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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기관 소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KIST 부설 연구소로 태어나 1990년 한국
해양연구소로 독립한 후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 2013년 한국해양과학기술
원으로 바뀌며 지난 40년의 세월동안 바다를 연구해 온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연구기관입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 주변의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남극과 북극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모든 바다를 연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 안산본원을 비롯하여 경남 거제에
남해연구소와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 등 두 곳의 분원과 멀리 해외에도
연구센터와 공동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극지연구소와 선
박플랜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융합인재교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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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
가. 특

징

1) 전문 해양과학교육 시행
○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지질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해양과학 전문
지식을 전달코자 함
-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해양화학), 해양시료찾기(해양생물, 지질,
화학),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해양지질, 항해장비, 연구장비),
적조생물(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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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간 통섭교육
○ 과학 + 예술(미술, 문학)
-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는 해양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별활동을
통해 예술작품 만들기, 창작글 작성 등 창의성과 협동심을 발휘
하는 STEAM 교육의 기본 방향성에 충실
○ 과학 + 항해학 + 공학(연구장비)
-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는 해양지질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목호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선박 항해의 기초 지식과 선장의
지도 아래 선박항해 실습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선 장착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과학 탐사장비의 기계작동원리도
공부할 수 있다.
○ 과학 + 직업체험
- 연구자의 실제 연구 환경을 그대 재현하여 모의체험함으로써
해양과학자로써 진로선택에 도움
나. 장

점

○ 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 적극 활용
-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다양한 해양과학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 선박평형수, 기후변화, 해부(성게, 개조개 등), 선박설계 등
- 특히, 남해연구소는 연구선(4척)과 갯벌, 시험어장, 연구용 부두 등
다양한 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 타 기관과의 차별성
○ 이론강의 + 현장채집 +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한 흥미 유발
- 이론교육, 현장실습, 실험실 학습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고, 특히 현장학습은 연구소 근해를 활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내 실내외 이동이 가능함
○ 과학지식 전달과 더불어 사회의식 고양도 함께 고민
-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모니터링, 피해사례와 같은 과학적 정보뿐
아니라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생물의 피해사례와 인간에게
미치는 2차 피해 등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인식 제고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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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해양쓰레기

3월~6월

KIOST 남해연구소

작품만들기

9월~11월

& 흥남해수욕장

해양시료 찾기

3월~6월
9월~11월

장목호 타고

3월~6월

해양지질탐사

9월~11월

적조생물

3월~6월

알아보기

9월~11월

운영기관(장소)

운영대상
초·중·고

KIOST 남해연구소

초3~4

(해양시료홍보관, 갯벌,

초5~6

시험어장)

담당 전문가
홍선욱
정연우,윤나정

정연우, 윤나정

정연우, 윤나정

KIOST 남해연구소

중1~3

& 장목만

최동림, 이태희
정창헌, 진성일

KIOST 남해연구소

고1~3

백승호, 손문호

6.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후 참고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구 분
홈페이지

내

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홈페이지(http://ssri.kiost.ac)

- 각 프로그램별 교사용지도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판자료
프로그램

내

용

<해양과학총서>해양과 인간
<해양과학총서>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공

통

<해양과학총서>해양오염과 지구환경
<해양과학총서>해양생물의 세계
<해양과학총서>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해양과학총서>극지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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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양쓰레기
작품만들기

내

용

<해양문고>바다로 간 플라스틱
생물다양성의 황해

해양시료 찾기

<해양문고>포세이돈의 분노(기후변화)
<해양문고>바다에서 찾은 희망의 밥상(해조류)
<해양문고>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장목호 타고
해양지질탐사
적조생물

<해양문고>세상을 바꾼 항해술의 발달
<해양문고>배는 어디에서 자나요?
<해양문고>바다의 방랑자, 플랑크톤

7.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 신청 방법 / 담당자(연락처, 메일주소)
구분
홈페이지
이메일

내

용

담당

http://ssri.kiost.ac
(참여바다 → 해양과학교육 → 작은 바다만들기 → 참여신청)
ywjeong@kiost.ac / nj2724@kiost.ac

정연우,
윤나정

전 화
방문신청

055-639-8716, 8717
전화 후 방문

※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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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지도안
프로그램명

해양시료를 채집해보자.

