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학생들이 야외학습에서 가지는 자유로운 시공간과 여

유 있는 마음은 학습에 한 흥미와 몰입을 체험하게 하고, 

창의성과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게 한다(Csikszentmihalyi, 
1998). 학교와 교실 공간을 넘어서 자연으로 나가 심미

이고 감성 인 체험이 가능한 야외학습은 학생들의 

정  정서 교육에도 효과 이다(윤마병 외, 2017). 
인들은 자연과 더욱 멀어져가는 도시 생활에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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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insu Island in Korea National Marine Park is suitable for geological learning and geotourism as various geological 
structures, geological activities, and fossils can be observed. In this study, eight geosites were developed by analyzing 2015 
revision science curriculum. The 3D panoramic geological virtual field trip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three-step 
outdoor learning model. The 3D panoramic geological virtual field trips, which consist of 8 classes, are composed of 
cooperative learning by group, enabling autonomous inquiry activities. It is designed to realize convergence education that 
can learn not only geology but also creativity and humanity through nodular Limestones, exfoliation, salt weathering, 
perforated shell holes, sedimentary structures and environments, dinosaurs habitats, and volcanic activity. Five experts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Delphi analysis metho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evelopment purpose and direc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geological field for Sinsu Island course was 4.52, indicating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field 
course was high. By reflecting on the opinions of each student and reinforcing safety education, we completed the 3D 
panoramic geological virtual field trips for Sinsu Island. The 3D panoramic geological virtual field trips in Sinsu Island in 
Korea National Marine Park will be a good example of geology learning tourism where you can make memories and enjoy 
while studying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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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고, 학생들은 인지학습에 지쳐 가고 있는 상황

에서 야외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두된다. 지구과학은 

찰과 조사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자연을 상으로 하

는 학문으로 암석과 지질, 공룡 발자국 화석과 같은 자연 

상을 직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 이다

(Kern & Carpenter, 1986). 최근 의 경향은 자연경

을 감상하는 심미  심에서 객들의 다양한 요구

와 기  수 에 따라 역사  문화, 자연과 생태 교육이 

가능한 지질 (geotourism)이 주목을 받고 있다(윤경

호와 김남조, 2015). 지질 은 환경  책임과 사회  

책임을 육성하는 기반으로서 지역의 지질과 경 에 

을 둔 으로 정의된다(Dowling, 2013; Paskova, 
2012). 지구과학 장연구로서의 지질 은 지질과 경

에 을 두고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질명소(geosites) 
과 지질 다양성 보   지구과학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지질탐방로, 조망 , 가이드 투어와 지질 

체험활동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Dowling, 2013).
한국에서도 야외에서 체험 활동을 하며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질명소에 한 해설을 제공해 주

는 지질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조규성 외, 2014). 
지질 으로 자연에 한 심미 인 감상과 함께 야외

학습을 통해 지질명소의 과학  지식과 원리를 즐기면

서 알아갈 수 있을 때 장소에 한 추억과 정 인 

정서(tophopilia) 함양이 가능하다(Tuan, 1961). 지질

과 함께하는 야외학습은 야외에서 찰 가능한 상

과 구체물에 하여 정서 으로 느끼면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조규성 외, 2014). 야외학습의 고유 의미

는 학습과 가치, 의미 등과 같이 경험의 구체 인 형태

에서 찾을 수 있다(Orion, 1993). 야외 지질학습과 지질

에서 감성 인 체험과 탐구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지질학  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가치를 더해 지식

을 오랜 기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김해경 외, 2017).
지구과학에서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학습이 

효과 인 교수법이다. 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

으로 지구과학과 지리, 환경교육에서 야외학습은 청소

년의 정서 교육 발달에 효과 인 도움이 되었다(Boyle 
et al., 2007). 지구과학 교육에서 야외학습은 통 인 

교실 수업에서보다 고차원 인 이해, 응용, 분석, 종합

의 과정이 가능하 으며, 학습 내용에서 탁월한 성취

를 나타내었다. 야외학습은 학습 상황과 장 활동의 

본질에 한 학생들의 정서  반응, 특히 자연환경을 

통합된 체로서 인식하도록 장려하는데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다(Kern & Carpenter, 1986). 야외학습은 

지구과학 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교실 개념을 강

화하고 자연 세계에 한 이해를 고취한다(Whitmeyer 
et al., 2009).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야외학습의 

