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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모래해안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의

탐구학습 자료 개발

최 미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교육 공

지도교수 홍 승 호

모래해안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 미소종 패류의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하여 제주도 해안지역의 모래를 채취하고 실체 미경으로 미소종 패류를 골라내

어 수집하 다.미소종 패류의 종류와 특징은 조사한 해안지역마다 다양하 으며,

모래에서 찾아낸 미소종 패류를 바탕으로 과학 탐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

탐구 기능인 찰과 분류를 심으로 학습 자료를 개발하 다. 등과학 교육과정에

서 작은 생물과 련된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면서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을 학습 소재의 체 자료로 이용하는 것

과 미소종 패류를 으로 지도할 수 있는 탐구학습 자료를 제시하 다.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인 미소종 패류에 한 학습 자료는 작은 생

물에 한 이해와 련된 탐구 학습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미소종 패류,탐구학습 자료,작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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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

해양에는 크기가 1㎛가 채 안 되는 미생물에서부터 지구에 존하는 가장 큰 동

물인 고래까지 아주 다양한 크기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만약 해양이 존재하지 않았

다면 지구는 다른 행성처럼 생명체가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김웅서

등,1998).무궁무진한 바다의 요성을 인식하여 해양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 으로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박태수,1987;정종률,1989).사

실 해양 교육은 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해양 환경에 한 인식과 태도 등을 형

성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바다와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바다에 한 바른 가

치 을 형성해 가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정화성,2009).학생들

이 직 채집한 해양 생물을 동정하여 분류하는 학습은 생물 분류 수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박기석 등,2007).이러한 해양 교육의 요성과 가치

를 인식하여 실질 으로 의미 있는 탐구학습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 환경과 해양 생물을 학습하기에

더할 나 없이 최 의 장소이다.그러나 수도권이나 도심을 심으로 제작된 교재

나 교육 내용에 의지하다 보면 지역의 훌륭한 자원을 놓칠 수 있다.따라서 제주의

자연 환경에 보다 심을 가지고 교육 인 안목에서 어떻게 근할 수 있을지에

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비록 일부의 해양 환경 해양 생물 교육 로그

램을 한 연구들이 있었으나(이한민,2004;채인숙,2004;김태훈,2011),제

주도가 훌륭한 해양 교육의 입지 조건을 갖춘데 반해 지역화 해양 학습 자료들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제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생물 탐구 로그램이

하게 개발된다면,제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가

까운 장에서 몸소 체험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어떤 에서 해양 생물 교육

소재를 탐구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구체 인 안이 요구된다.

2007개정 등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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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을 갖는다.‘작다’라는 기 은 정확하게 나눠

지는 수 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보

다 작은 생물에 한 탐구활동 학습 자료에 한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2.연구 목

본 연구는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에 한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효과

인 과학 탐구학습 자료로써 활용되는데 그 목 이 있다.비단 과학 탐구학습 자료

의 하나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참신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해양 생물 교육

소규모 생물교육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 에서 심화한 내용으로서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의 범 를 확장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작은 생물을 탐구해볼

수 있는 탐구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자연 환경의 경이로움과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모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이 있다는 수 에서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과

학 인 탐구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 이고 조직 인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의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를 활용하는 만큼 지

역화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본 연구는 궁극 으로 모래에

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에 한 과학 탐구학습 교육을 제시하고 있지만,한편으로

는 해양 생물 작은 생물 탐구학습에 한 지역화 학습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주도의 해양 생물에 한 지역화 학습 자료가 개발된다면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과학 탐구학습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개발한 탐구학습 자료를 등학교의 과학 교육 장에 연계하여 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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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문제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의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문제로 선정하 다.

첫째,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 모래의 미소종 패류를 조사한다.

둘째,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의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을 활용한 과학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셋째, 등과학 교육과정에서 작은 생물 련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연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제주도의 해안지역에서 채취한 모래의 미소종 패류만을 상으로 하

으므로 우리나라의 모든 해안지역의 미소종 패류를 표하지는 않으며 국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해안지역에 있는 모든 모래를 상으로 하여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표집된 모래가 제주도 체의 모래를 표하지 않는다.다만,제주도 해안지역의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들을 이용한 과학 탐구학습의 체 자료를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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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탐구에 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학자명 탐구의 개념

Suchman(1960) 학생들로 스스로 어떤 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터득하는 것

Schwab(1962) 원리,자료,자료 해석의 조직으로 구성된 발견의 과정

Bruner(1976) 지 활동을 통한 구조화된 개념획득 과정

Mayer(1978)
스스로 답을 구함으로써 이해와 응용력의 폭을 넓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활동

Trowbridge&

Bybee(1986)

문제의 정의․조사,가설 설정,실험 설계,자료 수집,결

론 도출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

권재술(1992) 인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체

Ⅱ.이론 배경

1.과학 탐구학습

가.탐구의 의미

과학 탐구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며,과학 탐구는 여러 가지 의미

로 사용된다(표 Ⅱ-1).넓은 의미로는 자연을 탐구하는 모든 방법을 탐구라고 부르

며,여기에는 귀납 방법,가설 검증 방법,그 밖에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반면 좁은 의미로는 표 인 탐구 방법인 가설 검증 인 방법을 지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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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탐구 과학 학습지도의 목표

기 능 학습 목표

사고 기능
문제형성,가설 설정,실험 조사,설계, 찰 측정,검증,

추론,평가…

수공 조작 기술
찰 측정 도구의 설치와 사용,실험 재료의 비 사용,

실험 기구의 제작과 수리,실험․실습시설의 이용 보존…

정보처리 기능
정보와 재료의 수집,자료의 정리 분석,자료의 통합 해석,

의사결정,의사소통…

과학자의 탐구활동과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과학 수업

에서는 개방 인 탐구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김찬종,1993).학생들은 과학

자처럼 이론 배경이나 연구 방법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학습의 목 이 과

학자가 탐구하려는 목 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김찬종 등,1999)학습자들을 무

작정 탐구 속으로 내몰고자 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그러나 학자들이 자연 상에

해 의문을 품고 문제에 한 해결과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과학 탐구

를 하면서 하게 되는 의미 있는 활동들은 그 과정 자체로서 과학 교육 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탐구 방법 면에서 학습자들의 수 을 고려하여 시기 한 도움

을 주게 된다면,자연 상에 한 의문과 가설을 검증해 나가기 해 수행하는 탐

구 과정이 학습자의 인지 인 발 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Aikenhead(1983), Colburn(2003),

NRC(1996)등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과학 탐구의 의미를 “과학 탐구는 과

학자와 학생이 자연 세계에 한 질문을 던지고 상을 조사하여 질문에 한 답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

나.과학 탐구학습의 목표

탐구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탐구 과학 학습지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조희형,1992,표 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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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과학 탐구의 요소

구분 탐구 기능

Klopfer(1971)
찰 측정,문제 발견 해결 방안,자료 해석 일반화,

이론 모델 설정,검증 수정

APU(1984)
문제인지,실행가설 설정,실험설계,실험수행,

찰과 측정의 기록,자료해석,실험결과의 평가

허명(1984)

기구 조작, 찰,측정,자료의 기록,분류,자료의 변형,추론,

상 계 결정,인과 계 설명,외삽, 언,요약,결론,일반화,

평가,문제 발상,가설 설정,조건 통제,실험과정 개발,실험 설계,

미국 교육진흥평가

원회(NAEP)

(Johnson,E.G.et

al,1990)

문제 인식,가설 설정,가설 검증,자료 수집,자료 해석,

가설․이론․원리․법칙 등과 모순되는 확인,추리,

이론을 설명하기 한 사실이나 상을 찾아내고 모델 설정하기,

비 읽기,원리나 법칙의 용

SAPA

(AAAS,1963)

기 탐구 기능 통합 탐구 기능

찰,분류,시공간 계

이용,수 사용,의사소통,

측정, 상,추리

가설 설정,변인 통제,실험 수행,

모델 설정,자료 해석,조작 정의

교육과학기술부

(2011)

기 탐구 기능 통합 탐구 기능

찰,분류,측정,

상,추리,의사소통

문제 인식,가설 설정,변인 통제,

자료 변환,자료 해석,결론 도출,

일반화

탐구 활동을 하면서 문제 인식,가설 설정,실험 조사, 찰,측정 등 다양한

사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탐구를 한 여러 가지 도구․재료․기구들을 활

용할 수 있는 조작 인 기능까지 계발시킬 수 있다.탐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정리․분석․통합하며,더 나아가 타인과의 과학 인 의사소

통 능력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다.과학 탐구의 기능

과학 탐구 기능은 탐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능이나 요소를 말한다(표 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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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탐구 기능은 Science-AProjectApproach(SAPA)와 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정의에 따르면 등학교 학년 이상에서 다룰 수 있는 기 탐구 기능과

학년 이상이 다루기에 합한 통합 탐구 기능으로 나 어진다.기 탐구 기능은

과학 탐구에 필수 인 능력으로서 과학 교육의 주요 목 이다.통합 탐구 기능은

기 탐구 기능이 통합된 능력이다.과학 탐구와 과학 탐구에 의한, 는 과학

탐구를 통한 학습은 기 탐구 기능 이외에 통합 탐구 기능을 획득해야 실질 으

로 수행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김찬종 등,1999).