적용학년

3~4학년

관련교과

과학, 국어, 미술

1. 주제 및 제작의도
- 바다에서 다양한 해양시료 채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파악하고 해양시료를 채집한다.
- 해양시료를 채집하기 위해 무엇이 해양시료가 될 수 있는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직접 꼬마 과학자(작은 과학자)가 되어 채집 활동을 해봄으
로써 과학자(연구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양시료를 비슷한 것끼리 나누어본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해양시료 채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알 수 있다.
- 해양시료홍보관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 해양시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해양시료를 비슷한 것 끼리 나누어 볼 수 있다.
○ 과정 목표
- 해양시료 채집을 위한 도구를 살펴본다.
- 해양시료를 채집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 해양시료를 비슷한 것 끼리 모으고 다른 것은 나누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오염된 해양시료나 해양쓰레기 시료를 접함으로써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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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AM 과목 요소
○ S : 해양시료 채집의 필요성 이해하기,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 알기,
해양시료 채집하기, 해양시료 분류하기
○ T : 해양시료 채집 도구를 직접 다루어 보고 작동원리 알기
○ A：해양시료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세히 관찰하고 그리기
○ 4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 해양시료 채집하기,
4. STEAM 단계 요소
○ 상황제시
- 해양시료의 채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기를 가진다.
- 해양시료 관련 이야기 자료를 통해 다양한 해양시료가 있음을 파악한다.
- 해양시료의 의미파악을 잘 하였는지 ○ , × 퀴즈로 확인해본다.
ù 창의적 설계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파악하여 채집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공해
준다.
- 해양시료홍보관 견학을 통해 다양한 해양시료 및 해양시료 관련 연구,
해양시료 채집시 필요한 채집도구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견학 후 사다리 퀴즈 활동을 하며 도서관 견학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본다.
- 꼬마과학자(작은 과학자)가 되어 직접 해양시료를 채집해 봄으로써 수동적인
채집활동이 아니라 능동적 채집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채집해온 것들을 같은 것끼리 모으고 다른 것들은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
분류 개념을 형성한다.
○ 감성적 체험
- 해양시료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세히 관찰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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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관련
교과

단원

소주제

학습내용

삼삪 해양시료 채집의 필요성 알기

삼G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 파악하기

삼삽G 해양시료 채집 도구(크랩) 알고 사용해 보기
과학

1∼3
차시

국어

해양시료를
채집하고

삼G 해양시료 채집하고 분류하기

삪 해양시료 한가지를 골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P

분류하기

바다에서 다양한 시료들을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미술
$P

해양시료를 채집하는 장비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채집하기
해양시료를 분류하기

&5

해양시료 중 한가지를 골라 자세히 관찰하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6. 평가 계획
연번

평가 기준

평가 방법

1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관찰 평가

2

시료채집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관찰 평가

3

해양시료를 채집하고 분류할 수 있다.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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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해양시료를 채집해보자.
관련
교과
/단원

과학 3학년 2학기 2단원 동물의 세계
미술 3학년 2학기, 5단원 관찰표현

관련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과학 4학년 2학기
∘높은 산과 사막, 바닷가에 사는 식물의 특징을 알아보기
2009개정교육과정 3학년 2학기 미술 5.관찰표현
∘나무를 살펴보고 자세히 그릴 수 있다.

학습목표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채집할 수 있다.
해양시료를 비슷한 것 끼리 모으거나 나눌 수 있다.
해양시료를 자세히 관찰하여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과정

수업차시

교수 ‧ 학습 활동
◎ 해양시료 채집을 위한 동기유발 -너는 어디에서 왔니?(1)

상황제시
(10분)

