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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자원 미래 트렌드와 대응 기술개발 방안 

안은영*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050년 환경변화 대응 이슈 도출, 미래사

회 지질자원분야 역할 재조명을 위해 2050 미래상 및 지질자원 기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

를 실시하였다. 거시환경 분석을 위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부문(STEEP)을 분석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이 되는 주요 이슈를 4차 산업혁명, 우

주·지구, 에너지, 광물자원·재료, 기후환경, 지질환경,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질자원 분야 

키워드와 미래 이슈 연관 분석, 미래사회 해결 이슈(기술 수요) 구체화, 요구하는 서비스 속성 도

출, 지질자원 분야 서비스/제품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의 4개 미래기술, 예

측(조정)되는 자연환경 관리의 3개 미래기술, 제한 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의 3개 미래기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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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050년 환경변화 대응 이슈

도출, 미래사회 지질자원분야 역할 재조명을 위해 2050 미래상 및 지질자원 기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관계 정부부처 합동(2016)의 제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업 구조 및 고용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정기기의 로봇화, 질병 진단·치료 정확도 향상, 언어장벽 해소, 보안·

교통 향상, 맞춤형 교육 등에 따라 삶의 모습·환경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

능정보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누구나 기

회를 갖는 복지사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한다. 지능정보 경쟁력 확보 및 산

업생태계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창

의·감성적 엄무 등 인간 본연의 정신적·지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

어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이 활용되어 질병 예방·생활환경

개선·사고 감소 등 GDP로 계산되지 않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한

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13조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

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 따라 1994년을 시작으로 5년 마다 1999년, 2004년, 2011년, 2016년에 과학기술예

측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승룡(2016b), 이승룡(2017)과 같이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에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를 실시하였다. 일본

의 경우는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1971년 공표된

제1회 기술예측조사 이후로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발간된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의 제10회 일본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예측기간

을 향후 30년으로 2045년까지 해당되나, 분석 결과 2050년까지의 모습도 담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당시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네트워크·서비스 관점을 새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2040년까지 대상으로

미래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되는 대기 환경질 저하 등 지역적, 전지구적 환경문제 및 유엔 지속

가능발전목표(UN SDGs) 등의 국제적인 노력,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

업혁명의 추진 등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정책 및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성, 불확실

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2020년, 2030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

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 전지구적

환경문제 등 지질자원 분야의 역할도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30년 이상

의 장기적 관점에서 2050년 지질자원 분야의 미래기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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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지질자원 미래 트렌드(미래상)

1. 연구 방법

2050년 환경변화 이슈 및 미래상 도출을 위해서 거시환경 분석인 STEEP(Social,

Technology, Economy, Ecological, Political)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기술적 관점뿐

만 아니라, 사회, 생활, 사고양식의 변화를 고려한 분석방법으로, 미래사회 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이 되는 미래사회 전망 및 주요한 이슈에 대하여 지

질자원 분야 핵심 키워드와 연계하였다. 2050년 환경변화 이슈 및 미래상 도출을

위한 중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 우주 지구, 에너지, 광물자원 재료, 기후환경, 지질

환경, 삶의 터전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중심이슈별 2050년 미래상 도출방법은 국내외 미래사회 예측 관련 문헌 및

기존 미래사회 도출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지질자원분야에 맞는 중심

이슈 및 미래상을 도출하였다. 이때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관련 자료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컨설팅업체, 시장조사업체 등에서 발표한 국내 및 국외 문헌과 미래사회

및 미래기술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웹뉴스를 수집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이후 인문사회 및 지질자원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래

사회 해결 이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인문사회 전문가 10명, 지질자원 전문가 10

명, ICT 등 타 기술 전문가 4명). 마지막으로 도출한 미래이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반인과 지질자원 분야 지식 및 관여가 높은 층의 2,300 여명을 대상으로

지질자원 미래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 503명,

전문가 215명의 총 718개 응답지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도출한 미래이슈의 적절성

을 확보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흐름 및 해결 이슈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우주 지구, 에너지, 광물

