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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alyzing the result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ecasts from Korea and Japan for 2040–2050. Future geological environment and disaster

technologies are presented, such as base geology, geophysical geological disaster, weather adjustment, CO2

reduction, environmental disaster, and smart ecocity developments. For the future technologies in energy and

resources technology, space resources development and nuclear fusion will be realized by 2040 and 2050.

Moreover, new material and resource technologies will be applied to replace existing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y 2040. Japan has introduced intelligent information viewpoints and presented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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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트렌드에 주목하여 2040~2050년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로 지질환경·재해 기술과 에너

지·자원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지질환경·재해 분야 미래기술은 기반지질, 지구물리학적 지

질재해, 기상조정·CO2 저감, 환경재해(방사성 폐기물 처분 포함), 스마트에코시티(자급자족 도시)로 제시된다. 에너

지·자원 기술 분야 미래기술은 핵융합 발전이 2050년 정도에 실현되며, 2040년 정도에는 소행성 등 우주자원 개발

및 우주유인기지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40년에는 신재료·신자원기술이 적용되어 기존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능정보사회 관점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지질자원 분야 관련 분야에서

도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미래 예측, 과학기술 예측,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1. 서 론

Lee(2016a)와 UN지원SDGs한국협회 ASD(2017)에

따르면,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로 2000-2015년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2030년 지

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새로 시작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기

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 경

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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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법, 대내외 경제)를 포함한다. WEF(2015)는 2050

년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광업과 금속자원에 대한 보고

서를 발표했다. WEF(2015)에 따르면,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의해 2050년 미래사회는 1) 환경·기후 보

호, 2) 공정한 가치·개발(책임성있는 자원개발), 3) 투

명성과 인권, 4)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원

칙을 가진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은 에너

지, 광업, 재료, 제조, 환경, 식품·복지, 교통, 천문·우

주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연구소로, 해당 기관에서는

CSIRO IMPACT SCIENCE(2015)으로 2050년 경제

활동, 자원사용, 환경성과와 생활양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CSIRO IMPACT SCIENCE(2015)는 에

너지-식량-수자원 복합문제와 글로벌 시나리오(전력, 세

계경제, 기후변화), 국내 시나리오(에너지, 경제, 국토이

용, 생물다양성, 재료, 수자원)에 의해 2050년을 예측

하였다. CSIRO IMPACT SCIENCE(2015)는 새로운

국토이용 시장을 CO2, 생물다양성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WEF(2015)은 2050년 광업 및 금속자원에서 기존의

천연자원인 신생자원(virgin resource)과 함께 재생자원

(reuse and recycle resource)을 중요 자원으로 보고 있

다. 신생자원(virgin resource)은 매장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환경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 이내로 해저 및 소행성 자원개발이 경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업 환경의 재정립으로 신

생자원(virgin resource)보다 재생자원(reuse and recycle

resource)이 이윤창출과 지속가능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광물자원별 최종생산물의 재활용률이

40~80% 수준이나, 2050년의 바람직한 상황에서는 천

연자원 최종생산물의 재활용률이 80~100%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인 Interagency

association(2016)에 따르면, 가정기기의 로봇화, 질병

진단·치료 정확도 향상, 언어장벽 해소, 보안·교통 향

상, 맞춤형 교육 등의 산업·고용 구조, 삶의 모습, 환

경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능정보 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효과 창출을 통한 지

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창의·감성적 업무 등 인간

본연의 정신적·지적 역할이 강화되고 사회안전망이 확

충되어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 각 분야에 지능정보기

술이 활용되어 질병 예방·생활환경 개선·사고 감소 등

GDP로 계산되지 않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능정보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롭

게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경제, 누구나 기회를 갖는 복

지사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시한다. 

Ghose(2009)의 지속가능한 광업을 위한 2050년 기

술 비전, IBM Corporation(2016)의 자원산업에서 인

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자원산업에서 데이

터 마이닝, 신경회로망/퍼지 모형 등으로 데이터시각화,

생산제어·최적화, 예측·시뮬레이션으로 인공지능이 20

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나, 인공지능은 미래 자원산업

에 결정적 영향을 주며 자원개발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Lee and Choi(2016)에 따

르면, ICT는 SNS, IoT, 지능형 CCTV, 무인로봇 등

여러 가지 기술과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대형 피해 저감을 위한 상시 모니터

링과 예보·제보 및 피해 발생 시 위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ICT가 기반기술로 활동된다. Lee and

