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주요활동
들어가기: 퀴즈, 노래 가사 맞추기
집중탐구: 연어 외형과 분류하기
관찰하기: 어미. 암·수-치어, 퍼즐 맞추기
표현하기: 연어 점묘화와 홍보 컷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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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동물의 세계에는 신기한 현상도 많다. 그중에 하나가 연어(salmon)다.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치어(穉魚)는

회귀어류로 수산자원
부국을 꿈꾸다

거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내려간다. 바다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모천회귀(母川回
歸) 본능을 갖고 있다.
이를 ‘회귀본능’ 또는 ‘귀소본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올 확률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연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형 어류나 새 같은 천적(天敵)에게 잡혀
먹히고, 없던 수로, 댐이 생겨 못 오는 경우도 많다. 또 회귀하는 중에

중학교 1~3학년

10~12월

곰, 사람 등에 잡혀 먹히기도 한다. 그리고 거센 물줄기를 거꾸로 헤엄치는

과학, 수학, 음악, 미술

고단한 귀향으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어 유행가, 시, 소설의 소재로

관련단원
수권의 구성과 순환, 유전과 진화, 수와 연산, 소화·순환·호흡·배설, 생활화, 표현

인용되기도 하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그림출처: http://blog.naver.com/ PostView.
nhn?blogId=uylee1&logNo=70161767750

+ 주제 및 제작의도

학자들은 오랫동안 연어의 회귀본능을 연구하여 왔다.
처음에 냄새로 원래 태어난 곳을 찾는 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본의
아오모리(靑森)대학 연구팀에서는 ‘아미노산’ 냄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물 오염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데

주제 : 연어의 생태적 습성 이해, 외부형태와 분류, 연어의 관찰과 홍보 컷
그리기 등의 체험 활동
제작의도 : 우리가 흔히 뷔페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 연어는
원래 강에서 산란하며, 그 어린 치어들은 1년 정도 태어난 강에서 서식하다
바다로 가서 성장한 후 다시 그들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산란을 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연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강으로 회유해서 돌아오는
연어 암·수의 형태 및 생리현상에 의한 변화, 생활사 등을 알 수 있고, 강에서
시작한 생명이 바다를 거쳐 다시 강으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해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 밖에 어미 연어, 부화한 치어와 수정란 관찰, 연어 점묘화와 홍보 컷 그리기

그 냄새가 3년 이상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로는 2013년 2월에 미국 과학자들이 연어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연어들은 집을 찾아가기 위해 어릴 적 처음 바다로 들어갈 때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성년이 되면 같은 자기장을 가진 해안을 찾음으로써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히고 바다거북과 코끼리
바다표범, 뱀장어, 참치, 철갑상어 등 많은 어류도 같은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류가 어떻게 태어난 곳 부근의 자기장을 머리 속에 각인시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민물에서
짠물로 바뀔 때 신경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류들은 자기장의 기억을 이용해 태어난 강어귀까지 길을 찾고 그 곳에서부터는 화학적 신호를 이용해
바로 제가 태어난 물줄기를 찾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자기 고향을 잊지 않고 온갖 험난한 역경을 뚫고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바로 죽는 연어의 회귀
본능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 연어 O X 퀴즈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의 노래가사 맞추기를 통하여 연어의
생태습성에 대한 지식과 궁금증을 갖게 한다.

등의 체험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연어 체험 행사의

- “한국의 연어” 동영상 자료의 상영과 해설을 통하여 연어의 회귀에 대한 신비로움 등을 느끼게 한다.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체험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 연어의 외부형태를 탐색하여 본다.

+ 학습 목표

내용 목표
 어류의 외부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연어의 생태적 습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연어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어류의 내부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목표
 연어의 생활사를 알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점묘화와 홍보컷 그리기를 통하여 연어를 창의적이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연어를 포함한 어류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키울 수 있다.

