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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tial role of the Division of Earth Sciences(EAR) in the Directorate of Geoscience(GEO) o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 America(NSF) is to support basic research aimed at acquiring fundamental knowledge of the

Earth system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United States' strategic needs. The 2011 Committee on New

Research Opportunities in the Earth Sciences(NRO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 identified spe-

cific areas of the basic earth science research scope of the EAR that were poised for rapid progress during the next

decade. Quantified by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he Committee highlighted the following topics relating to the

EAR Deep Earth Processes and Surface Earth Processes sections: (1) the early Earth; (2) thermochemical internal

dynamics and volatile distribution; (3) faulting and deformation processes; (4) interactions among climate, the Earth

surface processes, tectonics, and deep Earth processes; (5) co-evolution of life, environment, and climate; (6) cou-

pled hydrogeomorphic-ecosystem response to natural and anthropogenic change; and (7) interactions of biogeochem-

ical and water cycles in terrestrial environments. We also promote future research challenges such as the critical

zone studies. In order to promote more active such a huge future research challenges, additional research support

policies are needed.

Key words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Directorate of Geoscience, Division of Earth Sciences, New Research

Opportunities in the Earth Sciences, Earth processes

미국과학재단(NSF) 지구과학위원회(GEO)의 지질과학사업단(EAR)은 미국의 국가 전략적 필요성에 직접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지구시스템에 관한 기반·기초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에 국가과학위원

회(NAS)의 지구과학 신규 연구유망주제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에 급격한 발전에의 대응을 위한 지질과학분야 기초

과학연구의 특정주제를 도출하였다. 다학제적 접근에 의해 정리한 지질과학사업단의 심부지질과정과 지표지질과정분

야 유망주제들은 ①초기 지구연구, ②열-화학적 내부 동력학 및 휘발성분 분포, ③단층작용과 변형과정, ④기후, 지표변

화, 판구조, 심부지구과정의 상호작용, ⑤생명, 환경 및 기후의 공동 진화, ⑥자연과 인위적 변화에 동조화된 수리지형

-생태계 반응, ⑦육상환경과 글로벌 변화영향에서 생화학 및 물순환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계구역 연구(Critical

Zone studies) 등의 미래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거대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추가 연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미국과학재단, 지구과학위원회, 지질과학사업단, 신규 연구유망주제, 지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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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온실가스와 같은

지구환경 이슈가 글로벌 중심의제가 되면서, 지질과학

의 위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

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산하의 미국 지

질학 연구소(American Geological Institute)는 서구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역사에서 지난 200년 동안 지질

과학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였다

(AGI, 2011). 지질과학은 생명의 역사를 정의하고, 지

구행성 표면의 진화를 밝히며, 지진·화산·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의 속성을 정량화하고 광물 및 화석 에

너지자원을 더 발견하고, 기후시스템 역사를 정립하여

왔다. 지질과학은 글로벌 관련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

해서 생물과학, 사회과학, 컴퓨터과학, 재료과학·공학

등 많은 학문들과 통합·연계되어 다학제적으로 진화

해왔고, 지질과학 지식탐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른

과학·공학 분야를 포함하는 점점 더 포괄적인 접근방

식과 사회경제적 영역까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질과학 역사에 근거하여 현재 역량보다 더 넓게 확

대될 지질과학 분야는 연구자 및 실무자 교육훈련과

지질과학의 광범위한 기초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미국은 차세대 지질과학 분야

연구자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과 산업활동, 경제자료 분

석, 인력수급 추이분석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AGI,

2009; AGI, 2011; AGI, 2014).

국내에서도 미래도전과제 및 미래유망과제 도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은 지난 2009년도에 10대 미래도전과제를 도출하여

산·학·연·관 등 기술수요자를 대상으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때 도출한 10대 미래도전과제

는 에너지자원분야 3과제는 전력에너지 압축공기화 지

하저장기술, 석유·가스자원 BT/NT 융복합 개발기술,

심부지각과 심부 지열자원개발이고, 자원탐사분야 4과

제는 해수용존 유용자원(Li, Sr, B, U) 개발, 통합탐사

모델개발과 해외 전략광물자원 확보, 희유금속 BT기

반 융복합 고순도화 기술, 무인/원격 프론티어 지역 자

원 탐사/개발기술이며, 지구환경분야 3과제는 CO2 대

용량 저감 처분기술 개발, 기후변화 수반 연안지질환

경변화 대응 U시스템 개발, 수중-공중파 이용 해저 재

난탐지 기술을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외 지속적

인 R&D 정책동향에 대한 파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

여 단·중·중기 과학기술 수요와 환경변화에 선도적

으로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Ahn et al., 2012;

Ahn et al., 2013). 최근에는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진행하면서,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고 외부 컨

설팅업체와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질자원분야 미

래도전과제 등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KIGAM,

2015). 