실제 운 이 어려우며 많은 학교에서 장 학습에 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Allison & Cuffey, 
2012). 지질학 이론은 야외에서의 직 인 찰이나 

실제 인 체험 없이 교실 수업만으로는 자연 상에 

한 원리와 기작 등 총체 인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Orion, 1993). 그러나 학교에서는 부분의 과학 수업

이 교실 안에서 진행되며 실제 자연 안에서 찰하고 

실습하면서 이론 인 내용과 연결하는 지질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조규성 외, 2014; Whitmeyer 
et al., 2009). 야외 답사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

장 큰 이유는 지질명소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 비용, 
안 성 등의 문제 때문에 쉽게 근하기 어렵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Allison & Cuffey, 2012). 
이에 한 새로운 안으로 3D 노라마를 활용한 

가상 실(3D PVR: Panorama 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야외학습장을 고려할 수 있다(김희수, 2014; Spicer & 
Stratford, 2001). 미래 사회는 속도- 지능- 연결의 특

징을 갖는 인공지능 시 로서 학교 교육에서도 가상 실

(VR: Virtual Reality)의 보편화가 측된다(Chandrasekera 
& Yoon, 2018). 가상 실은 야외학습장을 인터넷에서 

제공 가능하고, 학습자는 VR을 활용해 때와 장소를 가

리지 않고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학습

(just-in-time learning)이 가능하게 된다(Allison & Cuffey, 
2012). PVR을 활용한 지질학습장은 비용과 시간, 노력, 
인력이 많이 필요한 VR과 달리 은 비용으로 3차원 

실을 구 할 수 있다(Kim & Lim, 2019). 자연의 지질 

학습장을 가상의 인터넷 공간에서 그 로 제공하는 가

상의 야외학습장(VFT: Virtual Field Trip)은 학습자 스스

로 자기주도 인 학습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Meezan & Cuffey, 2012; Robinson, 
2009, Foley, 2003). 특히 VFT는 미리 선별된 주제별로 

웹 페이지를 모아 구조화된 온라인 학습 경험으로 구성

되어 등  등 교육에 하여 일 되고 한 방식

으로 인터넷의 교육 잠재력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간주 

되었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지질학습의 교육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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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해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험 공간

(novelty space)의 크기가 어야 한다고 하 다(Orion 
& Hofstein, 1994). 새로운 경험 공간은 야외학습의 경

험, 련된 지식을 아는 것, 야외학습 장소에 한 친

숙함의 요소로 구성된다(Orion, 1993). 학생들에게 야

외학습장의 경험을 실감나게 구 하여 새로운 경험 공

간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VFT를 활용하

는 것이다(윤마병, 2019; 천종배와 김희수, 2018). 야외

학습 비 단계에서 VFT를 활용해 장을 간 으로 

탐방하는 사  학습은 야외학습의 학습목표를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된다(김희수, 2014). 특히 3D 노라마를 

활용한 PVR은 일반 인 VR에 비해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

다.
야외학습을 한 지질명소로써 생  퇴  환경과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지질학 교과서의 표본과 같은 

장소가 국립해양공원의 신수도이다. 지 까지 신수도

에 한 지질학  연구는 층서, 지사학,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이며 지질 과 야외학습에 한 연구는 

없었다. 한, 신수도 지역은 남해에 있어서 학생들이 

야외학습으로 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 해상 국립공원인 신수도를 교육 자원

으로 하여 학생들의 지질 교육과 을 진행할 수 있

는 야외학습장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지질 교육과 

을 한 국립공원 신수도의 지질명소를 탐색한다. 
둘째, 국립공원 신수도의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한 국립공원 신수도의 3D 노라

마 야외학습장에 한 장 합성을 검토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및 대상

남해 해상 국립공원인 신수도를 교육 자원으로 지

질명소를 탐색하고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하

기 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 다. 문가 패  5명
(과학 교사 2명, 지질교육 문가 3명)의 델 이 분석

으로 학습 목표와 지질학습 콘텐츠를 추출하여 지질명

소를 탐색하고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하

다. 신수도의 지질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장 합성

을 검토하기 해 3회의 장 답사를 하 고, 로그

램 개발에 참여한 문가들이 수시로 의하 다. 지
질학습과 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과 자연에 한 

