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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자연재해 빈발, 해양과 수림의 훼손, 신종질병의 발흥, 식량과 수자원 공급의 감소 등 전
지구적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1). 지구촌의 위험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서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
사회의‘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대응’
(Informed Responses)이 요구된다. 효과적 대응은 지구의 자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이며 적시의 정보에 근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GEO, 2007/2005).
오늘날 지구에 대한 정보들이 육지, 해양, 대기 및 우주 기반의 관측시스템들에 의해 취합되고 있
다. 문제는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며 분배하는 현 프로세스가 파편적이고 불완전하며 중복적
인 점이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조정된 정보시스템을 긴급히 구축하기 위한 전지구적 관측시스
템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그림 1] 참조).
이러한 배경에서 지구공동체는 2003년 지구관측정상회의(Earth Observation Summit) 개최를
통해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을 구축하기로
[그림 1] 미래 과학기술 환경변화 핵심요소와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방향

1) 본고는 이민형 외(2010)를 기초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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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전담할 정부간 국제기구로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이
2005년 설립(스위스 제네바 소재)되었다. 현재 80개 회원국, 58개 국제기관이 GEO에 참여한다.
GEO는 총회2)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자발적 분담금에 의해 재정이 충당되고 있다.
GEOSS는 지구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관측하여 인류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구 환경보호 및 지속가
능발전을 추구하는 범지구적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GEO, 2007/2005). GE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구관측시스템과 지구시스템모델이며, 정책 및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
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정책 및 경영 의사결정자의 위기상황관리, 중장기계획, 전
략평가(잠재력 및 한계 측면)를 돕는다([그림 2] 참조).
GEOSS는 사람들과 사회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재난, 보건, 에너지, 기후, 물, 기상, 생태계,
농업, 생물다양성의 9대 사회경제적 혜택분야를 설정하여 그 분야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GEOSS는‘지구적 공공재’
(Global Public Good)로서 공공적 분야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GEOSS는 지구에 대한 완전한‘큰 그림’
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 및 협력이 요구되는 글로벌 네트
워킹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보 공유가 중시되며 국가, 국제기구, 대학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Multi-stakeholders)가 참여한다. GEOSS는 대기, 물, 생태계 등 지구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하
부시스템을 포괄하며‘시스템들을 총괄·조정하는 시스템’
(system of systems)이라는 특성도 있다.
GEOSS는 지구적 이슈와 연계된다. 집적되면 지구적 결과를 초래하는 지구적 이슈(예: 사막화), 지
구 규모의 원인을 갖는 지구적 이슈(예: 생물다양성 훼손), 그 관측의 질이 지구적 시스템에 의해 고양
되는 지구적 이슈(예: 자연재해)가 그것이다. GEOSS는 기후, 생물 다양성 등 크고 작은 다양한 국제
협력 연구 프로그램과도 연관된다.
GEOSS는 통합적 과학기술이 필요한 연구 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산재한 관측 데이터를 통합 활용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등 지식창출도 병행한다.‘과학’
과‘기술’
의 시너지도
추구한다.

미국은 2005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위원회(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 Committee on E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하에 USGEO를 설치하였다
(USGEO, 2009). USGEO는 통합적 이해와 지속가능한 지구 관측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 건
강한 경제,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USGEO 공동의장은 백악관 과학기술
2) 2009년 미국에서 6차 GEO 총회가 개최

77 과학기술정책 | 제21권 제1호

[그림 2]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의 역할과 그 프로세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성격, 이용자 요구의 피드백

