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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blem recognition and clue capture processes of the observation stage in a

geological field trip using abductive inquiry. To this end, eight outdoor geological programs were developed in the order

of diagnostic evaluation, outdoor geological fieldwork, and review. Six middle-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The geological field trip was conducted twice, followed by data provision, observation, rule generation,

hypothesis generation, and final hypothesis presentation. Outdoor geological fieldwork recordings and student activity

shee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qualitatively. From these data, three aspects of student observations emerged during the

geological fieldwork: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ttern were subdivided into the geological importance of the clues,

attention, type of clues, observation characteristics (attention factor), clue utilization, and clue deletion. Here, by combining

these results, we propose educational applications that correspond to each aspect.

Keywords: geological fieldwork education, abductive inquiry, observation, geological clue

요 약: 본 연구는 귀추가 적용된 야외 지질 답사에서 중학생들의 관찰을 통한 문제 인식과 단서 포착 과정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진단 평가, 야외 지질 답사, 답사 정리 순서로 진행되는 8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6명에게 적용했다. 야외 지질 답사는 2회로 자료 제공, 관찰, 규칙 생성, 가설 생성, 최종 가설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연구 자료로 야외 지질 답사 수업 녹음 및 녹화 자료, 학생 활동지 등이 수집되어 질적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야외

지질 답사 수행에서 세 가지 관찰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관찰한 후 단서로 활용한 경우, 둘째, 관찰한 후 단서로 활용

하지 않은 경우, 셋째, 관찰하지 못해 단서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각각은 단서의 지질학적 중요도, 주목도, 단

서의 종류, 관찰 특징(주목도 요소), 단서 활용 내용, 단서 버림 이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각

양상에 해당하는 교육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했다.

주요어: 야외 지질 답사 교육, 귀추적 탐구, 관찰, 지질 단서

서 론

과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인 과학 탐구 과정은 하나의 단일한 방법이 아

닌 여러 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학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Lederman

et al., 2002; Kang and Noh, 2014). 대표적 과학 탐

구 방법으로 실험이 있지만, 지질학에서는 일반 실험

으로 개념, 이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험 과학은 자연 현상의 일반 법칙이

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질학은 현재

관찰되는 증거로부터 과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

한 학문이기 때문이다(Gray, 2014).

과학 수업은 교실, 실험실, 야외 현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질학의 탐구 대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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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지질학 교육의 방법으로 야외 학습은 중

요하다. 교과서 같은 평면적 수업과 지질 구조 모형

등을 이용한 학습의 경우 학생들에게 실제 자연 현

상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며(Park, 2001),

‘야외’는 지질학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질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다. 또한, 교과서 자료나 학교에 있는 암석 표본, 지

층 모형 등을 단편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적 상황, 즉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되

어야 하는 지구과학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Kim, 2000). 반면 야외 지질 학습은

교실에서 다룰 수 없는 대상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

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고(Orion, 1989),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다(Lavie and Tal, 2017). 더불어 다양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하여 교실 수업에서

갖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이다

(Manner, 1995).

지질학 탐구의 목적은 지구의 현재 모습이 만들어

지기까지 발생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밝히고(Laudan,

1987),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에 대해 배

우는 것이다. 야외 지질 답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 탐구로 자연 현상 및 지질학 증거들을 관

찰하면서 이루어진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로부

터 최선의 설명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요구

되며, 탐구 방법의 측면에서 귀추적 탐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Oh and Kim, 2005). 따라서, 귀추를 활용

한 야외 지질 답사는 지구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귀추가 가설을 생성하는 유일한 탐구 방법이라는

Pierce의 주장처럼 국내외 학자들은 가설 생성 단계

에서의 귀추에 대해 설명했다. 가설 생성 과정에서

출발점은 설명 대상(Hanson, 1958), 현상(Lawson,

1995), 새로운 현상의 관찰(Park, 2000), 의문 상황

(Kwon et al., 2000; Kwon et al., 2003), 현상 관찰

(Park, 2006)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들의 설명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귀추가

시작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야외 지질학 탐구

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질 답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

역에서 암석과 지질 구조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이

며(Jang, 2003), 관찰을 통해 지질 단서를 포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질학 탐구의 첫 단계다. 또한,

지질학 탐구에서의 ‘관찰 단계’는 단순 기초 탐구 과

정의 하나이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분류, 측정, 추

리를 포함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문제 인식 또는 해

석까지도 일어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학생들은 관

찰을 통해 단서를 포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기존에 가진 선행 지식, 과학 개념, 비슷한 경

험 상황 등 유사성에 근거한다. Polanyi(1958)는 문제

를 아는 것 자체가 지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 주장했고, Einstein과 Infeld(1938)는 문제 발견이

문제 해결보다 본질적이며, 가치 있는 문제를 인지하

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말했다(Kim et al., 2013,

재인용). 즉, 귀추 수행의 첫 단계인 관찰과 지질 단

서 포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질학적 중

요도가 높은 단서를 잘 포착하지 못한다면 가설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외 지질학 탐구 과정에서 관찰과 단서 포착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밝히고, 실제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귀추의 과정이 일어나는 실제 지질학 탐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지금까지 지질학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학습장 개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질학 개념 이해와 탐구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 국내 연구로는

지구과학 탐구 방법에 대한 연구(Oh and Kim, 2005;

Oh, 2018), 지구과학과 지질학 교육에서 귀추적 추론

사례에 대한 연구(Oh, 2011; Maeng et al., 2007; Oh

and Oh, 2011; Oh, 2017; Kim et al., 2018; Jung

and Shin, 2020), 야외 지질학 탐구 요소에 대한 연

구(Jung and Shin, 2017a; Jung and Shin, 2017b),

야외 지질 답사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Maeng and

Wee, 2005) 등이 있다. 야외 지질 답사 교육에서의

관찰에 대한 연구는 Seo(2004a, 2004b), Jung(2018)

가 있으며, Maeng and Wee(2005)의 연구에서도 수

업 모형에서 관찰 단계에 대한 서술이 나타난다. 이

는 지질학 교육 연구 중 매우 일부를 차지한다.