지질과학분야에서의 글로벌 동향조사 분석 및 미래

분야 도출 등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을 중심으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중

국의 광물에너지자원 정책분석과 셰일가스 등의 조사

탐사개발기술동향분석(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지질자원분야의 산·학·연·관 기술수요조사

및 결과분석(Lee et al., 2010), 국내 연구과제 추이분

석(Kim et al., 2013), 광물자원분야 연구추이분석

(Kim et al., 2014)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첨단 지질자

원분야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미국의 NSF 지원과제 등

의 분석을 기초로 하는 신규 연구전략과 주제 등에 관

한 동향분석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미국 지질과학

기초연구를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는 미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7분과위원회(Direc-

torate)로 나눠서 전문분야별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연간 72억 달러 규모로 전체 미국 연방

예산 지원의 약 24% 담당하며 2,100여명의 관련 직원

이 있다. 그중 지질과학과 관련분야는 지구과학위원회

(GEO, Directorate for Geosciences)가 전담하고 있

다. 그리고 지구과학분과는 세부 소분야를 4개로 구분

하는데, 지질과학(Earth Sciences, EAR), 대기과학

(Atmospheric and Geospace Science, AGS), 해양과학

(Ocean Sciences, OCE), 극지프로그램(Polar Programs,

PLR)이 있다(NSF, 2015b).

본고에서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용어구분을

따라, Geoscience는 지구과학으로 번역하고, Earth

Science(s)는 지질과학으로 통일하였다. 미국 국립과학

재단의 Geoscience는 세분하였을 때, 지질과학(Earth

Sciences, EAR), 대기과학(Atmospheric and Geospace

Sciences, AGS), 해양과학 (Ocean Sciences, OCE),

극지프로그램(Polar Programs, PLR)을 포함하고 있다.

지질과학(EAR)은 고체지구과학으로 의미하며, 지질학,

지구화학 및 지구물리학, 대륙 수문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내에서도 일부

보고서 등에서는 Geoscience와 Earth Science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미국 내 다른 기관에

서도 이를 일관되게 사용치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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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내에서 지구과학위원회

(GEO)의 위상과 역할

지구과학(Geoscience)은 태양 탐구로부터 지구 내부

의 핵동력학까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광범위한 지식을 규명하며 지구-태양계를 폭넓게 다루

고 있다. 지권뿐만 아니라, 고체지구에서 물리적 및 생

물학적 시스템, 수권(물과 얼음), 대기권을 연구대상으

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더 얻기 위해

경계와 분야를 넘어 통합된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연

구하며, 지구의 모습, 해양, 대기, 생태계에 대한 인간

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지구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만년설 축소, 농작물 수확량 불안, 대기와 수질 저하,

수자원 공급 고갈,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나타나고 있

는데, 인구 증가는 지구 용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를 시험하고,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의 홍수, 지진, 해

수면 상승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NSF,

2014a; NSF, 2014b; NSF, 2009a).

아직도 지구에 대한 많은 복합적인 환경적 도전은

아직은 단지 현상 연구와 모델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의 조건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광범위한 유사한 근원을 연구하

고 추론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는 증

가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책은 획기적인 과학

적 이해와 혁신에 의해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구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이해에서 기반을 두어야 하며,

기초연구와 첨단 관측, 모델링 도구개발을 통해 지구

과학의 핵심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즉, 문제해결을 위

해서는 지구과학의 역량 강화가 사회·환경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과학위원회(GEO)는 2015회계연도 예산요구액

기준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전체 예산 72.55억

달러에서 13.03억 달러로서 약 17.97%를 점유하고 있

다. 기타 생명과학분야가 7.1억 달러(0.97% 점유율),

컴퓨터정보과학공학이 8.9억 달러(12.31% 점유율), 공

학분야가 8.6억 달러(11.83% 점유율), 수리과학이 13.0

억 달러(17.86% 점유율), 사회·행동·경제과학이 2.7

억 달러(3.75% 점유율), 기타 국제·통합활동 영역이

4.7억 달러(6.53%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내에서 지구과학위원회(GEO)

활동과 관련된 인력규모(FY 2015)를 보면, 중견연구자

는 5,700여명, 기타 연구자는 3,200여명, 박사후 연수

연구원(Post-Doc)은 600여명, 대학원생 참여는 2,800여

명, 학부생 참여는 2,400여명으로서 총 14,700여명이

참여하였다(Table 2).

