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의 보고인 태즈매니아를 탐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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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매니아 극지방 네트워크(TPN) 제공

네트워크(Tasmanian Polar

서비스

Network, TPN)란?
태즈매니아 극지방 네트워크(TPN)는 태즈매니아의
모든 남극 관련 커뮤니티들을 대표하는 50개 이상의

태즈매니아의 주도인 호바트(Hobart)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개인 사업체,

남극과 남빙양으로 가는 최고의 국제적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단체 등으로

관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극대륙과 근접한 호바트의 지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세련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물류, 제반 서비스,
교육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남극과 대륙을 연결하는 항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남극의 관문으로서 태즈매니아의
명성은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TPN 의 회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종류의
전문 서비스 및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남극 연료, 산업 가스



조립식 및 모듈식 빌딩, 유리섬유로 만든
이글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TPN은 호주 태즈매니아의 주도인 호바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남극대륙과 200년 이상 동안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특수 트랙터와 건설 장비



고무 트랙 및 스키가 장착된 트레일러



알루미늄 보트와 상륙선



극한용 의류, 엔지니어 및 건설 장비 공급



전문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



발전기 및 대체 에너지 솔루션



해운 에이전트, 식량 조달업체, 그리고 항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연계를 통해 태즈매니아는
극지방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해
왔으며, TPN은 바로 이러한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즈매이니아 극지방 네트워크는 남극과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중앙 창구입니다.
TPN는 사무국인 남극 태즈매니아(Antarctic

서비스


항공기, 헬리콥터, 선박 전세



쓰레기 관리와 환경보호 서비스

추천 소개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산업 지원 서비스

au
이메일: Antarctic@stategrowth.tas.gov.



한대 기후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이테크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솔루션



관광, 숙박, 및 컨퍼런스 시설

Tasmania)를 통해 영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로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회원들에 대한

기타 연락처:
Tasmanian Polar Network Inc.
GPO Box 536
Hobart Tasmania 7001 Australia
전화: +61 3 6165 5244
웹사이트: www.tasmanianpolar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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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 회원 단체들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솔루션들을 개발하여, 탐험 요건 분석과 같은
개별적 요구 사항 및 고객의 특정 요청에 따른 맞춤식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asmanian Polar Network Inc.

호주 태즈매니아 주 호바트, 국제 남극
수도
호바트는 남극의 과학, 연구, 관리, 교육, 물류 등에
있어서 국제적 중심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극과 남빙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호주
과학자들의 65 퍼센트 이상이 호바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바트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와 같은 국제
기구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호바트 항구는 호주의 남극 연구선박인 오로라
오스트랄리스(Aurora Australis)와 프랑스의 지원
선박인 라스트로라브(l’Astrolabe)의 소속항입니다.
또한 호바트는 프랑스 남극 연구팀인 폴 에밀 빅터
연구소(Institute Paul Emile Victor, IPEV)의 전진
기지입니다.

남극 비즈니스에 대한 태즈매니아의
장점
호바트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된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극 태즈매니아는 남극과
관련된 모든 문의, 제반 지원 및 추천 소개
서비스를 위한 중심 창구입니다.
호바트 항구는 동쪽 남극 대륙과 남극연안 섬들,
그리고 로스해(Ross Sea) 등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호바트의 심해 항구는 우수한 연료와 경쟁력 있는
항만 교체를 제공하며, 급유, 쓰레기 처리, 통관,
재보급 서비스 등에 있어 조직화된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15 분 거리에 있는 현대적인 국제
공항은 이용 시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며 에어컨이
가동되는 터미널과 공항 카고 시설이 있습니다.
호바트 공항은 케이시 역(Casey Station) 근처의
윌킨즈 비행장(Wilkins aerodrome)에 있는 블루 빙하
활주로로 가는 정기 하기 항공편들의 본거지입니다.
비행시간은 약 4.5 시간이며 매년 여름 시즌마다 주요
화물 및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을 수송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즈매니아는 국제적 관광지로서 세계 제일의 온대
기후 섬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 성급의 국제
호텔과 최대 1,100 여 명을 수용하는 컨퍼런스 시설
등 다양한 숙박, 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TPN 의 여러 회원 단체에서 남극 및 남극
연안 지방으로 가는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PN 웹사이트로 들어 가시면 관련 단체와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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