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 원정 크루즈
남극 여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인생에 길이 남을 여행을 곧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는 남극 관광 운영자 국제 협회(IAATO)의 회원으로서 계획된 관광 활동이 남극 환경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그 이상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현실적인 기대치로 이끌기 위해 남극 여행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극 대륙으로 항해할 때마다 독특한 날씨, 
해빙 조건 및 야생 동물 관찰 기회를 
마주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은 유일무이한 
경험이 될 것이며, 그동안 들어본 일부 착륙 
지점이나 과학 기지에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날씨와 해상 상태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는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남극 원정 크루즈는 총체적 경험을 목적으로 
하며, 원정대는 모든 여행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예를 들어 Zodiac 여행에서 또는 배의 
갑판에서 야생 동물을 가까이서 관찰하거나 더 
멀리서 관찰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그림을 보고’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얼음과 
빙하를 탐험하고 대륙 특유의 웅장함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야생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원정 크루즈는 자발성, 발견, 탐색 및 유연성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고래 떼나 거대한 빙하를 관찰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면 평소에 익숙하고 예상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남극을 수십, 수백 번 방문하고 엄격한 훈련을 
받은 선장과 원정대도 매년 새로운 것을 
관찰하여 이 유일무이한 대륙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지식을 높일 기회를 얻으려고 남극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질문하며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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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보드 프레젠테이션, 브리핑 및 요약은 해안 경험을 크게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원정 크루즈의 
매우 중요하고 유서 깊은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	 	남극 대륙에 발을 내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며, 원정대는 항상 권장 가이드라인과 오랜 
보호 조치에 따라 야생 동물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안가 활동을 계획할 것입니다.

●	 	남극 여행은 대륙과 그 생태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극 대륙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사진만큼 중요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될 것입니다.

●	 	계획된 여정이 변경되더라도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원정에 
임하면 실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극을 방문하는 우리 모두는 남극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큰 야망, 희망, 목표를 설정할 때 날씨, 야생 동물, 동료 여행객의 즐거움, 
가이드의 전문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극 여행은 하나뿐인 백대륙의 광경, 소리, 고요함, 냄새, 물보라, 추위, 장엄함에 몰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본능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남극 대륙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발견한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방문객도 놀랍고 예상치 못한 
첫 발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책임감 있게 방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iaato.org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은 남극 홍보 대사입니까?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남극 홍보 대사 

@ANT_Ambassadors

#Antarctic_Ambassadors

#LoveAntarctica

http://www.iaat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