삼삪G 멸망한 미래의 지구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영화 주인공 이야기를 통
해 바다 속 시료 채집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영화 월-E를 아시나요? 이 귀여운 꼬마 로봇은 폐허가 된 지구를 청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청소로봇 이랍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수
백년간 버려진 지구에는 월-E의 눈에 신기하기만한 물건들이 많이 보
이는데요.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이기만한 장난감, 반지 그리고 바퀴
벌레까지 월-E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에요.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이건 왜 여기에 있을까? 지구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만들
었을까? 월-E는 궁금하고 또 궁금해 했답니다. 자 여기 월-E의 친구
청소로봇이 있어요.
- 첫 번째 그림설명 : 바퀴를 만난 청소로봇
- 두 번째 그림설명 : 보석함에서 반지를 꺼내보는 청소로봇
- 세 번째 그림설명 : 큐브퍼즐을 보며 궁금해 하는 청소로봇
- 네 번째 그림설명 : 식물이 거의 사라진 지구에서 싹을 틔운 식물을
발견하게 된 청소로봇
▷만약 청소로봇이 땅위의 세상이 아닌 바닷 속을 돌아다녔다면 어떠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을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우리가 바다 속을 다니면서 어떤 신기한 것
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까요?
▷바닷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로봇이 퍼즐큐브를 보고 사람들의 생활을
추측했던것 처럼 우리는 바닷속의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어 바닷속의 모
습과 상태를 알아내고 연구할 수 있답니다. 지구의 면적의 2/3에 해당
하는 드넓은 바다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러한 바다를 연구하기위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어 바다에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1~3/3

자료(․)
및
유의점(※)
․워크북
․영화DVD
"월-E"
WWaZ\¥WXaXW
WXaZ\¥WYaYW
W\aX\¥W]a[[
XWaW\¥XWa[W
XWa\\¥XXaYW
䘎㰧♲G
㡗㌗㧦⬢G

G

䞯㔋㰖G 㧦⬢G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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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찾아내고 분류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여행을 떠나 봅시다.
삼해양시료의 의미 알기
◎ 해양 시료란?
▷우리는 전 시간에 바다에서 온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꺼내는 과정을 시청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바다 연구를 위해 바다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해양시료라고 합니다.
▷해양시료에는 우리가 가장 쉽고 많이 찾을 수 있는 동식물, 바다 밑 바닥
이나 해안가에 있는 모래, 퇴적물(뻘),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염분(소금),
바다에 있는 암석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쓰레기들도
해양시료이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생물에는 물고기, 조개류, 해조류 등 모등 동식물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들을 어떻게 보관하여 연구할까요?
▶물 속에 보관합니다. 죽은 동물들을 연구합니다. 등
▷생물시료는 썩기 때문에 이렇게 썩지 않게 해주는 포르말린이라는
용액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또 해조류와 같은 식물들은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지요.
▷그렇다면 이 다시용 멸치는 해양시료일까요? 아닐까요?
▶해양 시료입니다. 아닙니다.
▷해양시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해양시료입니다. 이미 멸치의
원래 상태가 아닌 마른 멸치가 되었습니다.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것
이지요. 따라서 연구해서 알아 낼 수 있는 것이 적거나 잘못된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른 멸치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멸치 속에 남아
있는 중금속의 양을 연구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것 중 이 까만색 돌이 중요한 광물 시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다 속의 검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망간단괴 시료입니다. 왜 보석
이라고 불리울까요?
▶중요해서입니다. 아름다워서입니다. 많이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등
▷망간이라는 금속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망간이라 하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단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망간 시료에는 망간 뿐만
아니라 금, 은, 구리, 니켈과 같은 중요한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항공우주나 정보통신산업 등에도 많이 활용되는 것
들입니다. 육지에도 이러한 금속들이 있겠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금속
들을 다 쓰고 난 100년쯤 후에는 바다 속 이 망간단괴가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는 퇴적물시료에 속합니다. 퇴적물은
그냥 채집하기도 하지만 코어러(cor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채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채집하면 깊이 마다 다른 퇴적물을 채집할 수도 있지요.
▶홍합같이 생긴 이 돌은 왜 까만색일까요?
▷원래 까만색입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등
▷냄새를 맡아보세요.
▶기름냄새가 납니다. 등
▷태안기름유출 사고 때 기름에 오염된 자갈입니다. 이것 역시 해양시료
입니다. 환경오염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시료를 환경시료라고 합니다. 환경시료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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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입니다.
▶오염된 바닷물입니다. 등
▷해양시료의 의미를 알게 되었나요?
▶ 바다연구를 위해 바다에서 가져온 모든 것 등입니다.
▷워크북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해양시료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
봅시다. 해양시료인 것에는 ○, 아닌 것에는 ×를 표시해보세요.
▶해양시료인 것: 다시용 멸치, 해양쓰레기, 해변의 모래, 석유, 물고기,
해초, 바다 소라, 갈매기
▶아닌 것: 사과, 나무, 악어, 꽃, 해, 파라솔
▶해양시료가 아닌 것 중 악어는 바다에 사는 경우 해양시료가 될 수도
있다. 파라솔 역시 쓰레기가 된다면 해양시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생들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
◎ 시료채집을 위한 장비 알기 - 바다 속의 보물을 찾아서
삼삽G 시료채집을 위한 장비 알기-(1)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해낸 바닷속의 보물을 건져올릴 수 있는 장비
들은 실제로 과학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입니다. 깊은 바다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돈을 들여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해미래, 집광기, 다관절 로봇 등 깊은 바다속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소개
하고 이 장비들이 실제 사용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한다.