정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을 개발하

다. 개발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은 과학교육 문

가 5인의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장에 용하는 데 

합성을 검토하기 한 비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의

견을 반 하 다. 비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보고서, 
산출물, 설문지를 수집하 고, 면담을 통해 3D 노라

마 야외학습장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학생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학부모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연구에 참여시켰다. 개발한 3D 노라마 야외학

습장의 장 합성과 학습자 의견을 반 하기 해 

실시한 비수업은 윤마병(2019)의 야외학습장 융합 

교육 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던 설문지의 내용을 수

정  보완하여 검사 도구로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

는 통계 으로 양  분석을 하 고, 질문과 수업 찰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는 정성  방법에 따라 분석

했다.

2. 야외학습장의 위치와 지질

한국의 남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하는 신수도는 

내륙(삼천포항)에서 배편으로 10분 거리(3 km)의 가까

운 섬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질구조와 화성활동, 화석 

등을 찰할 수 있다. 해안가에 발달한 노두를 따라 8
지 의 핵심 지질명소를 탐색하 다(Fig. 1). 지질명소

에서는 지질학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질 역사 등 

융합 교육이 가능하다. 섬의 주요 부분을 찰하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썰물 때에만 야외학습이 가능

하다. 신수도 지층은 백악기 경상 층군 함안층 상부

에 해당하고, 일부 진동층이 나타난다(윤철수 외, 2004). 
함안층의 층후는 1,400 m 정도이고, 지층의 상 에 구

산동 응회암이 산출됨에 따라 함안층에 비된다(소윤

환 외, 2007). 함안층은 구산동 응회암의 하 에 치

하므로 어도 97Ma보다는 이 의 퇴 층으로 여겨진

다(소윤환 외, 2007). 신수도 동쪽 지역의 함안층 상부

에는 고토양으로 남겨진 응회질의 사질 이암층이 발달

해 있는데, 이 퇴 층에서 공룡 발자국과 알껍데기 화

석이 발견되었다(윤철수 외, 2004). 특히 신수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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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이암, 세립질 사암, 실트, 석회암 단괴층이 

호층을 이루고 있으며 조립질 사암층과 안산암 맥, 응
회암층이 형성되어 있다. 한 다양한 크기의 석회단

괴를 포함하고 있는 규모의 역암층이 발달해 있고, 
공룡알과 공룡발자국 화석, 담백색의 조립질 응회암층

에 재되어 있는 목재화석, 연흔, 건열, 사층리 등과 

같은 퇴 구조가 여러 층군에서 산출되고 있다. 

3. 야외학습 모형

야외학습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

을 포함하여 학습자에게 내  성장에서부터 생태와 환

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 의 학습을 기 한다

(Kent et al. 1997). 야외학습의 성공을 해서는 체계 인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Orion(1993)
은 ‘Preparatory unit - Field trip - Summary unit’의 세 단계

로 이루어진 야외학습 모형을 제안하 다. Kent et al. 
(1997)의 야외학습의 교수 방법은 ‘ 비-야외활동-정리

와 발표-평가와 피드백’의 네 단계 모형이다. 본 연구

에서는 3단계 야외학습모형(Orion, 1993)을 용하여 

순환학습 방법으로 차 심화한 학습 내용으로 진행하

다. 
Orion(1989)은 야외학습에서 ‘Preparatory unit’ 단계

를 요시하 다. 학생들의 야외학습 능력은 학습할 

내용에 한 지식, 경험, 지역에 한 친숙함의 정도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사 비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 공간의 크기를 여야 한다고 하 다. 즉 성공

인 야외학습을 해서는 사 비 단계에서 인지 인 

비, 지리 인 비, 심리 인 비가 되었을 때 새로

운 경험 공간의 크기를 일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야

외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Huntoon et al., 2001). 야외학

습 에 새로운 경험 공간의 크기가 감소한 학생의 학

Fig. 1. Location of operating geosites for Sinsudo Island in Korea National Marin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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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성과는 감소하지 않은 학생보다 성취도와 태도 수

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Orion & Hofstei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 , 지리 , 심리  

비를 한 지질명소별 탐구 주제를 개발하여 학생들

의 효과 인 야외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신수도의 지질명소 탐색을 통한 3D 파노라마 
야외학습장 개발