○ 창의적 설계
- 연어의 특징과 퀴즈나 게임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탐색한다.
- 채란, 채정하여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 연어를 홍보하기 위한 독창적인 캐릭터나 특징을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 감성적 체험(성공의 경험 등)
- 연어의 동영상 자료를 통하여 연어의 생태적 습성과 회귀 본능의 신비로움 등에 대하여 홍보 컷(캐릭터)
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연어 암·수 관찰, 치어 관찰, 수정란 관찰, 세포분열과정 동영상 시청 등으로 이론 강의보다 더 쉽고

+ STEAM
과목 요소

Ⓢ : 어류(연어)의 분류, 생태적 습성, 어류의 암·수 구별,
부화된 치어 관찰, 세포분열 과정(동영상), 밀도

Ⓐ : 노래 가사 맞추기, 연어 점묘화 그리기, 연어 홍보 컷 그리기
Ⓜ : 무게 어림하기

재미있게 연어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다.
- 연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연어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연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3

+

차시

차시별 계획 총괄표

+

관련교과

학습내용

교육 과정

수업단계

ⓈⒶ 연어 O·X 퀴즈, 노래가사 맞추기
Co

1차시

과학
음악

CD

과목

단원

단원 학습 목표

과학

수권의 구성과 순환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 활동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보존의 방안에 대해 안다.

음악

생활화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 문화 및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을 갖도록 지도한다.

과학

유전과 진화

분류의 목적과 기준을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
여 이해한다.

수학

수의 연산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대소 관계,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1차시

바다에 살던 연어가 강으로 왜 돌아올까?
연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O·X 퀴즈와 연어와 관련된 노래의 가사를 맞추어보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노래 강산에)

STEAM 성취 목표
/STEAM 요소

O·X 퀴즈와 노래가사 맞
추기 활동으로 연어의 생
태적 습성과 생활사를 이
해할 수 있다.

(KBS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hNgXtXzxGq0, 4:47)

Tip! 동영상 자료(한국의 연어) 상영 및 해설
ET

Ⓢ

연어의 생태적 습성 이해

2차시

연어 만들기!, 연어를 찾아라!

ⓈⓂ 어미 연어는 얼마나 무거울까?

2차시

과학
수학

Co

연어의 외부형태, 지느러미, 비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미 연어는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
어류를 체형별로 분류하여 발표하기
분류한 어류 중에서 연어 암·수 찾기, 어미 연어의 평균 무게 3.5kg 측정하기

Tip! 연어 동영상자료에서 관찰한 연어의 형태를 생각해본다.
ET

Ⓢ
Co

과학

ET

4

4차시

미술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
현한다.

연어의 부위별 형태를 알고,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 차이를 알 수 있다.

점묘화 그리기, 홍보 컷
그리기로 연어를 창의적
이고 개성 있게 표현하고
홍보할 수 있다.

암·수 구별하기, 부화된 치어 관찰하기, 세포분열과정 동영상, 내부기관 알아보기

+

연어 암·수컷의 차이점은? 치어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암·수컷의 입모양을 비교하여 구별하기, 수컷의 윗입술이 튀어나오고 구부러지면
어떤 점이 유리할지 발표하기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방법

알 – 치어 - 어미 단계까지의 연어 생활사를 알 수 있다.

ⓈⒶ 연어 점묘화 그리기, 연어 홍보 컷 그리기
미술

생식과 발생

암·수 구별하기, 부화
된 치어 관찰하기, 세포
분열과정 동영상 시청 등
으로 알 치어어미 단계까
지의 연어의 생활사를 알
수 있다.

Tip! 구별의 특징적인 부위인 입을 잘 관찰하도록 지도하기
CD

4차시

과학

·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
이 발생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Tip! 어류의 체형별 분류를 안내하기
CD

3차시

3차시

소화·순환·호흡·배설

연어 만들기, 찾기, 무게
맞추기 활동으로 연어의
생김새를 알고 구별할 수
있다.

Co

연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CD

점묘화 그리기로 연어를 표현할 수 있고, 간단한 홍보 컷을 그릴 수 있다.

ET

연어의 생태적 습성 등 독특한 생활사 등을 이해하고 간단한 홍보 컷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퀴즈와 노래 가사를 잘 맞추는가?

관찰평가/활동지평가

2

연어의 외부형태를 알고 많은 어류 중에서 연어를 찾을 수 있는가?

