된 경우도 있어서, 축 출장을 다녀오면 정산과 사유서

만 가능하고, 그나마 기상 상태나 통신 사정이 좋지 않

작성이 출장 과정보다 더 힘들었다. 물론 정산을 진행

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현금으로 지

하는데 감사실에 상황을 설명하러 가는 것은 기본이

급해야 한다. 심지어 출장기간 중에 카드 결제를 시도

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매번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여

하다가 실패하여 외상으로 하고, 매일 결제를 해야 하

정산을 진행하여도, 예를 들면 왜 카드로 결제하지 않

는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카드 접속을 확인한 경우도

았는지, 가지급금을 이렇게 많이 소지하고 간 이유, 수

있다. 심지어 출장기간 동안 끝까지 카드 접촉이 이루

기로 작성된 영수증의 진위 파악에 대한 질문과 상황

어지지 않아서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도 있다. 더

설명을 항상 동일하게 요구하였다.

욱 답답한 것은 생물이나 환경 시료를 한국으로 반출
해야 하는데, 항공사에서 추가 수하물에 대한 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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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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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기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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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신청 1년 만에 개설하다

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번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상

현지에서는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 대신 수표

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축의 FSM 은행에 전화로 의뢰

를 사용하게 되었다. 당좌수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

하였는데 마침 관련 내용으로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도인 폰페이에 있는 은행 본점에서 은행 관련 담당

절차이다. 수표를 신청하기 위해 현지 은행구좌를 개

자들이 모여서 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

설해야 했다. 2005년에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시작하

다. 마지막 기회였다. 폰페이에 있는 FSM 은행 본부에

여 2006년 6월에 은행 수표 전용 계좌를 확보할 수 있

전화를 연결하였다. 몇 개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

었다. 1년이 걸린 노력의 시작은 하와이 은행이었다.

면서 특히 예산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은

태평양기지가 현지 법인기관이 아니어서 수표 발행

행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 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였다.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하

기도 하면서 계좌설치허가를 요청하였다. 특히 축에

다고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류들을 공증을 받아 제출

서 현지인 고용 등 활발한 지역 활동에 회계 절차의 투

하였지만 최종 결정은 불가였다. 왜냐하면 하와이 은

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수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

행(축에 있는 하와이 은행은 괌에 있는 하와이 은행

조하면서 많은 설명을 숨도 안쉬고 한 것 같다. 손에 땀

의 축부설 은행으로 괌에 있는 하와이 은행에 소속되

을 쥐고 귀 밑에서 벌렁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

어 있다)은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결국 법인등록

는 몇 초의 짧은 기다림 끝에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들

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WESTPAC 은행을

려왔다. 긍정적인 고려라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

도전하였지만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은 미크로네시

고 2006년 5월에 축을 방문하자마자 바로 은행을 방문

아 연방 은행(FSM Bank)이었다. 필요한 서류들과 우

하였다. 2시간 정도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가능하다는

리기관 한국 등록서류 영문 공증 자료까지 필요할 만

답변을 들었다. 물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였

남아 있었으나 가능성 앞에 안되는 일은 없었다. 은행

고, 연락을 하면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왔다. 그러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수표를 만들 수 있어 은행 거래가

불가라는 답변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희망

가능하다는 것에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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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개설한 계좌에 대해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현실

다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

도로 마치 ‘이런 것을 왜 설명하냐’는 듯한 표정을 보

와서 발생하였다. 미국 등 외국에서 사용하는 수표

이셨다. 사연은 극지연구소에서 칠레에 로지스틱을

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수표와 개념이 달랐다. 한국

위한 양해각서를 통해 공동센터를 설치하였고, 남태

에는 미국과 같은 수표제도가 없었다. 예산 투명성

평양기지와 유사하게 현지에서 거래를 위해 은행계

확보를 위한 수표 사용 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

좌와 수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이곳 역시 현지 등

요했다. 감사실로 가서 몇 번 설명했으나 수표 사용

록 법인이 아닌 관계로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이 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만 해도 많은 노력을 했으나 수표 발급이 가능한 계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

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수표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

에서 경험과 지식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은행 수

다고 하였다.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 오히려 나

표를 활용한 투명성확보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지

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다. 1년여 고생하여 개설

못하였다. 몇 번의 설득 후에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

한 계좌를 마침내 사용할 수 있었다. 수표를 사용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울고 싶어지곤 하였다. 고민

는 경우 회계 정산을 은행에서 보증하는 데, 이후에

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감사가 바뀌었다. 극지에

도 감사실은 수표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국식

서 근무하셨던 감사부장님이 본원으로 오신 것이다.

정산과 설명을 요청하기는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4장



기적이 일어났다. 수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

연구원과 감사실뿐이었기에 감사실에는 출근하다
시피,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다녔던 기
억이 있다.
이미진

Reimbursement and balancing were among the most
difficult part of my work at the KSORC. This was
because I could only use the corporate card to cover the
expenses of meetings held in hotels and the purchase of
telecom cards required for internet connection. All else
had to be paid with cash. As the budget and expenses
for the KSORC increased, we had to use checks instead
of cash; however, it took a year to open an account and
obtain a checkbook from a local bank.

물건 구매 영수증은 손으로 쓰거나 아예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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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조사 준비보다 힘든 부식 챙기기
04

2006년까지 태평양기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장 중

한다. 그런데 문제도 역시 김치다. 진공포장을 제외하

요한 일은 기지에 체류하면서 먹어야할 부식을 챙기

고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도 냄새를 해결할 수 없는

는 것이었다. 출장비가 지급되면 일부를 모아서 부식

독특한 음식인데, 축으로 이동하려면 괌까지 국적기

을 구매하는데, 이 일은 출장 준비만큼이나 번거롭고

를 타고, 괌에서 6시간 가량 머문 다음에 축으로 가는

복잡한 일이었다. 부식 준비에 심각했던 상황은 2004

비행기를 타야 한다. 물론 괌 공항에서는 새벽에 대기

년부터 2006년까지로 당시 태평양기지를 임대해 주

를 하지만, 축에 도착할 즈음이면 포장해 놓은 김치는

던 한국기업이 철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풀어 올라서 거의 터질 것 같은 상태다. 이러한 변화

방법이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를 예측하고 처음 짐을 챙길 때부터 부풀어나는 공간
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김치를 싣는 공간은



시료 포장보다 신경 써야 했던 짐 정리

다른 어떤 조사장비보다도 가장 여유가 있어야 하는,

태평양기지가 위치한 축 환초 웨노 섬에도 시

대접 받는 소지품이었다.