남해 해상 국립공원인 신수도를 교육 자원으로 활

용하기 한 지질명소를 탐색하고 총 8지 의 3D 
노라마야외학습장을 개발하 다. 문가 패  5명의 

검증을 통하여 지질명소를 탐색하고 3D 노라마 야

외학습장을 개발하기 한 학습 목표와 지질학습 콘텐

츠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추출하

다(Table 1). 총 3회 장 답사가 수행되었으며, 등학

교  학교 과학 교과, 고등학교 통합과학  지구과

학Ⅰ,Ⅱ 교과와 연계하여 문가 패  5명과 수시로 

의하 다. 탐색  선정된 신수도의 지질명소에 하

여 총 8차시 분량의 차시별 지도 계획, 교수학습 지도

안,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 학습지를 개발하 다. 8지
의 지질명소를 해안을 따라 야외학습 일정과 같은 

순서로 나열하 으며, 해당 지질명소에 한 탐구 주

제와 함께 제시하 다. 자율 인 탐구에 을 맞추

어 탐구 주제는 구성된 모둠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더불어 개발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웹 주

소를 함께 표기하 다. 

가. 지질명소 1지점

방조제를 지나 해안에서 퇴 층과 뚜렷하게 구별되

는 안산암상이 노출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는 암맥

(dyke) 같으나 암상(sill)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산암의 

노두에 염풍화작용(NaCl 결정작용)에 의한 많은 타포

니(tafoni)가 발달해 있다. 퇴 층과 나란히 발달해 있

는 안산암의 암상과 안산암에 발달한 타포니 구조를 

Fig. 2에서 찰할 수 있다. 벌집 모양의 타포니 구조

는 결정질 암석에서 수분 침투나 염분의 결정에 따라 

석   장석이 빠져나가 벌집처럼 보이는 것으로 안

산암이나 사암에서 잘 발달한다.
[지질명소 1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4710988
[탐구 주제]
∙암맥과 암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안산암 표면에 나타나는 타포니 구조는 어떤 과정

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타포니 구조가 화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이유는 무

엇인가?

나. 지질명소 2지점

지질명소 2지 에는 이암과 사암이 교호층을 이루

고 있으며 석회 단괴층이 발달해 있다(Fig. 3a). 지층의 

주향과 경사는 N70°E, 18°SE이며, 특히 색을 띠는 

세립질 사암층이 발달하여 함안층의 특징이 드러난다. 
사암층에는 물의 흐름 자국과 사층리가 나타난다(Fig. 
3b). 석회 단괴가 발달하면서 그 무게에 의해 아래층이 

Table 1. Elements of geological field courses for Sinsu Island in Korea National Marine Park
순서 학습 요소 탐구 내용 비고

1 석회암 단괴
고토양 기원의 형 인 칼크리트 석회암 단괴가 다량으로 분포하여 칼크리트 단괴의 

형성과정을 탐구한다. 

2 박리작용 표면으로 노출된 퇴 암(사암)에서 일어나는 박리작용을 확인하고 탐구한다.

3 염풍화 작용
풍화와 침식으로 생긴 많은 구멍을 이루는 타포니 구조를 확인하고, 염풍화 작용으로 

생긴 타포니 구조의 형성과정을 탐구한다.

4 천공조개 구멍
벌집처럼 변한 독특한 구조로서 사암과 이암 등에 천공 조개가 구멍을 서 생긴 구멍을 

확인하고 형성과정을 탐구한다. 

5 퇴 구조와 퇴 환경 연흔과 건열, 목재 화석 등을 통해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당시의 퇴 환경을 탐구한다. 

6 공룡의 서식지 공룡 발자국과 알 화석 등을 통해 공룡 서식지로서의 당시 환경을 탐구한다.

7 화산활동 화산 분출물과 응회암, 리, 암맥, 암상 등을 통해 화산활동을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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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는 모습이 찰된다. 이를 통해 고토양의 퇴

환경에서 석회 단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질명소 2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695594
[탐구 주제]
∙석회 단괴의 형성과정을 설명해 보자. 
∙사층리의 퇴 환경을 설명해 보자. 