관찰평가/활동지평가

3

연어의 외부형태를 알고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가?

관찰평가

4

점묘화나 홍보 컷에 자기만의 독특함이나 창의성으로 연어를 잘 표현하였는가?

활동지평가

5

+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연어 O · X 퀴즈와 노래 가사 맞추기
과목
단원

교육과정

학습목표

과목
단원

1/4

(7) 수권의 구성과 순환 / (3) 생활화
2009개정교육과정_(7) 수권의 구성과 순환 (바)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 활동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보존의 방안에 대해 안다
(3) 생활화 (가) 생활화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 문화 및 우리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을 갖도록 지도한다.

O . X 퀴즈와 노래가사 맞추기 활동으로 연어의 생태적 습성과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과정

생각열기

수업차시

과학/ 음악

연어를 만들고, 찾아라!

교수·학습 활동

Co

(5분)

바다에 살던 연어가 강으로 왜 돌아올까?
아주 먼 바다로부터 어떻게 모천까지 돌아 올 수 있을까?
연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한다.

CD

연어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한 O·X 퀴즈 풀기(5분)

CD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노래 강산에)의 노래
가사를 맞추어 보자(10분).
노래 감상으로 가사 확인 및 오답 수정하기(5분)

생각펼치기
(40분)

(KBS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hNgXtXzxGq0)

준비물

교육과정

활동지,
인터넷(노래 동영상),
동영상(한국의 연어)

(5분)

지도상의 유의점
참고

6

ET

다 같이 노래 부르기
연어의 생태적 습성 이해

노래 동영상(노래가사
자막이 있는 것)

학생들에게 연어의 회귀본능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생활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20) 유전과 진화 / (가) 수와 연산
2009개정교육과정_(20) 유전과 진화
(마) 분류의 목적과 기준을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가) 수와 연산
②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 대소 관계, 사칙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연어 만들기, 찾기, 무게 맞추기 활동으로 연어의 생김새를 알고 구별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연어의 외부형태, 지느러미, 비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미 연어는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

CD

어류를 체형별로 분류하여 연어를 만들자.
많은 종류의 어류 중에서 연어를 찾아보자. 연어의 암·수를 찾아보자.

(5분)

생각펼치기
(40분)

Tip! 동영상 자료(한국의 연어) 상영 및 해설(20분)

생각다지기

2/4

학습목표

생각열기
컴퓨터,사진(연어)

수업차시

과학/ 수학

생각다지기
(5분)

지도상의 유의점
참고

Tip! 어류의 체형별 분류를 안내하기
연어 동영상자료에서 관찰한 연어의 형태를 생각해본다.
어미 연어는 얼마나 무거울까? (20분)
어미 연어의 평균 무게 3.5kg 측정하기
물, 쇠구슬, 유리구슬의 밀도를 생각하고, 물과 구슬로 펫트 병에 3.5kg
을 채워보자.

ET

준비물

활동지,
1.8L펫트병, 물,
쇠구슬, 유리구슬,
2L 주전자,
디지털 저울

연어의 부위별 형태를 알고, 암컷과 수컷의 생김새 차이를 알 수 있다.

펫트 병에 물을 채울 때는 주전자를 이용하고, 펫트 병에 물이 든 상태에서 구슬을 넣거나 빼낼 때
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7

+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연어(어미 암·수 - 부화된 치어 - 수정란) 관찰하기
과목
단원

수업차시

과학

연어 점묘화와 홍보 컷 그리기

3/4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생식과 발생

과목

미술

단원

표현

수업차시

4/4

2009개정교육과정_(11)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교육과정

(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18) 생식과 발생 (라)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 발생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학습목표

2009개정교육과정_< 표현 > ① 주제 표현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한다.
㉮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설정하기 ㉯ 주제의 특징, 의도, 목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학습목표

점묘화 그리기, 홍보 컷 그리기로 연어를 창의적이고 개성있게 표현하고 홍보할 수 있다.

암 . 수 구별하기, 부화된 치어 관찰하기, 세포분열과정 동영상 시청 등으로 알 치어어미 단계까지의 연어의
생활사를 알 수 있다.