Seo(2004a, 2004b)는 퇴적 지층 지역에서 초등학생

과 예비 교사들의 관찰 수행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질 구조보다는 단순 암석 관찰에 치중

되었으며, 관찰 내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경우

가 많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이 지질 구조 관찰

경험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습자들은 지질학적 대상에

대한 관찰 경험이 적은 경우부터 많은 경우에 이르

기까지 이질적 집단일 확률이 높으므로 실제 현장에

대입하기 어렵다. 또한, 관찰 대상이 광범위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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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찰 경험의 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일반화할 수

도 없다. 보다 상세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진 Maeng

and Wee(2005)의 연구에서는 관찰이 포함된 탐색 단

계를 문제의 난이도, 관찰 시간, 학생 중심 활동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난이도 측면에서 암석과

지질 구조의 관찰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 반면, 퇴

적 환경을 유추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활용하는 것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찰 시간 측면에서는 학생들

이 실제 관찰 후 기록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므

로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활동 방

식 측면에서 학생들은 탐색 단계가 학생 중심적 활

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학생 중

심 활동으로 이루어진 야외 지질 답사는 정의적 측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며, 귀추의 과정에서 관찰

대상의 난이도와 관찰 시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야외 지질 답사 교육에서 관찰과 단서 포착

이 중요함을 언급한 연구로 Jung(2018)은 지질 단서

포착 단계에서 단서의 주목도와 지질학적 중요도에

따라 분석하고, 탐구자의 주된 어려움을 탐구 수준을

나누어 초보인 경우와 능숙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학생들의 관찰 경험에 따라 초보인 경우 지질

학적 중요도 판별이 어려우며, 단서 포착 자체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경험이 있는 경우 지질학적 중요도

가 높으나 주목도가 낮은 단서 포착에 어려움을 겪

었다. 지질학 참탐구에서 귀추적 사고 과정과 그 첫

단계인 관찰에서 단서를 포착하는 것과 그 중요도를

파악하고 귀추를 수행하는 것이 가설과 귀추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관찰 대상의 주목도는 학생들이 관찰

할 때 영향을 미치므로 관찰 대상의 중요한 특징이

다. 또한, 관찰 단계에서 식물맹(plant blindness)
1)
과

같은 맥락에서 암석맹(rock blindness)
2)
과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답사 사례를 분석해 포착되거나

포착되지 않은 단서의 특성을 기술했다. Jung(2018)

이 주장한 ‘암석맹 문제’는 지구계 전체의 맥락에서

지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권은 변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암석은 ‘배경’으

로 인식되고, 귀추적 탐구에서 중요한 관찰에 어려움

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질 답사 교육을 통해 암석맹

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야외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이 관찰이

이루어졌을 때 단서를 포착해 가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관찰 단서의 특징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관찰 단계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관찰 특징, 가설 생성 과정에서 단서 활용

양상을 파악해 종합적이고 다각적 접근을 하고자 했

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

응을 살펴봄으로써 지질 답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른 구체

적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첫째, 지질 단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지질학적 중요도와 주목도에 따른

관찰 특징과 단서 활용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방과 후 과학 교육 활동으로 이루

어진 ‘발 언저리 지구 이야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9

명 중 중학교 1학년 학생 6명이다. 학생들은 시화호

공룡알 산지’ 답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1명은

견학 형태의 지질 답사를 몇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

었으나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지질 답사 경험이

적었다. 이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A는 과학적 추리력이 높았고, 과학적 태도

가 좋으며 수업 참여에 적극적이다. B는 지질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과학적 태도가 긍정적이다. C는 인

지적, 정의적, 탐구적 영역 모두 중간 정도의 특징을

가졌다. D는 지질학적 지식이 적고, 과학적 추리력은

낮았으나 과학적 태도가 좋았다. E는 지식, 탐구, 수

업 참여 등 대체로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과

학적 태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F는 소극적인 성격

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정도의 특징을 가졌다.

1) Wanderse and Schussler(1998)에 의하면 주변 환경에서 식물을 보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생물권과 인간 문제에서 식물의 중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물 형태의 미적이고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식물이 동물보

다 열등하다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진 것을 식물맹으로 정의한다. 또한, 식물맹을 가진 사람은 식물의 색, 구조, 패턴, 향, 크기, 소

리, 간격, 질감 등에 둔감한 특성을 보인다. 즉, 관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llen(2003)과 Sundberg 등(2002)은 식물이 동

물에 비해 정적이며, 배경과 혼합되어 일반적으로 시각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특성을 식물맹으로 보았다. 식물맹의 원인으로는 다

양한 사회적, 교육적 편견을 지적했는데, 흔히 생물학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동물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Wanderse and Schussler, 1999).

2) 암석은 매우 정적이며, 노두가 배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각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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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귀추적 탐구를 적용한 야외 지질

답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적용

해 귀추 탐구 과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문

헌 연구-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사전 답사-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프로그램 실행 및 자료 수집-자료 분석

-결과 도출 순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학년

을 고려하여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세부 성취 기준과 주요

학습 요소를 정리하고, 야외 지질 답사에서 활용 가

능한 요소를 추출했다. 이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Lee(2015)의 연구에서 분

석된 78개 야외 지질 학습장과 Jo(2011)가 소개한

29개의 지질 명소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다. 먼저, 답

사 장소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학생들의 지질 답사 장소 선정을 위해 지질 답사로

대표적 장소,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장소, 학생들 활

동 시 관찰이 용이한 장소,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가

능한 장소 등을 기준으로 했다. 본 프로그램에서 선

정한 답사 지역은 태백 구문소, 부산 송도반도이며,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Attendance rate (%)

Geological 

fieldwork 

experience

(time)

Scientific learning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Geological 

knowledge
Scientific reasoning Scientific attitude Participation

A M 100 1~2 medium high high high

B F 86 6 high medium high medium

C F 79 1~2 medium medium medium medium

D M 93 1~2 low low high medium

E M 79 1~2 high high low high

F F 64 1~2 low medium medium low

*The level is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 level of participating students.