라.과학 탐구학습의 효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목표에 따르면,자연을 과학 으로 탐구하는 능

력을 기르고,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을 하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과학의 탐구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

들을 창의 이고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탕이 된다.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은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다.과학탐구 문제

해결 활동을 통해 학습이 총체 으로 일어나게 되며,탐구 문제는 학습을 한 요

한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탐구 문제 해결 과정은 개념에 한 폭넓은 검

이 뒤따르며 과학에 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김찬종,1993;신동훈,2002).

과학 탐구 과정에서 유의할 은 탐구력은 조작 기술만이 아니라 사고 기능이

주요한 구성요소(조희형,1992)이므로,과학 탐구의 조작 과정만 강조하지 말고

충분한 사고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이 요하다.

2. 찰 분류

기 탐구 기능에는 찰,분류,측정, 상,추리,의사소통이 있지만,본 연구에

서는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와 련한 과학 탐구 활동을 찰 분류를 주

로 하 으므로 여기서는 찰과 분류에 해서만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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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찰

찰은 모든 감각이나 는 감각을 확장시키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물과 상으로

부터 문제와 련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찰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고 찰에 의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

집하며 이것을 처리하여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가장 단순한 탐구의 과정일지라

도 다른 복잡한 과정에서도 항상 찰이 련되어 있으므로 요하다(최 재 외,

2003).오감을 통해 물체와 자연 상을 찰하고,주 환경에 한 호기심,의문

등과 같은 과학 태도를 가지게 하며 더 나아가 조사와 실험을 이끈다. 찰은 가

장 기 인 능력으로 추론,의사소통, 상,측정,분류와 같은 다른 과학탐구능력

을 개발하는데 필수 이다. , 찰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주 의 환경으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찰자의 상상력,창의력,직 력이 요구되

는 활동이다. 찰하기 탐구과정의 숙련도를 알아보기 한 척도로는 상의 식별,

감각의 이용,특성들의 정확한 묘사,정성 ․정량 찰, 상들의 변화 묘사 등

이 있다(권재술 외,1997).사람의 감각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기기나 기구를 이용하여 찰 역을 확 할 수 있으며,

미경이나 망원경 등은 인간의 능력을 넓 표 인 도구이다(최 재 외,

2003).

나.분류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분류를 어떤 목 을 가지고 사물을 그 공통 인 속성이

나 조건에 따라 같은 범주로 묶거나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Ⅱ-4).분류란 일반 인 의미에서 과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생 생활 주

변에서 흔히 쓰이며,실제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분류 기 은

임의 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의 목 에 따라서 일련의 자연 사물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 을 기 으로 한다.다시 다른 공통 에 의해 재분류하며,각 개체가

완 히 밝 질 때까지 분류를 계속하는 것이다.분류 상의 범 가 넓으면 분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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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분류의 체제

유형 설명

2분법 분류 상을 두 갈래의 하 범주

3분법
분류 상을 양 극단의 개념과 그 간자를 포함하여 세 갈래의

하 범주로 나 어 가는 방식

다분법 분류 상을 다섯 갈래 이상의 하 범주로 나 는 방식

<표 Ⅱ-5> 찰 분류 기능의 하 요소

찰

∙오감 사용하여 찰하기

∙정성 ,정량 찰하기

∙조작 찰하기

∙ 체 ,부분 으로 찰하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찰하기

∙객 으로 표 하기

∙목 에 맞는 찰 변인 찾기

∙ 찰의 한계 인식하기

분류

∙ 상이 가진 속성의 공통 과 차이 찾기

∙분류를 한 객 분류 거 정하기

∙분류를 해 표,그래 ,그림 이용하기

정이 복잡해지므로 두드러진 기 의 분류로부터 차츰 발 하도록 하여야 한다(최

재 외,2003).

수집된 사물이나 사건으로부터 여러 가지 특성을 찾아내고 그 특성에 따라 나

때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목 에 따라 유사성,차이 ,

련성에 의해 물체를 분류하는데,이 게 나눠진 분류체계는 기본 으로 유용해야

만 하고 사물과 사건을 알리기 하여 찰되는 유사성이나 차이 을 확인할 때

용할 수 있어야 한다.분류하기 탐구과정의 숙련도를 알아보기 한 척도에는 상

들을 분류할 수 있는 주요한 특성들의 식별 여부,여러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기,하

그룹의 구성,분류 기 세우기,이론 으로 바른 해석,복잡한 분류 체계 만들

기 등이다(권재술 외,1997).

이상에서 설명한 찰과 분류에 해 이은주 등(2012)은 그 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표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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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양 생물의 다양성

가.모래 입자의 확 모습

런던 학의 GaryGreenberg교수는 미경을 이용해 모래를 확 한 사진을 제

시하며 해변을 걸을 때마다 작은 보물들 에 서있었음을 증명했고,이는 사람들에

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자아냈다(그림 Ⅱ-1).그가 모래 속에서 발견해낸 입자들은

각각 독특한 송이처럼 매우 섬세하고,형형색색의 구조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Ⅱ-1]GaryGreenberg이 연구한 모래 확 사진

주.출처 http://www.dailymail.co.uk/.Beautyineverygrain

모래 입자들의 화려한 색과 더불어 조개껍데기,불가사리,얼음,크리스탈 등 다

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모래의 다른 가능성이 발견되었으

며 이를 학습에 용해 볼 수 있다.

이에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제주지역의 미소종 패류 분야를 집 으로 탐구하

여 교육 자료로서 그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일이 해양 교육 분야의 새로운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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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교과서에 나온 바다의 작은 생물

학년 단원 학습 주제 제시된 작은 생물

5학년 1학기

작은 생물의

세계

갯벌에서 만나는

작은 생물

홍합,별불가사리,가시거미 불가사리,갯지

이,말미잘,집게,갈고둥,총알 고둥,따개비,

갯강구,집갯지 이,동죽,맛조개,꼬막,갯고

둥,바지락,말뚱망둥어,갯지 이,흰발농게

나.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

1)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바다의 작은 생물 범

2007개정 등 5학년 1학기 과학과 교과서에 나온 ‘갯벌에서 만나는 작은 생물’

은 19종으로,각 생물과 사는 곳을 심으로 다루고 있다(표 Ⅱ-6).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작은 생물의 범 는 인 환경에 응하여 인간

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집과 학교 주변의 동물종,식물종,균류 등을 포함한다.

생물학 인 분류에 의한 명칭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의를 깊게 가지고 찰해야 하

는 생활주변의 작은 생물을 의미하는 수 이다.

미생물의 경우,인간의 건강과 인류의 역사 등과 련한 주제는 따로 언 하지만,

등 교육과정 수 에서는 해부학 구조나 생리 기능 등에 해서는 다루지 않

는다(교육과학기술부,2011).

2)해양 생물의 범

해양 생물은 서식방법에 따라서 부유생물, 서생물,유 생물,해양미생물으로

나 수 있으며(표 Ⅱ-7),그 종류도 과학 교과서에 그림으로 제시된 19종 이외에

도 매우 다양하다.해양식물과 조류 등을 제외하고 해양 동물,그 에서도 연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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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해양 생물의 범

서식방법 설 명

부유생물
랑크톤(plankton)이라고도 부르며,떠 있는 생물,부유하는 생

물을 의미함

서생물 해 바닥에 사는 생물(benthos)이며,서식공간이 해 바닥임

유 생물
유 동물(nekton)은 물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함.능동 으로 유 할 수 있음

해양미생물
미생물(microorganism)은 주로 단세포,균사로 된 생물 크기

가 가장 작은 유기체임

물만으로도 생종 약 5만 여종,화석종도 약 3만 5천여 종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범 가 상당히 넓다.

4.연체동물의 특성

연체동물은 곤충류가 속해 있는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진 지동물문 다음으로 많

이 서식하는 생물이다.고둥,조개,오징어,문어 등이 연체동물에 속하며,몸은 연

하고 좌우 칭이다.머리,발,내장낭,외투막으로 되어 있고 단 류를 제외하고는

체 구조가 없다. 부분의 연체동물은 패각으로 연한 신체가 보호되어 있다( 진

석,2005).

가.연체동물의 종류 서식처

연체동물문의 하 분류는 단 강,복족강,완족강,두족강,굴족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복족류(고둥류,Gastropoda)는 연체동물 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포함하

며 육상,담수,기수,해수에 리 분포한다.

연체동물의 서식지는 산,사막,설원,담수,진흙 하구,바다 늪지,조간 , 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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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복족류의 각 부 구조 명칭

연안의 얕은 바다,원양 등으로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하지만,

모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해양 생물이 모래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모래에서 쉽게 발견되는 해양 생물들은 주로 연체동물인 경우가 부분이며,본

연구 주제인 미소종 패류는 부분 복족류이므로 여기서는 복족류에 국한하여 기본

인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나.복족류의 구조와 생활

복족류의 경우 나선형 패각을 손에 올려놓고 패각의 꼭짓 에서 시작하여 등을

타고 내려갔을 때,패각의 열린 부분에 오른 손을 넣을 수 있으면 우측 방향 나선

형,좌측 손을 넣을 수 있으면 좌측 방향 나선형이다.좌측 방향의 패각은 변종으로

희귀한 편이다( 진석,2005).