학습과정

생각열기(5분)

교육과정

교수·학습 활동
Co

준비물

연어 암 . 수컷의 차이점은? 치어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학습과정
암 . 수 구별하기, 부화된 치어 관찰하기, 세포분열과정 동영상 시청,
내부기관 알아보기

생각펼치기
(40분)

Tip! 각각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기
CD 암 . 수 구별하기, 치어 관찰하기, 수정란 현미경 관찰하기
Tip! 구별의 특징적인 부위인 입을 잘 관찰하도록 지도하기
수컷의 윗입술이 튀어나오고 구부러지면 어떤 점이 유리할지 발표하기
세포분열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기
CD 내부기관 알아보기
Tip! 각각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기

생각다지기(5분)
지도상의 유의점
참고

ET

교수·학습 활동

생각열기(5분)

Co

연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펼치기

CD

점묘화 그리기로 연어를 표현할 수 있다.
연어의 특징을 잘 살려 홍보할 수 있는 1~2컷 그리기를 한다.

ET

모둠별 '연어자원' 홍보 자료 만들고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어미 연어(암 . 수), 치어,
동영상(세포분열과정),
내부기관 퍼즐

(40분)

알 – 치어 - 어미 단계까지의 연어 생활사를 알 수 있다.

생각다지기(5분)

수정의 신비로움과 생명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참고

+

활동지,
점묘화 도구,
색연필, 색싸인펜

컷을 그릴 때는 간단하면서 연어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프로그램 진행 순서(핵심내용)

생활 속 웰빙연어

8

준비물

연어의 생태 및 특징

연어전문가(과학진로)

9

지금 연어 만나러 갑니다~

읽기자료

+

+

✽ 한국의 연어에 대해 알아보아요

▶ 학명

: Oncorhynchus keta

▶ 분류

: 조기어강 연어목 연어과 연어속

▶ 생활방식

: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옴(모천회귀성 어류)

▶ 외형 : 몸은 원통 모양으로 약간 위아래로 납작하다. 머리는 원뿔모양이며 주둥이는 나와 있다.

이빨은 뾰족한 편이다. 측선(옆줄)은 몸의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달린다. 등지느러미는
거의 삼각형으로 바깥 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다. 꼬리지느러미는 끝이 둘로 갈라지고
윗조각과 아랫조각의 크기나 모양이 거의 같으며 끝이 뾰족하다.
▶ 크기
▶

✽ 연어퀴즈를 해볼까요?

 연어는 암·수한 몸이다.
( X ) 암컷, 수컷이 있다.

 몸은 원통 모양으로 약간 위아래로 납작하다.
(O)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나간다.
(X)강

: 몸길이 약 60~80cm

무게 : 3~4kg

▶ 체색

생각펼치기 1-1

 산란기는 봄(4월 ~5월)이다.

: 바다에 있을 때는 은색이나 산란하러 오면 연한녹색에 검은빛이 돌고 세로의 붉은 줄

( X ) 가을(10월~12월)

(혼인색)이 보인다. 살은 연한 황적색이다.
▶ 암·수

구별 : 산란기에 수컷의 위, 아래턱(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며 구부러진다.
수컷은 윗입술이 1cm정도 나오고 윗이빨이 보인다. 암컷은 윗입 아래턱의 길이가
같고 타원형이다.

▶ 회귀·산란·부화 : 10∼11월에 이전의 냄새를 기억하여 회귀하며, 강으로 올라 올 때는 수온이

14 ∼ 15℃일 때만 산란하러 온다. 산란 (10~12월)후 60일이면 부화한다.
▶ 산란

: 1쌍의 암수는 산란장(얕은 수심의 모래나 자갈 바닥)이 정해지면 암컷이 지름 약 1m정도의
둘레에서 30cm 깊이로 구덩이를 꼬리로 판 다음 암수가 함께 산란·방정한다. 산란 후
암컷은 꼬리를 사용하여 모래나 자갈 등으로 알을 덮는다. 1마리의 산란 수는 3,000개

 산란기에 암컷의 위, 아래턱(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며 구부러진다.
( X ) 수컷

 산란 시 연어는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없다.
(O)

 몸빛은 바다에 있을 때는 은색이나 산란하러 오면 연한녹색에 검은빛이 돌고
세로의 붉은 줄(혼인색)이 보인다.
(O)

정도이며 2~3회 걸쳐 산란 후 어미는 죽는다. 이때 암, 수컷 모두 죽는다.
▶ 먹이

: 치어는 수생곤충과 동물플랑크톤을 먹고, 성어는 갑각류를 먹는다.