2.2.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구과학위원회(GEO)

비전 및 실천과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구과학분야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Geosciences)는 1999년도

에 장기전략 보고서인『NSF Geosciences Beyond

2000』를 발간하였다. 정부, 학계, 산업계에서 지구과

학분야 권위있는 연구자들의 긴밀한 공동노력에 의해

처음 작성되었다(NSF, 1999). 이 결과물은 2009년도에

재검토를 거쳐서 비전보고서로 완성되었는데, 이 보고

서에서는 기반연구가 지구과학을 변화시킬 것이며 사

회에서 좀 더 가시적이고 공공적인 역할로 지구과학을

Table 1. FY 2015 NSF Budget Request to Congress, Directorate for Geosciences (GEO) Funding (Dollars in Millions)

Directorates
FY 2013

Actual
FY 2014
Estimate

FY 2015
Request

Change over FY 2014 Estimate

Amount Percent

GEO, Directorate for Geosciences 1,273.77 1,303.03 1,304.39 1.36 0.1%

BIO, Directorate for Biological Sciences  679.21  721.27  708.52 -12.75 -1.8%

CISE, Directorate for Computer & 
Information Science & Engineering

 858.13  894.00  893.35  -0.65 -0.1%

ENG, Directorate for Engineering  820.18  851.07  858.17  7.10  0.8%

MPS, Directorate for Mathematical & 
Physical Sciences

1,249.34 1,299.80 1,295.56  -4.24 -0.3%

SBE, Directorate for Social, Behavioral & 
Economic Sciences

 242.62  256.85  272.20  15.35  6.0%

International & Intergrative Activites  434.28  481.59  473.86  -7.73 -1.6%

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1.39  1.30  1.41  0.11  8.1%

Total R & RA 6,901.91 7,171.92 7,255.00 83.08 1.2%

Source: NSF(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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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SF, 2009a). 지구는 지

구 자체가 자연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를 포함한 다양한

변환을 경험해 왔고, 지구의 긴 역사 시간에 비해 짧

은 순간이지만, 인간은 지구 표면변화의 지배적인 주

체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구과학위원회(GEO)는 비

전을「복잡하고 변화하는 행성의 더 나은 이해를 통

해,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로 설정하고 있으며, NSF

의 미래도전과제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지구 시스템 활

동의 이해와 예측, 취약점을 줄이고 삶의 지속가능에

의 기여, 미래의 지구과학 인력확충 등 3개를 설정하

고 있다(NSF, 2009a).

지구과학위원회(GEO)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도전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복잡하고 진화하는 지구 시스템

활동의 이해와 예측」은 복잡성, 비선형 프로세스, 지

속적인 진화 특징의 지구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지구

시스템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 하나인 패턴의 존재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패턴은 지구의 외핵, 해양, 대기

등 모든 영역과 모든 규모에서 실현되며, 오로라, 수계,

단층, 판구조 및 대류 등 다양한 현상이 해당되는데

지구역사에서 어떻게 이들이 나타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구시스템 활동 예측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오래

된 시간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지구시스템에 대한 우리

지식을 변화시키는데, 수십억/수억/수천만년전으로부터

기록된 대기성분, 해수면 온도, 해양순환의 속도와 모

드, 기후조건과 같은 변인을 재구성하면 어떻게 과거

지구의 기후가 생태계, 지질, 물과 상호작용을 했는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지구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화를 하나 급격한 변동도 가능하

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걸쳐 큰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갑작스런 재해와 급격한 변동예측은 현

장의 물리적 과정을 통합하는 고품질의 수치모델에 의존

하는데,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자료 사용은 신뢰성

및 정확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과제는 취약점을 줄이고 삶의 지속가능

성 확보이다. 인간은 항상 자연의 위력에 취약함을 느

꼈는데,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우주대기폭풍, 홍수 등

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은 우리 인류의 삶과 사회 인프

라를 위협하였다. 과학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구증

가, 거주패턴 변화, 인문환경 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구

재해에 대한 인간 민감도는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큰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지난