1)복족류의 구조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복족류의 구조 명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그림 Ⅱ-2,표 Ⅱ-8).



- 14 -

<표 Ⅱ-8>복족류의 명칭 설명(김종문,2004)

명칭 설 명

각정(꼭지) 껍질의 제일 끝 부분

각구(입구)
다른 동물의 입에 해당되며 이 입구를 막는

뚜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나륵 복족류의 가로로 난 주름

종륵 복족류의 세로로 난 주름

나층
복족류에서 입구에서 꼭지 쪽으로 나선형으로 감겨

올라가거나 내려온 하나하나의 층

나탑 꼭지에서 입구의 상단부까지의 거리

체층 복족류에서 높이에서 나탑을 뺀 길이

2)복족류의 생활

연체동물은 종류 수가 다양하지만,그 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된 복족류의 생

태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난태생인 종류도 있으나,보통은 난생이다.알은 키틴질의 보호막으로 싸여

있다.난생인 종류는 변태를 하고,담륜자,피면자의 유생을 거쳐 생태로 변한다.

부분이 식성이나 육식성인 것도 있으며,다른 조개류를 조가비에 구멍을 뚫고

먹어 버리는 종류도 있다(고철환 외,1997).

5.선행연구

본 연구의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가 과학 탐구를 한 학습 자료로서

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해 제주의 지역화 해양 생물 학습 자료,해양 교육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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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탐구학습 련 선행연구들을 조사하 다.

기존에 연구된 제주의 해양 생물 학습 자료는 해양 환경에 응한 바닷가식물을

학습 소재로 한 연구,해양 생물의 지역화 장학습 자료 개발,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 자료 등이 있었다.

김태훈(2011)은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4학년 2학기 ‘식물이 사는 곳’단

원 바닷가에 사는 식물과 련하여 지역 학습 자료를 개발하 는데,제주 지역

바닷가식물들이 해안 환경에 응하기 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바닷가식물

이 많이 발견되는 장소는 자갈이 있는 흙,모래,바 ,염습지이며,바닷가 식물의

잎은 거친 환경에 응하기 해 두껍고 윤기가 나며 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같

은 종의 식물일지라도 바닷가 환경에 응하기 해서는 내륙지방의 식물들과는 다

른 형태로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 다.비록 본 연구의 해양 동물의 일종

인 미소종 패류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육과정과 연계된 바닷가식물들을

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양 생물이라는 공통 에서 해양 환경에 응한 특징들을

연 지어 고려해볼 수 있겠다.

채인숙(2004)은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해양 생물의 장학습 자료

를 개발하여 용하 는데,학생들이 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 으로 분류활동

이나 생물의 생활방식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 다. 등 과학과의 내용

체계에 따르면 학생 스스로 찰,실험,조사,수집 등을 통해 탐구하도록 하는 내

용들이 많으나 실제 인 장학습을 한 자료 개발 정보 공유가 부족한 실정이

므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홍승호와 오상철(2007)은 ‘청소년을 한 해양 생물 체험학습 도감’에서 조간

의 해조류와 서동물,바닷가식물,해양생태계와 환경오염에 하여 다루면서,해

양 생물 체험학습 방안을 제안하 다.이 문헌에서는 연체동물을 포함하여 제주의

해안에서 찰 가능한 폭넓은 해양 생물들을 구체 으로 다루고 있다.조간 의

서무척추동물들이 사는 환경과 그 해양 생물들의 특징,체험학습을 한 활동지가

있어서 해양 생물 지도에 지침이 될 수 있다.그리고 해양 서무척추동물 하나

인 복족류 등 다양한 연체동물을 수록하고 있어 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 시

에 미소종 패류와 비슷한 해양 생물을 조하여 참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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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 교육에 한 의의를 입증한 연구도 있었는데,이한민(2004)은 동해안

해양 환경 특성을 고려한 해양 환경 교육 로그램이 등학생들의 해양 환경 지식

과 태도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하 다.동해안의 해안특성과 동해안에서 발

생하는 해양 환경 문제를 심으로 구성한 로그램을 용한 결과,흥미도,소집단

활동,자료 활용도,활동내용 등에 있어 학습자에게 정 인 효과를 나타냈다.해

양 환경 교육 로그램 용 결과,지식 성취도 태도 면에서 정 인 향상을 보

으므로 등학생들에게 해양 환경과 련된 한 로그램이 용된다면 해양

환경 교육에 한 효과 인 결과를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생물 야외 탐구학습은 등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학

업성취도가 하 집단인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다(정 태, 2006; 류한규,

2001).해양 생물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면서,학습내용과 문제 해결의 부담 신

학생 스스로가 탐구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

해야 한다고 하 다.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히 활용한다면 하

집단의 학생들을 비롯한 등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석 등(2007)은 해양 동물의 분류에 한 야외 학습 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분류 단원에 한 과학교육에 한 안을 제시하 다.

생물의 다양성을 통하여 분류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생물에 한 반 이

해를 이끌어 내는 과학 탐구학습 로그램의 개발이 실하다고 하 다.일부 지역

의 야외 장학습에 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서의 학습까지 정 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해양 생물 학습이 과학 탐구 과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으로 보아 그러한 장 을 살린 자료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해양 생물인 미소종 패류를 학습 소재로 활용하여 과학 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다면 지역화 학습 측면,해양 교육 측면,과학교육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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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선행연구조사

답사 계획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미소종 패류 조사

미소종 패류 조사 결과 정리

미소종 패류 탐구학습 자료 개발

[그림 Ⅲ-1] 연구의 차

Ⅲ.연구 차 방법

1.연구 차

미소종 패류를 학습 소재로 하는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탐구학습 자료

개발’과정은 [그림 Ⅲ-1]의 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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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의 과학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 우선 연

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어떤 문제를 으로 다룰 것인지,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칠 것인지 등 구체 인 계획을 설계하 다.연구에 토 가 될 만한

선행연구 련 정보들을 문헌으로 조사하여 기 인 자료를 수집하며 답사의

목 과 을 확인하 다.더불어 등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련된 내용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해서 조사하 다.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을 직 으로

답사하기 한 세부 인 계획과 비를 하고,해안지역 장에 방문하여 각각의 지

역들에서 모래를 채취하 다.3-4일 정도 모래를 말린 후 실험실에서 여러 지역에

서 채취해온 모래들을 실체 미경으로 확 하고 찰하여 미소종 패류들을 골라내

었다.모래에서 발견한 미소종 패류들은 확 사진을 고 선별한 뒤, 문가에게

의뢰하여 종 동정이 이루어졌다.이러한 단계를 거쳐 미소종 패류들을 분석하고 정

리하여 그 속에서 과학 탐구 자료를 찾아내고 등학생을 한 미소종 패류 탐구학

습 자료를 개발하 다.

2.조사 지역

미소종 패류에 한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한 조사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 8곳에서 채취한 모래 해안이다(그림 Ⅲ-2).

한 지역에만 편 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북쪽 지역인 제주시 지역과 남쪽

지역인 서귀포시 지역 해안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 다.모래 표집은

험성이 고 구나 근하기 쉬운 해안지역으로서,인지도가 비교 높은 해안가

는 해변 주로 선정하 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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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dock

Sa-gye
Jung-mun

Hyup-jae

Gim-nyoung

Sand Spots

Sin-Heong
Ha-doSam-Yang

[그림 Ⅲ-2]모래를 채취한 조사 지역

<표 Ⅲ-1>모래 채취 해안의 개황

해안지역 문명 주소 치

김녕해수욕장 Gim-nyou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3.5°N
126.7°E

사계해수욕장 Sa-gye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3.2°N
126.2°E

삼양해수욕장 Sam-ya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33.5°N
126.5°E

신흥리 해안 Sin-heon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3.5°N
126.6°E

문해수욕장 Jung-mun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3.2°N
126.4°E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래 채취지 의 주소와 치 등의 특성을 <표 Ⅲ-1>에 나타

내었다.



A

[그림 Ⅲ-3]모래 채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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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해수욕장 Ha-d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5°N
126.9°E

함덕해수욕장 Ham-doc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5°N
126.6°E

재해수욕장 Hyup-ja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재리

33.3°N
126.2°E

<표 Ⅲ-1>계속

3.연구 방법

가. 모래 채취 방법

1)뜨기

장 답사는 선정된 해안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

다. 비물로는 모래를 채취할 페트병,지역정보와 채취 날짜를 기록할 유성펜,사

진기를 비하 다.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를 채취하기 해서는 [그림 Ⅲ-3]에서 볼 수 있

듯이 바닷물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축축한 부분(A구역)의 모래를 채취하

다.그 까닭은 미소종 패류의 규모가 보통은 1㎜도 채 안 되는 한낱 먼지와 같은 크

기를 가지며 그 무게 한 매우 가벼우므로 바람에 의해 날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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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페트병에 담긴 모래 페트병에 수집하여 보

[그림 Ⅲ-4]채취한 모래의 보

무 바닷물 속의 모래를 채취하면 수분을 말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 바다에

서 떨어진 부근의 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미소종 패류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미

훼손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그러므로 표집 상인 모든 해안지역에서 바닷물이

바로 쓸려간 부분에 페트병을 이용해 모래를 소량 채취하 다.