▶ 이동·성장

: 봄에 부화한 치어( 2.5cm정도)는 60일 동안 강에서 성장(25cm정도)하여 바다

 치어는 수생곤충과 동물플랑크톤을 먹고, 성어는 갑각류를 먹는다.
(O)

(북태평양)로 이동(거리 약 20,000km)하여 3∼4년 만에 성장(60~80cm)한다.
▶ 산란시의

연어는 독성이 강해서 먹을 수 없다. 단, 바다의 연어는 먹어도 된다.

 산란할 장소가 정해지면 수컷이 꼬리지느러미를 이용하여 지름 약 1m정도의 둘레에서
30cm 깊이로 구덩이를 판다.
( X ) 암컷

 이동거리는 약 20,000km 정도이며, 자기장과 화학적 신호에 의한것으로 여겨진다.
(O)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아요!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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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1-2

+

✽ 빠진 노래 가사말은?

생각펼치기 2-1

✽ 연어를 만들고, 찾아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어류의 분류 기준>

노래 강산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①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②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 오는 이(③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④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 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극조

극조
연조

딱딱해지는 (⑤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연조

극조

연조

저 넓은 (⑥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Tip! 기조식이란?
기조(鰭條) : 지느러미 형태

막막한 (⑦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 일지라도

지느러미는 극조와 연조로 나뉘는데 극조는 가시가 있고 마디가 없는것이고, 연조는 마디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⑧ 포기)할 순 없는거야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극조와 연조로 구분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⑨ 햇살)을 보겠지

극조는 가시가 있고 마디가 없으며 연조는 마디가 있음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⑩ 축복)이란걸 알아
수 없이 많은 걸어 가야할 내 (⑪ 앞길)이 있지않나
그래 다시 가다보면 어느날 그 모든 일들을
(⑫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⑬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짓는
(⑭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⑮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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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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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2-2

+

+

생각펼치기 2-3

✽ 연어를 만들고, 찾아볼까요?

✽ 연어를 만들고, 찾아볼까요?

<연어를 만들어 보아요!>

<연어를 찾아볼까요?>

*연어에 해당하는 체형,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비늘 형태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어류체형

물고기를 같은 체형끼리 분류 해보자. 그리고 연어를 찾아보자.

■ 과정
		① 브레인 스토밍하기

A. 방추형

		② 모둠별 마인드 맵핑하기
		③ 모둠별 연어 만들어 보기

❶ 꽁치

❸ 도루묵

❺ 연어(암)

❼ 명태

❾ 연어(수)

❷ 감성돔

❹ 가자미

❻ 병어

❽ 쥐치

❿ 참서대

 먹장어

 칠성장어

 미꾸라지

 뱀장어

 드렁허리

 갈치

 뿔고기

 꼬리투라치

 홍투라치

 리본이악어

 흰점복

 빨간씬벵이

 뚝지

 참복

 까치복

 홍어

 아귀

 가오리

 참가자미

 가래상어

		④ 모둠별 조장을 정해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B. 측편형
■ 브레인 스토밍		

C. 장어형
■ 마인드 맵핑

D. 리본형

E. 구형

Tip! "어떻게", "왜"를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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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마인드맵 프로그램 활용 가능

F. 종편형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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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2-4 , 생각다지기 2-5

+

✽ 어미 연어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 크기

+

생각펼치기 3-1

✽ 연어(어미 암·수 - 치어 - 수정란) 관찰해보아요

 암 . 수 구별하기

: 평균 65cm, 무게 : 3 ∼ 4kg

- 연어 무게 3.5kg에 도전하기

몸빛은 바다에 있을 때는 은색이나 산란하러 오면 암컷과 숫컷 모두 연한 녹색에 검은빛이

- 1.8L 펫트병에 연어 사진(길이 65cm)을 코팅하여 앞, 뒤로 붙여 어미 연어로 대체한다.

