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편

진로체험 활용 매뉴얼

Ⅰ. 프로그램 개요

체험기관(지역)
국립생태원(충청남도 서천군)

프로그램명
또 하나의 작은 지구! 국립생태원(에코리움에서 체험하는 생물 연구와 생태계 보전의 세계!)

개요
• 초등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직접 방문, 적용할 수 있는 창의교육 · 체험 교육 매뉴얼
•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체험학습에 바로 적용 가능한 카드 뉴스 형태의 프로그램 제작

대상
•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제작한 콘텐츠이나 유치원 교사, 중등 교사도 참고하여 진로 체험에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세계의 대표적인 5대 기후를 재현하여 서식 동, 식물을 전시, 재배, 사육하고 있는 국립생태원 체험을 통해 해당 생물들을
직접 관찰, 체험
• 각 기후대별 생태계의 특징과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계와 환경 보전의 필요성 인식
• 직접 생태 연구자들을 만나고 생태연구 현장을 경험, 생태 관련 직업군을 체험하여 관련된 진로를 모색

프로그램 목적
가. 국립생태원 체험학습을 통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나. 생태를 연구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진로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용가능 기간
연중 가능 (매일 09:30~18:00, 월요일 휴무)

Ⅱ. 프로그램 기획 의도
대한민국 90%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생물과 환
경, 생물들이 만들어 가는 생태계가 이제는 특별히 시간을 내어 경험하고 살펴봐야 하는 학습 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와 환경은 생물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물과 인간은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가 만나 커다란 생태계를 이루며 다양한 생물들이 필연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
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국립생태원에는 열대, 온대, 극지와 사막, 지중해 기후를 직접 경험하며 그 곳에 사는 생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에코리움이 잘 조
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으며 아시아 최대의 종합생태연구기관으로 자연 생태계 보전 및 생
물다양성, 야생생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전 활동과 연구, 생태전문기관으로서의 전시 및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립생
태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져 보세요. 생물학자 및 생태 전문가로 나아가는 다양한 진로체험은 물론이고 생물
다양성 및 생태환경 보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체험 장소가 될 것입니다.

Ⅲ. 프로그램 활용 조언 (진로체험 활동 시 유의점, TIP 등)
진로체험 전, 반드시 프로그램시 유의사항을 살펴본 후 학생들과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전달 드리는 Tip을 활용하면 국립생태원 진로체험 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로체험 활동 시 유의점
체험활동 전 반드시 생태계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 등을 점검하고 생태계 파괴의 현실과 생태계 보전의 필
요성 등을 생각한 후 체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진로체험 활동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면 3, 4학년 교육과정
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 식물의 종류와 관찰, 분류 등을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며 생김새와
특징을 알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 6학년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나아가
생물과 환경 단원의 생태계, 생태계 보전, 인간과 환경, 인간과 생물, 생물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또한 두루 체험할 수 있
습니다. 사전에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각 기후대별 전시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여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안내를 한 뒤, 실제 생태, 진로체험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Tip
• 국립생태원은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학생들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살펴보고 현장체험 계획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설명과 체험 거
리가 풍부해집니다.
• 국립생태원에서는 시간대별로 에코리움 5개 전시관을 투어하는 해설과 주제별로 한 전시관에 집중하여 해설하는 프
로그램 등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원수만큼 사전 예약이 필수이므로
학생들과 방문한다면 꼭 사전 예약을 통해 해설사와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립생태원 자체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내용이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방법과 과정의 측면에서도 충실하게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단체 신청과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연령대에 따라 4,000원 ~ 8,000원의 저
렴한 교육비로 생태교육 전문가의 현장 강의와 생태 체험이 제공되므로 진로체험 과정 중에 포함할 것을 추천합니다.
• 국립생태원에서는 매년 국립생태원 버스를 단체교육 관람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 교육 프로그램을 1
개 이상 신청하면 지역에 무관하게 학생인솔을 위한 전세버스가 주어지므로 진로체험 경비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
습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국립생태원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면 매 학년도 초에 빠르게 신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립생태원에서 각 기후대(바이옴)별로 개발한 이러닝 콘텐츠는 교사와 학생이 체험학습 전에 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생태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합니다. 거꾸로 학습 콘텐츠나 각종 동기유발 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 국립생태원에서는 생태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인과 생태 해설사, 교사들에게도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연수가 매 방학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수를 신청하여 직접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국립생태원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다양한 실제 생물 및 박제 전시물들이 있으며, 야외 체험장의 경우에는 독충이
나 뱀 등도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학생들에게 관람 예절 및 안전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전시되거나 기
르고 있는 동, 식물을 관찰 과정에서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Ⅳ. 참고 도서 및 자료
• 기똥찬 남매의 어쩌다 과학모험6. 토마토 몬스터의 습격(글 권석원 / 비상교육)
• 선생님도 놀란 과학뒤집기 기본편. 6. 식물, 16. 물에 사는 동물, 21. 땅에 사는 동물, 36. 환경과 생태계(글 정민경 외 / 성우 주니어)
•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 우화, 안데르센 동화, 그림형제 동화, 우리 속담, 세계 속담(글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 생태 더하기 창의미술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글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이 들려주는 에코 스토리 – 생태학자는 어떤 일을 할까? 1~10(글 장기선, 현재웅, 서영선 외 / 국립생태원)
• 미래 생태학자를 위한 개미세계 탐험북(글 최재천 / 국립생태원)

Ⅴ. 관련 사이트
1)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http://www.nie.re.kr/main/
2) 국립생태원 블로그 http://blog.nie.re.kr/
3) 국립생태원 이러닝 컨텐츠
http://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3e7405W05IOW785n6e1K4p&menunix=7AsP0dLi&su
bnix=fEY9n5I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