몇 십년 내에서야 비로소 지구가 인간 활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존홀의 확

장에서부터 중요 연안습지의 파괴같은 인간 활동들은

기후변화를 확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는 인간이 지구시스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무시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구 탄성 용량이라는 주

제가 협력연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연구주제

로 발전하였다. 탄성은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태

까지 임계값을 넘지 않고 방해를 흡수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기능이며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구재해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것과 함께,

탄성이 현재와 미래의 자연과 사회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핵심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도전과제는 미래 지구과학 인재의 확충이다.

지구과학은 역사적으로 지질과학, 대기과학, 해양과학

뿐만 아니라 이들 영역을 넘어서는 핵심분야와의 통합

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도 미국에서의 지구과

학 연구는 생물, 공학, 사회, 경제과학과의 통합이 확

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노력과 학제적 접근방식은

지구과학 중심으로 많은 자연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

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교육 커

리큘럼은 학생교육과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에 기반적

인 지구시스템 교육과정의 응용을 촉진하고, 교육 공

동체는 전통적인 지구과학분야 산업을 넘어서서 새로

부상하는 과학공학적 경력경로 지원과 비과학적 경력

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적극 격려하고자 한다. 연구 및

Table 2.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GEO Activities (Persons)

Researchers FY 2013 Actual Estimate FY 2014 Estimate FY 2015 Estimate

Senior Researchers 5,766 5,700 5,700

Other Professionals 3,186 3,200 3,200

Post-Doc. 650 600 600

Graduate Students 2,833 2,800 2,800

Undergraduate Students 2,408 2,400 2,400

Total Number of People 14,843 14,700 14,700

Source: NSF(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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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광범위한 지구 시스템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

해능력의 성취와 전반적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의 개혁과 향상을 위한 폭넓은 시책

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2.3.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구과학 연구지원

방향

지구과학위원회(GEO)는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에서의 대기와 해양의 역할과 지구 물순환, 해

양산성화를 포함하는 많은 프로세스의 이해를 증진하

는 지식 프런티어 진보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초연

구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연구우선순

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제간 연구를 지원한다. 그

가운데에는 글로벌 변화의 영향 이해와 적응, 완화, 생

태계 기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해양관측 능력

개발과 배치, 깨끗한 물의 미래 이용성 이해 등이 있

다. 그리고 GEO는 지진과 토네이도, 허리케인, 쓰나미,

가뭄과 태양폭풍과 같은 자연 환경재해의 더 나은 예

측과 이해를 통한 삶의 보장과 재산 보존을 위한 연구

를 지원하고, 이러한 재해나 다른 파괴적인 자연재해

에의 대비와 더불어 이를 완화 또는 적응이 가능하게

하는 대기와 육상, 해양, 극지과학에 걸친 연구를 지원

한다. GEO는 전체 연방예산에서 지구과학분야 학술기

관의 기초연구부문 64%를 담당하고 있다(NSF, 2015a).

2.4.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구과학 연구 프로

그램 및 지원

2015 회계연도(FY2015)에는 지구과학위원회(GEO)

에서 운용되는 연구프로그램 경쟁과제부문은 6,100과

제 신청에 1,600과제가 신규 선정되어 신규과제 선정

율은 약 26%이었다. 그리고 연구지원 장려금(Grants)

과제는 5,600과제 신청에 1,350과제가 지원되어 약

24%의 지원율로서, 과제당 중앙값 지원금액은 약 14.5

만 달러(1.7억원 상당)이고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19.5만달러(2.3억원 상당)이며, 평균 지원 연구기간은

2.7년이었다(Table 3). GEO 주요 연구프로그램의

2014년도 상세 지원현황을 보면, 응모 5,793과제에 선

정 1,491여 과제(선정율 약 26%), 연구지원기간 평균

2.6년이며, 연평균 과제당 연구비 약 13만 달러(약 1.5

억원 상당)이었다(Table 4).