주 : 점선 둘레 안의 부분이 GEOSS의 주 초점
자료 : GEO(2005)를 기초로 보완

정책위원회와 미 해양대기청(NOAA), 미 항공우주국(NASA)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USGEO는 국제적인 지구 데이터 시스템의 협력을 위하여 랜드샛(Landsat) 아카이브 제공, 데이
터 통합, 데이터 접근성 향상과 유용화 업무를 진행 중이다. USGEO는 GEOSS 요소들간의 연계를
향상하고 있으며, 통합 해양 관측 시스템(Integrated Ocean Observing System)도 시행하고 있다.
USGEO는 개별 혹은 여러 부처의 요구에 맞추어 전략적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USGEO가 GEOSS를 둘러싸고 미래의 기회이자 핵심 니즈로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청정
에너지로의 변환과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정책의 최우선에 책정되어 기후변화 예측·완화·적응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탄소 관측과 분석 시스템도 미래 핵심 니즈의 하나다. 전지구 지표면 데이터의
지속화도 중시되며, 전지구 농업 모니터링도 부각될 것이다. 해양 관측 분야로서, 산호초 및 해안·해
양 생태계의 보호도 중시된다. 강력한 북극 관측 네트워크 구축도 미래 주요 니즈다. 북아메리카의 물
관측의 향상과 시민 보건을 위한 관측도 부각될 것이다.

일본은 GEOSS 추진과 국제협력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구관측국제전
략계획검토회 및 실시계획부는 일본의 GEOSS 추진을 주관한다. 산하의 지구관측조사 검토 실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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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전문위원회가 관측 수요조사, 목표수립, 추진과정을 조정한다.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농림수산
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이 GEOSS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추진전략전문조
사회 환경연구개발추진 프로젝트 팀에서 각 성·청의 의견을 종합한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매년
GEOSS 이행계획(日本GEO, 2009)을 승인하며, 사업추진 결과를 차년도 이행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은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지구온난화, 지구규모 물순환 등을 15대 관
측분야3)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구온난화 대응, 물순환 파악 및 수관리, 대류권 대기 변화, 풍수해 피
해 경감, 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5대 중점분야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GEOSS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첫째 전략은 니즈 기반의 통합 지
구관측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전략은 역내 제휴 강화를 통한 지구관측 체제 확립이다. 일본의 지리적
인 조건을 감안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역내 제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인재
육성, 전문가 파견, 기반정비를 통한 관련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전략은 국제 GEOSS에서의 일
본의 독자성 확보 및 리더십 발휘이다. 전지구 규모 또는 지역 규모의 지구관측시스템 기반 강화를 통
해 다양한 관측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독일의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지구관측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 GEO(DGEO)를 설립하였다(D-GEO, 2010b). 독일은 현재 유럽의‘지구적 환경 및 안전 모니터링’
(GMES) 프
로그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가 재정수단을 마련하여 EU 프로젝트와 GMES
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GEO에 대한 독일의 기여도는 10~20% 가량이다(D-GEO, 2010a).
국제적인 GEOSS의 활동과 밀접한 협력을 수행하는‘독일 지리 데이터 인프라’
(GDI-DE)도 운영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부처간 위원회가 개설되었다. GEI-DE는 유럽의‘유럽 공간정보 인프라’
(INSPIRE)의 구현에도 일조한다.
독일 교통·건설·도시개발부는 D-GEO의 중요한 기여자이자 이용자로서 각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주도한다. D-GEO에는 독일 기상청, 연방 수문학연구원, 독일 기록청, 연방 지구과학·천
연자원연구원, 지리정보산업 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독일의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은 전세계 GEOSS에 대한 독일의 기여를 증대하면서, 동시에
GEOSS로부터 국가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양동 전략 하에 13대 추진 지침을 정립했다(D-GEO,
2010/2009). 2010년 현재, 지침의 절반은 만족스러운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더 노력
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지구환경, 생태계, 풍수해, 대규모 화재, 지진·쓰나미·화산, 에너지·광물자원, 산림자원, 농업자원, 해양생물자원, 공간정보기반, 토지
이용 및 인간활동에 관한 지리정보, 기상, 지구과학을 포함하여 총 15대 분야