Table 2. Geological features

Field trip area Geologic Era Lithofacies and geological features

Taebaek 

paleozoic 

museum ~ 

Gumunso

0.4 km 

Paleozoic

(Makgol, 

Jigunsan)

Site 1: Gumunso
- carbonate rock

- bedding, joint, fault, cave, river channel

Site 2: Waterfall
- carbonate rock

- bedding, joint, waterfall, river channel

Site 3: Makgol formation 1
- carbonate rock

- bird eye structure, evaporite structure (gypsum, halite), trace fossil, pot hole

Site 4: Makgol formation 2
- carbonate rock

- ripple mark, mudcrack, stromatolite, pot hole

Site 5: Jigunsan formation
- carbonate rock, Shale

- trilobites, Brachiopod, Cephalopoda

Busan

Songdo 

peninsula

geological trail

1.5 km

Mesozoic

(Dadaepo)

Site 1: Lower formation 1
- gray conglomerate, red sandstone, siltstone

- bedding, joint, normal fault, chert fragment

Site 2: Lower formation 2
- red sandstone, siltstone

- Calcareous Paleosols, dinosaur eggs and nests

Site 3: Shingle beach - shingle beach, rhyolitic dike

Site 4: Formation boundary
- red sandstone, siltstone, ignimbrite, grayish green tuff

- bedding, joint

Site 5: Upper formation 1
- grayish green tuff

- bedding, cross-bedding, ripple mark

Site 6: Upper formation 2
- grayish green tuff

- rhyolitic dike

Site 7: Volcanic rocks
- basalt, basaltic andesite

- porphyritic texture, vesicular, rock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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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답사 장소의 지질학적 특징과 답사 시 활용 가능

한 암상 및 지질 특징은 Table 2와 같다.

태백 구문소에서 선정한 관찰 지점은 총 5곳으로

막골층에 위치한 지점 1~4는 석회암과 돌로마이트,

각력암, 셰일 등이 발견되고, 조간대 환경을 지시하

는 다양한 퇴적 구조들을 관찰할 수 있다(Choi et

al., 2004; Woo and Park, 1989; Woo, 1999). 직운산

층에 위치한 지점 5는 석회암이 협재된 흑색 셰일로

되어 있으며, 차별 침식에 의해 석회암이 움푹하게

패인 형태로 나타나고, 삼엽충, 두족류 등의 다양한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Choi et al., 2004; Woo and

Park, 1989). 부산 송도반도의 지점 1, 2는 하부 다대

포층으로 적색사암층과 역암층이 있으며, 석회질고토

양층(캘크리트), 공룡알 둥지 화석, 단층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지점 3은 역빈이 나타난다. 지점 5, 6은

상부 다대포층으로 응회질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지점 7은 화산 폭발로 인한 현무암이 상부 다대

포층을 덮은 형태로 나타난다(Kang et al., 2014).

‘발 언저리 지구 이야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

해 Orion(1989)의 야외 학습 절차와 Oh and

Kim(2005)의 귀추적 탐구 모형을 적용했다. 각 답사

는 Orion의 야외 학습 3단계 절차와 자료 제공-관찰-

규칙 생성-가설 생성-최종 가설 발표라는 동일한 단

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답사 단계에 따른 주요 활

동과 방법은 Table 3과 같다. 먼저, 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 단계에서는 지질 답사에서 이루어질 주요

활동과 답사 장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어떤 종

류의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지 등 지질 정보가 정리

된 자료를 제공하고 읽도록 하고, 루페, 스케일바, 컬

러차트 등의 사용법을 설명했다. 답사가 시작되면,

관찰, 규칙 생성, 가설 생성의 순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 안내한다. 각 관찰 지점에서 15분 간 시간을 주

고 자유롭게 탐색했다. 관찰과 동시에 규칙이나 가설

또한 작성할 수 있으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한

차례의 관찰이 모두 끝난 뒤 따로 시간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관찰, 규칙, 가설을 작성하고 학생들이

창안한 가설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가설을 최종 선택하게 되고, 각자

자신의 가설과 가설을 만든 증거를 발표하며 답사가

마무리된다.

활동지도 Orion의 야외 학습 절차와 수정된 귀추

적 탐구 모형을 적용했으며, 미리보기-탐색하기-확인

하기-적용하기-마무리하기 순으로 구성되었다. 미리보

기는 지질 답사의 목적, 주의 사항, 답사 장소에 대

한 소개, 답사 장소의 지질학 및 지형학적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3-4쪽 분량으로 실어 학생들이 답사

전에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탐색하기는 학생들의 관

찰 특징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각 관찰 지점 별

로 관찰, 규칙, 가설을 한 페이지에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별해두었으며, 각각의 사항을 어떻게 작성

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를 적어두었다. 확인하기는 학

생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가설을 정리할 수 있는

지면으로 암석의 이름, 생성 원리, 나이, 지형 생성

원리 등을 가설과 가설 생성 단서로 나누어 작성하

도록 했다. 적용하기는 자신이 선택한 가설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마무리하기는 자

신의 최종 가설과 산출물을 발표하고,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단계다. 사전 답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쳤으며, 답사 계획 및 활동지를 수정했다.

프로그램 적용

야외 학습 과정 설계에 따른 프로그램은 총 8회

적용되었으며, 수업 시간은 총 37시간이었으며, 그

Table 3. Main activitie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 outdoor geological fieldwork phase

Fieldwork phase Main activity

Preparatory unit Provide data

• Introduce main activities of geological field trip

• Introduce geological fieldwork place

• Read after giving geological information

• Explain how to use the tool (lupe, scale bar)

Field trip

Observation • Perform free observation on each site

• Infer paleoclimate, rock generation and geomorphic processes

• Generate a personal hypothesis

• Discuss the hypothesis

Generate rule

Generate hypothesis

Summary unit Select final hypothesis

• Put together observations and develop hypotheses

• Choose the best hypothesis with additional clues and hints

•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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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질 답사는 15시간 진행되었다. 8회 중 1회는 학

생들의 지질학 개념,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

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으며, 2회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교실 수업은 일종의 지질학 개념을 학습하

는 시간으로 지질 답사에서 필요한 인지적, 기능적

요소를 학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회부터 7회까지

는 야외 지질 답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당일 일정

이었다. 8회에는 모든 답사에 대한 종합 정리 및 사

후 평가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수집한 자료에는 자기 소개서, 사전 사

후 조사지, 개별 면담지, 수업 동영상, 학습 활동지,

성찰 일지 등이 있다. 자기 소개서에는 연구 참여 학

생들의 지원 동기, 성격, 성적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학생들의 기초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이밖에도

‘발 언저리 지구 이야기’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사전 조사에서는 지질 답사 사전 경험, 사전 지식

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지질 답사에 대해 어떤 인식

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사후 조사에서는 장소

성의 측면에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야외 지질 답사

경험에 대한 느낌과 인식을 파악했다. 학습 활동지는

교실 수업과 야외 지질 답사 등 차시별로 각각 개발

했다. 교실 수업 활동지는 사전 학습 단계로 다양한

지질학 개념과 답사 시 사용하는 도구 등에 익숙해

지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야외 지질 답사 활동지는

각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만들었으며, 답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야장’ 형태로 구성했다.