창의적
설계
(10분)

삼삽G 시료채집을 위한 장비 알기-(2)
▷ 앞에서 우리는 깊은 바닷속을 연구하는데 쓰이는 장비들을 살펴보았습
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랩, 플랑크톤 네트, 채수기 등은
좀 더 간편하게 해안가나 가까운 바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
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바닷물, 바닷속에 다니는 생물들,
플랑크톤 등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 워크북에 있는 설명을 보고 어떤 장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왼쪽의 장비
사진과 연결해보세요.
▶ 설명에 알맞은 채집 장비를 선으로 이어본다.
삼삽G 시료재집을 위한 도구 사용해보기-(3)
▷ 그랩은 바다 밑 시료를 채집하는 도구로 그랩이 바다의 바닥면에 닿는 순간
닫히면서 그 부분의 퇴적물을 채집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서 채집이
가능하며 주로 표층퇴적물과 저서생물 채집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 그랩을 직접 만져보고 움직임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바다 속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진 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 바다의 바닥에 닿는 순간 아랫부분이 닫힙니다.
▶ 줄을 달아 내립니다.
▶ 쇠로 만들어져 무거워 바다 속에 잘 가라앉습니다.

창의적
설계
(15분)
해양
도서관
견학

삪G 해양시료홍보관 견학
◎ 해양시료홍보관 견학하기
▷해양시료홍보관을 둘러보면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학생들 스스로 돌아다니며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보고 체험한다.
▷해양시료홍보관을 보고 체험한 후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 장치는 무엇에 쓰는 건가요?
▶이 동물은 왜 전시 되어 있는 건가요? 등

·워크북
※ ○, × 퀴
즈 대신 학습
지 자료 8로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다.

․동영상 또
는 해양시료
채취 실물자료

※ 학습지 자
료 2를 통해
채집 장비 고안
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워크북
※
설명을
읽고 상상하며
선긋기를 한다.

※ 해양시 료
채집을 위한
도구 중 크랩
을 보여주고
직접 사용방법
을 살펴보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지 자
료 3을 이용
할 수 있다.

·워크북, 도
서관
※도서관 전
시물들을 하
나씩 설명하
는 것 보다는
스스로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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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한다.
◎ 해양시료홍보관 사다리 게임하기
▷학습지에 바다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사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퀴즈를 풀면서 사다리를 올라가봅시다.
▷사다리 한 칸을 올라가려면 각 단계에 해당되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야합니다. 참이면 분홍색쪽으로 거짓이면 파란색쪽으로 올라가세요.
끝까지 올라가서 각자 바다 동물들을 만나봅시다.
▶견학한 내용과 질문을 통해 알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지를
해결하도록 한다.
▷꽃게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꽃게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거북이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거북이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말미잘을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말미잘을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문어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문어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복어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복어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가오리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가오리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불가사리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불가사리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해초를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요?
▶해초를 만난 친구들은 손을 든다.
▶같은 동물을 만난 친구들끼리 모인다.
▷교사와 같이 함께 사다리를 올라가 봅시다.
▷1번 ‘해수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라는 생물이 있다.’는
어느색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1번은 분홍색 계단입니다.
▷플랑크톤은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요. 분홍색 계단입니다.
▷2번 ‘그냥 바다에 있는 돌은 해양시료지만 오염된 돌은 해양시료가 아니다.’
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2번은 파란색 계단입니다.
▷오염된 돌 역시 해양시료입니다. 파란색 계단입니다.
▷3번 ‘연구선에서 내린 장비를 이용해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을 원통형으로
채집할 수 있는 장치를 코어러(corer)라고 한다.’ 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
가야 할까요?
▶3번은 분홍색 계단입니다.
▷코어러(corer)가 맞지요. 분홍색 계단입니다.
▷4번 ‘망간 시료는 바닷 속 골칫덩어리로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필요 없는
자원입니다.’ 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4번은 파란색 계단입니다.
▷바닷 속 보물이라고 불리우죠? 아주 엄청난 자원입니다. 파란색 계단이죠.
▷5번 ‘물고기를 는 보관하는 용액은 알콜 해수이다.’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
가야 할까요?
▶5번은 파란색 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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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궁금한 내
용을 질문함
으로써 흥미
롭게 견학할
수 있도록 한
다.
※견학 전 활
동으로 학습
지자료
4를
활용할 수 있
다
※견학을 통
해 자연스럽
게 해양시료
및 연구에 대
해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워크북,
왕관
※사다리 문
제를 해결하
는 것은 교사
혼자 설명하
는 것보다 학
생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틀린 내용도
학생들 스스
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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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해수에 보관하면 물고기 시료는 섞게 됩니다. 생물시료는 포르말린을
희석한 수용액이나 알콜에 넣어 보관합니다. 파란색 계단이죠.
▷6번 ‘해조류에는 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이 있다.’ 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6번은 분홍색 계단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해조류입니다. 분홍색 계단이죠.
▷7번 ‘배의 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로 인해서 생태계가 더욱 다양
해져 좋은 영향을 미쳤다.’ 는 어느 색 계단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7번은 파란색 계단입니다.
▷외래종의 영향으로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졌죠. 아주 큰 문제입니다. 국내에
서도 선박평형수를 검사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파란색 계단입니다.
▷복어를 만난 친구들이 오늘의 해양왕입니다.

