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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 학에 서  ‘ 물학 ’  연 구의 기 여 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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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구조해석과 결정화학  특성 규명이 심  역할을 하던 통  물학 연구가 

축소되거나, 물리학, 화학, 재료과학 등 인  학문과 결합하여 미세 구조, 물성, 화학  특

성 규명으로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지구과학  연구를 한 기 학문으로서 물학의 

정체성과 상은 상 으로 약화되고 있다. 지구과학의 바탕으로서 물학의 상을 제고

하기 해서는 지구과학 반의 지식 증진에 실질  기여를 해서 요성을 부각해야 한다. 

물학은 오랜 학문으로서, 많은 물학  지식들과 물 연구를 한 독특한 근방법들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식과 연구방법은 지구과학의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생소하게 

여겨지거나 피상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물학이 학문 변화에 응하지 못하 기 때문

이거나, 물학  연구가 지구과학 연구에서 주변  는 보조  역할에 소극 으로 머물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구과학의 연구 상인 암석, 퇴 물, 토양, 기, 물은 물이 

주요 구성상이거나 원소의 장고이다. 지구과학 연구가 심화될수록 주요 구성상인 물에 

한 문  분석과 지식이 필연 으로 요구된다. 이에 극 으로 응하여, 축 된 물학

 지식과 연구방법을 다양한 지구과학 분야에 용하여 요 문제 해결에 심  기여를 

한다면, 물학의 상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의 정보화, 첨단기술, 학문

융합 사회에서는 물학  지식과 연구방법이 좀 더 쉽게 되고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원래 의미의 물연구라기 보다 ‘ 물학 ’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환경

에서 물학  연구는 보다 체계 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량  자료와 객  해석을 제시하

여야 한다. 물론 철 한 물학  연구를 해서는 체계 인 물학 지식의 습득과 연구경

험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융합 환경에서 물학자는 물학 지식과 방법론 뿐

만 아니라, 인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지구과학 반의 연구성과와 문제 에 

한 통찰도 지녀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 물학 ’ 연구가 향후 다양한 지구과학

 문제의 해결에서 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하면서, 몇 가지 물학  연구의 사

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