다. 지질명소 3지점

지질명소 3지 에는 이암과 사암층에서 얕은 물의 

퇴 환경을 지시하는 건열과 연흔이 잘 나타난다. 표
면으로 노출된 사암층에서는 박리 상이 우세하게 나

타나는 것을 찰할 수 있다(Fig. 3a). 벌 가 기어 다닌 

자국과 새 발자국 화석(Fig. 3b)을 찰할 할 수 있다.
[지질명소 3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02621
[탐구 주제]
∙건열과 연흔의 형성과정과 퇴 환경을 설명해 보자. 
∙사암층이 양  껍질처럼 벗겨져 가는 박리 상을 

찰하고, 그 원인을 말해 보자.
∙생흔 화석을 찰하고 퇴 환경과 화석의 형성과

정을 토론하자.
∙새 발자국 화석을 찰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자.

라. 지질명소 4지점

지질명소 4지 은 N65°E의 주향, 20°SE의 경사를 

가지고 색 사암이 뚜렷하게 발달하 으며 사암층에 

타포니 구조가 발달해 있다. 지질명소 1지 에서 나타

나는 안산암에서의 타포니 구조보다 더 뚜렷하며 염분

의 결정작용으로 타포니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a)

 

(b)
Fig. 2. Giosite1 showing sill(a) and tafoni(b) in Sinsu Island

(a)

 

(b)
Fig. 3. Giosite2 showing nodular limestones in Sins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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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Fig. 5a). 이곳에서 찰되는 사암층의 

물결자국(Fig. 5b)은 지질명소 3지 에서 찰되는 연

흔보다 크기가 더 크다.
[지질명소 4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14898
[탐구 주제]
∙이 지역의 사암층에서 타포니 구조가 발달하는 이

유를 설명해 보자.
∙비교  큰 골과 마루를 가지는 연흔이 분포하는 

이유를 퇴 환경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마. 지질명소 5지점

지질명소 5지 에서는 노출된 넓은 지역의 사암층

에서 층과 아래층의 연흔을 동시에 찰할 수 있다

(Fig. 6a). 아래층 연흔의 장과 골의 크기가 더 크다. 

바닷가에 노출된 사암층에는 잘 발달한 연흔이 찰되

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 과 인간의 활동을 함께 체험

하며 자연에서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노두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닷가에 있

는 암석에는 생 천공 조개에 의해 구멍이 만들어진 

흔 을 찰할 수 있다(Fig. 6b). 염풍화 작용에 의한 

타포니 구조와 달리 정교하고 매끄러우며 그 형태가 

일정하여 생물체에 의한 구멍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지질명소 5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16311
[탐구 주제]
∙연흔과 주변 경 , 인공구조물 등을 감상하며 자연의 

시공간을 감성 으로 체험하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
∙지질명소 4지 의 타포니 구조와 비교해 구멍 구

조가 생의 생물(천공 조개)에 의한 흔 임을 증

명해 보자.

(a)

 

(b)
Fig. 4. Giosite3 showing mud cracks(a) and trace fossil(b) in Sinsu Island

(a)

 

(b)
Fig. 5. Giosite4 showing taforni(a) and ripple mark(b) in Sins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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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질명소 6지점

지질명소 6지 에는 뚜렷한 공룡 발자국이 퇴 층 

에 다량으로 나타난다. 미사암층에서 발견되는 용각

류(Sauropod footprints)의 크기는 폭 40cm, 길이 50cm, 
보폭 110cm 정도이다(Fig. 7a). 쥐라기 말기와 백악기 

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형 식성 공룡인 이구아노

돈으로 추정된다(윤철수 외, 2004). 공란층(dinoturbation) 
에 공룡 발자국이 나타난다. 공란 구조를 보이는 층

에는 석회 단괴가 잘 발달해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은 펄 상태로 공룡 무게에 의해 푹 꺼진 부분에 방해

석 성분이 잘 모여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윤철수 외, 2004). 추섬 쪽 방향의 바닷가에 폭 25cm 
정도 되는 뚜렷한 수각류(Theropod footprint)의 발자국 

화석이 찰된다(Fig. 7b). 육식공룡이었던 수각류의 

뚜렷한 발자국을 지질명소 6지 에서 찰할 수 있다.

[지질명소 6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23390
[탐구 주제]
∙공룡 발자국 화석을 찰하여 모양을 분류하고, 
공룡의 종류를 추정해 보자.