돌고 세로의 붉은 줄(혼인색)이 보인다. 수컷은 윗입술이 1cm정도 나오고 윗이빨이 보이며

- 펫트병에 물과 쇠구슬, 유리구슬을 채워서 3.5kg을 맞추어 보자.

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구부러진다. 암컷은 윗입과 아래턱의 길이가 같고 타원형이다.

- 각자 채운 펫트병의 무게를 앉은뱅이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 어미 연어 : 평균 길이 65cm, 무게 : 3.5kg >

연어 (암컷)

연어 (수컷)

Tip! 무게를 가늠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부화된 치어 관찰
■ 과정

알은 3~-4개월 만에 부화한다. 어린 연어는 배에 붙어 있는 난황낭에서 양분을 섭취하며 몇 주

		① 브레인 스토밍하기
		② 모둠별 마인드 맵핑하기

동안 자갈 사이에 숨어 지낸다. 어떤 종은 자갈밭에서 나오자마자 민물을 떠나 바다로 나가고

		③ 모둠별 연어 무게 확인하기

어떤 종은 3년 정도 민물에 머물러 있으면서 곤충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④ 모둠별 조장을 정해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브레인 스토밍		

부화된 치어 관찰
■ 마인드 맵핑

 채정, 채란 후 수정하기(수정란 현미경 관찰)
암 , 수컷 연어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난자는 육안으로 관찰하고, 정자와 수정란은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도록 한다.

Tip! "어떻게", "왜"를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

펫트병

물

쇠구슬

유리구슬

저울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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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마인드맵 프로그램 활용 가능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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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펼치기 3-2

+

+

✽ 연어 내부기관 알아보기

생각펼치기 4-1

✽ 연어 점묘화와 홍보 컷을 그려보아요
 연어 생김새의 특징을 설명해 보아요

<연어 점묘화 그리기>
▶ 체험

날짜 :

▶ 소속

:

▶ 학교

:

▶ 이름

:

http://shino1.tistory.com/440
Tip! 각각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지도하기

생각다지기 3-3

+
■ 과정

		① 브레인 스토밍하기
		② 모둠별 마인드 맵핑하기
		③ 모둠별 조장을 정해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브레인 스토밍		

 홍보컷을 설명해 보아요

연어 홍보 컷(캐릭터) 그리기
■ 마인드 맵핑

Tip! "어떻게", "왜"를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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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제
연어 종류, 생활사, 이동 경로, 영양분석, 연어 요리 등 연어를 홍보 할 수 있는 캐릭터, 삽화 등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Tip! 마인드맵 프로그램 활용 가능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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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다지기 4-2

+

+

✽ 연어 홍보하기

정보 마당 1

✽ 바다의 녹화를 꿈꾸다

■ 과정
		① 브레인 스토밍하기
		② 모둠별 마인드 맵핑하기
		③ 모둠별 연어 홍보하기
		④ 모둠별 조장을 정해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브레인 스토밍		

■ 마인드 맵핑

Tip! "어떻게", "왜"를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

Tip! 마인드맵 프로그램 활용 가능

■ 발표양식
구분

내용

연어 브랜드

연어 특징

연어 효과

참고 : 정보마당 1(21p), 정보마당 2(22p), 정보마당 3(23p), 정보마당 4(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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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당 2

+

정보 마당 3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이 하는 일, 되는 길을 알아볼까요?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서별 업무

<워크넷 http://www.work.go.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하는 일>

■하는 일
기후변동에 따른 수산자원에 대한 대책이나 양식, 유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경영기획본부
1. 홍보팀

■교육/자격/훈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대학교의 수산학
관련 학과(수산학과, 수산자원학과, 수산경영학과 등)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채용방법은 주로 연구소의
경우 필요 인력의 발생 시 관련 분야별로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며, 전공과 연구 경력이 주된 평가요소가 된다.