79 과학기술정책 | 제21권 제1호

독일은 그 10개년 이행계획 하에 2010년 작업계획을 추진하면서(D-GEO, 2010/2009)‘등대 프로
젝트’
를 전개하고 있다. 등대 프로젝트는 어떻게 GEO가 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참여자들에게 혜
택을 가져오는지 사례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GEOSS 추진은 국가대응전략위원회가 정점에서 총괄하며, GEO 한국사무국(KGEO)
과 실무대책위원회가 양 날개로 실무를 수행한다(KGEO, 2010). 국가대응전략위원회는 지구관측 국
가 대응전략 승인, 각 부처별 세부 대응전략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그리고 관계 부처 조정의 역할을
발휘한다4). 실무대책위원회는 국가 대응전략 및 장단기 이행계획에 대한 실무 조정을 담당한다5).
GEOSS 대응에는 기상청, 교과부, 농림수산부, 지경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
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GEOSS 10개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그에 따른 목표로 전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 증진, GEOSS 정보의 국가 활용도 제고, 국내 GEOSS 기반 구축, 과학기술 인프
라 구축 및 관련분야 양성을 삼았다. 추진전략은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 구축된 개별 시스템
의 유기적 연계·통합,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GEOSS 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12대 분야로 재해, 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기후, 수자원, 기상, 생태계/생물다양성, 농업, 산림, 해양, 우주, 국토공간정보를 설정
하였다(기상청, 2008). 그 12대 분야 중에서 특히 GEOSS의 조기 안정화 및 우리나라에서의 실현가
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할 5대 중점분야로 자연재해 경감, 기후 및 환경 변화, 보건의료, 생물다양
성의 보전 및 관리, 물순환의 이해와 물관리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14개 부·청의 GEOSS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12대 분야의 R&D가 주 내용이다. 사
업수는 84개 수준이고 사업예산은 2,972억원 규모이다(’
06년 기준). 관측분야 기준으로, 투입 예산
은 재해 분야 427억원, 기상 분야 417억원, 에너지자원 분야 409억원, 기반구축 분야 400억원, 해양
분야 337억원 순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8).
우리나라 GEOSS의 연구개발은 기초·응용 분야가 병행되고 있다. 전지구시스템의 이해와 모델 정
립 같은 기초연구도 수행 중이나 특히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 활용·서비스 등 응용 개발의 비중이
양적으로 크다. 우리나라는 GEO를 통해 국제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학연관의 협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GEOSS 추진 체제 및 이행계획 등 외형적으로 기본 골격은 갖

4) 중앙부처 정책의사결정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
5) 중앙부처 실무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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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졌으나 아직 그 내실이 많이 부족함이 GEOSS 관련 도전과제의 요체라 할 수 있다. GEOSS의
‘내실 채우기’
를 위하여 연구 수준, 인력 및 재원 투입, 정책적 견인의 세 차원 모두에서 큰 진척이 요
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EOSS 관련 관측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기초과학수준은 뒤쳐져 있어
새로운 지식 창출 역량이 미약하다. 관측 데이터 수집 영역 일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지만 지
구시스템 모델링, 기후 시나리오, 기후예측 영역에서는 크게 미흡하다. 즉, 선진국 대비 지구시스템
모델링의 우리나라 수준은 5~60%, 기후시나리오는 10~30%, 기후예측은 30~80%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이동규 외, 2007). 데이터 해석, 모델 정립 뿐 아니라 혜택·서비스 분야와의 접합 능력면에서
도 미흡하다6).
GEOSS의 핵심 분야의 하나인 기후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GEOSS 기초 연구의 열악
함이 지식산출, 인력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세계 기후변화연구를 선도하고 있
는‘국가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7) 보고서의 국
가별 저자수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의 저자수 격차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력 격차보다
7~25배나 더 뒤쳐져 있어, 기후변화 과학 전문인력 부족이 여실히 보인다(유의선 외, 2008; <표 1>
참조). 즉,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측면에서의 경제력 격차는 약 3배이나 IPCC 저자수 격차는 약
80배이다. 영국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2.2배이나 IPCC 저자수 격차는 약 43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는 약 2배이나 IPCC 저자수 격차는 약 15배이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중국도 30
여명의 IPCC 저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기후변화 과학에 큰 힘을 쏟는 결
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기후변화 과학 수준 및 인력 확보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 연구 인력의 풀도 협소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과학 연구는 소수 연구 인력이 다양한