사. 지질명소 7지점

간조 시에 추섬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질명소 7지
에서는 20여 개 이상의 공룡 발자국(Fig. 8a)과 둥지

의 알 화석을 찰할 수 있다. 둥지 화석에서는 공룡 

알의 크기와 모양, 껍질, 껍질 편 등이 뚜렷하게 발

견된다. 주상 리를 갖는 안산암 암맥(Fig. 8b)이 나타

나며 지층의 주향(N70°E)과 경사(16°SE)를 측정할 수 

있다.
[지질명소 7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a)

 

(b)
Fig. 6. Giosite5 showing ripple mark(a) and perforated shell holes(b) in Sinsu Island

(a)

 

(b)
Fig. 7. Giosite6 showing Sauropod footprints(a) and Theropod footprint(b) in Sins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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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43411
[탐구 주제]
∙ 찰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의 모양과 크기, 보폭 

등을 찰하고 측정해 보자. 
∙공룡 둥지 알 화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정해 보자.
∙안산암맥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해 보고, 주상 리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아. 지질명소 8지점

지질명소 8지 은 응회암과 역암, 사암, 공룡 둥지 

알 화석, 탄화된 규화목 등을 찰할 수 있고, 이암층 

내에 작은 석회 단괴가 많이 보인다. 격하게 형성되

어 쇄설류로 구성된 구산동 응회암(Fig. 9a) 내에는 목

재 화석인 규화목(Fig. 9b)이 들어 있다. 구산동 응회암

은 밝은 담청색을 띠고 있다. 진한 회색 사암층 에 

공룡 둥지 알 화석이 나타나며, 이층에는 탄화된 목재 

화석과 공룡 알껍데기 편이 려 있다. 폭 80m, 높이 

15m인 규모 쇄설성 역암 덩어리가 나타나며, 이 안

의 역은 석회 단괴, 화산쇄설물질, 일반역 등으로 복합

체를 이루고 있다. 응회암층 아래 이암과 사암층의 교

호층에서는 밝은 갈색의 세립사암이 함안층의 특징을 

보여 다. 이곳은 경상 층군 내에 잘 나타나는 구산

동 응회암층이 뚜렷하게 N68°E, 20°SE 방향으로 발달

하여, 층서를 정하는 기 을 삼기에 좋은 입지  조건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층을 기 으로 함안층과 진

동층 층서를 나  수 있고, 함안층에서는 이질사암이 

우세하고 진동층에서는 이암이 우세함을 찰할 수 있

다. 함안층과 진동층을 나 는 열쇠층으로 구산동 응

회암층이 좋은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질명소 8지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a)

 

(b)
Fig. 8. Giosite7 showing dinosaur footprints(a) and sedimentary structures(b) in Sinsu Island

(a)

 

(b)
Fig. 9. Giosite8 showing sedimentary structures(a) and petrified wood(b) in Sins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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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mabyong/221756742673
[탐구 주제]
∙구산동 응회암처럼 지층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층(key bed)의 조건을 설명해 보자. 
∙응회암에 나타나는 규화목의 형성과정을 설명해 

보자. 

2. 신수도 3D 파노라마 야외학습장의 현장 적합성 
검토

남해 해상 국립공원인 신수도를 상으로 개발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장 합성 검토를 하

여 비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 하 다. 
비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보고서와 산출물, 설문지를 

수집하 고 면담을 통하여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학교 과학 재 학  학생 

30명을 상으로 용하여 5명씩 6개의 모둠으로 신수

도 야외학습에 참여하게 하 으며 개인별로 만족도 조

사를 하 다.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체 문항에 한 

평균은 4.52(SD=0.43)로 체 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 특히, 야외학습의 유용성, 흥미, 학습 내용 

등에서 만족하 는데 이는 야외에서 실제 지질 상을 

찰하고 문가의 설명과 함께 탐구하는 과정을 제시

했던 것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합한 도움이 되

었던 것으로 단한다.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과 안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학생 

개인마다 지질 상에 한 배경 지식과 해상 국립공

원인 신수도에 한 경험이 다양하므로 신수도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학습 요소와 내용을 개인의 수

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야외학습

에서 항상 우선시되는 안 교육을 강화하여 개발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보완하 다. 