Choi(2016)는 호주 CSIRO, 미국 항공우주국 등은 슈

퍼컴퓨터를 이용한 홍수, 지진해일 등의 재난의 경보

뿐 아니라, 미국 군용로봇 Packbo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투입 및 유럽 공동연구프로그램(FP)의 무인항공

기와 무인차량을 이용한 구조기술을 개발하는 ICARUS

와 Sherpa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4차 산

업혁명 등에 대한 지질자원 분야의 선제적 대응 및 미

래사회에서 지질자원 분야 역할 연구를 위해, 한국 및

일본의 향후 30년의 장기적 관점으로 지질자원 분야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Lee(2016b),

Lee(2017)와 같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NISTEP(2015)와 같이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

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제10회 일본 과학기술예측

조사를 실시하였다. NISTEP(2015)는 예측기간을 향후

30년으로 2045년까지 해당되나, 분석 결과 2050년까지

의 모습도 담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

2.1. 한국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

Lee(2017)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 13조 ‘정부는 주기

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

야 한다.’에 따라 1994년을 시작으로 5년 마다 1999년,

2004년, 2011년, 2016년에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시행하

고 있다. 1994년 처음의 경우 예측기간을 향후 20년으

로 실시하였으나, 이후 25년 동안을 대상으로 예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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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4년, 1999년의 경우 과학

기술 전문가 중심의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조사를 실

시하였으나, 2004년 3회부터 인문사회 전문가를 포함

하여 환경스캐닝, 시나리오 분석 등의 미래사회의 전

망 및 니즈를 고려하여 미래기술을 도출하고 있다. 

Lee(2017)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는

1) 휴먼 임파워먼트(인공지능과 자동화, 새로운 소재,

우주 시대 등), 2) 초연결에 의한 혁신, 3) 환경 리스

크 심화(에너지 수급 불균형, 물 스트레스 심화, 자연

재난 증가, 생태계 파괴 심화 등), 4) 사회복잡성의 진

화(사회적 재난 증가, 건강 위해요인 증가, 통일 이슈

증가 등), 5) 경제시스템의 재편(도시화 확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그리노믹스의 활성화, 제조업 패

러다임 변화 등) 등의 미래 트렌드를 제시한다. 리스크,

복잡성, 경제 재편의 에너지·환경·재난 문제와 함께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휴먼 임파워먼트, 초연결 혁신

을 제시하고 있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서는 미래 트

렌드에 따른 주요 이슈 그룹을 사회인프라, 생태계·친

환경, 운송·로봇, 의료·생명, 제조·융합, 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해당 미래기술(총 267개)을 제시하였다. 사회

인프라에서는 공공안전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

조, 원자력 안전성,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심화, 도시

집중화·거대화 문제,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사회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제시되었다. 생태계·친환경에서는 새로운

비전통 자원 탐색,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고

도화, 자원의 무기화, 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 기후 변

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운송·로봇에

서는 우주 항공 산업 성장 등, 제조·융합에서는 신소

재/나노물질 등의 안정성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제시

하였다.

2.2. 일본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

일본 NISTEP(2015)에 의하면 일본 과학기술·학술

정책연구소(NISTEP)는 1971년 공표된 제1회 기술예

측조사 이후로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 사회에서 중요할 것

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에 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

집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향후 30년

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중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과학기술 주제별로 각각의 중요도, 국제 경쟁력,

실현 가능성, 추진 방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

하였다.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4차 산업혁명, 서비스

화·정보화의 새로운 트랜드로 인해 빅데이터 등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점을 각 분야에서 도입하고, 서비스화 사

회를 새로운 분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NISTEP

(2015)은 다음과 같은 8개 분야를 제시하고 총 932개

의 과학기술 주제의 중요도, 실현 가능성, 추진 방안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8개 분야는 1) ICT·분석학, 2)

건강·의료·생명과학, 3) 농림수산·식품·바이오기술, 4)

우주·해양·지구·기반 과학, 5) 환경·자원·에너지, 6)

재료·디바이스·프로세스, 7) 사회 기반, 8) 서비스화

사회이다.