자원 재료, 기후환경, 지질환경, 삶의 터전을 중심 이슈로 2050년 지질자원 미래상

을 제시하였다(그림 1).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진화(인공지능,

CPS, 로봇), 신소재·생물기반 기술 발전이 제시되었으며, 우주 지구 분야에서 우주

자원 개발(우주선, 행성개발), 우주·지구 기원 연구·탐사(심부, 해저, 극지),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 에너지믹스 변화, 광물자원 재료 분야에서 천연자원 지

속 이용(광물자원, 재료로서의 에너지자원), 천연자원 대체 원료 개발이 제시되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재생자원 영속성 강화, 기후변화 지속(기온, 강수량, 해수면), 생

태계 교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강화, 지질환경 분야에서 환경질 저하(대기·토양·

수자원), 지구물리학적 재난 확대(지진·화산, 산사태·지반침하), 방사성폐기물 고도

처리, 마지막으로 삶의 터전에서 도시화 확대, 우주/해저·해중도시 개발, 도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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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함)이 제시되었다.

(그림 1) 2050년 지질자원 트렌트(미래상)

2. 2050 지질자원 미래 트렌트(미래상) 내용

4차 산업혁명 중심이슈는 지능정보기술 진화와 신소재·생물기반 기술 발전으로

제시된다. 홍형득(2017)에 따르면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정보화인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혁명이

다. 이재홍(2017)은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방향에서 양방향의 능동성,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성, 데이터 영역 확대의 연

계성, 실시간 처리의 민첩성, 이상 상황을 예측하는 신뢰성 특성을 가진다. 미래창

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2017)은 앞으로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이 증가됨을 예상하였다. 실제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가상공간

에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제와 가상 세계 사이를 매개하는 사이버-물

리 시스템(CPS)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에서 데이터의 수

집·축적·해석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정보기술이 필수적이며, 이후 실제

공간에 작용기(actuator)로 피드백 하는 순환적 관계를 가진다.

신소재·생물기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박동(2017)은 클라우스 슈밥(2016)의 내용

을 정리하여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의 융합을 제시하였다.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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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센서에 기반을 둔 무인운송수단·3D 프린팅·첨단 로봇공학·신소재 기술이 적

용이 된다. 그리고 사이버 세계에서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의 디지털 기술,

인간과 사물· 인공지능과의 연결을 위한 유전공학·합성 생물학 기술이 필요하다. 첨

단 로봇공학, 신소재, 생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박영숙과 제롬 글렌(2017a)은 인

공지능 로봇은 제조 및 소매·호텔 서비스, 치안·보안, 수술·간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체복원이 가능한 나노봇(Nanobot), 재료 직물(Shape-shifting Fabric),

나노 찰흙(Nano Clay)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

3D 바이오 프린터, 스마트 의수족 등으로 인간의 기능 향상과 능력 확대가 가속화

된다고 하였다.

우주 지구 중심이슈는 우주자원 개발과 우주·지구 기원연구/탐사로 제시된다. 일

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과학 관측, 자원 이용 등을 목적으로 달 또는

화성에서 항구적인 유인 활동 거점이 구축되는 것을 2040년으로 예상한다.

Monighan(2016)의 삼성 영국법인의 퓨처 리빙 리포트(SmartThings Future Living

Report)에서도 생활공간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나 달, 화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망한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구글, 스페이스X, 버진갤럭틱,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가속화되고 있다. 박견형(2017)에 따르면, 구글은 우주개발을 목표

로 하는 루나X 프라이즈를 통해 2017년, 달 표면에서 로버(rover) 주행 및 고해상도

영상을 지구로 전송할 계획이다. 김은정(2016)에 따르면 2009년에 설립된 최초 우주

자원 채굴기업인 미국 플래니터리 리소시스(Planetary Resources)는 2025년까지 소

행성으로부터 수자원과 희귀광물 자원 채굴 착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주·지구 기원연구/탐사에 대해서는 이승룡(2016)은 2050년까지 천문학이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어디서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구 생명 기원에 해답

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박영숙과 제롬 글렌(2017a)은 2012년 세계미래회의 자료

를 인용하여 2100년 인류 생존을 위한 위대한 도전으로 지구 핵 탐사를 제시하였

다. 지구 핵 탐사를 위해 화강암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

리적 손상이나 폭발을 야기하지 않고 분자 단위로 쪼개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시