지구과학위원회(GEO) 내의 지질과학(EAR), 대기과

학(AGS), 해양과학(OCE), 극지연구 프로그램(PLR) 에

서 FY2015 예산요구 중점사항은 지속가능한 과학·공

학·교육(SEES,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지원 및 학제간·다학제적 연구활동,

첨단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측 인프라 구축유지를 설정

하고 있으며, 세부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중점사항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GEO의 융·

복합 교육연구 프로그램(Integrative & Collaborative

Education & Research, ICER)의 예산요구 중점사항

은 21C 과학·공학·교육 사이버-인프라 프레임워크

와 같은 우선분야 지원 및 NSF 차원의 과학·공학·

교육 투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개

선 추진 등이다.

FY2015 예산요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질과학

(EAR) 분야가 FY2014의 177.60백만 달러 대비 15만

달러 증가한 177.75백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대기과학

(AGS) 분야가 FY2014의 250.46백만 달러 대비 15만

달러 증가한 250.61백만 달러를 요구하였으며, 해양과

Table 3. Directorate for Geosciences (GEO) Funding Profile

Contents FY 2013 Actual Estimate FY 2014 Estimate FY 2015 Estimate

Statistics for Competitive Awards

Number of Proposals 6,093 6,100 6,100

Number of New Awards 1,571 1,550 1,600

Funding Rate 26% 25% 26%

Statistics for Research Grants

Number of Research Grants Proposals 5,615 5,600 5,600

Number of Research Grants 1,336 1,300 1,350

Funding Rate 24% 23% 24%

Median Annualized Award Size $141,101 $140,000 $145,000

Average Annualized Award Size $193,952 $195,000 $195,000

Average Award Duration, in years 2.7 2.7 2.7

Source: NSF(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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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OCE) 분야가 FY2014의 356.50백만 달러 대비 46

만 달러 증가한 356.96백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그리

고 극지연구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 434.61백만달러 대

비 50만 달러가 증가한 435.11백만 달러가 요구되었고,

융·복합 프로그램(ICER)에서는 전년대비 10만 달러

만 증가한 83.96백만 달러가 요구되었다(NSF, 2014a)

(Table 5 & Fig. 1).

2.5.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구과학위원회(GEO)

지질과학(EAR) 분야 연구개요 및 방향

2.5.1. 지질과학(EAR) 분야 연구개요

지질과학(EAR) 분야는 지구의 구조와 성분, 진화의

이해 증진, 지구생명, 지구물질의 형성과 행동을 지배

하는 과정연구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 NSF가 지원하

는 지질과학 연구결과는 지구환경과 광물·물·생물,

Table 4. FY2014 Funding Rate for Directorate for Geosciences(GEO) of NSF

Research Areas
Number

of
Proposals

Number
of 

Awards

Funding
Rate

Average
Decision Time

(months)

Mean
Award Duration

(years)

Median
Annual

Size

Earth Sciences, EAR 2,160 542 25% 7.13 2.45 $113,333

Atmospheric and Geospace 
Sciences, AGS

 744 283 38% 7.58 2.79 $130,934

Ocean Sciences, OCE 1,916 396 21% 5.60 2.63 $153,554

Polar Programs, PLR  870 214 25% 8.15 2.68 $184,365

Integrative Computing Education 
and Research, ICER

 95  53 56% 5.17 2.26 $152,930

etc  8  3 38% 4.99 2.98 $380,000

Source: NSF(2015b)

Table 5. FY 2015 NSF Budget Request to Congress, Directorate for Geosciences (GEO) Funding by Subactivity

 (Dollars in Millions)

구분
FY 2013

Actual
FY 2014
Estimate

FY 2015
Request

Change over
FY 2014 Estimate

Amount Percent

Earth Sciences, EAR 173.80 177.60 177.75 0.15 0.1%

Atmospheric and Geospace Sciences, AGS 245.03 250.46 250.61 0.15 0.1%

Ocean Sciences, OCE 343.76 356.50 356.96 0.46 0.1%

Polar Programs, PLR 426.45 434.61 435.11 0.50 0.1%

Integrative & Collaborative Education & Research, ICER 84.73 83.86 83.96 0.10 0.1%

Total, GEO 1,273.77 1,303.03 1,304.39 1.36 0.1%

Source: NSF(2014a)

Fig. 1. Directorate for Geosciences(GEO) Subactivity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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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의 더 나은 이해를 창출하고 지진, 화산분