NISTEP(2015)의 ICT·분석학 분야는 인공지능, 영

상·언어처리, 디지털 미디어 DB, 하드웨어 아키텍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슈퍼컴퓨터(HPC),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CPS·IoT, ICT와 사회 등의 세부항목을 가진

다. 건강·의료·생명과학 분야는 신종·재래 감염증, 재

생의료를 포함하며, 농림수산·식품·바이오기술 분야는

바이오매스 이용, 환경보전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우

주·해양·지구·기반 과학 분야는 우주, 해양, 지구, 지

구관측·예측, 가속기·소립자·원자핵, 빔응용(중성자·뮤

온·하전입자 등), 계산과학·시뮬레이션, 수리과학·빅 데

이터, 계측 기반으로 구성된다. 환경·자원·에너지 분야

는 에너지생산, 에너지소비, 에너지유통·변환·저장·수

송, 자원, 재사용·재활용, 수자원, 지구온난화, 환경보

전, 환경해석·예측,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으로 구성된

다. 재료·디바이스·프로세스 분야는 신물질·재료·기능

개발, 모델링·시뮬레이션, 응용기기·시스템(ICT·나노기

술, 환경·에너지,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 기반

분야는 국토개발·보전, 도시·건축·환경, 방재·감재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화 사회는 경영·정

책, 지식관리, 제품서비스시스템, 사회설계·시뮬레이션,

서비스 설계·디자인, 서비스 로봇 등으로 구성된다.

3. 2040~2050년 대상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분석

3.1. 연구 방법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현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에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로, 일본은 과

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 제10회 과학기술

예측조사로 미래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도 지속

되는 대기 환경질 저하 등 지역적, 전지구적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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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의 국제적인

노력,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추

진 등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정책 및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성,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

히 2020년, 2030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적인 관점에서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지역적, 전지구적 환경문제 등 이슈로 지질자원 기

술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적 관

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미래기술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Lee(2017)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2016-2040)와 일본 NISTEP(2015)의 제10회 과학기

술예측조사의 미래기술 분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Table 1). Lee(2017)는 미래기술 분야를

사회인프라, 생태계·친환경, 운송·로봇, 의료·생명, 제

조·융합, 정보·통신으로 6개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일

본 NISTEP(2015)은 8개 분야로 제시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분류와 달리 우주·해양·지구·기반 과학, 환

경·자원·에너지, 서비스화 사회 분야를 제시하고, 건

강·의료·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바이오기술로 생명과

학과 생명공학 분야를 다른 분야로 제시하는 등 세부

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로 지질환

경·재해 기술과 에너지·자원 기술 분야를 제시한다

(Fig. 1). 지질환경·재해 기술은 일본의 경우 우주·해

양·지구·기반 과학, 환경·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생태계·친환경, 사회기

반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인프

라 부문의 미래기술도 같이 분석하여, 해당 지질환

경·재해 미래기술이 실현된 2040~2050년의 도시 등

삶의 터전 모습을 살펴 본다. 

에너지·자원 기술은 한국의 경우 생태계·친환경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주, 해양, 지구, 과학

기반, 환경·자원·에너지 분야와 재료·디바이스·프로세

스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의료·생명, 제

조·융합 그룹, 정보·통신 분야는 지질자원과 관련된 타

분야로 세부 기술을 살펴 본다. 

3.2. 지질환경·재해 기술 분야 미래기술

일본 NISTEP(2015)에 의하면 2015년에 수행된 제

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기존의 우주, 해양, 지구

관련 과학기술 분야를 빔 응용, 계산과학·시뮬레이션,

수리과학·빅데이터, 표준·분석 등 기반과학 분야를 새

롭게 포함하여 우주, 해양, 지구, 과학 기반 분야로 설

Table 1. Future technology classification of Korea and Japan

Lee(2017), 5th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NISTEP(2015), 10th Science and Technology Foresight

1. Social infrastructure

2. Ecosystem·Eco-friendly

3. Transportation·Robots

4. Medical care·Life

5. Manufacturing

6. Information·Communication

1. ICT·Analytics

2. Health, Medical science and Bio-science

3.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Food, Bio-technology

4. Space, Ocean, Earth and Based science

5. Environment, Resources and Energy

6. Materials, Devices, Processes

7. Social Infrastructure

8. Service Society

Fig. 1. Classification to analyze futu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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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화산, 지진, 홍수 등 재해 예

측 시뮬레이션 기술의 중요도 및 일본 국제 경쟁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지진 발생 예측기술의 경우 불확실

성이 높아, 기술적·사회적 실현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

율도 높았다. 중요도가 높지만 일본 국제 경쟁력이 상

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기술은 해양관측·탐사, 안전·저

비용 우주 이용, 대량 데이터 이용 기술 등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NISTEP(2015)는 분석·해석기술의 발전

과 함께 대량의 비구조화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데이터 통합 등의 기반 구축, 모델링·시뮬