하였다. 현재 지구 육상에 최대 심도의 연구는 Popov et al.(1999)의 러시아에서

12.26km이다. 해저의 경우 Xinying(2016)에서 중국이 무인잠수정으로 11km 심도를

잠수하였다. 심부시추를 위한 국제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맨틀을 직접 접해보지

못하고 있다. 박영숙과 제롬 글렌(2017a)이 인용한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

(SINTEF)에 따르면, 엑손모빌 및 노르웨이의 기업들은 지하 5.5~10km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한다. 현재 극지보존협약으로 남극의 개발은 불가하며 북극은 영토 범위에

서 맥킨지 데이터, 러시아의 LNG프로젝트 등의 제한적인 시행 중이다.

NOAA(2014)에 따르면, 인류는 지구 해양의 약 5%를 탐사하였다. 해양이 지구의

70%를 차지하므로, 지구의 많은 영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중심이슈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에너지믹스 변화로 제시된다. 국제에너지

기구(IEA)(2016b)는 각 국가가 석탄의 채굴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삭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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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 하에,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2014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2016) 역시 2040년까지 비 OECD국가를 중심

으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2012년 대비 약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IEEJ)(2016)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2040년 18,904

Mtoe로 2014년 대비 5,205 Mtoe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세계 1, 2위 소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현재 소비량을 합친 것에 맞먹는 막대한 양으로 추정된다.

1990년부터 2040년까지 5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2배 이상 팽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2015)는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 후 전력을 지상에

전송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의 실제 실현을 2040년경으로, 핵융합 발전은 2050년 실

제 실현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WEC(2013)가 전망하는 2050년 에너지믹스는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59~77%로 주 에너지원이며, 신재생에너지가 20~30%,

원자력 에너지가 4~11%이다. Shell(2009)에서는 ‘국가 공조 청사진 시나리오’보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에서 2050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40% 많으며,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니 세바(2015)는 2020년 태양광은 원

유에 비해 원가를 1만 2,000배 개선하여 석유가 고갈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석유

보다 태양광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WWF(2016)는 ‘에코피스 시나리오’

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은 단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인류에게 남겨진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였다. 화석연료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미래가 실현

되더라도 화석연료자원은 산업원료로도 활용되므로 미래에도 지속적인 활용이 예상

된다.

광물자원 재료 중심이슈는 천연자원 지속 이용, 천연자원 대체 원료 개발, 재생자

원 영속성 강화로 제시된다. 세계경제포럼(WEF)(2015)은 ‘2050년 지속가능한 세계

에서 광업 및 금속자원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래 천연자원의 유용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그 중, 풍부한 자원(Resource

Abundance)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로 저렴한 가격의 다목적 금속 및 금

속 대체재 개발, 소행성 자원이 개발되어, 천연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재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경연과 이광우(2016)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 녹색시장의 급속 성장으로 리튬 등 녹색광물자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14)은 한국 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대

비금속(총 광산물 생산액의 88.2%)인 석회석, 규석, 규사, 고령토, 납석의 용도와 시

장 전망 제시하였다. 자동차 경량화/고강도를 위한 플라스틱과 충전재, 구리전선을

대체한 통신용 글라스파이버, 각종 모터나 터빈 부품용 세라믹 소재 등 금속대체

소재로서의 비금속 광물소재 또는 화학소재 용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를 대체한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해조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비행기

개발이 2035년 실현 예측되어 흔한 재료/친환경 재료 대체되거나 리사이클링 또는



분과 16. KARI : 과학기술 연구․산업 동향 및 대응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 • • 881

업사이클링을 통한 폐기물/쓰레기 제로화가 된다. WEF(2015)은 기존의 천연자원인

신생자원(Virgin Resource)과 재생자원(Reuse and Recycle Resource)을 중요 자원

으로 제시하였다. 광물자원별 최종생산물의 재활용률이 40~80% 수준이나, 2050년의

바람직한 상황에서는 80~100%로 예상되었다.