답사에서 얻은 자료들은 모두 스캔하여 수집했다. 연

구 참여자들은 2차시부터 8차시까지 총 7회 성찰 일

지를 제출했다. 성찰일지는 수업을 마친 후 자기 성

찰을 위한 질문, 각 답사 장소에서의 느낌, 다른 답

사 장소와의 비교를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스캔하여 수집했다.

프로그램 전후에 이동하는 시간 및 답사 활동 중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했다.

관찰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을 관찰했

는지와 관찰 활동에서의 특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개

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각 답사 수업은 1회 당 2~4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5시간의 자료가 수집되

었다. 추가로 진행된 토의 과정은 답사가 끝난 후 다

음 차시에서 진행하여 총 4시간의 자료가 수집되었

다. 녹화 및 녹음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자료 분석: 자료 수집-자료 정리-학생별 특징 범주

화-검토-답사 장소별 특징 재범주화 단계를 거쳐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수집한 자료들은 문서화, 디

지털화해 기록으로 남겼다. 자기 소개서는 학생들의

성향 파악을 위해, 사전 사후 검사지는 프로그램 운

영과 탐구 활동 분석을 위해 수집한 것으로 지질 답

사 내용과 수업 준비 방향 설정 및 학생들의 프로그

램 참여 전후 변화 파악을 위해 참고했다. 수업 녹화

및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해 조사지 및 학습 활동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읽어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

하고, 반복적으로 검토해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표

시해 설명을 달거나 표로 정리했다. 귀납적으로 필요

한 코딩 요소를 정하며 분석했는데, 일차적으로 학생

별 특징을 범주화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리했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답사 장소별로 관찰 대상, 관찰 횟수, 관찰 방법, 관

찰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재범주화했다.

각 관찰 지점에서 관찰하는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

이 공통적으로 포착한 경우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분석했다. 이는 학생들에

게 대상이 관찰되느냐, 단서를 포착하고 가설 생성으

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귀납적

으로 관찰 및 가설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을 파악했으며, 대상의 주목도, 주목도 요소, 지질학

적 중요도 개념을 적용했다. 주목도의 경우 학생들이

대상을 관찰하며 작성하고 토의한 내용에서 어떤 이

유로 단서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의미를 가

진다. 지질학적 중요도는 학생들이 지질 단서를 가설

생성에 잘 활용하는지 알아보는 기준이 되었다.

연구 결과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이 관찰할 때 어떤 대상에

주목하고 선정하는지를 1) 주목도가 높은 관찰 대상

선정과 단서를 활용한 사례, 2) 주목도가 높은 관찰

대상 선정과 단서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 3) 주목도

가 낮은 관찰 대상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목도가 높은 관찰 대상 선정과 단서 활용

암석의 신선한 면과 풍화면: 암석 노두는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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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표에 노출되어 풍화로 인해 변색되거나 지의류

에 의해 덮여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풍화된 면

을 관찰한 후 일차적으로 암석의 색이 다양하다고

인식했으며, 변색된 색을 암석의 실제 색으로 받아들

이고 관찰 내용을 작성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태백

구문소의 지점1에서 이러한 경향이 컸다. 관찰 지점1

구문소 지점은 석회 동굴이 지표로 노출되어 감입곡

류 하천의 성장하며 융식 작용에 의해 오랜 시간 침

식되어 석회 동굴을 관류하는 형태의 지형이며, 실제

암석의 색과 무관하게 세로로 뻗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형태의 변색이 잘 발견된다(Fig 1a). 노두를

약 3m 떨어져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찰의 거리

적 한계도 있다. 학생들은 “동굴 안쪽 돌들은 색의

차이가 분명하다(흰색 or 검은색).”, “돌맹이 색이 다

양하다.”, “갈색, 상아색, 검은색, 회색 등이 섞여 있

음” 등을 관찰 내용으로 기록했다.

부산에서도 동일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학생

들은 태백에서의 답사와 달리 암석의 색이 다양하다

는 논의보다는 신선한 면과 풍화된 면의 차이를 인

지하고, 왜 암석이 변색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

했다. 학생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선생님. 이거 변색이 일어나면 옆만 변색이 일어나는 거

에요? 아니면 안도 같이 변색이 일어나는 거에요?

(중략)

E: 왜 여기만 갑자기 바깥쪽 색이 변했을까?

A: 그냥 좀 뭐 묻어서?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지점1)

A: 이거 봐. 다 벗겨진 거지. 그러면 겉이랑 안이 색이 다

른 거 아니야?

(중략)

A: 선생님 이거는 자갈이에요?

교사: 자갈일까?

A: 이거 자갈이나 그런 건데 눌린 거 아니에요?

E: 이거 약간 곰팡이 같은데?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지점3)

B: 음. 여기도 노란색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

록 색이 까매지잖아요. 저기도 파도 많이 치는 부분이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지점6)

신선한 면을 통해 암석의 본래 색을 관찰하는 것은

지질 답사에서 기본이다. 교사가 답사 전 이를 설명했

음에도 학생들은 풍화된 면을 암석의 진짜 색으로 판

단하기도 했으며, 변색의 원인에 집중하기도 했다.

노두의 동굴: 각각의 지점에서 관찰한 것을 촬영해

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했을 때, 태백 지점1에서 6명

중 5명의 학생이 동굴 사진을 전송했다. 관찰 지점과

동굴의 형태는 Fig. 1과 같다. 또한, 모든 학생이 지

형 생성 원리에 대한 가설을 생성할 때 동굴에 대해

언급했다. A, B는 “동굴”이라는 직접적 용어를 통해

자신의 관찰 내용과 단서를 작성했으며, C는 “바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작성해 간접적으로 동굴을 표

현했다. E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라는 표현을 통

해 동굴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고, D와 F는 “물”이

Fig. 1. Taebaek si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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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거나 “물살”에 의해 침식되었다고 표현했다.

