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과학으로 창조 패러다임을 해석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으로 창조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갑니다.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

(Open World-class Institute, KBSI)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첨단 대형 연구장비의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분석과학 연구를 통한 분석장비·기술 개발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전담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최고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대표기관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기관

분석과학연구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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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엑스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의 과학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지요. 
암석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특별한 방법’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세요. 암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지구의 나이까지 밝힐 수 있답니다.
또한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구과학과 더욱 친해질 수 있지요.



A)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화산 또는 지진의 흔적이나 화석이 들어있는 암석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자. 

암석의 나이만 알아낸다면 화석이 만들어진 시기와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까지 알아내는 거겠지?

이러한 정보는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지질활동을 밝혀주고 미래에 다가올 지진이나 화산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단다.

A) 지구의 나이는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면 알 수 있지. 우라늄이라는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측정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는 약 40억 살이란다. 하지만 지구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암석이 현재까지 남아있기란 쉽지 

않겠지?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과학작들은 태양계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태양계의 일원인 운석의 나이를 측정하여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 

정도라는 것을 알아냈지. 하지만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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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활동지원사업(엑스사이언스)는 
복권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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