창의적
설계
(50분)
해양 시료
채집

삼G 해양시료 채집
◎ 해양과학자 되기
▷꼬마 과학자가 되어 남해연구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오늘
연구에 필요한 해양시료를 채집해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갑, 모자, 바구니, 집게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봅시다.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모자가 필요합니다.
▶해양시료를 담아가기 위해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해양시료를 잡기 위해 집게를 사용합니다.
▷어디로 가야할까요?
▶바닷가, 바다 속,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연구소 앞 바닷가와 가두리 양식장을 갈
계획입니다.
▷채집을 할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손이나 발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해양 생물들도 생명이 있으니 꼭 필요한 채집 외에는 함부로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집 하는 순서를 알아봅시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할까요?
▶준비물을 꼼꼼히 챙깁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할까요?
▶채집할 장소로 준비물을 가지고 갑니다.
▶해양시료를 채집합니다.
▶해양시료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해양시료를 가지고 연구소로 돌아옵니다.
▶해양시료를 나눠봅니다.
▷채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곳에서 채집해야 합니다.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말미잘 등 독이 있거나 뾰족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양한 해양시료를 채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왕관
을 준비하여
해양왕에게
왕관을 씌워
학습의 즐거
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스스로가
작은 과학
자가 되어
채집을 준
비할 수 있
도록 유도
한다.
※채집 준
비물의 필
요성을 알
아본 후 안
전하게 사
용할 수 있
도록 지도
하고 관찰
한다.
·바구니,
집게, 모자,
장갑
※해안가에
서는 깊은
곳에 들어
가지 않도
록 교사가
주의해서
살펴본다.
※해양 시
료 중 날카
로운 것이
많이 있으
므로 다치
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가두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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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소중하니 함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 해양시료 채집하기
▷꼭 필요한 10개의 해양시료 및 채집 가능한 해양시료 표와 준비물을 챙겨
밖으로 나가봅시다.
▷해양시료를 직접 채집해봅시다.
▶사진을 보며 해양시료를 채집하고 사진에 없는 것도 스스로 채집해본다.
▷학생들이 채집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나 안전하지 않은 곳은 교사가 직접
채집해 준다.
▶도구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어떤 해양시료인지 생각해보며 채집한다.
▶채집한 것을 바구니에 담아 연구소로 돌아갑니다.