기후환경 중심이슈는 기후변화 지속, 생태계 교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강화로

제시된다. 기후변화는 폭염 스트레스, 폭우, 내륙·연안 범람, 산사태, 대기오염, 가뭄

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 등을 통해 도시 지역의 주민, 자산, 경제 및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한다. IPCC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65년과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2.0℃, 3.7℃ 상승, 평균해수면은 30cm, 63cm 상승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IPCC(201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015)는 온난화 속도,

해양 산성화 정도·속도, 해수면 상승 등의 상호 작용으로 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

계 재화,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손실 위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

에 가장 민감한 비 도시 지역 부문으로 수자원 가용성·공급, 식량 안보, 기반시설,

농촌 수익을 제시하였다. CSIRO IMPACT SCIENCE(2015)은 에너지-식량-수자원

복합문제를 기반으로 2050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박영숙과 제롬 글렌(2017a)은

지구에 존재하는 종의 30%가 해수면 상승,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손실·소멸로

21세기 후반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IPCC(201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2015)는 이산화탄소제거(CDR) 및 태

양복사관리(SRM)의 지구공학(Geo-engineering)을 제시하였다. 지구공학은 기후 시

스템을 계획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대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제거(성층권

에어로졸 주입, 구름 표백 등)을 포함한다. IEA(2016a)의 2050년 CO2 감축 분담

예측 결과, 신재생 에너지 30%, 최종 사용자 효율 향상 38%, CCS 13%, 원자력 에

너지 8%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

리, 포집,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술 발전 계획. 미국은 석유회수증진(EOR) 기술 이

용 이산화탄소 저장 계획. EU는 SET-Plan과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

화탄소 저감 기술 개발할 계획이다.

지질환경 중심이슈는 환경질 저하, 지구물리학적 재난, 방사성폐기물 고도처리로

제시된다. WEF(2016)과 WEF(2017)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대기, 토양, 지

하수 등 환경질 저하를 장기적인 트렌드로 제시하였다. OECD(2012)의 2050년 환경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화장품, 세제, 항미생물 잔류물 등의 미세 오염원에

의한 수중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암과 기형아 출산 및 기타 발달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호르몬)

교란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의해 유

발되는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침적물에 저장된 오염물질들의 재이동이

가능하다. 이수형(2016)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이 유독 화학물질, 대

기·수질·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질병·사망 경감 목표·지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arthzine(2012)의 European Geosciences Union(EGU)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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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 따르면, 식량 생산과 에너지 사용이 현재 수준에서 계속된다면 대기질이

2050년에도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및 PM2.5와 같은

미립자 물질과 오염 물질의 수준은 2050년에도 동아시아에서 지속되며, 북부 인도

와 페르시아 만에서는 높은 수준의 오존이 발생한다. Raoa et al.(2017)의 화석연료

사용 시나리오에서 아시아에서는 2050년에도 현재 OECD 수준보다 높게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박영숙과 제롬 글렌(2017b)은 유럽 농약 사용량이 2090년에는

1990년의 2배로 증가하여, 농토의 산성화 및 농약 오염 토지가 전체 40% 수준으로

예상하였다.

WEF(2017)의 Global Risks 2017에 의하면 지진, 화산활동, 산사태, 쓰나미나 지자

기 폭풍 등 지구물리학적 재난에 의한 인명손실 및 재산, 인프라, 환경 피해를 글로

벌 리스크로 제시하였다. 지진·화산, 산사태·지반침하 등 지구물리학적 재난에 의한

피해 취약성·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또한 2050년 미래사

회에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중요 이슈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심부처분

이 필요하며, 김유홍(2017)은 2053년까지 지질자원 분야에서 대응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층처분 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삶의 터전 중심이슈는 도시화 확대, 우주/해저·해중도시 개발, 도시재생으로 제시

된다.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4)은

1950년 전 세계 인구의 30%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4년 54%로 상승했

으며, 2050년 인류 6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2014년 28개에서 2030년 41개로 증가한다.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5)은 인구증가

율은 감소하지만 세계 인구가 2015년 중반 73.5억 명에서 2050년 97억 명, 2100년

11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은 고령화 및 출

산율 감소에 따른 경제인구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

전히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도시 인프라

의 지속적 정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시 공간부족으로 스마트에코시티, 구름위로 치솟는 초고층 빌딩인 수퍼마천루

(Super-skyscraper), 지하도시 및 지하 마천루(Earth-scraper)가 실현된다.