장과 대형 마트가 있다. 바나나, 코코넛 등 자생 농산
물을 판매하고 참치나 산호초 물고기를 야간에 잡아



김치만 제공하면 수월한 입국 절차

팔기도 한다. 하지만 외지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컨

축 사람들도 언제 맛보았는지 김치를 엄청 좋

디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식사다. 특히

아한다. 축 세관은 엑스레이 등 수화물을 확인할 장비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받은 지치고 피곤한 몸에는 매콤

가 없어서 무조건 가방을 열고 전부 손으로 뒤진다. 그

한 한국 음식이 가장 확실한 기분 전환 수단이다. 그중

런데 가져온 음식물도 확인하는데, 특유의 김치 냄새

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단연 고추장과 김치다. 한

가 나면 ‘김치?’라고 눈웃음 지으면서 물어 본다. 포장

국에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연구원도 태평양기지

된 것 하나만 달라는 신호이다. 축주에서는 음식물이

에 오면 김치에 대한 새로운 맛을 느끼고 간다고 얘기

나 포장된 새로운 물건을 반입하는 경우에 구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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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보다 부식이 더 많았다.(상), 2013년에는 일 년 치 부식을 냉동컨테이너로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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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해야 하고, 매번 다르지만 5-10%의 세금을 내

서는 결국 일주일 정도를 빵과 수제비, 그리고 바나나

야 한다. 축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내 존재와 상주

파이, 타로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 연구팀은 수화물

하는 한국 근무자들을 잘 알고 있어서, 한국에서 돌아

을 최소화하고, 환승을 위해 도착한 괌에서 1박을 하

올 때면 당연히 가방 가득히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

면서 20파운드짜리 쌀 8가마를 샀다. 한사람이 2가마

도 알고 있다. 이때 김치 한 팩으로, 복잡한 검사와 세

씩 쌀을 수화물로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비행기

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도 한다.

에서는 축에서 내리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손에
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 축에 가는 것이었다.



아쉬운 한국 회사의 철수
테평양기지를 설립할 당시 비상설 체계여서,



김치가 아닌 금치

2004년까지는 기지를 방문할 경우 한국 회사인 ‘한스

태평양기지를 방문할 때 김치를 챙기는 것은

미크로네시아(이후 한스)’가 공항 마중과 기타 준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기

를 지원해 주었다. 현지 숙박과 식사 역시도 한스에게

위해 괌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마트를 찾아다녔다.

비용을 부담하고 활용하였다. 당시 한스는 시내에 중

예전에는 괌에 한국 원양어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국 식당을 운영했는데, 중국교포가 주방장으로 근무

업체가 있었는데, 당시에 원양어선이 괌으로 기항하

하여 기본 음식을 요리해주었다. 덕분에 한국과 큰 차

기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업체가 피지와 인도네

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연구원이 방문한

시아로 철수한 상황이었다. 결국 괌에서 규모가 가장

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 김치와 고추장 구매

큰 ‘캘리포니아 마트’를 방문하여 사장님 면담을 진행

와 배달을 부탁하곤 했다. 당시 한스에는 교포 요리사

하였고, 김치 배송을 부탁하였다. 김치뿐 아니라 기타

를 보조하는 현지 원주민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한

반찬류와 부식 재료도 함께 매달 배송하기로 하였다.

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아넬리

괌에서 미크로네시아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한국

아’이다. 올해로 21년째 근무하는 아넬리아는 한국사

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르게 김치가 캘리포니아에서

람과 어울리면서 김치찌개, 김밥, 잡채 등을 요리할 수

만들어진 것이어서 검열이 필요 없었다.

있게 되었다.


축에 쌀이 없어요.
2006년에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축에 물자

를 운송하는 컨테이너회사 선박이 고장 나서 두 달 동
안 부식이 섬에 공급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쌀
이었다. 시내에 쌀이 완전히 동난 것이다. 한국에 긴급
하게 이 상황을 연락하여, 연구팀과 운영진에게 출장
일정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태평양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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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에서 요리 기술을 가진 직원을 선정하였다. 3개
월 교대 근무 체계에서 선발된 직원의 축 체류 여부가
2010년부터 ㈜에버랜드에서 냉동컨테이너에
일 년치 음식을 구매하여 태평양기지로 보냈다. 이런
체계는 2014년까지 이어졌고, 보관된 식량으로 인해
당시 경비는 전기 공급 상황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
무가 되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연구원들은 다시 김
아넬리아가 김치를 담그다

치와 부식을 가지고 다니는 상황으로 회귀하였다.
박흥식

이 덕분에 2008년부터 연구원들이 부식을 들고 방문
하는 일은 사라졌다. 그저 개인 기호품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해양과기원 식당보다도 기지에
서 반찬 종류가 더 많았다. 부식이 막 도착할 때 방문
한 연구원들은 ‘한상차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김치보다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포장 상태 유지, 항공 운송료가 훨씬 비싼 상
황으로 결국 김치 20kg에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한국보다 3배나 비싼 김치비용
을 지불해야 했다.


Until 2006, researchers had to bring their own dietary
requirements and preferred dishes to the KSORC. Once
individual travel allowance was received, we pooled a
portion of it towards the purchase of these dishes, a job
that was as complicated as preparing for the scientific
mission itself. The process of transporting kimchi and
clearing it through customs was particularly sensitive.
Fortunately, kimchi has been supplied from Guam from
2007, and since 2011, we have used freezer containers
to transport all dietary requirements and Korean side
dishes—except for kimchi—that could last for up to a
year.