출, 홍수, 산사태와 같은 지질재해의 피해 예측과 저감

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구에서의 인구

증가는 더 많은 지하자원을 필요로 하고,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 증가와 공기, 물, 대지에서 더 많은 오염

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생명이 공존하는 지구표면

에서 지권, 수권, 대기권, 생물권과 연계된 자연물질 과

정의 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NSF의 연구지원에 따라 지질과학자에 의해 창출되

고 제공된 연구결과 서비스와 지식은 사회가 다양한

방법에서 지구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며, 지

각의 구조와 층서, 화학적 성분에 대한 지식은 우리

삶의 질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필요한 자원을 찾는데

활용된다. 지각에서 동력과 지표의 자연과정에 대한 지

식은 화산활동과 지진, 광산개발에 따른 위험이나 폐

기물 처리와 관련된 자연재해의 예측에 활용되고, 행

성 지구물리학의 포괄적 이해는 우리가 지구환경 내에

서 주요 변화를 예측하게 하고 이들 변화를 제어하거

나 적응하는데 적용된다.

EAR에서는 FY2015 지원예산의 약 68%인 114.87

백만 달러를 개인단위 및 소그룹연구에 지원하고 있으

며, 나머지 약 32%인 62.88백만 달러는 교육, 장비·

시설 및 연구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EAR이 지원하는

2개의 대형연구시설은 SAGE(Seismological Fac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Geosciences and EarthScope)

와 GACE(Geodetic Fac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Geoscience and EarthScope)가 있다(Table 6).

EAR 지원예산의 약 37%는 기초분야의 신규 연구과제

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으로 투입하고 있고, 약 63%

는 전년도 계속과제 지원과 첨단연구 수행을 위한 필

수 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AR의 예산지원은 세부적으로 지표지질과정연구단

(Surface Earth Process Section)에서는 지형학과 토

지이용, 수문과학, 지구생물학 및 저온 지구화학, 퇴적

지질학 및 고생물학연구를 지원하며, 심부지질과정연구

단(Deep Earth Processes section)에서는 지구물리,

판구조론, 암석학 및 지화학, 통합 지구시스템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기타 인프라

사업단 등을 통해, 사회기반, 공동활용시설, 개인 연구

자 지원, 미국 대륙구조와 판구조를 연구하는 융·복

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EarthScope 등 대형연구시설,

지질과학분야로의 학생과 신진 연구자 진출을 지원하

는 교육 프로그램 장비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Table 7).

NSF 지질과학분야의 FY2015 예산요구안 세부내역

을 살펴보면,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을 중점으

로 하고 있다. EAR은 물 지속가능성과 기후분야에

7.0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지속가능 과학·공학·교육

프로그램(SEES,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Sustainability)를 지원하며, 지속가능 화학·공학·

재료 프로그램(SusChEM, Sustainable Chemistry,

Engineering, and Materials)에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

소한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재해관련 지속가능 과학·

공학·교육(SEES)는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교육 프로그램(INSPIRE, Integrated

NSF Support Promot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ducation)에는 5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교수 초기

경력개발 프로그램(CAREER, Faculty Early Career

Table 6. Earth Sciences Fundings by sub-programs  (Dollars in Millions)

Programs
FY 2013

Actual
FY 2014
Estimate

FY 2015
Request

Change over
FY 2014 E stimate

Amount Percent

Research 173.80 177.60 177.75 0.15  0.1%

CAREER 112.23 115.18 114.87 -0.31 -0.3%

Education  6.75 5.50 5.50 - -

Infrastructure  4.08 4.95 4.95 - -

Geodetic Fac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Geoscience and EarthScope (GAGE)

 57.49 57.47 57.93 0.46  0.8%

Seismological Fac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Geosciences and EarthScope(SAGE)

 9.28 11.58 11.58 - -

Research Resources  24.35 24.35 24.35 - -

Total, EAR  23.86 21.54 22.00 0.46 2.1%

Source: NSF(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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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rogram)에 5.5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차세대인력 교육훈련분야는 학부생 연구체험 프로그램

(REU, Research Experiences for Undergraduates)

에 1.80백만 달러를 지원하며 박사후 연수사업에 1.7

백만 달러를 지원한다(NSF, 2015b).