			 □ 이사장 직무 보좌 □ 홍보·국민평가 □교육기부
2. 감사실
			 회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윤리경영 전반에 관한사항, 사정업무 및 임직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3. 기획조정실
			 □ 기획Ⅰ(기관운영 . 국회 . 예산확보) □ 기획Ⅱ(이사회 . 예산관리 . 제규정) □ 기획Ⅲ(경영평가 . 내부평가)

■관련학과
해양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4. 운영지원실

■임금/직업만족도/전망
•임금 하위(25%) 3,200만원, 평균(50%) 4,000만원, 상위(25%) 5,500만원
※위 임금정보는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재직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통계치입니다. 재직자의 경력, 근무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업간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만족도 : 86%

			 □ 노사 관리

□ 교육 관리 □ 자산 관리 □ 일반 서무

			 □ 법무

□ 회계 관리 □ 계약 관리 □ 전산

■자원관리단
1. 자원조성실
			 □ 자원관리단 사업 총괄						 □ 수산자원조성사업 시설 운영 및 관리
			 □ 수산자원사업 지원						 □ 바다목장·인공어초 사업관리
2. 생태환경실

•일자리전망 : 증가 (50%), 현상유지 (43%), 감소 (7%)

			 □ 바다숲 총괄 관리						 □ 바다숲 기술개발 고도화

•일자리현황 : 농림어업연구원 및 기술자

□ 바다숲 연구개발사업

			 □ 천연해조장 보호 및 보전사업				 □ 바다식목일 행사
■능력/지식/환경

3. 생명자원실

•업무수행능력 : 학습전략 / 논리적 분석 / 글쓰기 / 범주화 / 추리력

			 □ 수산종묘사업 총괄						 □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지식 : 영어 / 화학 / 식품생산 / 물리 / 지리

			 □ 수산종묘 방류 효과조사						 □ 해외 종묘생산 관련 기술협력

•업무환경 : 업무미래 / 업무량 과부하 / 정신적 동일업무 반복 / 앉아서 근무 / 실내근무
■연구소

■성격/흥미/가치관

1. 자원경제실

•성격 : 분석적 사고 / 혁신 / 책임과 진취성 / 성취/노력 / 정직성

			 □ 경제성 분석업무

•흥미 : 탐구형(Investigative) / 관습형(Conventional)
•직업가치관 : 애국 / 타인에 대한 영향 / 심신의 안녕 / 이타 / 고용안정

•광고홍보
•경영학
•행정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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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어류생태학
•해조류분류학
•바다환경 분석

□ 자원조성지역의 수산경영컨설팅 수행

2. 조사연구실
			 □ 시험분석 및 조사

행정원

□ 정책조사사업 수행

			 □ 수익사업 모델개발 및 산업화 방안 전략수립 및 실용화
□ 과학잠수팀 관리 및 운영

□ 시험조사선 운영ㆍ관리

기술원

•건출물설계, 시설
•해저지형 조사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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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당 4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안내서(공통)

✽ NPAFC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글로벌 협력>
1. 기관명

■개 요
○ 목적: 북태평양 소하성자원(연어)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자원보존 조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1993년 북태평양소하성자원보존협약 발효
○ 설립 및 사무국: 1993. 2월, 캐나다 밴쿠버 (우리나라 가입 : ’03. 5월)
○ 회원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5개국
○ 대상어종: 연어, 은연어, 곱사연어, 홍연어, 왕연어, 곱사연어, steelhead trout
○ 연례회의: 매년 10월 개최/윤번제 원칙에 의해 결정됨
※ 미국(2003), 일본(2004), 한국(2005), 캐나다(2006), 러시아(2007)