레이션 기술, 데이터 저장·전송 기술,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일본 NISTEP(2015)의 우주, 해양, 지구, 과학 기반

분야의 미래기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구 내부에

서 발생하는 중성미자를 이용한 지구 내부 탐사 기술,

레이저 지형 측량 등 지질조사/지표 관측과 뮤오그라

피(Muography,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의 주요 구성요

소인 소립자 뮤온(Muon)의 밀도 측정 기법)를 통한

활화산의 폭발가능성 평가 등의 새로운 기반연구에 기

반한 미래기술이 2025년 기술적 실현, 2030년 사회적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살펴

보면, 슈퍼컴퓨터 등을 통한 지진동 해일의 구조물 파

괴/화재/액상화/표류물을 포함한 광역 복합재해 예측시

스템, 고정밀 GPS망을 이용하여 지표면 분자 이동으로

지진 예측 등 규모 7 이상 지진발생시기(1년 이내)/규

모/발생지역/피해 예측기술, 물질과학 연구에 의한 광

물·암석 물성의 장기 변화 연구 등 지각 변형 분포와

지진 이력 분석으로 규모 8 이상 대규모 지진 발생

예측 기술이 기술적/사회적으로 2030년 정도에 실현되

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질환경 측면에서 미래기

술을 살펴보면, 생태계·환경 대규모 시스템 모델링과

물 순환 변동 및 물·토사 재해 예측, 재생가능에너지/

식량/수자원 문제를 1 km 같은 초고해상도로 나타내는

시스템, 위성·지상관측에 기반하여 인간 활동을 고려

한 육지면 물 순환 시뮬레이션 및 시간에서 일 단위의

전세계 홍수나 가뭄 예측이 기술적/사회적으로 2030년

이전에 실현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NISTEP(2015)는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의 환

경·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조합에

따른 극심한 기상재해(이상 기상) 발생 메커니즘 해명,

염해 농경지 토양 간이·신속 복구 기술 개발, 물·토양

의 방사성 물질을 확실하게 제염하는 기술 또한 기술

적/사회적으로 2030년 이전에 실현되는 것으로 예상한

다. 사면 붕괴, 산사태, 성토의 불안정을 사전에 알리

는 매립형 센서 기술과 경보·피난 지원 시스템의 사회

적 실현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9년에는 1시

간 정도의 재해 사전 예측에 따라 경보·피난·규제가

가능하도록 전국적 관심 지역 및 수권, 지권 관측 시

스템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처분지 장

기적인 안전성 포함 체계적인 평가 기술, 지하수 흐름

제어 등 폐기물 처분장의 지하 수맥 차단 기술 및 주

변의 방사선학적 환경(대기, 토양, 수계)의 상세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기술을 포함한 100만Kw급 원자로 폐로

기술·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은 기술적 실현 2029년,

사회적 실현 203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Lee(2017))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

서 지진 관련 미래기술로 통합관측기반 시설물 관리

조건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강진동 도달 전 알림, 국

내 기술적 실현 2024년), 단층지질기반 연계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국내 기술적 실현 2028년), 지진·안보상황

선재대응 초연결 뉴미디어 시스템(국내 기술적 실현

202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Lee(2017)에서 사회문제

의 해결 및 공익 측면에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기술로

통합관측기반 시설물 관리 조건별 지진조기경보 시스

템, 단층지질기반 연계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이 3위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으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필요한 상위 20개 기술로 단층지

질지반 연계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지진·안보상황 선

재대응 초연결 뉴미디어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생태계·친환경 분야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

2040)의 미래기술은 물 수요·공급량 예측기반 수자원

통합 관리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 인공위성 등 원

격탐사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지구수질감시·관리 시스

템, 극지/심해저 지구 자원 분포 등 생태계 기반 자원

통합 평가·감시 시스템 등으로, 해당 기술들은 2030년

이내에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예상한

다. 일본은 기상 예측기술만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

서는 황사·(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대기질

조절,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자 분리를 통한 구

름 형성과 인공강우 기술, 최적 지구환경 조절을 위한

지구공학기술 등 생태계 조절용 강우 제어 시스템이

2030년 이내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단순히 정수기술로

제시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전기 화학적 이온 전도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항생제·방사성 물질·환경호르

몬·안티몬 등 고효율 다종·신종 수징 오염물질 제

거·제어기술이 2025년에 국내에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오염물질 처리용 생체모방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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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폴리머 생산·미세조류 배양·콘트리트 양생·탈탄

산광물화·재생메탄올 생산 등 포집된 CO2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공정 원료 대체 등 탄소자원화 기술, 대