1년 치 음식을 한 번에 투입
2007년부터 연간 방문객이 200명에 이르고,

특히 한국 음식은 현지 원주민 방문에 가장 요긴한 기
념품이었다. 결국 부식 조달은 태평양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괌에서 보급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항공 화물 폭주로 필요한 상황에서
괌 공항에서 대기하기 일쑤였다. 2009년에 극지연구
소를 방문하였다. 동계 근무자들의 부식 조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물론 세종기지는 요리사가 근
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지 근무자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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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새로운 기지 건축을 시도하다
05

태평양기지에서 항상 불안한 것은 인프라였다. 전기,

기지에 상주하면서 부분 수리가 진행되었다. 역시 예

급수, 그리고 건물. 2006년부터 한국인 기업 한스의 건

산 문제 때문에 우선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

물을 모두 임차하여 사용하게 되어, 예전에 3개 사무

로 시급한 부분만 고쳤고, 장기 근무자 숙소는 2009년

실만을 임대할 때보다는 사용공간에 대한 여유를 확

까지도 여전히 비가 오면 새는 공간을 사용하였다. 매

보하였다.

년 연구원 시설팀에 부탁하여 공간 수리를 부탁하였
으나, 짧은 일정과 그때마다 도와주지 않는 기상조건



8개월 만에 땅을 매립하고 지은 2층 건물

으로 항상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결국 근무자가 옥

한국인 기업은 초창기 리조트를 계획하여 건

상 방수액도 바르고, 창문도 교체하고, 심지어 타일공

물을 지었다. 멀리서보면 나름 산호섬과 잘 어울리는

사까지 진행하였다.

모습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흰색 외형만 제외하고는
현지에 유적으로 남아 있는 2차 대전기간 동안 우리
선조가 지은 방호소나 군속 건물보다도 초라하였다.



공간도 확보하고
새로운 건물 확보를 위한 노력

조간대 해안가에 산호모래를 돋우고, 지하 기

2009년에 9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반도 없이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 건물이었다.

하자, 건설에 대한 욕심이 우선 앞섰다. 더욱 급하게

산호모래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 바위보다도 단단하

서둘러야 할 사항은 당시 임대한 공간이었다. 한국인

여 외벽은 튼튼하였다. 하지만 추가로 부속시설을 설

기업은 철수 이후 임대료를 한국 계좌로 받기를 원했

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못을 박는 것은 물론이고,

고, 현지에 공동 투자를 한 마을 대표는 소유권을 주장

배선과 수도관을 설치하기도 어려웠다. 심지어 에어

하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마을에 분리 지급하라고 압

컨 설치를 위해 구조를 변경할 경우 부분 철거는 거의

박을 주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임대인이 당시 10년

불가능하고, 블록을 분리하거나 벽 전체를 제거해야

만기 임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두 배로 올린다는 얘기

하는 대공사가 진행되어야 했다. 2006년부터 태평양

는 슬며시 하였다. 태평양기지는 새로운 건물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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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알게 된 이후, 귀국할 때마다 ‘안전사고’ 발생

대지방에서 건축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

위험을 강조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듯 건

를 나눌 수 있었다. 이야기 끝에 태평양기지 건축을 계

축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획한다고 하니,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으
로 기꺼이 돕겠다며 주변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건축가

귀국 후에 건축가에게 연락을 하니, 그분은

2009년에 우연히 축 공항에서 혼자 입국한 한

이미 기본 설계를 위한 디자인 3개 안을 만들고 있었

국인 여성을 만났다. 열대지방이지만 화려한 장식을

다. 이를 무료로 받기는 너무 미안하여 소액의 용역비

하고, 이민국 통과를 위해 무언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를 지불하고 정식 디자인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물로

었다. 입국을 도와주면서 방문목적을 이야기하니 축

당시 부원장님과 보직자 앞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그

시내에 몰몬교 성당을 설계하려는 건축가였다. 그런

런데 문제는 디자인이었다. 연구소 건물이 투박한 연

데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한 교회직원이 보이지 않았

구시설이 아닌 리조트 형식이었다. 방갈로 모양의 숙

고, 예약한 숙소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할

박시설, 스콜과 강한 햇빛을 고려한 프랑스식 긴 테라

수 없이 함께 기지로 와서 1박을 하고, 교회 담당자에

스...... 그 외형에 나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의 표정이

게 연락하였다. 그분은 주로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관

굳어졌다. 수습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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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토지 장기 임차를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이라는



한국 기술로 건축을 시작하자는데

인을 받았다. 여기서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추장이

새로운 태평양기지는 단계별로 건설을 진행

면서 우리 직원이었던 베네딕이었다. 영어도 못하고

하기로 하였다. 우선 부지를 매립하고, 연구 공간, 보

말이 없는 듬직한 친구가 우리가 고생하는 모습과 마

관동, 숙박시설을 5년간 나누어 짓기로 하였다. 모든

을을 생각해준 것이다. 그는 건축을 하면 좀 더 많은 원

과정은 해양과기원 건설팀으로 이관되었다. 당시에

주민이 일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고, 팔라우 산호초연구센터
도 방문하였으며, 심지어 괌에 기반을 가진 한국인 중



스트레스와 다툼이 시작되다.

견 건축회사와 미팅도 주선하였다. 하지만 건설부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건축회사가 허

는 모든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였다. 예산도 태평양

가도 없이 축주에 와서 체류하고, 건축 행위를 진행한

기지에서 건설부서로 이관되었고, 매립을 위한 토목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는데, 결국 누군가 고

조성 자문, 건물 설계, 건축 시공이 모두 한국 기업으

발하였다. 너무 우스운 것은 고발자가 미크로네시아

로 선정되었다. 현장은 미크로네시아이고, 관련 허가

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다는 것이다. 건설 부서에서

나 부품 조달로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것

는 건축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우리 과기원 직원으

을 한국에서 해결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현지에서 진

로 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되기 때문이었

행되려면 현지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마음이 급

다. 건설 자재가 대규모로 한국에서 반입되었다. 나중

한 기지 대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매립 허가, 건축 신고,

에 알게 되었는데, 통관 세금은 냈지만, 그 기준이 과

오물 정화 계획서 작성, 오염방지 대책 등 전문성도 전

학기술 협약서에 근거한 10% 세액이었다. 제대로 지

혀 없이 모든 관련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불하면 25%를 내야하는 것이었다. 특히 건설자재는