삼채집해온 시료 말하기
◎‘바다에 가면’ 노래하기
▷바다에 가면 (
)도 있고, 바다에 가면 (
)도 있고...
▷노래에 맞춰서 각자 채집해온 시료들을 말해봅니다. 같은 것을 말하면 안되는
규칙입니다.
▶한명씩 채집한 시료들을 노래에 맞춰 말해봅니다.
▶바다에 가면 조개도 있고, 바다에 가면 미역도 있고, 바다에 가면
따개비도 있고, 바다에 가면 말미잘도 있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바닷속으로 들어가봅시다. 바닷속으로 가면
(
)도 있고, 바닷속으로 가면 (
)도 있고....
▷채집한 시료 중 바닷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골라 말해봅니다.
▶바닷속으로 가면 미역도 있고, 바닷속으로 가면 물고기도 있고..

창의적
설계
(20분)
해양시료
분류하기

삼G 해양시료 분류하기
◎ 해양시료 나누기
▷우리가 채집해온 해양시료를 같은 것 끼리 모아 봅시다.
▶모둠별로 모아온 것을 모두 쏟아 같은 것끼리 모은다.
▷색깔 동그라미에 같은 것끼리 모아 놓아보세요.
▷필수 채집 시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같은 것끼리 모아보세요.
▶물, 모래(흙, 돌), 지중해담치, 유령멍게, 따개비,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 노끈 등 필수 채집 시료들을 먼저 같은 것끼리 모아본다.
▷나머지 해양시료들을 같은 것 끼리 모아 색깔 별로 다른 원에 놓아봅시다.
▶그 외 모아온 것들을 같은 것끼리 혹은 비슷한 것끼리 놓아본다.
▷몇 개의 원에 해양시료들을 놓았는지 세어봅시다.
▶대략 30개 내외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해본다.
▷지중해담치, 유령멍게, 따개비 등은 모두 생물입니다. 이렇게 다시 생물
끼리 모아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채집해 온 것 중 생물에 함께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채집한 것 중 생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발표한다.
▷이렇게 색깔원에 나누어 진 것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 볼 수는 없을까요?
▶유리, 플리스틱, 스티로폼, 비닐, 노끈 등은 모두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채집한 것 중 종이(예)도 쓰레기입니다.
▶모래, 자갈, 물 등은 무생물입니다.(무생물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생명이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래는 퇴적물 시료이고 자갈은 암석시료입니다. 바닷물로는 여러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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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은 깊
은 곳이므
로 구명조
끼를 착용
하도록 한
다.
※채집활동
시 학습지
자료
5를
활용할 수
있다.
·채집해온 해
양시료, 해양
시료를 펼쳐
놓을 장판
※해양시료를
채집할 수 있
는 장소를 달
리해가며 놀
이를 계속 진
행할 수 있
다.

※분류 활동
시 학습지 자
료 6, 7을 활
용할 수 있
다.
※분류 작업
이 어려울 때
는 필수채집
시료를 보여
주며 그것들
을 먼저 모아
보라고 하고
교사가 개관
순시하며 분
류시범을 보
여주기도 한
다.

※처음에는
똑같은 종류
끼리 모아 분
류한 수가 굉
장히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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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체험
(15분)

연구할 수 있죠. 바닷물 속 플랑크톤을 연구하기도 하고 바닷물의 오염
정도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닷물은 여러 가지 시료가 될 수
있어요.
▷채집해온 시료들을 나누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해양시료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가 많은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등

나중에는 비
슷한 종류끼
리 모아 종류
를 줄여볼 수
있도록 한다.

삪G 자세히 관찰하고 표현하기
◎ 자세히 관찰하기
▷해양시료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관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골라 자세히 관찰한다.
▷워크북 해양시료 자료를 참고하여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색깔, 모양,
크기, 냄새, 만진 느낌, 소리 등을 알아봅시다.
▶워크북 해양시료 자료를 참고하여 이름을 적어보고, 워크북에 제시된 관찰
관점을 참고로 자세히 관찰한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위에는 흰색인데 아래에는 푸른색이 보입니다.
▶크기는 손톱만합니다.
▶물결모양이 보입니다.
▶위쪽은 거칠고 아래쪽은 매끈합니다.
▶바다냄새(짠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귀에 대보니 바람 소리가 납니다.
▶두들겨 보니 ‘통통’ 소리가 납니다. 등 다양한 관찰 결과를 발표한다.