2)말리기

해안지역에서 채취한 모래는 바닷물과 섞여있는 상태이므로 바로 찰할 수 없

다.채취해 온 모래를 말리려면 신문지에 모래를 넓게 펴서 3-4일간 실내에서 말리

면 된다.이 때,유의해야 할 은 모래 입자가 매우 가벼우므로 바람에 날리지 않

게 조심하고 젖은 상태의 모래가 뭉쳐서 굳지 않도록 펼쳐주는 일이 요하다.

3)보 하기

완 히 마른 모래는 각 해안 지역별로 다시 페트병에 담아서 보 하 다.이때 채

집지를 구분하기 해서 모래를 보 하는 통에 지역명을 표기하 다(그림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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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확 하여 찰하는 모습 화면을 통해 나타난 확 된 모래 입자

[그림 Ⅲ-5]채취한 모래의 확 와 찰

나.미소종 패류 분석

1)실체 미경으로 찰하기

모래에서 물이나 암석 조각이 아니라 작은 생물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었으므로,채취하여 말린 모래를 약스푼으로 2스푼 가량의 양만큼만 샤알 에 옮

겨 한 층 정도로 깔아 실체 미경으로 찰하 다.다량의 모래를 한꺼번에 찰하

고자 많이 옮기면 입자들끼리 겹쳐서 미소종 패류를 추출하기 더 어려웠다.본 연구

에서는 주로 실체 미경과 화면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장비를 사용하여 확 된 입자

들을 찰하 다(그림 Ⅲ-5).

2)미소종 패류 골라내기

실체 미경을 통하여 확 된 작은 생물들 에 큰 규모의 패류들처럼 형태를 갖

춘 미소종 패류를 골라내는 작업이다.패류의 일부분만 남아있거나 상당부분 훼손

이 되었거나, 는 생물이 아닌 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표본 가치가 부족

한 것으로 단하여 추출하지 않았다.

[그림 Ⅲ-6]은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의 추출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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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도구 추출한 미소종 패류 보 통

찰 후 페트병과 보 통 보 통에 담긴 미소종 패류

[그림 Ⅲ-6]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의 추출

안지역별로 추출한 미소종 패류를 보 하는 통의 모습이다.비커는 물을 담아두었

다가 미소종 패류에 묻 서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도이고,붓은 샤알 안의 모래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 다.침은 찰된 미소종 패류를 골라내어 옮길 때 사용되었다.

3)사진 기

해안 지역별로 골라 놓은 미소종 패류들에 한 분석을 하여 사진 촬 하 다.

실체 미경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미경의 과 카메라의 을 맞추어 사진을

었다(그림 Ⅲ-7,그림 Ⅲ-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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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 장착

② 수집한

작은 생물 보 통

③ 미소종

패류

④ 붓

⑤ 핀

[그림 Ⅲ-8]실체 미경과 채취한 미소종 패류의 촬 도구

채취한 미소종 패류 제물 에 올리기 미경에 카메라 장착하기

[그림 Ⅲ-7]사진 기 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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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 시 미소종 패류의 특징에 따라서 생물체의 앞면과 뒷면을 고자 하

는데,기 으로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패류도감(민덕기 외,2004)을 참고하 다.

생물의 크기는 다르나 형태에서 유사한 모습을 많이 띄므로 각종 패류의 종에 따른

사진 촬 배치를 유념하여 촬 하 다.

4)종 동정(同定) 분류하기

모래에서 발견된 미소종 패류의 사진을 선별하여 패류 문가에게 생물의 종에

한 동정을 요청하 다. 한 모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의 미소종 패류를 촬

한 사진 결과를 토 로 해안지역에 따라서 분류하 다.추출한 각 입자마다 번호

를 명명하여 특징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 으며,분류에 한 기 은 등학교 수

에서 흔히 사용되는 색,무늬,형태 등의 기 을 설정했다.

다.학습 자료 개발

모래에서 발견한 미소종 패류의 탐구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활용한 과학 탐구학

습 자료를 개발하 다.뿐만 아니라 탐구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 인 해양 생물 탐구

학습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반 하 다.

1)선행연구 사 조사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에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련

지식을 소개하기 해서 바다에 사는 연체동물 패류의 특징을 아우르는 반

인 자연과학 인 내용을 조사하 다.과학 탐구학습에서 요구되는 교육학 인 정보

들에 해서도 서 ,논문,학술지,인터넷, 문가 면담 등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

을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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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과학과 교육과정 련성 분석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학습을 체할 수 있는 과학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서 등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련 내용을 악하고 분석하 다.2011년 기

장에서 용되고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기 으로 하여,과학이 용되

는 3-6학년 에서 특히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을 직 으로 다루는 5학년 1학기

의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을 심으로 살펴보았다.과학과 교육과정에 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 지식 내용 탐구 요소를 어떻게 용할 수 있을 것

인가라는 에서 실시되었다.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습 소재를 활용하게 될 경우,

학습자들의 과학 사고력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 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찾아보도록 했다. 한 교사의 입장에서 실 으로 용이 가능한 등을

고려해 보았다.

3)학습 자료 개발의 거

미소종 패류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기 해 장학습 련 연구(신동훈;

2002;문성국;2004;정 태,2006;박헌우;2008),생명 역의 탐구활동 단계

연구(김정진,2005),해양 생물 교육과 련된 학습 자료 개발 용 연구(김종

문;2004;이한민,2004;채인숙,2004;박기석 등,2007;정화성,2009;김태

훈,2011)를 토 로 탐구학습 자료로서의 조건을 고려하 다.이상의 장학습 지

역화 교육 자료,해양 생물 교육 학습 자료와 연 된 문헌 분석을 통하여 사 학습

활동,야외체험 학습활동,사후 학습활동 단계의 흐름으로 자료를 구성하 다.사

활동,탐구 활동,사후 활동의 설계와 연구자가 미소종 패류를 조사한 과정의 차

를 종합하여 학습 자료를 개발하 다.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를 활용한 탐

구학습 자료는 과학교육과 교수 1인과 장교사 5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

다.학습자들이 과학 탐구활동을 수행하기에 하며 필수 인 내용으로 설정되었

다는 의견이었다.



- 27 -

<표 Ⅳ-1>종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김녕해수욕장)

학명 과 사진

굽은 고둥

(BrochinaglabellaA.

Adams,1868)

굽은 고둥과

(Caecidae)

분홍유리고둥

(TricoliavariabilisPease,

1860)

소라과

(Turbinidae)

세로 아리고둥

(Munditiellaammonoceras

A.Adams,1863)

반투명꼬마고둥과

(Skeneidae)

Ⅳ.연구 결과 논의

1. 찰된 미소종 패류

가.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의 다양성

본 연구의 제주특별자치도 모래해안에서 발견된 미소종 패류들은 <표 Ⅳ-1>~

<표 Ⅳ-12>와 같다.생물 종 동정 결과를 정리하여 학명 과,해당하는 미소종 패

류의 사진을 제시하 다.단,지면 계상 최소 과 단 로도 동정이 어려운 미동정

패류는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다.모래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선명하게 촬

하기 곤란하거나 명확치 않아 동정이 어려운 작은 생물도 있었으며,작은 생물이 이

미 자연 풍화에 의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그 지만 수많은 모래 입자

들의 수만큼은 아니지만 미소종 패류들은 다양하고 그 수도 지 않았다.회오리고

둥과(Pyramidellidae)와 밤고둥과(Turbinidae)는 지역을 막론하고 반 으로

발견된 빈도가 높았다.

김녕해수욕장의 정확히 종을 동정한 표본은 <표 IV-1>에 제시하 으며,종 동정

이 되지 않은 표본은 <표 IV-2>에 과(family)단 를 심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고되지 않아 종 동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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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김녕해수욕장)

과 사진

반투명
꼬마고둥과
(Skeneidae)

밤고둥과

(Troch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김녕해수욕장에서 종 단 까지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는 굽은 고둥

(Brochina glabella A.Adams,1868),분홍유리고둥(Tricolia variabilis

Pease,1860),세로 아리고둥(Munditiella ammonoceras A.Adams,

1863)의 세 가지이다. 그밖에 반투명 꼬마고둥과(Skeneidae), 밤고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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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종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사계해수욕장)

학명 과 사진

깨고둥

(Barleeiaangustata

Pilsbry,1901)

깨고둥과

(Barleeidae)

흰배꼽기수우 이

(Paludinellassiminea

strictaGould,1859)

기수우 이과

(Assimineidae)

좁 우 이
(Eatoninakitanagato

FukudaNakamura&

Yamashita,1998)

바다좁 우 이과

(Cingulopsidae)

분홍유리고둥

(TricoliavariabilisPease,

1860)

소라과

(Turbinidae)

(Trochidae),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미소종 패류들은 과 단 까지 동정

이 되었으며,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반 으

로 김녕해수욕장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들은 투명하거나 밝은 색깔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다른 해안지역에서 발견되는 밤고둥과(Trochidae)패류의 미소종

들과는 달리 분홍색 계열이 많은 것으로 찰되었다.