단층: 부산 송도반도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단층을

관찰할 수 있다(Fig. 2). 단층은 암석이 만들어진 후

받은 압력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질학적 단서다. 부산 지점1에서 학생 6명 중 4명이

이를 관찰 내용에 작성했다. B는 ‘단층’이라는 정확

한 용어를 사용해 관찰 결과를 작성했으며, ‘역암 부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B의 관찰이 집중된 부분이

회색 역암이 어긋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A와 C는

각각 ‘지층이 어긋나 있음’, ‘일직선으로 금이 가있다.’

라고 서술했다. 언어를 통해 기술한 것 외에도 A와

E는 추가로 노두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지층이 어긋

난 형태로 그려 표현했다. C는 노두에 노출된 단층

면을 ‘금’으로 표현해 지질 구조의 형태를 관찰했다.

암맥: 부산 송도반도의 여러 관찰 지점에서 반복적

으로 3~5 m 너비의 유문암질 암맥을 관찰할 수 있다

(Cho et al., 2011). 그 형태는 Fig. 3과 같다. 학생들

은 유문암질 암맥의 밝은 노란색과 우세하게 나타나

는 지층에 수직하게 나타나는 암맥의 형태에 주목했

다. 실제 암맥의 신선한 면의 색은 백색~회백색에 가

깝지만, 겉면이 풍화에 의해 색이 변해 밝은 노란색

으로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하부 다대포층의 암석

은 붉은색, 상부 다대포층의 암석은 회색을 띠고 있

었기 때문에 색에 의해 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효과

가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 탐색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란색 돌’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암맥

을 관찰한 특징을 관찰 내용에 작성하고,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다음은 유문암질 암맥을 관찰한 A,

E, 교사의 대화다.

E: 그럼 이거 이렇게 쭉 흘러나온 거 아니야? 바다로?

교사: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로?

E: 이것 봐봐. 이것도 이렇게 주르륵 흐른 것처럼 생겼잖아.

교사: 어떤 게?

E: 이 노란색이요.

교사: 아 맞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다. 

E: 노란색인 애들이 다 흘러내린 것처럼 주르륵 생겼다니까.

A: 쌤 이렇게 생긴 거(암맥)랑 이거(암맥)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교사: 응. 그래 보인다. 그럼 얘(암맥) 있잖아. 얘(암맥)는 저기

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때 보여?

A: 이게(유문암질 암맥이 붉은색 사암을) 쪼갠 거. 쪼개고

나온 거에요.

(중략)

E: 노란색이 용암이라는 거에 좀 더 확신이 생겼어요.

교사: 노란색이 용암이라는 거에? 어떻게?

A: 일단 입자 크기도 작아요.

E: 여기 원래 지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노란색이

딱 자른 걸 봐서. 노란색이 퇴적암이 아니라 돌 위로

지나가는 녹이는 그런 것 같은데. 녹이는 거라면 용암

밖에 없어요.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A와 E가 유문암질 암맥을 ‘노란색’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흘러내린 것처럼”, “중간에

노란색이 딱 자른” 등의 표현은 암맥의 형태를 자세

히 관찰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관찰에서 가장 큰 특

Fig. 2. Fault at Busan site 1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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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인 색보다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 크기와 형

태를 단서로 추론을 시도했다. 학생들은 암석의 색에

주목하고, 색을 노두에 별칭처럼 붙였다. 학생들은

암석의 색 외에도 형태에 주목했는데, 이는 송도반도

에서 관찰된 관입암이 지층을 절단하고 가로지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찰 내용을 살펴보

면, A와 E는 공통적으로 스케치를 통해 암맥의 형태

를 파악했다. A는 상부 다대포층의 회색 지층을 가

로지르는 암맥을 스케치로 표현했다. E는 왼쪽 아래

에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지층을 가로지

르는 덩어리를 스케치했다. 결론적으로 ‘노란색’이라

는 별칭을 통해 학생들이 암맥을 관찰하도록 만드는

주목도가 높은 대상은 암석의 색이지만, 암석의 색을

단서로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관찰을 통해

암맥 자체의 형태에 주목하게 되어 더욱 자세한 관

찰을 유발했으며, 암석의 생성 순서나 암석 판별의

증거로 암맥 관찰 내용을 활용했다.

층리: 태백과 부산의 관찰 지역의 암석은 대체로

퇴적암이기 때문에 수평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Fig. 4). 학생들은 암석의 결, 평행한 무늬를 ‘지층’

혹은 ‘층리’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을 암

석 판별 시 노두의 암상이 퇴적암임을 밝히는 근거

로 사용했다.

주목도가 높은 관찰 대상 선정과 단서 비활용

비지질학적 단서: 야외 지질 답사가 이루어지는 곳

은 대부분 자연 환경이므로 강, 계곡, 바다, 산, 하늘

등의 배경을 가지며, 관찰 지점 주변에는 다양한 동·

식물이 존재한다. 많은 학생들은 관찰 장소에 도착해

노두를 우선 관찰하기보다는 답사 장소의 주변 환경

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후 관찰을 시작했다.

B: 선생님. 물 만져도 되나요?

교사: 물?

B: 네.

교사: 그냥 저기 앞에서 손만 잠깐 담궈 봐.

B: 네.

D: 여기도 물 있다. 돌 사이에 있는 물.

(물에 손을 담그면서)

B: 아 되게 시원하다.

(2019.09.28. 태백 구문소 답사 지점3)

Fig. 3. Rhyolitic dike

Fig. 4. Horizontal 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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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생님. 저기에 집을 왜 지은 거에요?

교사: 어디?

A: 뭔가 건물 같은 게 저기. 