기 중 CO2 직접포집 인공나무, 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스템 등이 2030년 이내에 국내에 기술적

으로 실현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Lee(2017)는 위성 관련한 지질환경 분야 미래기술로

고고도(10 km 이상) 광역 자연환경 및 시설물의 통합

감시 시스템(국내 기술적 실현 2028년), 다종 위성의

원격탐사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연속 재해 모니터링

기술(지구온난화/해수면상승/해양산성화/토양오염 등 대

상, 국내 기술적 실현 2026년), 환경/감염병/재해 등 전

지구적 이슈를 상호 연계·분석하는 통합 모델링 및 시

뮬레이션 소프트웨어(기상/해양/환경/생태계/전염병/경제

/사람의 움직임 대상, 국내 기술적 실현 2030년)를 제

시하고 있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통

한 투자가 필요한 상위 20개 기술로 고고도 광역 자연

환경 및 시설물의 통합 감시 시스템, 생태계 기반 자

원 통합 평가·감시 시스템, 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스템이 포함되었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의 사회기반 분

야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드론을 통한 재난정보 자동수

집·전송 기술(산사태/산불/방사능 및 유해물질 측정 등

대상), 다중자료융합 도심지 및 시설영역 지반침하/함

몰 예측관리 시스템, 안개를 옅게 하거나 태풍을 약화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변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는 국부적 기상재해 경감기술, 자가 진단이 가

능한 시설물 손상·열화 계측용 스마트 도료 및 재료,

고신뢰성 심지층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분기술(지하

500 m 이상의 심지층 처분) 등이 2030년 경에 국내에

기술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의 사회기

반 분야에서도 생태계·친환경 기술을 제시한다. Zero-

Waste 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이송·분류

시스템 및 자원화·에너지화 공정 개발, 거대 공간 기

후조절 기술 및 태양열·지열 등 자연에너지 이용 기술

포함 에너지 자급자족용 메가 빌딩 설계·시공기술, 재

생에너지 및 다중 취수원을 활용한 물 자립형 도시 구

축 기술, 인구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규모의 에너지 자급형 메가 빌딩 건축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술 등이 2030년 이내에 국내에 기술적으로 실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NISTEP(2015)의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또

한 자연 재해 대응 도시 정비를 포함한 소도시(인구

10만 명 미만)의 100%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실현,

토지활용 최적화 및 자원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소도

시(인구 10만 명 미만)의 에너지 자급자족, 완전 자원

순환의 클로즈드 사이클 실현(연료전지, 자연에너지, 빗

물 등), 물질·에너지 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물질·에너지 흐름 및 리스크 평가

에 근거한 스마트 도시 시스템 설계가 기술적/사회적

으로 2030년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3. 에너지·자원 기술 분야 미래기술

Lee(2017)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에

서는 생태계·친환경 그룹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통 자원 및 해저 열수광물

자원 개발, 고심도 저품위 비철금석 광물자원 개발, 저

탄소 에너지 산업 필수 금속 생산·회수, 친환경 고효

율 해수용존 자원 추출, 희유금속 바이오리칭 등의 자

원개발·활용기술은 2030년 훨씬 이전 및 2030년 내외

에서 국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수중/지하공간 등의

초저온/진공/초고압/고열 등 상황을 극복하는 지능형 오

지탐사 로봇 및 자율 합체·분리형 로봇, 통신 네트워

크 기반 광산개발 생산성 향상,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기술, 석유정제를 대신하여 화합물·화학제품과 대체재

를 제조하는 친환경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등도 비

슷한 시기에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구 궤도

상공에 거대 태양전지판의 인공위성 등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전력을 지상에 무선

전송하는 시스템인 우주태양광 발전이 국내 2034년,

국외 2031년에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예상하였

다. 핵융합에 대해서는 실증용 핵융합 실험로 건설 및

운영기술이 국내 2039년, 국외 2037년에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Lee(2017)는 정보·통신 분야로 제시된 우주거대구조

분석 기반 우주의 초기 조건 및 암흑물질/암흑에너지

정체 규명과 함께, 운송·로봇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우

주자원 관련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우주 여행객의 편

의를 위한 우주 휴게소, 우주선의 무중력/좁은 환경이

나 우주환경의 토양·중력에서 재배가능한 작물 개발,

우주자원 개발/우주관광/우주관측 등을 목적으로 달 및

화성의 유인기지 구축, 달 및 소행성에서 경제적 가치

를 가지는 광물을 채굴하여 지구로 가져오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행성을 광물채굴이 용이하게 포획하는