을 동원했다. 옆집에 사는 상원의원, 김도헌씨 처남이

외부 요인 오염 검사가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도 생략

었던 도시개발부 국장, 한국에 오고 싶어 하던 환경국

한 셈이니 건설회사는 해양과기원의 혜택을 아주 크

장, 심지어 주지사에게도 부탁을 하여 6개월 만에 승

게 본 것이다. 산호초에서는 공사에서 나오는 탁도 확
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오탁 방지막을 반드
시 설치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국산 제
품을 사용하였다. 물론 축주에서도 법 이행이 잘 안 되
는 규정이었지만 법은 법이었다. 특히 우리는 외국인
이었다. 개인적으로 관련 오탁 방지막 정보를 알아보
았다. 우리나라 제품보다 10배가 비쌌고, 더 큰 문제
는 구매하고 축까지 오는데 10개월이 걸리는 것이었
다. 결국 문제가 터졌다. 미크로네시아 환경국에서 연
락이 왔다. 매립을 위한 산호초 보호 과정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였다. 사무실을 방문하니 젊은 서양인이 기

한 개 건물만 건축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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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을 힘들게 한 것은 당
시 부서장의 조급함이었다. 3년간 매립 후속 토목공
다. 우선, 매립지와 연결된 도로를 연결해야 했고, 지
반 검사를 통해 매립된 토사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했
다. 하지만 건물을 지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지
만 설계에도 제시되지 않은 건축자재로 지금 기지 앞
태평양기지 건설 조감도를 확정하다

에 모습을 드러낸 건물을 지은 것이다. 당시 실무자도
어려워했던 상황이지만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이 엄청 빠르고, 특히 호주 발음이라 무슨 말인지 거

태평양기지 건설은 언제 부터인가 ‘인프라 개

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론은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건축 진행은 중단되었다.

우리 기지 산호초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탁도가

건축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상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본부에 보고하겠다

의하는데 이전에 전혀 기지와 관련 없었던 연구자가

는 것이었다. 상황을 설명하려니 내 영어 능력이 턱없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전 원장의 높은 관심으로 설계

이 부족하였다. 다행히 환경국장이 내게 윙크를 하며

도에 없는 시설이 만들어졌다. 실무 담당자가 바뀔 때

도와주었다. 과학 연구 공간이라 공사가 마무리하면

마다 임대한 현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주변에서 산호복원연구가 진행된다고 답변해주었다.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고생한 직원들은 모두 징계를

아주 필요한 답변이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받거나 기지를 떠났다.

매립지 주변에 산호 영향을 파악하고 복원 약속을 이
행해야 한다.

지금도 2006년에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태평
양기지 재건축에 대한 공공기부 방식이 늘 머리를 떠
나지 않는다.



잦은 설계 변경과 관련 부서의 이해 부족

박흥식

매립 과정에서 주요 공사는 한국 건설회사에
서 진행하였다. 하지만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었다. 매립지에 파일을 박고 거치대를 설치해야 매
립된 토사가 밀려나지 않는데, 매립된 토사에 블록만
붙이고 철사로 묶었다. 조석을 고려하지 않고, 수로를
만들어 조간대에 해수 유통이 진행되지 않았다. 상황
에 따라 설계 변경이 진행된 것이다. 지금도 이해가 안

Infrastructure of the Korea-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was a perpetual concern. Structural
integrity of buildings,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and
communication were all unstable and inconsistent. To
address these issues, we obtained a long-term lease for
the station in 2009, and construction for a new research
station complex began in a new space. After ten years,
construction is still on-going.

되는 일은 이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2차 년도에
는 회사를 바꾸었는데, 건설현장에 파견된 실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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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이해가 필요한

배가 있어야 했다.
06

해양조사를 하려면 바다에 가야 하고, 그러면 배가 필

로 보내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한다. 그 당시 운영비 대

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태평양기지도 마찬가지다.

부분이 선박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었다. 배 선형은 갯

해양조사를 진행하려면 바다로 나갈 배가 있어야 했

바위 낚시전용선으로 나무와 FRP 재질을 섞어서 제작

다. 하지만 기지는 배 한 척 없이 문을 열었다. 설립 초

하여 안정성은 있지만 열대바다에서 운항하기에는 선

반에는 축주 해양자원국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체가 무겁고 단단하였다. 하지만 ‘라군프라이드’라는

배를 임차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를 빌리기

이름에 걸맞게 15년간 태평양기지의 다양한 해양조사

어려웠다. 한국기업의 작은 선외기를 의존하기도 했

에 투입되었다. 작은 선외기 모양의 보트가 주류를 이

지만, 배에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조사의 특성을 염

루는 축 환초에서 라군프라이드는 말 그대로 프라이

두에 두지 않아, 우선 뜨거운 태양 빛을 가리지 못하는

드를 가진 모습으로 환초를 질주하다가 2019년에 퇴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4년, 결국 한국

역하여 지금은 태평양기지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에서 배를 보내기로 했다.



이름 그대로 라군의 프라이드가 되어

자산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운항된 선외기
하지만 태평양기지에서는 작은 배가 필요하였

태평양기지의 첫 배는 기증품이다. 기지를 개

다. 기지에서 바다로 나갈 때, 산호초를 통과하기 위해

소한 뒤, 산호초 주변 지형 연구에 관심을 가지던 추용

만들어 놓은 수로는 수심이 낮아서 이곳을 지나가기

식 박사는 조사를 위한 선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

에 라군프라이드는 컸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하기 어

고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어느 어민을 설득하여 선박

려웠다. 산호초 밖에 설치한 흑진주 양식 공간을 드나

을 기증 받았다. 중고 선박이라 엔진을 교체하고, 햇빛

들려면 선외기가 필요했다. 그때 기지에 근무하던 김

을 피할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일부 수선하여

도헌 씨에게 배가 한 척 있었다. 복잡한 사유로 시내

화물선에 태워 태평양기지로 보냈다.

의 한국인 사업가로부터 미수금 대신 저당 잡은 배였

듣기로는 배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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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배는 쓸 만해 보였다. 김도헌 씨는 태평양기지를 임

동하면서 조사하기 좋은 크기였기에, 당장 화물선에

차해 준 한국인 회사에서 선외기 제조를 담당했던 터

실어 태평양기지로 보냈다. 이 배가 지금도 현장을 지

라 선박 상태를 쉽게 설명해주었다. 당장 필요한 크기

키는 ‘반디’이다.