교사: 아 저게 뭐 그런 거 설치하지 않을까? 관광 온 사람들

이 볼 수 있도록 등대 같은 것을 설치해두지 않았을까?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지점1)

주변 환경적 요소 외에도 동적 움직임이 있는 대

상에 대한 관심이 컸다. 태백 구문소에서는 ‘물고기’,

‘사마귀’, ‘벌’, 부산 송도반도에서는 ‘갯강구’, ‘갈매

기’, ‘따개비’,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학생들 스스로 비지질학적

단서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활동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가설을 생성하는 단서로 사용하지

도 않았다. 학생들은 자연물인 비지질학적 단서 외에

인공물을 관찰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E: 선생님 여기 뭐가 껴있는데요? 빨간데, 이건 뭐에요?

교사: 아 여기에 다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A: 이게 뭐에요?

교사: 다리 안에 들어있던 철근이야.

E: 에이. 뭐 신기한 암석인 줄 알았는데.

(2019.09.28. 태백 구문소 답사 지점5)

E와 A는 태백 구문소 지점5에서 화석을 찾던 중

발견한 부식된 철골 구조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E는 콘크리트 사이에 껴있는 철근의 형태와 색에 관

심을 가졌으며, ‘신기한 암석’이라는 표현을 통해 콘

크리트와 철근을 지질학적 대상으로 인식했다. A 또

한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판단하지 못했다.

C: 선생님 여기 형광색 돌이 있어요!

B: 선생님 이거 색이 진짜 예뻐요.

교사: 뭔데?

(자갈처럼 동그랗게 마모된 초록색 유리 조각을 보여줌)

교사: 하하. 이거 자갈 같아? 색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B: 네(자갈 같아요.). 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C: 돌 아니에요?

B: 새로운 종류의 돌인 줄 알았어요.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지점3)

C와 B는 송도반도 지점 중 역질 해안이 나타나는

지점3에서 자갈을 관찰하던 중 색, 투명도, 광택 측

면에서 다른 자갈과 차이가 큰 ‘마모된 유리 조각’에

관심을 가졌다. B와 C 모두 인공물인 유리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인지했다. 인공물은 자연물과 달리 관

찰 대상으로 인식한 후 관찰 대상이 단서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필요했

다. 자연물의 경우 비지질학적 단서임을 알고 있으나

주목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관

찰만 이루어지고, 단서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공물의 경우 비지질학적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이 직접 비지질학적 단서로 판별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퇴적 구조 (생흔 화석 및 생교란 구조, 소금흔):

태백 구문소 지점3에서는 생흔 화석 및 생교란 구조,

소금흔, 석고흔 등 퇴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Fig.

5). 그 중에서도 생흔 화석과 소금흔은 학생들이 관

찰하고 기록했음에도 단서로 활용하지 않았다. 4명의

학생이 색의 대비로 인해 무늬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보고 기록에도 작성했다. A, B, D, F는 각각 “뭔

가 맨들맨들한 판에 물을 뿌린 듯한 자국의 검은 것

이 있다.”, “매우 울퉁불퉁하다.”, “돌들이 물결 모양

으로 울퉁불퉁하게 있다.”, “무언가 흐른 것 같음, 회

색 바탕에 더 진한 회색이 있다.”고 작성했다. A와 F

는 직접적으로 ‘색’에 대해 언급하며, 밝은 색 바탕

에 어두운 색의 자국이 나타난다는 식의 표현을 사

Fig. 5. Sedimentary structure at Taebaek si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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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다. B와 D는 이러한 자국, 무늬가 ‘울퉁불퉁’하

게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여 관찰 내용을 기술했다.

A와 B는 추가로 생흔 화석의 형태를 스케치했다. 그

러나 학생들은 추가 자료를 주었음에도 관찰한 대상

이 생흔 화석 또는 생교란 구조임을 알아내지 못했

고, 고환경과 연관지어 추론한 학생도 없었다. 추가

자료를 읽고도 단서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학생들이

관찰한 형태와 주어진 다양한 개념과 설명을 쉽게

연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주목도가 낮은 관찰 대상

단층: 태백 구문소 지점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단층

은 층리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고, 노두의 색이 전반

적으로 비슷하다. 단층면이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나타나있으며, 단층면 사이에 암석이 분쇄되어 단층

가우지와 같은 세립질 물질이 관찰된다(Fig. 6). 학생

들은 지점1에서 ‘절리’, ‘단층’ 등과 관련된 관찰 내

용을 적지 않았다. 부산 송도반도 답사에서 쉽게 단

층을 발견하고, 관찰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화석: 태백 구문소 지점4에서는 스트로마톨라이트

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가로 줄무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흔히 퇴적암에 나타나

는 형태라고 유추만 했다. 태백 구문소 지점 5에서는

고생대층에 분포하는 삼엽충, 두족류, 복족류 등 다

양한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Fig. 7). 그러나 노두를

자유롭게 관찰했을 때, 학생들은 화석을 전혀 발견하

지 못했다. 화석을 관찰한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교

사는 어떤 종류의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려주

며, 다시 화석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후

학생들은 삼엽충의 측엽과 두족류 일부를 발견했다.

관찰 시 학생들은 온전한 형태의 화석이 아니면 쉽

게 지나쳤고, 암석에서 화석의 형태가 교과서에서 보

던 것보다 완전하지 않음에 놀랐다. 학생들이 화석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는다면, 관찰로 이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지층 경계: 부산 송도반도의 하부 다대포층과 상부

다대포층의 지층 경계는 지점4에서 관찰할 수 있었

으며, 상하부 층의 색의 차이가 뚜렷하다(Fig. 8). 그

러나 학생들은 지층 경계를 찾지 못했다. 학생들은

Fig. 6. Fault at Taebaek site 1

Fig. 7. Various fossils at Taebaek si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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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암석의 색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전 지점에서 보지 못한 색의 암석을 보았

을 때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지층 경

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지층의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찰 지점은 하부 다대포

층으로부터 상부 다대포층까지 순서대로 구성했으나

학생들은 ‘경계’를 찾는 일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노

란색 암석(유문암질 암맥)’과 ‘역암(석회질 캘크리트)’

에 대해 언급했다.

교사: 자 그럼 친구들. 중간에 여기가 다대포층이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은 다대포층을 관찰한 거여요.

다대포층 안에 되게 많은 특징이 있었지. 다양한 층이

있고, 노란색, 빨간색, 회색 등등 암석색이 다양했는데.