사계해수욕장에서는 깨고둥(BarleeiaangustataPilsbry,1901)외에 3개의

미소종 패류가 종 단 까지 동정되었으며(표 Ⅳ-3),깨고둥과(Barleeidae)외에

도 9개 과의 미소종 패류가 발견되었다(표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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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사계해수욕장)

과 사진

깨고둥과

(Barleeidae)

띠 고둥과

(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

무륵과

(Columbel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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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꼬마고둥과

(Skeneidae)

밤고둥과

(Trochidae)

소라과

(Turbinidae)

좁 무늬

고둥과

(Nassariidae)

홍합과

(Mytil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찰된 사계해수욕장 패류의 미소종 과(Family)개수는 총 12개로,한 지역 내

에서도 다양한 미소종 패류들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다른 해안지역 모래에서는

자주 발견되지 않는 바다좁 우 이과(Cingulopsidae)를 비롯하여 무륵과

(Columbellidae),좁 무늬고둥과(Nassariidae),홍합과(Mytilidae)와 같은

미소종 패류들까지 찰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를 찰하기에 합한 해안지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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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종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신흥리 모래해안)

학명 과 사진

깨고둥

(Barleeiaangustata

Pilsbry,1901)

깨고둥과

(Barleeidae)

<표 Ⅳ-6>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신흥리 모래해안)

과 사진

기수우 이과

(Assimineidae)

깨고둥과

(Barleeidae)

띠 고둥과

(Triphoridae)

신흥리 모래해안에서 종 단 까지 동정된 종은 깨고둥 이었으며(표 Ⅳ-5),과 단

까지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는 기수우 이과(Assimineidae),깨고둥과

(Barleeidae),띠 고둥과(Triphoridae),밤고둥과(Turbinidae),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가 있었다(표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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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종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 문해수욕장)

학명 과 사진

깨고둥

(Barleeiaangustata

Pilsbry,1901)

깨고둥과

(Barleeidae)

Triphorasp.
띠 고둥과

(Triphoridae)

밤고둥과

(Turbin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신흥리 해안지역 모래에서는 동정된 5개의 과 에 깨고둥과(Barleeidae)와 회

오리고둥과(Pyramidellidae)가 많았고,비교 다른 해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

는 루소고둥과(Rissoidae)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모래 입자가 작은 편이지만 사람

들의 출입이 드물고 지형상 만에 치하고 있는 해안지역이므로,미소종 패류의 상

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7>와 <표 Ⅳ-8>는 문해수욕장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이다.다른 지

역과 비교하여 미소종 패류의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하 으며, 루소고둥과

(Rissoidae)는 특히 사계해수욕장과 문해수욕장 모두에서 다수 찰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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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 문해수욕장)

과 사진

갯고둥붙이과

(Cerithiopsidae)

깨고둥과

(Barleeidae)

단풍고둥과

(Turridae)

<표 Ⅳ-7>계속

새끼흰 고둥

(Schwartziella

(Pandalosia)ephamilla

Watson,1886)

루소고둥과

(Rissoidae)

흰 고둥

(Rissoina(Rissolina)

costulataDunker,1860)

루소고둥과

(Rissoidae)

작은납작고둥

(TeinostomalucidaA.

Adams,1863)

반투명꼬마고둥과

(Skene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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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고둥과

(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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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고둥과

(Rissoidae)

무륵과

(Columbellidae)

밤고둥과

(Trochidae)

소라과

(Turbin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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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 무늬

고둥과

(Nassariidae)

짜부락고둥과

(Cerithi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문해수욕장에서는 깨고둥(BarleeiaangustataPilsbry,1901)외에 4종이

종 단 까지 동정되었으며,다른 해안지역 모래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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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하도해수욕장)

과 사진

밤고둥과

(Trochidae)

둥붙이과(Cerithiopsidae),단풍고둥과(Turridae),짜부락고둥과(Cerithiidae)

를 포함하여 무려 12개 과의 미소종 패류를 다수 찰할 수 있었다. 문해수욕장

모래에서는 루소고둥과(Rissoidae)가 발견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회

오리고둥과(Pyramidellidae),밤고둥과(Trochidae),띠 고둥과(Triphoridae)의 미소종

패류들도 많이 찰되었다.

<표 Ⅳ-9>는 하도해수욕장에서 발견된 패류의 미소종으로,종 단 동정까지 이

루어진 상은 없었으나 밤고둥과(Trochidae)의 미소종 패류가 일부 발견되었다.

하도해수욕장의 모래 입자 크기가 다른 해안지역 모래 입자보다 작을뿐더러 풍화

침식에 의해 부서진 조각이 많아서 온 한 미소종 패류를 찾기 어려웠다.그 기 때

문에 다른 해안지역에 비해 상 으로 미소종 패류의 데이터가 었고 본 연구에

서는 종 단 동정까지 이루어진 패류가 없었으나,추후에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함덕해수욕장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는 소용돌이고둥과(Tornidae)를 비롯하

여 6개의 과가 있었다(표 Ⅳ-10,표 Ⅳ-11).함덕해수욕장의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들 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깨고둥과(Barleeidae)의 작은 생물

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곳에서는 루소고둥과(Rissoidae)와 밤고둥과

(Trochidae)의 미소종 패류들이 생물종으로는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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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종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함덕해수욕장)

학명 과 사진

굵은 소용돌이고둥

(Pygmaeorota

(Pygmaeorota)duplicata

Lischke,1872)

소용돌이고둥과

(Tornidae)

<표 Ⅳ-11>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함덕해수욕장)

과 사진

기수우 이과

(Assimineidae)

깨고둥과

(Barleeidae)

띠 고둥과

(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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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고둥과

(Rissoidae)

밤고둥과

(Troch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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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고둥과

(Troch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종 단 까지 동정이 이루어진 굵은 소용돌이고둥(Pygmaeorota(Pygmaeorota)

duplicataLischke,1872)이 속한 소용돌이고둥과(Tornidae)이외의 다른 과 미소종

패류들은 반 으로 그 외형 인 모양이나 색깔이 서로 비슷했다.특히 함덕해수욕

장에서 발견되는 루소고둥과(Rissoidae)와 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는 매우 유사

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미소종 패류의 생김새가 흡사하기 때문에 세부 인 특징까

지 찰해야 각 과마다 구분되는 특징을 악할 수 있었다.분류하기 과정을 탐구할

때 구체 인 기 을 세워야 하므로 높은 난이도의 학습제재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표 Ⅳ-12>는 재해수욕장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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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 재해수욕장)

과 사진

깨고둥과

(Barleeidae)

띠 고둥과

(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

밤고둥과

(Turbinidae)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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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욕장에서도 하도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종 단 까지 동정된 미소종 패류

는 없었으며,과 단 동정이 이루어진 미소종 패류는 모두 5가지 다. 재해수욕

장의 미소종 패류들은 루소고둥과(Rissoidae),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

등으로 부분 다른 해안지역 모래에서도 쉽게 찰되는 미소종 패류가 부분이었다.

나.미소종 패류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

1)제주 지역의 미소종 패류 분포

장소에 따른 모래의 미소종 패류 발견 여부를 <표 Ⅳ-13>에 나타내었다.음 처

리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밤고둥과(Trochidae)와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의 미소종 패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분 모래해안에서 발견

되었다.

조사 결과,모래를 표집한 상 해안지역 12개의 과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미소종 패류를 보유한 해안지역은 사계해수욕장과 문해수욕장으로 나타났다.사

계해수욕장은 기수우 이과(Assimineidae),깨고둥과(Barleeidae),띠 고둥과

(Triphoridae),루소고둥과(Rissoidae),무륵과(Columbellidae),바다좁 우 이과

(Cingulopsidae),반투명꼬마고둥과(Skeneidae),밤고둥과(Trochidae),소라과

(Turbinidae),좁 무늬고둥과(Nassariidae),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홍합과

(Mytilidae)등의 다양한 미소종 패류들이 존재하 다. 문해수욕장에서도 12개의

과의 미소종 패류들이 발견되었는데,갯고둥붙이과(Cerithiopsidae),바다좁 우 이

과(Cingulopsidae),짜부락고둥과(Cerithiidae)는 다른 해안지역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종이었다.단,표집한 일부의 모래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이므로 실제상으로는

다량의 모래를 상으로 작은 생물을 추출하게 된다면 <표 Ⅳ-13>의 내용보다 더

욱 다양한 패류의 미소종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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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제주 지역의 미소종 패류 분포

과
발견 해안지역

김녕 사계 신흥 문 하도 함덕 재

굽은 고둥과

(Caecidae)
○

갯고둥붙이과

(Cerithiopsidae)
○

기수우 이과

(Assimineidae)
○ ○ ○

깨고둥과

(Barleeidae)
○ ○ ○ ○ ○

단풍고둥과

(Turridae)
○

띠 고둥과

(Triphoridae)
○ ○ ○ ○ ○

루소고둥과

(Rissoidae)
○ ○ ○ ○

무륵과

(Columbellidae)
○ ○

바다좁 우 이과

(Cingulopsidae)
○

반투명꼬마고둥과

(Skeneidae)
○ ○ ○

밤고둥과

(Trochidae)
○ ○ ○ ○ ○ ○ ○

소라과

(Turbinidae)
○ ○

소용돌이고둥과

(Tornidae)
○

좁 무늬고둥과

(Nassariidae)
○ ○

짜부락고둥과

(Cerithiidae)
○

회오리고둥과

(Pyramidellidae)
○ ○ ○ ○ ○ ○

홍합과

(Mytil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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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각 해안별로 출 된 미소종 패류의 특징 분석

해안지역 미소종 패류의 경향성

김녕해수욕장

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가 많은 편이고 투명하거나 화려한

빛깔의 작은 생물들이 다수 찰된다.모래 입자는 작은 편이므로 미

소종 패류의 크기 한 작다.