의 배이고, 어차피 계류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
라 우리는 김도헌 씨에게 엔진을 교체하여 사용하겠



숙박과 숙식이 가능한 선박이 필요

다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생긴 선외기는 이후 지금까

축 환초는 생각보다 크다. 태평양기지에서 서

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선박이고, 누가 명명했는지

쪽이나 남쪽방향에 위치한 환초를 가려면 아무리 라

‘곳띠’라는 이름도 갖게 되었다. 지금도 이 작은 선외

군 프라이드로 간다 하더라도 2시간가량 걸린다. 태

기를 태평양기지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

평양기지는 그저 웨노 섬, 듀블론 섬, 오사쿠라, 펜눅

분인데, 솔직히 말하며 엔진을 제외하면 15년간 무상

등 태평양기지를 방문한 연구자라면 이름이 귀에 익

으로 사용을 하게 해준 김도헌 씨의 개인 재산이다. 이

은 섬 주변만 조사가 가능했다. 이동 거리도 문제이지

런 오해를 가진 자산은 더 있다. 배양장에 설치된 200

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섬을 방문할 때 숙박과 식사가

리터 이상의 대형 수조를 포함한 FRP 재질의 수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원주민 집에서 일시 거주가 가능

모두 태평양기지의 자산이 아니다. 김도헌 씨가 한국

하지만 거의 야영 수준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소유물이다.

하지만 축 환초는 열대태평양에서 나타나는 모
든 연안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남해연구소를 설득해서 가져온 반디호

있는 2km 이상 펼쳐진 맹그로브 숲이 페펜 섬에 펼쳐

또 한척의 배가 태평양기지로 왔다. 2006년에

져 있고, 60m 수직벽 구조를 가진 절벽해안이 톨 섬에

남해연구소를 방문하였던 권문상 박사는 장목호를

있으며,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넓은 잘피밭이 에덴 섬

건조하면서 받은 작은 선외기가 사용되지 않은 채 육

에 있다.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고 바닷새와 거북이 산

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당시 남해연구소 장만 소

란장으로 알려진 무인도도 있다. 이런 곳을 방문하여 연

장을 설득하였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배로 차양

구해 보고 싶은 욕심을 채우려면 숙식이 가능한 선박

막만 설치하면, 산호초 위를 이동하기 용이한 홀수를

이 필요했다. 하지만 늘 부족한 기지 운영비로는 해마

가진 모양이었다. 연구원 한 팀 정도, 즉 서너 명이 이

다 선박건조를 위한 견적을 받아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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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하였다. 당시 건조되는 배를 인수한다면 운영

2012년에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겼다. 90년 간

비 집행기간에 건조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차한 태평양기지에 새로운 연구공간을 만들기 위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일부 제작을 수정하여 선박

한 노력으로 매립과 건축비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

을 건조하게 된 것이다. 생각지 못했던 꿈이 한순간에

받았다. 건축은 한 번에 진행되어야 경제적이지만, 결

이루어졌지만 너무 서둘러 진행되는 바람에 그동안

국 연차적으로 새롭게 연구 시설을 건축하기로 하고,

원했던 선박과 차이가 있었다. 이 배가 그렇게 말 많

여유가 생길 법한 예산을 새로운 연구공간에 대한 희

고, 스트레스가 된 ‘라군 드림’이다.

망으로 오히려 더 조정하였다. 그런데, 7월 즈음 건설

우여곡절 끝에 진수된 라군드림은 더 큰 문제

팀에서 예산집행이 어렵다면서 운영비 9억 원을 반납

를 남겼다. ‘어떻게 배를 태평양기지로 가져가느냐’였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운영비는 이월이 되지 않

다. 수송은 이미 계획하였는데, 조선소가 위치한 목포

아서 사용을 못하면 국고로 회수되는 재원이었다. 태

에서 화물선이 정박하는 부산항까지였다. 당연히 육

평양기지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사전 협의도 없이

상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알았다. 배는 육상으로 운반

다시 배정받았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집행해야 했다.

하면 선형이 뒤틀릴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남해연구소

기지대원들과 급히 논의를 하였다. 그때 문득
‘선박 건조가 답’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견적만 받아

강선규 선장에게 sos를 했다. 배를 목포에서 부산까지
운항해야 했다.

온 조선소를 급히 방문하였다. 우리 조건은 ‘10여 명

남해연구소에서는 강선규 선장에게 일임하였

이 숙식이 가능하고, 간단한 조사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 강선장도 흔쾌히 응했다. 새벽에 목포를 출발한 라

크레인이 달린 배’였다. 선박은 집과 같이 목적에 따

군 드림은 오후 늦게 남해연구소에 입항하였다. 임진

라 설계를 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니면

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해역을 모두 지나

기존에 모형을 선택하여 동일하게 제작하는 기성품

면서.......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태평양기지는 5척

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소에서는 예약을

의 배를 보유하게 되었다.

받아 15톤 크기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다. 건조가 진

박흥식

행 중인 배가 외형에서 연구선과는 달리 화려하긴 했
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았다. 예산 활용을 위해
건조를 계약한 선주를 만나 선박을 먼저 인수하도록

Not all marine research is performed at a shallow depth
and many project required a vessel with an extensive
research capacity. As such, securing research vessels was
the most important goal. We gathered used fishing boats
from Korea, hired a local Korean vessel, and transported a
vessel with the support of the South Sea Research Institute
of the KIOST. Now, the KSORC’s fleet includes five
research vessels.