지질학자들은 여기가 특징이 매우 달라서 아래층은 하부

다대포층, 위층은 상부 다대포층이라고 따로 불러요. 그

럼 그 특징이 나눠지는 곳이 어디에 있었을까? 무언가

뚜렷하게 바뀌는 장소. 우리가 본 곳 중에 있었어.

E: 노란색?

교사: E는 그 노란색들이 층이 아닌 것 같다고 했었잖아.

B: 빨간색.

A: 노란색하고 초록색.

교사: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 같아?

D: 거기 말고 아까 갈라지는 건가? 역암 있고...

교사: 맨 처음에 봤던 곳? 거기서 나눠지는 것 같아?

A: 노란색 있던 곳.

교사: 어느 지점이었지?

A: 관찰 지점이 아니라 가는 길에 있었는데.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

A: 거기가 없었던 암석이 계속 발견된 부분이라서 거기를

나눌 것 같아요.

(2019.10.19. 부산 송도반도 답사 토의 중)

A와 E는 유문암질 암맥이 있는 지점에 지층 경계

가 있을 것이라 추론했으며, 그 중에서도 A는 왜 그

렇게 생각하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없었던 암석이 계

속 발견된 부분이라서 거기를 나눌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는 하부 층과 상부 층의 경계가 연속적으

로 나타나고, 암맥은 분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

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질문에 논의가 이루어지

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층 경계에 대한 관찰 내용

이나 가설 생성 과정에서 단서로 활용하지 않았다.

논 의

지질 단서의 기본적 특징

지질 단서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지질 단서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지질 단

서로 잘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하다. 학생

들이 관찰하고 활용하는 단서들을 단서의 종류, 위치,

지질학적 중요도 등 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두 내

지질학적 단서’와 ‘노두 외 비지질학적 단서’로 나눌

수 있다(Fig. 9). 단서의 종류 측면에서 살펴보면, 넓

게 지질학적 단서와 비지질학적 단서로 나눌 수 있

다. 단서가 노두 내에 위치하는 경우 지질학적 단서

인 경우가 많았으며, 노두 외에 위치하는 경우 대부

분 비지질학적 단서인 경우가 많았다. 단서의 지질학

적 중요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질학적 단서는 그

중요성의 정도를 파악해볼 여지가 있으나 비지질학적

단서의 경우 대개 지질학적 중요도가 낮다.

세 가지 관찰 활동 양상

학생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관찰 활동의 양상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관찰과 단서 활용 여부

를 기준으로 ① 관찰한 후 지질학적 단서를 활용한

사례, ② 관찰한 후 지질학적 단서 혹은 비지질학적

단서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 ③ 관찰이 일어나지 않

았고, 단서도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Fig.

10). 관찰하지 않고, 단서로 활용한 사례는 관찰 단계

Fig. 8. Formation boundary at Busan si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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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추론을 작성하거나 말로 표현하여 ①의

사례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지질 단서의 주목도와 지질학적 중요도에 따른

반응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지질학적 중요도보다는 주목

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

은 다른 감각보다는 시각을 주요 관찰 감각으로 사

용했다. 특히 색과 형태를 통해 다양한 관찰 단서를

수집했다. 주목도 요소로는 Jung(2018)의 지질 단서

포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구별성(distinction),
3)

익숙성(familarity),
4)
 특이성(unusualness)

5)
 등으로 분

류해볼 수 있다. ①과 ②의 경우 다양한 주목도 요소

가 영향을 미쳤고, 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단서들은

대체로 쉽게 단서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

존 주목도 요소 외에 특이한 결과는 부산 송도반도

에서 나타나는 유문암질 암맥이었다. 구별성을 가진

암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학생들이 대상에

더 잘 주목하고 관찰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질학적 중요도의 경우 학생들이 다양한 관찰을

수행한 후 이차적으로 가설 생성에 영향을 끼쳤다.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물과 인공물과 같은 비지

질학적 대상을 관찰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설 생성에서는 대부분 단서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생들이 지질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대상과

중요한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질학적 중요도가 높은 대상을 다양한 지질학적 단

서들 가운데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관찰 활동 특성

관찰 활동 특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했으며,

Fig. 9.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use of geological clues

Fig. 10. Three patterns of observation

3) 구별성은 관찰 대상이 형태적으로 주변과 구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별성은 색, 특정 무늬, 돌출 여부 등에 따라 주변과의 대비

가 크거나 조화적이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4) 익숙성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익숙하게 여기는 정도로 관찰자의 사전 지식이나 이전 경험에 비추어 비슷한 특징을 가진 대상을

볼 때 나타나기 쉽다.

5) 특이성은 관찰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특징이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objects and clues according to aspects of observation

Pattern Object Features of geological clue

①

(1) surface of fresh and weathering rocks

(2) Cave

(3) Fault (Busan)

(4) Rhyolitic dike

(5) Bedding

• High attention - students use as a critical clue

• Observation without judgment of geological importance

②

(1) Non geological clue

- animal and plant

- artifact

(2) Gological clue (Sedimentary structure)

- evaporite structure

- trace fossil

• Interest in non-geological clue - these clues are eye-catching, but 

students did not use as clues

• Geological clues not used in reasoning - difficulty in linking students' 

prior knowledge, scientific concepts, and experiences to scientific 

ideas

③

(1) Fault (Taebaek)

(1) Fossil

(1) Formation boundary

• Low attention, no ob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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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관찰 양상에 따른 단서의 기본적 특징은 Table 4

와 같다(Table 4).