기술이 2040년 이내 국내에 기술적으로 실현되는 것으

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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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ISTEP(2015)의 제10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또

한 우주, 해양, 지구, 과학 기반 분야에서 과학 관측,

자원 이용 등을 목적으로 지구 밖 천체(달 또는 화성)

에서 항구적인 유인 활동 거점이 구축되는 것을 2040

년으로 보고 있다. 환경·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우주 태

양열 발전 시스템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2040년 정도

로, 핵융합 발전은 205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구 심

부물질을 오염 없이 취득하기 위한 대심도 과학 굴착

기술, 인공위성 및 해양수중센서로 지하자원·해양자원

발견을 위한 관측 데이터 처리 시스템, 빙해용 자립형

무인 잠수정(AUV)와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빙해 지

역(빙해 아래 포함) 해양환경 관측 및 해저탐사(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기술 또한 2030년 이내 기술적/사

회적 실현될 것으로 제시하였다.

일본 NISTEP(2015)은 환경·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전국 온천지에 지열 발전 보급과 바이너리 발전/히트

펌프 1MW급 중저온 지열자원 이용, 환경오염이 없는

셰일가스 채굴 기술,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이용 기

술, 대심도 희토류 희소금속 탐사·시추 기술, 현재 비

용의 50% 이하 티타늄 제련 기술, 구리 광산의 비소

처리·보존 기술, 폐기물 선별·분리 시스템 향상을 위

한 선별 센서 기술, 소형전자기기/폐기물·하수 오니/소

각회에서 희소금속을 합리적으로 회수·이용하는 기술,

대부분의 희유금속에 대해 필요 자원량 50% 이상 도

시 광산에서 공급하는 기술이 기술적/사회적으로 2030

년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심도 15 km,

온도 400oC 초심도 굴착 기술, 해수 중에서 경제적으

로 우라늄 등 희소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열수 광상

심해저 금속 자원의 경제적 채취 기술, 공기에서 효과

적으로 헬륨을 회수하는 기술은 2040년 이전에 기술적

/사회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일본 NISTEP(2015)는 재료·디바이스·프로세스 분

야에서 생물·생체 모방 등에 의한 자기 조직화에 의한

고분자와 무기 하이브리드 재료의 사회적 실현을 2025

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상온에서 구리와 동등한 전

기 전도도 및 내환경성을 갖는 고분자 재료의 사회적

실현을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분자 원자 차

원에서 재료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광물자원과 화석

에너지자원 대체소재 기술, 생물자원 소재 변환 기술

과 복합합성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부분 재료(개발

대상이 되는 재료 90%)에서 요구 특성에 적합한 재료

의 사회적 실현은 203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화석연

료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비행기(바이오연료 등 활용)

의 사회적 실현은 203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미래트렌

드에 주목하여 2040~2050년 지질자원기술 관련 분야

를 예측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질환경·재해 기술은 한국과 일본

에서 단순히 지질분야의 개별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토지활용 최적화 및 자원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자급

자족 소도시 설계, 재생에너지 및 다중 취수원을 활용

한 물 자립형 도시 구축 기술, 환경/감염병/재해 등 전

지구적 이슈를 상호 연계·분석, 자연환경 및 시설물의

통합 감시 시스템 등 사회인프라 및 도시환경 등 삶의

터전과 밀접한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급자족 기능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스마트에코시티 기술로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의 미래

기술은 기반지질, 지구물리학적 지질재해, 기상·환경재

해(방사성 폐기물 처분 포함), 스마트에코시티(자급자

족 도시)로 제시된다. 한국의 미래기술 또한 지질재해,

지질환경(방사성 폐기물 처분 포함), 기상조정·CO2 저

감, 스마트에코시티(자급자족 도시)로 정리할 수 있다. 

에너지·자원 기술 분야 미래기술은 핵융합 발전이

2050년 정도에 실현되며, 2040년 정도에는 소행성 등

우주자원 개발 및 우주유인기지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40년에는 신재료·신자원기술이 적용되

어 기존의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을 대체할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은 지능정보사회 관점을 대대적으로 도입하

여, 중성미자를 이용한 지구 내부 탐사, 지표면 분자

이동으로 지진 예측, 물질과학 연구에 의한 광물·암석

물성의 장기 변화 연구, 생물 모방(생체 모방) 등에 의

한 광물자원과 화석에너지자원 대체소재 개발 등 지질

자원 분야 관련 분야에서도 새로운 관점의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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