사계해수욕장

갈색 계열 색의 작은 생물이 빈번하게 찰되며,불투명한 흰색의 루

소고둥과(Rissoidae)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패류의 미소종 과는

깨고둥과(Barleeidae), 띠 고둥과(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밤고둥과(Trochidae),소라과(Turbinidae),회오리

고둥과(Pyramidellidae)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다.무

늬를 찰하기에 좋은 미소종 패류들이 많다.

신흥리 해안

무색투명한 패류도 있지만 갈색,자색, 색과 같은 색상의 패류들도

찰된다.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깨고둥과(Barleeidae)의 미소

종 패류가 발견되었다.

문해수욕장

종류와 크기가 매우 다양한 편이고,작은 생물 개체의 빈도도 높아

탐구하기에 좋다.여러 종류의 루소고둥과(Rissoidae)미소종 패류

들이 많아 유사 과 차이 을 비교하면서 찰할 수 있다.

하도해수욕장
모래 입자의 크기가 작아 모래 채취 과정이 어렵다.하지만 색깔이

짙은 밤고둥과(Trochidae)미소종 패류들을 볼 수 있다.

함덕

해수욕장

루소고둥과(Rissoidae)와 밤고둥과(Trochidae)가 주류를 이루며,

밝고 투명한 미소종 패류들이 많다.

재해수욕장

깨고둥과(Barleeidae), 띠 고둥과(Triphoridae), 루소고둥과

(Rissoidae),밤고둥과(Turbinidae),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

의 미소종 패류들을 찰할 수 있다.

2)해안별 미소종 패류의 특징

채취한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들의 경향성을 해안별로 요약하여 정리하

다(표 Ⅳ-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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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의 모래는 매우 흥미로운 상을 보인다.두 해변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색깔이나 구성 물질이 완 히 다른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함덕해수욕장은 모래에서 다양한

작은 생물들을 다수 발견하기 쉬운 반면,삼양해수욕장의 모래에서는 작은 생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그 까닭은 두 해안지역이 생성과정에서부터 완 히 다른 과정

과 경로를 거쳐 해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바닷가의 미소종 패류도 연체동물의 일종이므로 서식하는 지역이 범 하고 다

양한데,해안가에 려든 미소종 패류들의 출 하는 빈도가 종류별,해안지역별로

각각 달랐다.만약 어떤 변인도 없다면 먼 지역에서 생애를 보내던 패류의 미소종들

이 이동하며 비슷하게 섞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안가에 도달했을 것이다.하지만

찰 결과는 해안 지역에 따라서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들의 종류별 많은 차

이를 보 다.특정 과(Family)에 있어서는 유사 을 보이기도 하나 규칙성이 드러

날 만큼 연 계를 찾을 수 없었다.이는 표집 하여 찰한 모래 입자의 수로 인

한 한계 때문일 수 있으나,미소종 패류가 이동하게 되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존

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미소종 패류는 매우 가벼운 생물이여서 해류의

향,태풍을 포함한 지구순환 에 지의 이동,생물군의 이동,지리학 인 특성 등

의 조건에 민감하게 향을 받았을 것이다.

2.교육과정과의 연계 분석 결과

가.과학 탐구 능력의 활용

1) 찰하기

<표 Ⅳ-15>는 모래에서 발견된 두 종의 미소종 패류 사진을 조 으로 놓은 것

이다.실체 미경을 통해서 미소종 패류 A와 B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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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모래에서 발견된 두 종의 미소종 패류

구분 A B

모래에서

발견된

미소종 패류

찰 내용

울퉁불퉁하다. 짙은 갈색이다.

길쭉한 모양이다.세로 이 나있

다.가로 을 따라서 돌기가 나

있다.색깔이 균일하지 않다.입

구 부분이 뾰족하다 …

매끄럽다.투명하다.빛을 받으

면 반짝거린다.입구가 둥 다.

5바퀴 감겨있다.속에 검은 것

이 있다.아래쪽으로 갈수록 둘

가 넓어진다 …

각고가 각경보다 긴가?

각구의 모양은 어떤가?

나층은 몇 개 인가?

나륵은 어느 방향인가?

종륵은 명확한가?

각정의 모양은 어떠한가?

표면의 촉감은 어떠한가?

색깔은 투명한가?

체층과 나탑중에 무엇이 긴가?

돌기가 나 있는가?

감긴 방향은 어떠한가?

전체적 형태는 무엇인가?

[그림 Ⅳ-1]미소종 패류 A의 찰

[그림 Ⅳ-1]과 [그림 Ⅳ-2]는 연체동물의 구조와 특징에 따른 각 을 제시한

내용이다. 에 따라서 찰했을 경우, 찰의 기 이 생기므로 다양하며 섬세하

게 찰할 수 있다.미소종 패류는 비록 크기는 작으나 연체동물인 복족류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특징도 찰할 수 있기 때문에,복족류 구조의 특징을 참고하여 미

소종 패류의 모양,형태,각구 등을 찰의 으로 설정해보면 나열식 기술보다

구체 인 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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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층은 몇 개 인가?

나륵이 있는가?

종륵은 명확한가?

표면의 촉감은 어떠한가?

색깔은 투명한가?

체층과 나탑중에 무엇이 긴가?

각정의 모양은 어떠한가?

각고가 각경보다 긴가?

각구의 모양은 어떤가?

내부에 관찰되는 것이 있는가?

전체적 형태는 무엇인가?

감긴 방향은 어떠한가?

[그림 Ⅳ-2]미소종 패류 B의 찰

이런 까지 고려하여 찰할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두되, 등학생 수 에서

는 어려운 명칭을 이용하여 찰을 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다만,작은 생물의 세

계도 일반 생물의 세계처럼 찰할 요소들이 많으며 다양한 방법과 을 활용해

서 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등학교 수 에서는 미소종 패류의

체 인 특징과 세부 인 특징을 찾아보고 과학 으로 표 할 수 있다면 학습목표

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복족류의 구조를 찰 으로 제시한 까닭은 교사

들이 효과 으로 지도하는데 참고 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2)분류하기

가)형태

미소종 패류의 형태를 기 으로 삼아서 찰한 해양 생물을 분류할 수 있다.[그

림 Ⅳ-3]에서 보는 것과 같이,뾰족한 탑 모양의 미소종 패류가 있는 반면 둥 게

생긴 미소종 패류가 있다.모양이 다른 두 작은 생물은 형태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

다.이때 형태에 따른 분류의 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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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정이 뾰족하다,폭이 좁다,입구가 좁다. 각정이 둥 다,폭이 넓다,입구가 넓다.

[그림 Ⅳ-3]형태에 따른 분류의

형태는 시각 으로 쉽게 찰이 되므로,모호한 기 을 설정하기보다는 시각 으

로 구분이 가는 특징을 분류 기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미소종 패류 형태의 차

이 을 찾아낼 때에는 패류를 찰할 때와 같이 체 인 모양,폭의 길이,입구의

크기 등의 특징에 주목하여 찰하고 그것을 토 로 분류하면 된다.분류 수업을

하여 개발된 해안가 동물을 이용한 야외 학습 로그램이 해양 생물의 분류 서식

지에 한 지식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 연구(박기석 등,2007)에서 제시하 듯이,

본 연구의 미소종 패류의 분류 한 생물 분류 수업에 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색깔

미소종 패류의 색깔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모양이 유사하게 생겼을지라도 색을

기 으로 하여 ‘색이 있다’와 ‘투명하다’로 분류해볼 수 있다. 는 미세패류의 종류

에 따라서 ‘갈색’과 ‘자색’,‘흰색’과 ‘분홍색’처럼 일정한 기 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활동이 가능하다.‘갈색’,‘흰색’,‘분홍색’처럼 3개 이상의 여러 패류 색깔의 특징을

조하며 분류해 볼 수 있다(그림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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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흰색 분홍색

[그림 Ⅳ-4]색깔에 따른 분류의

모래에서 발견한 미소종 패류의 상태에 따라 이미 색이 바랜 경우도 있을 수 있으

나,생태학 인 지식을 활용한 생물학 분류가 아니라 과학 탐구활동으로서의

분류 과정에서는 색을 기 으로 하여 생물을 분류하는 과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

다.세 종류의 생물을 구분 짓는 수많은 기 의 한 가지로서 근하면 된다.