대상을 관찰하고 단서로 활용한 사례인 ①은 대체

로 주목도가 높고,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풍화된 면과 신선한 면의 대

비, 선의 형태로 잘 나타나는 층리, 태백 구문소 동

굴, 부산 송도반도 단층과 유문암질 암맥의 경우 ①

의 사례에 해당된다. 대체로 색과 형태를 관찰 특징

으로 가지며, 특이하게 유문암질 암맥의 경우 같은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

다. 주목도 요소는 구별성을 대체로 포함하고 있었으

나 유문암질 암맥의 경우 구별성과 특이성, 층리의

경우 익숙성에 의해 관찰되었다. 지질 답사 설계 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지질 단서들을 활용하면 학생

들이 쉽게 가설 생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찰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학생들은 지질학적 중요도

를 잘 판별하지 않고 가설 생성 과정에 활용했다. 지

질학적 중요도를 잘 판별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높은 가설을 생성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

를 포착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반

응을 살피고 교사의 지도를 통해 중요 단서를 관찰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질학적 중요도 판별의

예를 보면, 암석의 신선한 면과 풍화된 면을 보고 학

생들은 ‘암석이 변색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생성했

다. 그러나 풍화된 면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고, 암석

의 정확한 색을 볼 수 있는 신선한 면을 관찰하고,

입자의 색과 퇴적 환경 등을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단서에

대해 탐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교사가 정확한 활동

방향을 설정해주고, 추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지질 단서의 주목도는 지질

답사 설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부산 송도반도에서 볼

수 있는 관입암맥은 형태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끄

는 대상이므로 지질 답사 프로그램에서 암석의 상대

연령과 암석 생성 순서와 같은 내용을 학습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답사 지역에서 주된 학습

대상으로 삼고 지질 답사를 계획할 수 있다.

대상을 관찰했으나 단서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인

②는 주목도가 높으나 지질학적 중요도가 없는 비지

질학적 단서부터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단서까지 다양

하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동식물과 유리, 철과 같

은 인공물, 후자의 경우 태백 구문소의 몇 지질 구조

와 생교란 구조를 사례로 들 수 있다. 비지질학적 단

서 중 동식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는

익숙성을 가지며, 색, 형태, 동적 움직임 등에서 구별

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상이다. 반면, 학생들이

관찰한 인공물은 대체로 이질적인 질감이나 인위적인

색을 가짐으로써 특이성을 가진다. 생교란 구조와 소

금흔과 같은 퇴적 구조는 색과 형태를 통해 구별성

을 가지며, 학생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구조로 특이

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지질학적 단서는 학생

들이 지질학적으로 중요도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으

므로 단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퇴적

구조는 특이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질학적 중요성을

파악하거나 단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꼈다. ②의 적용

방안은 주목도가 높은 지질학적 단서를 활용해 지질

답사 주제에 적절한 대상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

고, 지질 단서의 학습 난이도를 파악해 적절한 경우

활용하여 보충 및 추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다.

대상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서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인 ③은 주목도가 낮아 쉽게 관찰할 수 없

었으나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찰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태백 구문소의 단층

과 화석, 부산 송도반도의 지층 경계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지질 구조 중 하나인 단층은

색이나 형태 등 주변 노두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 발

견하지 못했다. 부산 송도반도에서 관찰한 단층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화석의 경우 이전에

노두에서 화석을 관찰해본 경험이 없고, 노두와 구별

되는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어려웠다.

지층 경계의 경우 학생들이 ‘지층의 경계’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

악되었다. ③의 적용 방안은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찰 대상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

질학적 중요도가 높고, 주목도가 낮은 단서들은 지질

학자들이 실제 답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서들이다.

관찰 단계에서 개인이 가진 지질 단서의 표상을 활

용하기 때문에 익숙할수록 단서를 찾기 쉬워진다. 즉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기에 지질 답사 경험이 많거나

관련 지식이 많은 학생들의 경우 관찰이 일어날 확

률이 높으나 지질 답사 경험이 적고 관련 지식이 적

은 학생들의 경우 관찰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학생 상황에 따라 교사는 관찰 및 논의에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관찰 대상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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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질 답사에서 관찰은 매우 중요한 단계다. 또한,

귀추의 과정으로 관찰과 단서 포착을 통해 가설을

생성하기 때문에 귀추적 탐구의 측면에서도 관찰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지질 답사에

숙련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낮은 수

준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통해 관찰에서 포착된 지질 단서 특징과 단서의 활

용 측면에서 어떤 경향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야외 지질 답사에서 지질학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귀추적 사고를 반영한 지질 답사에서 중학

생들의 다양한 관찰 특성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교

육적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비교적 단순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관찰에 대해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관찰

양상과 특징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은 야외 지질 답사 경험이 거의 없

고, 지질학에 대한 이론과 개념들은 대부분 교과서,

수업을 통해 학습했다. 지질 답사는 교사 개인, 답사

운영 측면에서 한계를 가져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서 탐구 활동으로 잘 수행되지 못했으나(Kwon and

Kim, 2007), 관찰 및 단서 활용 양상을 파악해 활용

한다면 지질 답사를 적절히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의 경험과 학습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찰과 단서 활용의 세 가지 양상에 따른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목도가 높은 지질 단서 중

지질학적 단서와 비지질학적 단서로 나뉜다. 학생들

은 지질학적 단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

질학적 단서들이 어떤 가설을 생성할 때 중요한 것

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못한다. 이는 답사 상황에

적합한 암석의 특징을 알아채기 어려워한다는 Remmen

and Frøyland(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지

질학적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교사

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이 관찰해야 할

대상을 적절히 선정하고 과학적 추론으로 연결되려면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주제가 개

발되어야 하며, 그에 적합한 관찰 대상과 요소도 발

굴되어야 한다.

반면, 비지질학적 대상은 관찰 대상으로 선정하더

라도 단서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에게 지질학적 대상과 비지질학적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관찰이 잘 이루어짐에도 단

서로 활용이 되지 않을 때, 학생들이 관찰과 과학적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어려워하는 것인지 학생들의

선지식, 과학적 개념, 경험 등이 부족한 것인지 파악

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도가 낮아 관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지질 구조임에도 형태, 색 등 눈에

보이는 특징에 따라 결과가 바뀌었다. 지질학적 중요

도가 높음에도 점, 줄무늬, 층상 구조와 같은 관찰에

도움이 되는 무늬가 없는 경우에 관찰 대상을 인지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지질학적 중요도가

높은 대상의 관찰은 지질 답사 경험을 통해 익숙해

진 경우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에

적절한 관찰 대상을 선정해 지질 답사를 계획할 필

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질 답사 교육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안내된 탐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안내하는 방식의

지질 답사에서 학생들은 관찰 대상의 지질학적 중요

도를 평가하지 못하고, 이는 추론 및 가설 생성 시

모호한 답변으로 이어지고 탐구 기능 함양으로 연결

되지 못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주제를 개발하

고, 그에 적합한 관찰 대상을 발굴해 학습자의 수준

과 학습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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