EAR의 FY 2015 인프라 부문의 지진파 시설(SAGE)

및 측지시설(GAGE)는 FY 2014 수준의 예산지원을

유지한다. 미국 중부·동부 지진 네트워크 운영에 3백

만 달러를 투입하고, 다중 사용자 지역·국가적 시설

로서 장비 및 시설 프로그램에 전년대비 46만달러 증

액된 22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EAR은 수리·물리과학

분과위원회(MPS, Directorate for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의 물질연구와 연계하여 결정성장

및 극한물질특성화 등의 전략 물질영역에 초점을 둔

인프라 제공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혁신 플랫폼을 개

발하고자 한다(NSF, 2015b).

2.5.2. 지질과학(EAR) 분야의 연구방향

지질과학(EAR) 분야에서 이슈는 역동하는 지구와 기

후변화, 지구와 생명, 지권-생물권 연관성, 물 문제 등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슈 해결과 대응은 학제적 접

근에 의해 지구시스템 기능 이해와 예측, 다양한 배경

의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고, 연구개발로서는 최신

관측 장비와 첨단 컴퓨팅·모델링 기술 등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NSF, 2015c). 

NSF는 연구와 더불어 인프라 중요성도 병행하여 인

식하고 있다. NSF의 지구과학자문위원회(AC-GEO,

Advisory Committee for Geosciences)가 2009년에

수립하였던 지구과학 교육 및 다양화 전략계획(2011-

2016)에서는 지구 시스템과학의 대중 이해증진이 핵심

이다. 생애기간 과정을 통해 지구 무생물 및 생물계

이해, 알려진 의사결정에 지식 사용, 지구시스템 이해

를 증진하는 과학 대중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 지구과학인력은 다양성을 감안하여 지구과학의 중

요 과학적·사회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 그

리고 다른 적절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NSF, 2009b).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지질과학은 생명의 역사와

지구표면의 진화규명, 지진·화산·쓰나미와 같은 자

연재해 속성의 정량화, 광물 및 화석에너지·자원 확

보, 기후시스템 역사 정립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

으며, 향후에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 National Council)에서 2001년도

에 도출한 지질과학에 놓인 대형 이슈는 1) 지구와 다

른 행성이 어떻게 형성했는가?, 2) 지구의 ‘‘암흑시대’’

(첫 5억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3) 생명이 어떻

게 시작되었는가?, 4) 지구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

떻게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지구는 왜 판

구조와 대륙이 있는가?, 6) 지구과정이 어떻게 물질 특

성에 의해 제어되는가?, 7)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

가, 그리고 얼마나 변화를 할 수 있는가?, 8) 생명이

어떻게 지구를 구축하고 어떻게 지구는 생명을 구축했

는가?, 9)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가?, 10) 유체흐름 및 전송은 어떻게 인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 이었다(NRC, 2001).

2001년도 도출된 지질과학 기초연구 주제(BROES,

Basic Research Opportunities in Earth Science)는

지질과학 기초연구가 인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다음 5개 영역에서 구체화하고자 했는데, 1) 천연

자원의 발견, 사용 및 보존(연료, 광물, 토양, 물), 2)

자연재해의 특성화 및 완화(지진, 홍수, 가뭄, 산사태,

쓰나미, 화산활동), 3) 지구과학 기초공학(도시개발, 농

Table 7. Research areas and programs in Earth Science

Sub-areas Research topics and programs Remarks

Surface Earth Processing Secti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dimentary Geology & Paleobiology Program
Hydrologic Sciences
Geobiology and Low Temp Geochemistry
Geomorphology and Land Use Dynamics

Deep Earth Processing Section

Geoinformatics Program
Geophysics Program
Instrumentation and Facilities
Petrology & Geochemistry Program
Tectonics Program
Earthscope
Integrated Eart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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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재료공학), 4) 환경관리(생태계 관리, 환경변화 적

응, 복원 및 부정적인 인간영향의 조정), 5) 국가안보

를 위한 국토감시( 군비통제조약 확인, 정확한 위치, 매

핑 및 지상파 원격탐지) 등이 해당된다(NRC, 2001).

지난 2011년도에는 이런 이슈들이 NSF의 지질과학 신

규연구주제 위원회(NROES, Committee on New

Research Opportunities in the Earth Sciences)에

의해 다시 검토되었으며, 신규유망 연구주제들이 도출

되었다(NAS, 2011).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질과학분야에서 거대 아이디

어(Big Ideas)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46억년의 지

구나이, 암석·물·공기·생명이 상호작용하는 복잡

한 시스템으로서의 지구,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지구,

물의 행성인 지구, 생명이 역동적인 지구진화와 끊임

없는 지구변화, 지구자원에 의존하는 인류, 인간에게

위험을 가하는 자연재해, 지구를 인위적으로 크게 변

화시키는 인간 등이다(ELSLIOC, 2009). 