Schilling(2014), Crockett(2016)에서 멕시코 BNKR 건축의 어스스크래퍼

(Earthscraper)라는 초고층건물(Skyscraper)에 대비되는 지하건축물인 지하마천루

(Earthscraper) 개념이 등장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5)은 미래 융복합 연구사

업인 X-프로젝트로, 204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Earthscrepaer 2020을 제안한 바

있다. Monighan(2016), 최은수(2016)는 2116년의 미래 건축은 정보를 입력받은 모바

일 로봇 팔과 드론이 공사를 하므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수퍼마천루

(Super-Skyscraper)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편리성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에

코시티, 인공도시 현실화. 도시간 연결을 위한 심부 이용이 증가된다. 미래창조과학

부/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2015)에 의하면, 미국은 센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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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트럭쳐에 대한 사이버 보안 투자, 지능형 수송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연구개발 계획 발표하였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

(2013)은 2025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26개 지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티아스 호르크스(2014)는 2045년 실질적 그리노믹스(Greenomics, 녹색경제) 실현

을 예상하였다. 구글은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로 환경적 영향을 강조한 스

마트시티를 제시하였다. PGH(2012), Monks(2015)에 따르면, 차세대 기술을 실용화

를 위한 인공도시 등 고연결성의 미래도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하이퍼루프 등

도시간 연결을 위한 심부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해(해수면상승)·이상기온, 행성개발 등 이슈로 내륙 신도시, 해중/해저도시, 행성

도시(달/화성) 등의 도시이동 및 도시재생 수요가 도출된다. 이명현(2017)에 의하면,

중동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화성에 6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화성

2117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첫 나노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고 한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1961년 금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만드는 작업인 테라포밍 개념을 제시

하고 1973년에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NASA는 1) 화성 대기

조성, 2) 물 만들기, 3) 기온 높이기, 4) 식물 심기, 5) 정착촌 건설 단계의 약 480년

기간, 4조 달러 소요 예상되는 화성 테라포밍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원영(2015)에

의하면, 일본 시미즈건설은 지진 등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안, CO2처리 등을 위해, 28조 원대 규모의 5,000명이 거주 가능한 해저 도시

오선스파이럴(Ocean Spirals)를 구상하였다. 이원영(2015)의 보도는 2030년 실현 가

능성을 타진하였으나, FutureTimeline (2017)에서는 2100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

였다.

기후변화 등 재해(해수면상승)·이상기온, 행성자원개발 등의 이슈로 도시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버려진 지역의 재개발/재생 이슈 부각된다. 도시·사회적 재난,

국가간 분쟁·인공재난(핵전쟁/테러) 대응이 필요하다. 이승룡(2016)은 급속한 도시화

로 인한 재난재해 취약성 증가, 피해규모 증가 등의 도시재난, 사회적 재난을 중요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화 확대로 인한 지방 쇠퇴, 사회인프라 노후화로 인

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노후된 대형 건축물 처리 문제 제시. 지역재생, 폐자원

활용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의 갈

등 심화, 민족 간 분쟁으로 인한 국지전의 증가, 서구와 이슬람의 대결 심화 등 세

계적 갈등과 분쟁의 지속화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

망하였다. Franklin and Andrews(2012)는 무인정찰기 증가에 따른 로봇전쟁이 시작

되고 국소적인 핵전쟁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승룡(2016)이 제시한 통

일 역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및 지역계획에서 특수한 성격의 중요 이슈이다.

도출한 미래이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반인과 지질자원 분야 지식 및

관여가 높은 층의 2,300 여명을 대상으로 지질자원 미래이슈의 중요도에 대한 폭넓

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후환경과 지질환경, 광물자원·재료, 에너지, 삶의 터전

에 대해서 중요도 순위가 높아 적절하게 중심이슈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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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구탐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중요도 순위가 낮아, 아래의 2050 지질자원

기술 도출에서는 기반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Ⅲ. 지질자원 기술의 대응방안

1. 연구 방법

지질자원과 관련한 2050년 미래상의 이슈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 수요를 구체화하

고, 미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기술 수요의 서비스 속성을 도출한다. 지질

자원 분야의 현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키워드 분석에 따라,

미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지질자원 분야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성한다. 미래 사