2019년에 건조된 라군 엔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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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은 이상이고 과학은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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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비

이렇게 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
발전을 위하여
열대태평양허브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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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년간 운영해 온 태평양기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설립 이후 계획하였던 중
장기 발전 방안의 이행 유무 및 현안을 파악하고, 태평양 도서국의 현재 모습과 지금까지 변화된
요인과 우리가 수행한 업무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 대하여 연구, 운영, 인프라 구축, 대외협력 분야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기지 현안 및 개선사항
연구 부문│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열대연구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열대유래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과학 기술력 증진을 위하여 실험 기지의 기능에
걸맞도록 열대 특성을 감안한 환경관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야 하며, 다학제적 연구 분야
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
한 생태계 보전은 월경성 국제 이슈로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하여 국가적 손실 최소화하는 계획
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과학연구 공간으로서 다학제적 융·복합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분야

현안

개선방향

운영

열대연구거점 운영체계  

열대 해양공간으로 활동
영역확장을 위한 운영지원

·1년 단위 운영인력 구성으로 지속적 전문성 확보에  
애로점 및 장비·시설 관리담당 전문인력 부재
·현지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통 부재
·연간 상시 업무에 대한 본원 행정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기지 방문자 규모 축소 및 활용도 저하

·기지운영 전문성 강화 및 장비·시설 담당
전문인력  단기파견 활용
·현지보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본원 행정부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지운영 지원인력 확충
·기지 활용도 개선을 위한 개방성 강화

운영 부분│우선 기지 운영인력 구성이 어려운 점을 직시한 대책이 필요하다. 1년 단위의 기지 운
영인력 교대에 따른 운영 연속성 저하, 현지의 사회·문화·보조인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운
영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기지운영에 안정적 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한다.  
분야

현안

개선방향

운영

열대연구거점 운영체계  

열대 해양공간으로 활동
영역확장을 위한 운영지원

·1년 단위 운영인력 구성으로 지속적 전문성 확보에
     애로점 및 장비·시설 관리담당 전문인력 부재
·현지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통 부재
·연간 상시 업무에 대한 본원 행정부문과의 연계성 부족  
·기지 방문자 규모 축소 및 활용도 저하

·기지운영 전문성 강화 및 장비·시설 담당
전문인력  단기파견 활용
·현지보조 인력의 전문성 강화
·본원 행정부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지운영 지원인력 확충
·기지 활용도 개선을 위한 개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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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맞추어져 있어 연구수요기반 다학제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선을 수리하고 보완
현안 문제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대외협력 부문│태평양기지는 설립단계에서 남태평양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자료의 취합지
의 기능 확보를 목표로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지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사업 진행에서 공간적 접근성에 한계로 차라리 태평양 공동체 네트워크 참여나 조직운영
을 제안한다.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역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차라리 태평양 공동체 네트워크 참
여와 조직 운영을 연속성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태평양 공동체 국제회의 관련기구 동향파악 및 자료 교환체계 구축이 필요하
며, 열대에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 국가의 사업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공동연구 사업
발굴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기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분야

현안

개선방향

국제

양자 간 인적 교류 및 협력

활동영역 확장을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

협력단계로 확장 필요    
·양자 간 기술정보 제공 단계 확장 필요      

·양자+다자간 기술정보 교환 필요  

·공적 개발협력 초기단계  

·지속가능한 공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구축필요    

·태평양 공동체와의 소통체계 부재

·피지주재 한국공관 및 태평양 공동체와의
성과공유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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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설비 부재, 건물 노후화에 따른 빗물 누수 및 누전 현상 발생, 신축부지 조성 후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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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문│기지 설립단계 기지운영 목적에 따라 연구실 및 조사선은 생물자원 확보 및 전처리

세상은 변하고 있다．

과학연구에서도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열대 태평양에서 알
려지는 과학 지식은 아직 기초 연구에 그치고 있지만, 과학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은 과거에 진행되
어온 과정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선제적 연구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평양기지에서 수행되는 과학연구는 우선 중장기 관점에서 기지의 역할 및 기능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연구 소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계획, 해양수산과학기
술계획 및 태평양 공동체 개발 미션 등을 참조하도록 한다.
주요 키워드는 열대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해양 공간 이용
기술, 열대생명자원이용기술, 재해·재난 대응기술, 국제협력 확대 등 6개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Key word

열대환경 및
생태계 보전기술

자원개발,
협력관계
구축,
과학기술력
증진,
정보・자료
취합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기술

국제협력
이슈
대응체계
구축필요

기업참여
유도,
실질적
이익창출
기반마련

기지
기능

해양공간
이용기술

국가간
니즈를
반영한
사업수요
발굴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내부현황분석

열대생명자원
이용기술

기술력에
근거한
실질적
공동사업
발굴

재해・재난
대응기술

혁신생태계,
융합과
협력,
삶의 질,
사회적 가치

국가과학
기술계획

국제협력확대

안전,
지속가능한 경
제개발, 기후
4차혁명,
기후변화, 지 환경, 삶의 질,
속가능한 성장
자원관리

해양수산
과학기술

태평양
공동체

외부현황분석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주요 키워드는  “해외 해양거점 활용 국제협력과제 도출 기획연구2014”의
결과와 “태평양기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부분 수요조사2019”의 결과를 연계하여
도출하였고, 기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부문 수요조사에서 열대 환경·자원 장기관측
체계 구축(13건), 열대 자원발굴 및 실용화(5건), 열대해양공간자원 개발협력 연구(2건)의 결과
로부터 실행 전략을 참조하였다.
하지만 연구부문 수요조사는 중장기 중점연구분야의 실행전략에서 향후 실행전략에 적
합한 과제를 재원별로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공모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세부 추진 연구 수
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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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위한 접근 전략
한반도 주변 해양의 환경변화를 조절하는 열대태평양 환경변화에 대한 장기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열대태평양과 한반도 권역을 연계한 열대해양 환경·자원 관측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환경·생태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영향 예측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
으며,  이를 위한 해양기후변화를 감시·예측할 수 있는 열대의 환경·자원에 대한 장기 관측체계를
구축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후, 생명자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
다. 이러한 자원 주권화의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여 전 지구적으로 최고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호초 해역에서 우리의 자원 발굴 기술을 이용한 활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확
보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이익을 공유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므로 생물자원/광물자원 탐사로 해양
신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미래소재 발굴’ 연동형 열대 자원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열대 연구환경 분석

태평양 도서국 외교 주도권 경쟁 심화

자원 배타적 주권 인정 및 주권화 강화

선진국들의 태평양 도서국 외교 주도권 강화 정책 지속
・자유연합협정, 공공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젝트, 개방협력
강화 등으로 자국 이익 중심 외교 주도권 경쟁 지속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 의정서비준으로 자원주권화 추세 지속
・생물다양성 보존 강화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다랑어 자원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논쟁
・주요 원앙어업국 다랑어 자원이용에 대한 반대급부 증가