2. 기관 소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각국은 바다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수산자원의 조성관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과학통계위원회의 활동
○ 과학소위원회(SSC)
		 - 향후 5년간(2006～2011) NPAFC에서 수행될 워크숍과 심포지움에 대한 계획을 수립
			 ․ BASIS 심포지움 : 2008년 가을
			 ․ 북대서양연어보존위원회(NASCO)와 공동심포지움 : 2011년 봄
○ 자원평가위원회(Stock assessment)
		 - NPAFC 통계연감의 양식 작성(어획량, 방류량)
○ 연어표지위원회(Salmon marking)
		 -이석 발안난 온도자극 표지 실시:
○ 계군분리위원회(Stock identification)
		 - 회원국의 협력 속에서 유전 분석방법 개발, 표준화, 보급 등을 논의하였으며, 새로운 유전 기술 방법의 이용을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2011년에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과 종묘방류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 이외에도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운영과 같은 자원의 보호와 관리
업무, 수산자원사업 고도화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 본사를 비롯하여
포항, 군산, 여수, 제주에 4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 사업소를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함
○ BASIS(Bering Sea - Alutian Salmon International Survey)위원회
		 -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에서의 연구 방향 설정
□ 우리나라의 역할
○ 연어 방류량, 포획량 등의 통계 자료 제출
○ 매년 수행한 연구 결과 제출 (한국산 연어의 초기생활사 연구, 한국 연어의 표지방류, 한국산
		 연어에 분포하는 기생충의 종류 분석 등 총 6편 발표)
○ BASIS 등 국제 공동 조사에 참여

3. 창의 융합인재[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 NPAFC 홈페이지: www.npaf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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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가. 특 징
1) 학생 맞춤형 수산자원조성교육 시행
		 ○바다숲, 바다목장, 종묘방류, TAC 등 생소한 사업을 일상과 연계되는 체험
				및 상황제시를 통해 보다 흥미롭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
			- ① 바다사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중학교)
②바다 속 종다양성의 중요성은?(고등학교)!
③회귀어류로 수산자원 부국을 꿈꾸다(중학교)
④공존의 시선으로 융합적 소양 키우기(고등학교)

다. 타기관과의 차별성
○기사 및 동영상 + 현장체험 + 참여방법을 통해 다양한 흥미 유발
- 이론교육, 현장체험, 모둠활동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특히 현장체험은 사업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 실내외 이동이
가능함
○과학지식 전달과 더불어 사회의식 고양도 함께 고민
- 해양오염의 발생원인, 모니터링, 피해사례와 같은 과학적 정보 뿐 아니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바다생물의 피해사례와 인간에게 미치는 2차 영향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에서 공공기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함

2) 학문간 융합·통섭 교육
		 ○스토리텔링

5. 운영프로그램

			- 각각의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원
							관점에서 공존관점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연계성을 가져 학생의
흥미를 극대화 함

프로그램명

운영
기간

		 ○과학+사회+기술+진로+예술
			- ①②③④ 프로그램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 맵핑을 이용한 모둠별 활동을
							통해 생각 확장하기, 창작글 작성 등 창의성과 협동심을 발휘하는 STEAM
							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충실함

① 바다사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중학교)
② 바다 속 종다양성의 중요성은?(고등학교)!
③ 회귀어류로 수산자원 부국을 꿈꾸다(중학교) 상시
④ 공존의 시선으로 융합적 소양 키우기

운영장소

운영
대상

김대현, 김민성
김희진, 최세라

회의실,
학교(방문)
양양연어
사업소

담당전문가

중학생
고등학생

김두호, 김주경

		 - 직원과의 인터뷰 및 학습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의 진로룰 간접적으로 체험

서해종묘사업소

이승주, 최상준

						함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남해종묘사업소

이철호, 임상민

나. 장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가능
			-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사업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 기후변화 대응, 종묘생산, 어초설계 등
		- 특히, 사업소는 도서지역에 위치해 천혜의 환경을 위한 견학지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 학생에게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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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6.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 . 후 참고자료
웹사이트
구분
홈페이지

내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fira.or.kr
바다생태정보나라 : http://nimo.ecosea.go.kr/

참고사진 및 영상
구분

내용

사업·홍보 동영상

http://www.fira.or.kr/fira/fira_010301_1.jsp

공모전

http://www.fira.or.kr/event/event_sub040101.jsp

참고도서
구분

내용
해산 동물 및 식물 관련 도감, 분류학
<휴머니스트> 대담

도서

<문학동네> 연어
<브레인스토어> 연어는 언제나 옳다
<궁리> 제인 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50년

각 프로그램별 교사용 지도서

7.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www.fira.or.kr

이메일

ms.kim@fira.or.kr

전화

051-740-2517

방문신청

전화 후 방문

※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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