다)무늬

아주 작은 모래 입자 크기의 생물이지만,각각의 아름다운 무늬를 지닌 작은 생물

들을 쉽게 찰할 수 있다.패류의 무늬를 기 하여 생물을 분류하는 경우,[그림

Ⅳ-5]처럼 ‘선(---)무늬’와 ‘(― )무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찰력이 뛰어

난 경우 패류 무늬의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 분류 기 을 하나 더

설정하여 무늬에 색깔도 추가하면 학생들의 분류 능력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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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늬 (― )무늬

[그림 Ⅳ-5]무늬 색깔에 따른 분류의

분류 기 을 하나 이상 설정하 을 경우,1단계의 단순 분류 수 을 넘어서 2단

계,3단계로 분류를 하게 된다.학습자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류 기 에 한

상하 개념을 체계 으로 설정하며 과학 으로 분류하기 탐구능력을 연습할 수 있

을 것이다.

라）돌기

비록 미소종 패류들이 무 작아 만져보기 어렵지만 실체 미경으로 나타나는 표

면 돌기의 유무를 분류 기 으로 설정하여 분류해보았다(그림 Ⅳ-6).

표면에 돌기가 돋아있는 경우 ‘돌기가 있음’으로,울퉁불퉁하지 않고 표면이 매끈

한 경우 ‘돌기가 없음’으로 분류하 다.표면에 돌기가 있는 미소종 패류로는 띠 고

둥과(Triphoridae)와 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가 많았으며, 밤고둥과

(Trochidae)는 돌기가 없이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돌기가 있는 미소종 패

류들 에는 돌기가 없는 미소종 패류에서 자주 찰되는 특징인 택이 있는 경우

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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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가 있음 돌기가 없음

[그림 Ⅳ-6]돌기의 유무에 따른 분류

나.작은 생물 지도의 체 학습 방안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 는 작은 생물이란 분류학 으

로 용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생물 주의

깊게 찾아보아야 찰 가능한 생물을 지칭한다(교육과학기술부,2011).넓은 시각

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이르는 말이지만,막상 작은 생물을 찰할

만한 학습장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안을 설계하느

라고 모호한 범 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5학년 1학기 .‘작은 생물의 세계’

단원의 학습 일부를 바다의 미소종 패류로 재구성하여 체 학습 자료로 활용하

는 일은 그 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5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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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히 찰할 수 있는 일반 인 동물과 식물에서 벗어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찰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작은 생물들을 찾아 그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찰하고,사는 곳에 따른 생활 방식의 공통 과 차이 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작은

생물이라는 특성을 반 하여 돋보기나 루페,실체 미경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

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찰 보조 도구들에 한 사용 방법 숙지도 요구된다.(교육

과학기술부,p.342)

이 단원의 학습으로는,일반 인 동물과 식물에서 벗어나 주의 깊게 찰해야할

여러 가지 작은 생물을 찰하고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을 알아보는 내용이 담겨 있

다.그리고 작은 생물을 탐구할 때의 도구 사용 경험을 겪어보도록 하고 있다.미소

종 패류의 종류가 모래에서 발견되는 매우 작은 연체동물일지라도 학습의 목 을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모래를 학습의 소재

로 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한 탐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행 교과서를 그 로 운 하되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를 학

습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그리고 해양의 작은 생물을 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일련의 탐구학습 로그램으로서의 방안이라는 두 가지의 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1) 행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을 학습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의 학습 체계표를

<표 Ⅳ-16>에 나타내었다.학습 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시는 1차시,2차시,

3~4차시,10차시,11차시이며,탐구 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차시는 1차시,2차

시,7차시,11차시이다.미소종 패류를 학습 자료로서 용할 수 있는 내용 는

탐구 과정요소에 해서는 <표 Ⅳ-16>에 을 그어 표시하 다.

학습 체계는 지역 학교의 실정,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운 할 수 있으므로(교육과학기술부,2011)필요에 의해서 참고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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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학습 자료 활용 여부

단계
차

시
차시명 학습목표

*
탐구
과정
요소

핵심
용어

활용
차시

활용
역

재미

있는

과학

1
작은 세상을

볼까요?

•우리 주변의 작은 세상과 다양한

작은 생물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

다.
○

내용

탐구

과학

실험

방

2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작은

생물이

있을까요?

•작은 생물의 개념에 하여 이해

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제

인식

상

분류

작은

생물
○

내용

탐구

3

~

4

물에 사는

작은 생물을

알아볼까요?

•해캄과 물벼룩의 생김새와 특징

을 설명할 수 있다.

•물에 사는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찰

일반

화

물에

사는

작은

생물

○ 내용

5

~

6

땅에 사는

작은 생물을

알아볼까요?

•우산이끼와 개미의 생김새와 특

징을 설명할 수 있다.

•땅에 사는 작은 생물 이 살아가

는 환경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찰

일반

화

땅에

사는

작은

생물

7
작은 생물을

키워볼까요?

•사는 곳에 따른 작은 생물의 생

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생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작은 생물 서식지를 만들어 잘 키

울 수 있다.

상

일반

화

서식

지
○ 탐구

8

작은 생물은

우리 생활과

어떤 계가

있을까요?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과의 계

에 하여 말할 수 있다.

추리

의사

소통

발효

9

곰팡이,세균,

바이러스는

우리 건강에

어떤 향을

미칠까요?

•작은 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향과 유해한 향에 하

여 말할 수 있다.

추리

의사

소통

세균

바이

러스

과학

생각

모음

10

작은 생물의

세계에 하여

정리해

볼까요?

•작은 생물의 세계와 련된 개념

을 정리할 수 있다.
○ 내용

나도

과학

자

11

작은 생물

생태 지도를

만들어

볼까요?

•창의 이고 다양한 형태의 작은

생물 생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

내용

탐구

*
은 교과서에 제시된 생물을 미소종 패류로 체할 수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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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바다에 서식하는 미소종 패류를 상으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등학교의 작은 생물에 한 가능한 학습 자료로서 활용 방안의 를 제시하 다.과

학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그 로 활용하더라도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 5,6,8,

9차시를 제외한 모든 차시에서 미소종 패류를 학습 소재로 도입할 수 있다.1차시

‘작은 세상을 볼까요?’에서는 학습 내용과 탐구로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2차시에

서는 작은 생물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문제,인식, 상,분류의 탐구과정요소를

용시켜볼 수 있다.3~4차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해캄과 물벼룩 이외에 물에 사는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기 한 보충 인 학습 내용으로서 활

용할 수 있다.5~6차시는 땅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학습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미소종 패류를 도입하기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7차시에서는 사는 곳에

따른 작은 생물의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학습하기 해 미소종 패류를 땅에 사

는 작은 생물과의 비교 상으로 다룰 수 있다.8차시는 작은 생물과 우리 생활의

계를 학습하는 차시이나,미소종 패류는 발효와는 련이 없으므로 용하기 어

렵겠다.9차시의 세균 바이러스에 한 내용 한 미소종 패류보다도 더 작은 범

이므로 연계하여 지도할 필요는 없다.10차시와 11차시는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을 종합 으로 정리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과 탐구 활동 면에서 모두 용

시킬 수 있고,개념을 정리하거나 생태 로젝트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Ⅳ-16>에서 제시한 연계 여부를 토 로 각 차시별 특성을 반 해 바다에 사

는 작은 생물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해서 구체 으로 정리

해 보았다(표 Ⅳ-17).

각 차시별로 미소종 패류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하 는데,

학습 소재로서의 활용부터 연 된 개념을 응용하는 단계까지 차시의 학습 주제와

연계하여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미소종 패류의 탐구를 과학 교수학습에 용

하고자 할 때,지도시 유념해야할 들을 기술하 다.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교육

환경 여건에 따라서,일부 차시에만 도입하여 집 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단원

체에 걸쳐 반 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미소종 패류 탐구를 용

하고자 하는 차시를 심으로 도입해보는 일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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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학습 자료 활용 내용

차

시
차시명 연계 방안

1
작은 세상을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래 속에도 작은 세상과 다양한

작은 생물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다.교과서와 연계하여,무엇을 확 하여 본 사진인지 맞추어

보기 활동 디지털 미경을 사용하여 작은 세상 찰하기 활

동을 수행한다.

2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작은

생물이

있을까요?

작은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의 다양성을 설명하며 소개할 수 있

다. 에 띄지는 않지만 바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작은 생물을

찰 탐구하고,서식지의 특성도 악할 수 있다.

3

~

4

물에 사는

작은 생물을

알아볼까요?