지질과학(EAR) 분야에서 2001년도에 도출한 기초연

구주제는 제4기지질 등 임계구역 연구(Critical Zone

studies), 지구생물학, 지구·행성물질, 대륙관측조사,

심부지질연구, 행성지질과학 등이다(NSF, 2001). 지금

까지 미국에서 국가 중점 현안 관련으로 지질과학분야

가 기여한 영역은 천연자원의 발견, 사용 및 보존, 자

연재해의 파악 및 경감, 성과 상용화 및 인프라 개발

에 지질학적 기술 지원, 환경관리와 글로벌 안보 및

국방을 위한 지상 모니터링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질

과학(EAR) 분야에서 2011년도에 새로 도출한 향후

10년간 유망주제는 초기 지구(the early Earth) 연구,

열-화학적 내부 동력학 및 휘발성분 분포, 단층작용과

변형과정(faulting and deformation processes), 기후,

지표변화, 판구조, 심부지구과정 중 상호작용, 생명·

환경·기후의 공동 진화, 자연 및 인위적 변화에 동조

화된 수리지형-생태계 반응, 육상환경과 글로벌 변화영

향에서 생화학적 및 물순환 등이었다(NAS, 2011).

3. 요약 및 시사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구과학분야의 비전은「복

잡하고 변화하는 행성의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지속가

능한 미래 확보」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래도전과제는

복잡하고 진화하는 지구 시스템 활동의 이해와 예측,

취약점을 줄이고 삶의 지속가능에의 기여, 미래의 지

구과학 인력확충 등 3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는 지질과학의 대형 이슈를 지구

와 다른 행성의 형성, 지구의 ‘‘암흑시대’’(첫 5억년)

역사, 지구 생명의 시작, 지구 내부 동력학, 판구조와

대륙생성, 지구과정에서 물질 특성 제어, 기후변화의

원인과 변화추이, 생명과 지구관계, 지진과 화산 폭발

예측 및 결과예상, 유체흐름의 인간환경 영향 등이라

고 설정하였다. 기존에 도출한 지질과학의 기초연구 중

점주제로는 암석-토양-수-공기-유기물간에 상호작용하

며 진화하는 경계층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제4기 지질

등 임계구역 연구(Critical Zone studies)를 비롯하여

지구생물학, 지구·행성물질, 대륙관측조사, 심부지질

연구, 행성지질과학 등이었고, 2011년에 제시한 지질과

학분야의 향후 10년간 미래유망 기초연구주제는 ①초

기 지구연구, ②열-화학적 내부 동력학 및 휘발성분 분

포, ③단층작용과 변형과정, ④기후·지표변화·판구

조·심부지구과정 중 상호작용, ⑤생명·환경·기후

의 공동 진화, ⑥자연 및 인위적 변화에 동조화된 수

리지형-생태계 반응, ⑦육상환경과 글로벌 변화영향에

서 생화학적 및 물순환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기 지질 등 임계구역 연구

(Critical Zone studies) 등의 미래분야의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재원 등으로 대학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미래의 거대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

기 위해서는 인적·물적인 많은 추가 연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첨단 연구시설 및 장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공동활용 전담기관보다는 전

문연구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연구 활성화에 더욱

타당하다. 둘째, 지질과학 관련 빅 데이터 활용연구 지

원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거

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이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미래 지질자원 우수인력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그간

산·학·연 협력하에 관련분야 학회 등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다. 후속조치 및 관련 프

로그램의 지속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보

다도 오랫동안의 투자 및 노하우 축적이 이뤄진 첨단

시설을 갖춘 미국 등과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강화 및

개방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하 심부연구 등을 위해

서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성을 갖고 있는 ICT 분야 등

과의 적극적인 융·복합 학제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는 국가 대형 기초연구사업 수주

(NRF 등)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지질자원 지

식의 대국민 인식 및 확산/대중화가 중요하다. 자연재

해 경감 기여 등 지질과학 성과가 직접 체감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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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홍보수단 강구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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