<표 1> 국가별 1인당 GDP와 IPCC 보고서 저자수
구분

경제력($ : ’
06년 1인당 GDP)

IPCC 저자수

미국

44,190

약 160명

영국

39,213

약 85명

일본

34,188

약 30명

한국

18,392

2명

중국

2,001

약 30명

주 : IPCC 저자수는 총 450명임(4차 보고서 기준, Contribution author 제외)
자료 : 유의선 외(2008)

6) 전문 인력 부족 포함
7) 2007년 노벨평화상 수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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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중첩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공주대, 기상청/기상연구소, 해양연구원 등이 지
구시스템 및 기후시스템 변화 분야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가 기후연구 단위(Unit)의 전문인력
도 태부족이다(<표 2> 참조).
<표 2> 우리나라와 영국의 1인당 GDP와 국가 기후연구 단위의 전문인력수
구분

경제력($ : ’
06년 1인당 GDP)

국가 기후연구 단위 전문인력

영국

39,213

약 100명

한국

18,392

9명

자료 : 유의선 외(2008)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과학 연구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액 면에서나 정부 R&D 예산 대비에서
나 크게 뒤처져 있다(<표 3> 참조). 미국과의 경제 및 예산 규모, 전체 R&D 투자액 비교 결과 우리나
라는 모두 6.68~7.27% 수준에 분포한다. 기후변화 과학기술 R&D 투자도 6.49%로 거의 근접한다.
하지만 기후변화 과학 R&D 투자는 0.36%에 머물러 크게 뒤처져 있다(1/19 수준). 기후변화 과학
R&D 투자는 전체 R&D 대비에서도 큰 격차가 난다. 미국의 경우 R&D 예산에서 1.25% 차지하는데,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
<표 3>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변화과학 예산 비교
(단위 : 백만$)
구분

미국(A)

한국(B)

비고(100×B/A; %)

GDP

13,246,600

887,400

6.70

정부 예산

2,407,253

160,897

6.68

정부 R&D 예산

136,086

9,900

7.27

기후변화 과학+기술 R&D 예산

4,684

304

6.49

기후변화 과학 R&D 예산

1,709

6.1

0.36

주1 : 적용 환율 1$=900￦; 2006년 기준
주2 : 미국과 비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과학에는‘적응 및 영향 평가’이외에‘완화’관련 과학 연구 예산도 일부 포함.
주3 : 기후 관련‘과학’
+
‘기술’R&D 투자는 전체 R&D 대비에서는 미국보다 약간 낮지만 비슷한 비중: 미국의 경우 R&D 예산에서 3.44% 차지,
우리나라는 3.04% 점유
자료 : 유의선 외(2008)

우리나라는 GEOSS 국제협력에서의 리더십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협력 리더십을 좌우하는 국내
의 GEOSS 과학기술 수준(S&T level)과 통합조정력(Coordination level)이 모두 낮다. GEOSS 세
계 및 광역 연구 허브센터 같은 국제적 연구의 핵심 기본단위도 미비하다. 글로벌 네트워크적 독특성
을 가진 GEOSS 추진에 필수적인 다기다종의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국내외 협력활동 및 공동연
구도 미진하다. 일본의 경우 동경대 등 대학들이 많은 GEOSS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국내외 협력과 공동연구를 조정하고 촉진하는 메커니즘도 부족하다.

82 과학기술정책 | 제21권 제1호

국내 GEOSS 조정 역량이 미약한 문제도 노정되고 있다. GEOSS R&D 조정 최적화 노력이 미진
하며 기초와 응용, 과학과 기술의 연계·조정·통합이 미약한 것이다. 국내 관측시스템 통합화와 자료
공유 체계도 미흡하다(표준화 측면 등). 부처별로 이해 및 참여 수준이 상이하여, 부처간 협력도 미약
하다. 데이터 관측 및 컴퓨팅 장비와 운용인력을 보유한‘관’
과 이론적 능력을 보유한‘학·연’
도상
호보완적 협력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는 GEOSS 관련 이슈 및 혜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미흡하다. GEOSS의 주요 이슈와
그 해결을 통하여 획득가능한 혜택에 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
GEOSS의 실행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협력과 지지가 요구된
다. 과학기술계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GEOSS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은 GEOSS의 접
합 및 활용 면을 확대하는 데도 긴요하다.