물에 사는 작은 생물이 어떻게 해양 환경에 응하여 살 수 있는

지 서식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7
작은 생물을

키워볼까요?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인 바다는 육지

환경과 다르며,생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학습한다.사는

곳에 따라서 작은 생물들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

작은 생물의

세계에 하여

정리해

볼까요?

작은 생물의 세계와 련된 개념을 정리하며,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을 학습 소재로 이해했던 과학 개념을 복습할 수 있다.

11

작은 생물

생태 지도를

만들어

볼까요?

학습자의 창의성이 반 된 작은 생물 생태 지도를 만들 때,해

양 환경에 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종합 인 사고로 여러

서식지에 따른 차이를 표 할 수 있다.

2)재구성된 탐구학습의 방안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5학년 1학기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에서는 갯벌

에 사는 작은 생물을 학습 소재로서 제시하고 있다.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갯벌

을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반드시 갯벌을 직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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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탐구학습 자료의 시

바닷가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의 탐구

차시 학습 흐름 주요 학습 내용 학습 활동

1 해양 환경 우리 주변과 작은 생물
① 해양 환경 알아보기

② 해양 생물 조사하기

2~3 체험 학습 우리 주변 환경 탐구
① 해안 지역 답사하기

② 모래 찰하고 채취하기

4 탐구 실험 채취모래 찰
① 채취 모래 돋보기로 찰하기

② 채취 모래 미경으로 찰하기

5 분류 실험 결과 분석
① 기 세우기

② 분류하기

6 결과 정리 학습 개념 정리
① 작은 생물 특징 정리하기

② 환경과 생물 계 정리하기

7 보고서 발표 과학 의사소통
① 탐구 보고서 발표하기

② 탐구 내용 토의하기

갯벌을 모르더라도 그러한 기회에 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등학

생들의 인지 수 에서는 상상만으로 개념과 이해를 습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체 으로 제주도처럼 섬 지역이나 바다 환경을 학습하기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지역

의 장 을 활용한 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갯벌에 사는

작은 생물 보다는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이라는 학습 주제로 재구성하여 과학 탐구

학습 자료의 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18).

에서 제시한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에 한 탐구학습 자료는 총 7차시 분량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 인 넓은 범 에서 세부 이고 심화 인 과정으로의 흐

름으로 구성되어 있다.1차시는 해양 환경에 한 심과 호기심을 수 있는 내용

을 다룬다면 바람직하다.학생들의 실에서 가까운 자연 환경 에 하나일지라도,

학문 으로 할 기회가 었을 소재인 해양 환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동기를

진시키도록 한다.2~3차시는 해양 체험학습 형식으로 바닷가에 직 가서 오감을

이용하여 환경을 찰하고 소량의 모래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생물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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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

습자들에게 활동의 의미를 잘 이해시키는 일이 요할 것이다.4차시는 탐구 실험

단계로서 오감을 이용하여 찰하는 수 을 넘어서 돋보기나 미경 같은 도구를

이용한 찰과 기록이 이루어진다. 찰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

하여 자세하게 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5차시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 을 세

워서 분류하는 활동이 주요 학습활동인데,단순 분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분류 과

정과 결과에 한 의사소통 과정이 있다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 과정이 일어날 수 있

다.환경과 생물의 계를 표 해보는 단계는 6차시이다.학습한 과정들을 정리하

고 복습하며 모둠( 는 개인)탐구 발표를 비하는 시간으로서 수집된 자료의 결

과 분석 정리한다.7차시는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발표에 한 피드백이 있어

야 하는 단계이다.

다.지도시 유의할

등과학 생명 역의 특성 상,교과서에서 제시한 ‘작은 생물의 세계’단원의 생

물종은 작은 생물의 다양성을 한 학습 소재로서 제시되었을 뿐 우리나라의 각 지

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하기란 실 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지역에 따른

학습 소재를 손쉽게 채집하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체하여 학습하는 것이 실

으로 바람직하다(교육과학기술부,2011;류한규,2001).그러므로 학교 장에서 가

장 학습하기 유리한 장소와 소재로 바꾸어 지도가 가능하다.해안 지역의 학교는 해

안을 직 답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직 답사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례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 자료인 바닷가 모래는 해안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량의 모래와 실체 미경만 구비되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므로 재료

를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래에서 발견되는 미소종 패류는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여 심화의 개념으로

근할 수 있다. 를 들어 등학교 수 에서 해부학 구조나 생리 기능을 무 심

화하여 지도하는 일은 등학교 학년이나 학년의 학습자 수 을 넘어서므로 학

습자가 소화할 수 있는 범 를 지도해야 한다.흔히 볼 수 있는 모래에도 작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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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특징을 찰하여 분류하는 정도의 탐구 활동을 지도

하는 수 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추가 인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면 등학교 고학년

에서는 미소종 패류를 상으로 기 탐구 기능의 측정, 상 추리 활동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기 탐구 수 에서 미소종 패류에 하여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

로 심화하여 새로운 의문을 탐구하는 과정에는 통합 탐구 기능의 가설 설정,실험

설계,자료 변환 해석,결론 도출 등의 활동도 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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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제언

1.결론

해안의 모래 입자를 미경으로 확 해보면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흥미로운 사실에 착안하여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들을 조사하

고,미소종 패류를 상으로 등학생을 한 탐구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지역 8곳의 모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밤고둥과

(Trochidae) 회오리고둥과(Pyramidellidae)등 17개 이상의 과(family)에 해당할

만큼 다양했다.종 단 까지의 동정은 굽은 고둥(BrochinaglabellaA.Adams,

1868)을 포함하여 총 11종의 미소종 패류가 조사되었고,과 단 까지의 동정은 각

모래 해안별로 최 12개 과의 미소종 패류가 동정되었다.모래 해안별로 발견된 미

소종 패류의 종류는 조사한 해안 지역에 따라 모두 달랐으며,발견 빈도 특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다.모래 해안별 미소종 패류에 한 다양한 조사 결과는 작은

생물의 세계에 한 새로운 근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모래에서 미소종 패류를 발견하는 과정은 그 소재 자체만으로도 과학 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찰하기와 분류하기 등 기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도 합한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찰하기에서는 모래 입자 찰,실체 미경의

사용, 찰 의 설정 등을 통해 미소종 패류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분류하기

탐구 기능면에서는 학생들이 직 채집하고 찰한 미소종 패류를 여러 가지 기

을 세워 분류하는 과정에 용할 수 있다.

제주도의 모래 해안을 상으로 지역별로 발견된 미소종 패류를 지역화 해양 생

물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교육 목표와 교육 환경에 따라서 모래 해안

을 선택하여 미소종 패류의 탐구학습을 지도하는데 참고자료로서 제안할 수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교육과정을 토 로 추

가 학습 자료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과,미소종 패류의 학습주제에 집 한 학습 자

료의 시를 제시하여 바다에 사는 작은 생물 지도의 체 학습을 한 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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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지역의 몇 곳을 상으로 모래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물을 연구했지만,다른 지역의 모래입자에서도 다양한 작은 생물들이 발견될 것

으로 상된다.아직 밝 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와도 다름이 없으므로, 극 으로

탐구하고 지역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체계 으로 작은 생물에 한 정보를 확보해

놓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소종 패류에 한 미기재의 한

계로 생물 종을 완벽하게 동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 미동정된 미소

종 패류에 해서 과학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해안지역과 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학습자일지라도,모래 입자만큼 작은 생물

들의 신비함에 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의미 있는 과학 흥미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앞으로 보다 효과 으로 학습자에게 작은 생물과 련된

학습 내용을 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인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

다.

추후에 과학 탐구학습 자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모래

속 작은 생물 탐구에 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본다.따라서 학교 장에

서 용 후,학습자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여 보완하고 개선

할 을 찾아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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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byProfessorHong,SeungHo

Inordertodevelopinquirylearningmaterialsaboutlittlespeciesof

Mollusca which ofsmalllife from sand shore,the objects ofthis

research weretocollectsand in Jeju islandshores,andtoidentify

littlespeciesofMolluscafrom them usingastereoscopicmicroscope.

Thisresearch includedvarioustaxonomicresultsofGastropodafrom

grainsofsand.Learningmaterialsfocusedonobservingandclassifying

forscienceinquiryactivitieswerealsodevelopedwiththedataoflittle

species ofMollusca from the sand shore.The developed learning

materialsindicatedsomewayshow toteachsmalllifeintheseabe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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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withelementaryschoolsciencecurriculum.Twowayswere

suggested.Firstonecanbeusedasalternativeteachingmaterialsfor

smalllifeofthetextbook,and second onewillbeprovided asan

inquirylearningprogram tofocusonlittlespeciesofMolluscaitself.

Thisstudyproposednew inquirylearningmaterialsaboutsmalllifein

the sea,especially little speciesofMollusca,which are previously

unknown.Thedeveloped learningmaterialsfrom thisstudywillbe

usefulasalternativedatatoteachingand learningassociated with

smalllife.

Keyword:LittlespeciesofMollusca,Inquirylearningmaterials,Smal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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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모래 채취 해안지역의 모습

김녕해수욕장 사계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신흥리 해안 문해수욕장 하도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재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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