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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발자국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공룡 발자국 

크기와 개수(우항리는 443점), 세계 최대 길이

의 익룡 발자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물갈퀴 

새 발자국 화석, 공룡과 익룡, 새의 발자국이 한 

층에서 처음 발견된 화석지 등으로 유명하다.

공룡 알 화석은 그동안 경상남도 고성과 하

동, 경기도 인천 시화 지구 등지에서 껍질이 발

견된 바 있다. 1999년에는 전라남도 보성군 득

량면 비봉리 선소 해안 일대에서 초식성 공룡 

알 화석 1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보존 상태가 완벽한 원형의 알이 무

더기로 발견되었다. 평균 9~15cm 크기의 공

룡 알들은 원반형, 타원형, 구형의 형태를 띠

고 있으며, 알 껍데기는 세계적으로 드문 8겹으

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두께는 1.5~2.5mm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몸체 화석의 일부가 나

오고 있다. 1998년 경상북도 의성에서는 안동

대학교 이동진 교수에 의해 약 1억 년 전의 것

으로 추정되는 공룡의 몸통뼈(갈비뼈, 종아리

뼈, 대퇴부)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1999

년에는 부산대학교 김항묵 교수 등이 부산광역

시 서구 암남동 암남 공원의 남쪽 해안 암벽에

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은 약 1억 년 

전 중생대 전기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뼛조각

으로 밝혀졌다.

•이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 개념은 지층, 암석, 화석이다.

•먼저 지층의 개념과 지층의 특징(층리, 수평성의 원리)을 학생에게 이해시킨다.

• 풍화의 산물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물과 퇴적물이 굳어져 생긴 퇴적암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어 퇴적

암의 종류와 특징을 직접 관찰하여 알아내도록 지도한다.

•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이나 암석 속에 남아 있는 것임을 이해시킨다. 이어 

화석을 통해서 옛날 생물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음을 설명한다.

되짚어 보기

차시

교과서_ 78~79쪽

실험 관찰_ 3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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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퍼즐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출제 의도] 

‘확인하기’는 이 단원에서 공부한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이 정답을 찾지 못

할 경우에는 교과서의 지문을 다시 한 번 읽어 본 다음,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 최영선(1995). 자연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 한국지구과학회편(2000). 지구 과학 개론, 교학연구사

■ 한국지구과학회편(2000). 지구환경과학 1,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대학지구과학연구모임(2006). 지구 과학의 이해, 청문각

■ 김정률(1997). 선구자들이 남긴 지질과학의 역사, 춘광

■ 정창희(2006). 지질학 개론(전정판), 박영사

■ 장순근(1997). 화석 지질학 이야기, 대원사

■ 유정아(1998). 한반도 30억 년의 비밀, 푸른숲

■ 박수인 외(2004). 지구 시스템 과학,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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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가로 열쇠

2.  영화 ‘쥐라기 공원’에 나온 무서운 육식 공룡의 

이름

4. 퇴적물이 쌓여서 된 암석

5.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

7.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고체 덩어리로 보통 ‘돌’ 

이라고 부름.

11. 과거의 식물이 변하여 된 것으로 연료로 사용함.

12. 주로 자갈이 쌓여서 된 암석

세로 열쇠

1.  흐르는 물이나 지하수 또는 바람에 의하여 침식

된 후 운반되어서 쌓인 것

3. 주로 모래가 쌓여서 된 암석

6. 지층에 보이는 나란한 줄무늬

8.  바닷물 속에 녹아 있던 성분이나 바다에 살던 생

물의 껍데기가 퇴적된 암석

9.  과거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지층이나 암석에 남

아 있는 것

10. 주로 진흙이 쌓여서 된 암석

[문제]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림과 글로 나타내어 봅시다.

[출제 의도]

영화나 과학 기사 등을 통해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과학자를 상상해 보게 한 다음, 그것에 대한 그

림과 더불어 짧은 글을 써 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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