회 해결 이슈 구체화 및 요구하는 기술 수요의 서비스 속성을 도출을 위해, 앞서

제시한 2050년 지질자원 미래상에서의 이슈별로 지질자원기술 및 한국지질자원연구

원(KIGAM)을 기준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 분석 및 국내외 미래기

술 관련 추가 문헌 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사회 분야 및 지질자원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질자원기술의 위치와 역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미래기술 관련

자료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컨설팅업체, 시장조사업체 등에서 발표한 국내 및 국외

문헌과 미래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웹뉴스를 수집하였다. 그 이후 인문사회 및 지질

자원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래사회 해결 이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인문사회 전문가 10명, 지질자원 전문가 10명, ICT 등 타 기술 전문가 4명). 마지

막으로 도출한 미래기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반인과 지질자원 분야 지

식 및 관여가 높은 층의 2,300 여명을 대상으로 지질자원 미래기술의 중요도와 시

급성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 503명, 전문가 215명의 총 718

개 응답지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도출한 미래기술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2. 2050 지질자원 대응 기술 내용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산업의 부가

가치 상승 여력이 높다. 기존의 지질자원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능정보기술은

자원개발산업에서 데이터 시각화, 생산제어·최적화, 예측·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로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지질자원기술 분야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은 자원개발·활용, 지질환경 분야에서 바이오리칭, 오염복원 등 바이오기

술을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산사태 등 지질재해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등

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강력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사이버-물리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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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CPS)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선도적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질자원기술

분야에서도 원자·분자 연구, 지구기원 연구 및 광물자원의 기원에 대한 연구주제가

제시되어, 지구모방기술의 적용한 지질자원 분야의 확대가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와 함께 환경질저하(대기·토양·수자원), 지구물리학적 재난

(지진·화산, 산사태·지반침하), 지구화학적 재난(토양·지하수오염)로 인한 지질환경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지구의 기원연구 및 조사·탐사는 미지의 분

야로 심부, 해저/극지를 포함하여 연구할 영역 및 새롭게 다시 연구할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IoT)/센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지진 및 지질재해 자료 수집, 시뮬레이션 및 발생 예측 능력이 확대된다. 물

질과학 및 원자·분자 연구의 진보로 자체복원재료 등 인프라·지반분야 연구개발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향후 수퍼마천루, 지하마천루, 지하이용 도시연결(하이퍼루

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대고도·대심도 이용 전망 및 통일 후 북한 개발, 방사

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예상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핵전쟁, 테러

등 인공재난 및 영토 경계 등 국가간 분쟁 가능성 확대로 기술적 대비 필요성이 강

조된다. 우주/해저·해중도시의 건설 가능성에 따라 해당 환경에 적합한 기술개발 수

요도 예상된다.

이러한 SWOT 분석 및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의 결과로, 2050년 지질자원기

술 위치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 예측(조정)되는 자연환경 관

리, 제한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으로 도출하고 세부기술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전통 지질자원기술 뿐만 아니라, 우주·지구연구, 지능정보기술, 신소재기술, 생체·생

물기술 기반으로 한 2050년 지질자원 기술 비전을 제시한다.

(그림 2) 2050 지질자원기술의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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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50 지질자원기술이 적용된 미래모습 

지속가능하고 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 분야의 2050 지질자원기술은 저비용, 친환경

/안전 천연자원 개발·처리 및 지질자원 기반 에너지공급, 도시광산/재생자원 개발,

지구모방 기반 천연/인공자원 원료 및 천연자원 대체 산업원료 개발, 개발 불가능한

프론티어 지역 및 우주행성 자원 개발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지속가능·풍부한 자원 미래 분야 지질자원기술의 위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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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친환경/안전 천연자원 개발·처리 및 지질자원 기반 에너지공급

○ 인지 컴퓨팅은 미래 자원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주며, 자원사업 역량이 획기적

으로 확충

○ 태양광 이용 포함 저비용, 친환경/안전 천연자원 개발 및 지질자원 기반 해상풍

력 입지, 지열자원 공급,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생산·공급

□ 도시광산/재생자원 개발

○ 폐기물 최소화 및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의 폐기물 재사용, 도시광산 /재생자

원 기술의 확산으로 천연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 지구모방 기반 천연/인공자원 원료 및 천연자원 대체 산업원료 개발