GEOSS 추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첫 번째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수요 촉진형 인력유인
정책으로 새로운 지식 창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국가 GEOSS 연구센터의 설립과 아시아 및 세
계적 거점으로 육성이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구센터 설립을 통하여‘눈덩이 굴리기’
의 최소 핵
심역량(Critical Mass)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외의 한국계 전문 인력의 유치와 인재 풀의 세계화를 병
행하여 센터 초기 인력은 확보할 수 있다. 센터는 국제 및 동아시아 지역 연구활동에 무게중심을 두어
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가 지정하는 GEOSS 연구센터의 유치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8). 국가적 GEOSS 장기
기초연구의 프로그램화도 또 다른 바람직한 수요촉진형 방안이다. 그 일환으로 국가‘지구시스템 프
론티어 연구 프로그램’
을 진수할 만하다9). 아시아 및 세계 GEOSS 연구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범
아시아 또는 범세계 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GEOSS R&D, 특히 기초과학 연구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 자연재해의 미래 비
용을 국가의 선제적 R&D 투자로 줄인다는 취지에서도 그렇다. Stern(2006)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이 2100년 세계 GDP의 5~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GEOSS R&D 투자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적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재원확보를 병행할 수 있다. 산업계와 자발적 협정 등을 통해 탄소
배출권거래의 일정비율을 기후변화 과학을 포함한 GEOSS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이
다(예: 거래액의 3% 내외 쿼터화).
8) 예: 아시아 물순환 연구 센터 유치
9) 장기 모델 및 시나리오 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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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두 번째는 점강적 국제협력 선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GEOSS 국제협
력에서 우리의 협력형태를‘참여형’
(Participation Type)에서‘가교형’
(Bridge Type)으로 더 나아
가‘주도형’
(Lead Type)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GEOSS 연구 및 업무에 기초적 참여(I단계) →
선·후진국 가교 역할(II단계) → 주도적 역할(III단계) 발휘로 점차 국제협력에서의 선도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I단계와 II단계 사이에 머물러있다. GEOSS 점강적 국제협력 선도전략에 맞
추어, 낙후된 우리의 지구시스템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 수준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국내외 조
정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시너지 효과도 겨냥할 수 있다. 향상된 과학기술은 개도국 GEOSS 활동 지
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도전략을 뒷받침할 다양한 수준의 국제협력 지원 펀드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GEOSS 신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제협력 활동과 연계를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
히, 대학 수준에서의 국제협력 연구를 촉진할 펀드 마련이 함께해야 한다.

대응전략 세 번째는 GEOSS 추진의 조정(coordination)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GEOSS 국가대
응전략위원회의 조정·통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R&D 및 협력 활동의 투자 우선순위 설
정의 조정력을 높이고, 관계 부처·기관의 특성과 장점 분야를 살려 통합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림 3] GEOSS를 둘러싼 점강적 국제협력 선도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질 상승의 상호작용

주 : GEOSS 국제협력 발전 단계를 I단계 참여형, II단계 가교형, III단계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I단계와 II단계 사이에 머무름. 향상
된 과학기술로 개도국의 GEOSS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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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네 번째는 GEOSS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확산하고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GEOSS의 이슈 및 혜택 사례를 널리 알리는‘한국 GEOSS 등대 프로젝트’진수가 좋은 방법이다. 대
표적 분야(예: 기후, 보건, 에너지 등)의 혜택을 시현하여 GEOSS의 실행에 학계, 시민사회 등의 광범
위한 인식과 협력을 촉진하며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활용 효과도 지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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