Ⅳ. 결론 및 제언

남해 해상 국립공원 신수도를 지질학습과 을 

한 지질명소를 탐색하 고, 이를 활용하여 감성 으

로 체험하고 추억을 함양할 수 있는 3D 노라마 야외

학습장을 개발, 장 합성을 검토하여 완성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수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질구조와 화성활

동, 화석 등을 찰할 수 있는 섬으로 학생들을 상으

로 한 지질학습과 지질 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

다. 신수도의 교육 자원 더불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지질학습과 

에 합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하 다. 
신수도의 해안을 따라 총 8지 의 주요한 핵심 지질명

소를 탐색하고 등학교  학교 과학 교과, 고등학

교 통합과학  지구과학Ⅰ,Ⅱ 교과와 연계하여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하 다. 신수도에서 석회암 

단괴, 박리작용, 염풍화 작용, 천공 조개 구멍, 퇴 구

조와 퇴 환경, 공룡의 서식지, 화산활동을 통한 지질

학습과 더불어 창의와 인성을 학습할 수 있는 융합 교

육이 실 될 수 있도록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구

성하 다. 다양한 탐구 주제를 통하여 타 학문을 통합

할 수 있는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을 개발하여 학생들

이 지질 과 동시에 지질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다.
둘째, 신수도의 지질명소 탐색을 통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은 Orion(1993)의 3단계 야외학습 모형에 

따라 개발하 다. 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신수도의 지질명소에 

한 총 8차시의 차시별 지도 계획, 교수학습 지도안,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 학습지를 개발하 다. 8지 의 

지질명소에 한 야외학습은 모둠별 동 학습으로 구

성하여 자율 인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학생들은 신수도를 탐색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가 진되며 자기 주도 인 학

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야외지질 탐색 활동에서 주로 

행해지는 찰은 과학 탐구의 시작이며 의문 을 제기

하고 창의 인 가설을 수립할 수 있는 요한 활동이

다. 각 지질명소에 해당하는 탐구 주제를 제시하여 학

생들은 목 을 가지고 신수도를 탐색하게 되면서 극

인 태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창의 으로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개발된 신수도의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은 

5명의 문가에 의해 델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

정  보완되었고, 개발 목 과 방향에 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개발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장 

합성을 단하기 해 비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의

견을 반 하 다.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에 한 

반 인 만족도는 4.52로, 체 으로 야외학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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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3D 노라마 야외

학습장과 련한 학생들의 면담 의견을 반 하여 개인

의 수 을 고려하고 안 교육을 강화하여 신수도의 야

외학습장을 완성하 다.
남해 해상 국립공원 신수도의 3D 노라마 야외학

습장은 지질학습  을 하면서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이해하는 수 을 넘어서 심미 으로 감상하고 

추억을 생성할 수 있는 지질학습  의 좋은 사례

가 될 것이다. 신수도의 다양한 지질교육 자원을 모두

의 소 한 유산으로 인식하여 연구하고 분석해야 함을 

제언한다. 신수도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수정  

분석 과정에서 문가  참여 학생 수가 어 양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의 수

업 효과에 한 체계 인 질  연구와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국문요약

남해 해상 국립공원의 신수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

질구조와 화성활동, 화석 등을 찰할 수 있어 지질학

습과 지질 에 합한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여 신수도

의 8지  지질명소를 탐색하고 3D 노라마 야외학습

장을 개발하 다. 신수도의 지질명소 탐색을 통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은 3단계 야외학습 모형에 따라 

개발하 다. 8차시로 구성된 3D 노라마 야외학습장

은 모둠별 동 학습으로 구성하여 자율 인 탐구 활

동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석회암 단괴, 박리작용, 염
풍화 작용, 천공 조개 구멍, 퇴 구조와 퇴 환경, 공
룡의 서식지, 화산활동을 통한 지질학습과 더불어 창

의와 인성을 학습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이 실 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5명의 문가에 의해 델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정  보완되었고, 개발 목 과 방

향에 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3D 노라마 야외학

습장에 한 반 인 만족도는 4.52로, 체 으로 야

외학습에 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3D 노라

마 야외학습장과 련한 학생들의 면담 의견을 반 하

여 개인의 수 을 고려하고 안 교육을 강화하여 신수

도의 야외학습장을 완성하 다. 신수도의 3D 노라

마 야외학습장은 지질학습  을 하면서 과학  

이해와 더불어 심미 으로 감상하고 추억을 생성할 수 

있는 지질학습  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주제어: 지질명소, 3D 노라마, 가상야외학습장, 신수도, 
해상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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