환경・자원 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산성화, 연안침식,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해양환경 피해증가 전망
・산호초, 맹그로브 등 열대해양 대표 서식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과 정책 연계 강화 요구

환경・자원 변화대응 및 자원관리・이용 기술
열대환경자원관리 및 변화 대응기술 요구
・산호초 서식지 변화 관측 기술
・산호초 서식지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용 기술 요구

기술개발방향

도서국 개발협력을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
및 기지 개방성 강화

“실용화-미래자원 발굴” 연동적
미래 자원확보 체계 구축

글로벌 이슈의 공동해결을 위한
기술역량 강화

연속성 있는 환경・자원 관리 및
기술 공유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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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멀티플랫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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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대응능력강화, 열대자원 실용적 가치 발굴, 해양개발 협력체계 구축, 활동영역 확장

열대 태평양 과학 허브로

태평양기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방향성은 국내·외적 외부환경 이슈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OECD의 책임 있는 회원으로서 자원개발 및 실용화 기술 중심의 해양개발협력을 실행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태평양 도서국 개발협력플랫폼을 조성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해양연구 핵심 인프라 운용과 플랫폼 공동 활용으로 국가 해양과학기술 고도화하는
자원실용화 기술연계 태평양 도서국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방향성

글로벌 이슈 대응 능력 강화

열대 자원 실용적 가치 발굴

환경・자원 변화 대응체계 구축

열대해양자원 활용체계구축

환경 및 자원관리, 기후변화 모니터링

자원발굴 및 활용기술 확보

해양개발 협력체계 구축

활동영역 확장의 멀티플랫폼

도서국과의 자원・기술 공유체계 구축

열대 해양활동 영역확장 전진기지

자원과 기술 공유기반 호혜적 이익창출

국가과학기술 증진의 장으로 활용 고도화

외부환경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 심화 및
기후변화 가속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요구, 생물다양성
협약(CBD 등) 국제협력활동 강화

국제 태평양 도서국 정책
태평양공동체(SPC)의
발전계획('16~'20)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기후, 환경 변화 등 다분야 현안문제
대응 및 개선
・삶의 질 개선 향상

국가 정책

신남방정책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공동체
교류증대를 통한 상호이해증진
・미래지행적 상생경제협력기반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해양관할권 경쟁 심화
・해양영토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인프라 개발 필요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필요

융・복합기술 통한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통한 일자리 창출
・다학제적 융・복합기술을 통한
혁신 가속화
・전통산업의 고도와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

‘국민 삶의 질’ 향상 요구

태평양 도서국 포럼 4대 테마
・기후변화 대응
・수산 및 해양자원 보존과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경제의 통합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단기성과보다는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
・융합과 협력 활성화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가속화
・인류난제 해결에 기여학대

주요 선진국 태평양 도서국 정책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
・태평양 도서국 이니셔티브 관리강화
・수산자원 기금조성을 통한
자원관리 및 이익추구
・대 태평양 도서국 지원확대 및
전략적 이익 확대 추구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반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속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체감 ‘삶의 질’
향상 요구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한 식품, 레저,
환경 등 서비스 수요 변화

최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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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소유권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축 정부와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해양 수요를 찾고, 현
지에서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ODA사업을 발굴 진행하여 태평양 도서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현안 문제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열대태평
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기지운영성과 의미를 둘 수 있겠다.
향후 열대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지속가능
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모델개발과 국제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 또한 열대기반 지식을 축적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와 태평양 도서국이 상호 호혜적 발전 동력을 얻는 것이
며, 태평양기지가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유일 열대연구 거점의 공간가치 창출을 위한 중심기지 준비
태평양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해양에서의 ‘점’, ‘선’의 확보전략은 앞으로 ‘면’과 ‘공간’ 전략으로 확
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해양패권 경쟁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경 없는 글로벌 해양 수요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주요국들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국익을 지향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국제사회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열대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질서에서 지
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해양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공
간가치 창출 및 활용에 대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①

기후·환경 변화의 글로벌 이슈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열대태평양 지역까지

②

지속가능한 열대자원 관리 및 이용기술 마련을 바탕으로 한

③

국가과학 연구공간으로서 열대태평양 공간에 융·복합 플랫폼 생태계 구축

확장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국내 피해 최소화  
광활한 열대태평양에서 미래 자원 확보 거점 구축  

현지 맞춤형 운영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한 다학제 활용 인프라 구축     
2000년 태평양기지 설립이후 기지를 기반으로 태평양 도서국의 인문·사회·역사는 물론 지리, 자
연, 해양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와 소통
하는 실질적 기지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기지를 기반으로 다분야 융·복합 협력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다학제 활용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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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양관련 애로기술 개발방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수

이렇게 하고자 한다．

태평양기지 운영 초기에는 남태평양 해역에 대한 해양자원 잠재력 평가, 해양자원 개발 기술력

①

현지 맞춤형 기지 운영전략 수립 및 기지 전문화  

②

현지인으로 구성된 보조 인력의 활용계획수립 및 전문성 강화

③

해양과기원과의 연결성 강화 시스템 구축 및 지원인력 확충

④

중장기 연구전략 수행을 위한 연구부문과 연계성 강화

⑤

대국민 열대환경 정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

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십 강화 및 국제사회 공헌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
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이용기반 마련을 통한 민간산업 육성, 열악한 삶의 질(질병, 식량안보,
공공보건 및 교육의 질 개선) 향상을 최 우선 해결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공여국으로서
전 지구적 개발협력 지침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
여하는 것을 개발 협력 정책의 비전으로 삼고 개발협력 전반을 SDGs와 연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에 태평양기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태평양 도서국과 파트너십 강화 및 남태평양 지역의 역
내 현안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남태평양 지역 정보·자료 취합지로서 역할 강화 필요

②

남태평양 공동체 국제회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 강화

③

현지 수요를 반영한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기지운영 방향 설정
미크로네시아 연방이나 축주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따라 기지운영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  혼선, 운영활동 지원이 어려운 사회 인프라, 환경·자원 관리 면에 상존하는 위협요소, 현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태평양기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소통 체계를
정부조직과 지역 커뮤니티에 이원적으로 구축하고, 기지 보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
다.  현지 정부 및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려하고, 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인
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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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운영 대외 활동을 위한 대응 분석
현안