○ 지구모방 기술 등 분자/원자 차원 재료 설계, 저비용 다목적 금속 및 금속 대체

재 개발 등 광물자원과 화석연료자원을 대체하는 소재 창출

□ 개발 불가능한 프론티어 지역 및 우주행성 자원 개발

○ 발전하는 지능정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오지, 심해, 극지 등 프론티어 개발, 달·

화성, 소행성 자원 개발 실현

예측되고 조정가능한 자연환경 관리 분야의 2050 지질자원기술은 지구공학기술

이용 기후시스템 조정 등 CO2 저감/처리, CPS/위성 활용 지질환경/생태 관리(감시·

예측·조정),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재해 방지·복원)로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그림 5) 예측(조정)되는 자연환경 분야 지질자원기술의 위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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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공학기술 이용 기후시스템 조정 등 CO2 저감/처리

○ 이산화탄소 제거 및 태양복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술분야인 지구공학

(Geo-engineering) 기술 기반 연구

○ 바이오·나노기술과 융합한 탄소자원화 및 타 산업 연계 산업재료 개발

□ CPS/위성 활용 지질환경/생태 관리(감시·예측·조정)

○ 인공지능,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기상재해 조정·대응

기술 개발

○ 재해위험 관리, 구조·물리적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지질환경 취약성 모델링/재

해 예측

□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재해 방지·복원)

○ 미세 플라스틱,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 인공·자연 오염물질의 퇴적층 탐지·제어

○ 지하수 용존 극미량 물질(항생제/환경호르몬/방사성 물질) 초정밀 측정·제어

○ 대기·토양·지하수 연계 오염물질 및 토양·지하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제어

제한 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 분야의 2050 지질자원기술은 지능형 자원순환

및 지질환경·생태 그리드 기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구현, 대고도·대심도 이용을 위

한 심부굴착 및 지반/암반 변형 자체관리·복원, 지진/지질재해 발생 예측 기반 국토

해양 자연/인공/복합재해 대응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제한 없이 확대된 인류생활 분야 지질자원기술의 위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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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자원순환 및 지질환경·생태 그리드 기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구현

○ 도시농업 등 건물 안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자족 도시(스마트에코시티)’를

위한 자원순환 기반 무공해 주거환경 구현

○ 지하수 고갈, 염수화, 오염의 3대 지하수 위기에 대처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등

지능형·분산형 물관리 인프라 구축

□ 대고도·대심도 이용을 위한 심부굴착 및 지반/암반 변형 자체관리·복원

○ 대고도, 대심도의 수퍼 마천루(Super-skyscraper)와 지하 마천루

(Earth-scraper) 대비를 위한 심부 굴착 및 암반/지반 기초 및 변형 관리/조정

○ 안정 물질 센서, 나노 로봇 등의 지능정보기술과 신소재·생물기술을 이용한 자

체복원 재료 개발·적용

□ 지진/지질재해 발생 예측 기반 국토해양 자연/인공/복합재해 대응

○ 단층면 변형·응력·물질과학/분자이동 연구에 의한 지진 발생 예측. 이에 기반을

둔 초연결 SOC 관리 및 자연/인공/복합재해 대비

도출한 2050 지질자원 미래기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일반인과 지질자원

분야 지식 및 관여가 높은 층의 2,300 여명을 대상으로 지질자원 미래기술의 중요

도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비용, 친환경/안전 천

연자원 개발·처리 및 지질자원 기반의 에너지공급, 지진/지질재해 발생 예측 기반

국토 해양 자연/인공/복합재해 대응, 대기·토양·지하수 오염인자 정밀제어, 지구공학

기술 이용 기후시스템 조정 등 CO2 저감/처리, 지구모방 기반 천연/인공자원 원료

및 천연자원 대체 산업 원료 개발, 도시광산/재생자원 개발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

다. 개발 불가능한 프론티어 지역 및 우주행성 자원 개발, 지능형 자원순환 및 지질

환경·생태 그리드 기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구현, CPS/위성 활용 지질환경/생태

관리(감시·예측·조정), 대고도·대심도 이용을 위한 심부굴착 및 지반/암반 변형 자체

관리·복원의 경우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은 시급도도 낮게 나타나 30

년 이상의 미래 관점에서 해당 기술의 경우 현재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서 상대적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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