대응 방향

정치

대상국과의 협력에 소통 혼선 요소 상존

정부조직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이원적 소통체계  

・전통적 추장제와 정부 간의 마찰 존재

・정기적인 인적교류 및

・인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관료정치

현지 니즈 반영 협력사업 추진지원
・협력사업에 지역 커뮤니티의 인력 고용창출

사회

운영활동 지원이 어려운 현지 사회 인프라

기지 보유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현지지원 서비스

・주민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보호 장치 부재

・기지인프라 안정적 관리 및

・대부분 사유화된 토지의 매입이 어려워
공공인프라 구축 및 외부투자 환경 열악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
・열악한 교통인프라

관리보조업무에 현지주민 고용 활용  
・기지보유 부지의 효율적 활용
・민간분야 의료지원단 활동지원을 통한
기지 차원에서 현안문제동참
・운송장비의 안정적 관리  

경제

환경·자원 관리에 위협요소 상존

개발협력 사업수행 지원

・원조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적자 경제   

・민간분야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지원

・지속적이지 못한 농업분야 지원 정책

・현지에 적합한 해양수산자원관리

・산호초 및 섬 사유화로 해양수산자원관리 한계

방안 연구 수립지원

・열악한 관광인프라

・기지 이용여건 및 관리방안 개선  

교육과

현지 인력에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지원

문화

・학업지원을 위한 제한적인 재정적 지원   

・현지 학생대상 기지 및 한국 견학 프로그램 지원  

・대부분의 학생이 낮은 학업성취도와

・협력사업 연계 기술교육 프로그램 수행 지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미숙련 노동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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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태평양기지 미래를 준비 한다．

비전을 제시한다
글로벌 이슈 및 해양수산 분야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외
교-산업’이 융화된 해양력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태평양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열대연
구의 중심기지로서 열대 태평양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고 국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열대연구 분
야 융·복합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
응 능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대 태평양 해양자원 연구를 통해 실용적 결과를 도
출한다. 열대 해양공간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태평양 공동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등 글로벌 이슈 대응능력 확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 정보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해양 산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호초 및 맹그로브 서식지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 확보
・열대 태평양에서 시작된 월경성 사회문제의 대응 능력 확보를 통한 국민 안전성 강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대태평양 해양자원연구
・국내에 유일한 열대연구의 거점으로서 열대자원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해양자원에 관한 국제규제 및 표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 추진
・지속가능한 열대해양자원의 관리 및 실용화 체계 구축      

열대해양공간 자원을 활용 기술개발 추진 및 태평양 공동체와의 유대 강화   
・열대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융·복합 협력 연구 및 전략적 국가 R&D를 통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지역사회, 태평양 도서국 국제회의 및 관련 기구와의 교류 추진 강화  
・남태평양에 이미 진출한 국가와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인적교류 강화   

이렇게 추진한다.
남태평양 전체 해역을 연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사부호의 연구 범위와 연계하여 성과를 도출
한다. 미크로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사업은 태평양 도서국 연안의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비
교ㆍ분석을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기후변화 대응, 산호초 서식지 보존, 열대 자원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에 국립연구기관 및 관련 대학 연구진 그리고 산업계와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획
한다. 분야 간 융합과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분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고 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 국가 및 태평양 공동체와의 호혜적 협
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역 국가와 정기적인 협력회의, 태평양 도서국 국제회의 및 관련기구와 교류,
이미 남태평양에 진출한 국가와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등 부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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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발전을 위한 로드맵 (안)

2022~2025

2026~2030

미래를 위한 준비

2020~2021

열대태평양 글로벌 이슈 대응능력 강화
연구
부문

열대자원 관리 및 실용화
열대 태평양 공간가치 창출 연구

기지 연구실 개선
운영/인프라
부문

연구선 상가시설 구축
숙소 등 이용 여건 개선
신축 부지 활용 기지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열대태평양 글로벌 이슈 대응능력 강화
국제 협력
부문

현지 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사업 추진
태평양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공유체계 구축

기대효과
・열대 환경·자원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
는 능력을 확대한다.      
・도서국 자원과 우리 기술을 접목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주권화
의 대응력을 확보한다.      
・실용화 기술 중심의 해양개발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도서국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호혜적
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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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 Our aim is to utilize the KSORC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and to promote scientific advancements in the South Pacific region.
This aim aligns with the KIOST’s institutional roles, including the management, usage,
and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marine habitats.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strategic goal to secure the leading role in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마치며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서로가 다양한 이유로
너무도 그곳을 가보고 싶어 했던 이, 말 못할 사정으로 인생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이, 호기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원했던 이,
기관에 머물고 싶어 시간을 감내한 이,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갔던 이...
그리고 그곳을 지켰다. 심지어 버텨냈다.
그들에게 다시 가고 싶냐고 물어보았다.
‘가끔 그곳이 그립다.’ ‘짧은 기간 방문이라면..’ 몇 사람은 질문에 침묵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한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을 띠기도 한다고..’
과학을 하고자 그곳에 갔지만 자아를 느끼고 돌아왔다.
우리는 세상의 원색이 한자리에 보인 공간에 KSORC를 세웠다.
한 소설가가 다녀가면서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파란색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지낸 20년을 그곳과 인연을 맺은 다양한 눈으로 담아 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우리 것만 생각하고,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목적만을 가지려고 하였다.
여유와 배려보다는 조급함과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지금도 문득 현관 의자에 앉아 코코넛 나무 사이로 시리도록 파란 바다인지
하늘인지를 바라보던 기억을 떠올린다. 귓가에 아른거리는 ‘네소간님, 기릿소’
모든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꼭 간직하고픈 공간이다. KSORC.

We all went to the Korean South Pacific Ocean Research Center for different reasons
and achieved distinctive outcomes. I, for one, went to Chuuk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ame back with my sense of self-awareness. In this book, I collected viewpoints of
people who had made a connection with the Research Center and the island.
The island and its waters were a place of all blues. It wasn’t a place of comfort, but of
most cherished mem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