▪워크북, 색
연필, 돋보기
※관찰관점을
제시해줌으로
써 무엇을 관
찰해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크기나 모
양을 관찰할
때는 자 같은
도구를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저학년
이므로 임의
단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손가락
길이,
손톱
길이 등)
※발표할 때
는 학생들이
관찰한 다양
한 것을 자유
롭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
기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마무리 활
동으로 학습
지 자료 9를
활용하여 노
래를 만들어
부르거나 학
습지자료 10
을 활용하여
생각그물 만
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

◎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크기와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자세히 그리고 싶은
부분을 골라 최대한 똑같이 그려보도록 노력해보세요.
▶크기와 모양뿐 아니라 색깔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만진 느낌도 색칠하는
선의 모양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한 것을 나타낸다.
▶자세히 관찰하고 싶은 부분은 확대하여 그린다. (더듬이, 껍질의 무늬,
해변이나 말미잘의 촉수 등)
◎ 발표하기
▷각자 어떠한 것을 관찰하였는지, 자세히 관찰하여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발표해봅시다.
▶자유롭게 자신이 관찰한 것을 그림이나 글로 설명해 본다.

-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때 강의식이 되지 않도록 게임과 퀴즈를 활용하여

지도상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의점 - 채집활동시 집게나 뾰족한 해양시료들로 장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항상 교사가
순시하며 채집활동을 관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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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사용 학습 자료
자료 1. 바다
1) 바다란
바다는 지구 표면에서 소금물로 채워진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대양과 연결된 넓은

해역을 의미하며, 카스피해나 사해처럼 육지에 둘러싸인 경우도 바다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 나라가 영유하고 있는 바다는 영해라고 부른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의 면적은 3억 6,105만㎢에 이르고,
해수의 부피는 13억 7,030만㎦에 이른다. 해양의 깊이를 평균하면 4,117m가 되며, 최대
깊이는 11,034m이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는 점이 평균 섭씨 -1.91도로 담수보다 어는
점이 낮지만, 캐나다나 러시아 등 한대 기후 지역에 위치한 바다는 겨울에 온도가 매우
낮아서 얼어붙기 쉽다.
바다는 지구상에 최초로 생명이 탄생한 곳이며,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갑각류 등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해양은 옛날부터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우도
기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내륙국이
라고 부르고 바다가 없는 지역은 내륙 지역(일명 내륙주)이라고 부른다.

2) 바다 지형
(1) 대륙붕
대륙붕(大陸棚)은 수심이 35미터 ~ 240미터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영해의 밖에 있는 비교적 얕은 공해의 해저 부분을 말한다.
해양면적의 8%에 불과하지만 수산,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생물의 종류가 매우 많고,
그 양은 해양 전체 생물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륙붕을 구성하는 퇴적물은 그
지역의 기후와 해수면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대륙사면
대륙사면(大陸斜面)은 대륙붕이 끝나는 지점에서 경사가 급해지는 지역으로 수심이
100에서 2000미터 이다. 대륙사면에는 대륙붕에서 시작된 협곡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협곡을 따라 장기간 계속 흐르는 저탁류에 의해 대륙붕에서 유입된 퇴적물들이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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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해
심해(深海, Deep sea)는 수심이 2km 이상의 깊은 바다로, 사람이 수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이상의 공간을 뜻한다. 심해는 매우 넓어 그 면적은 전체 해양의 90%이며,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바닷물의 부피는 전체 해양의 95%에 이른다.
가장 깊은 심해는 일본과 파푸아 뉴기니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로, 그 깊이는
최대 11,080m로 측정된다. 즉, 에베레스트산을 넣고도 3km 정도 남는 깊이다.

㐠䚨㝴G 䚨㤴㫴䝉㢌G ⣩㤵G ␜⮨⓸G c㻐㷌aG ≘㢨ⶸG 㫴㐑ⵥḰeG

(4) 해구
해구(海溝, trench)는 대륙사면과 심해저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수심이 6000~
11000m인 V 자형의 깊은 골짜기로 해양에서 가장 깊은 곳이며 대양의 중심이 아닌
대륙 주변에 위치하며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한다.
<출처: 위키백과>

자료 2. 심층수
1) 해저에서 해양 심층수의 움직임
해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빙하에서 시작된다.
표층의 바닷물이 그린란드 빙하와 만나면서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고, 또 해수가 얼면서
빠져나온 염분과 함께 섞이면 무거워져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무거워진 바닷물은 200~4,000m까지 내려
가면서 표층수와 20℃이상의 온도 차이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고 새로운 띠를 형성하며,
인도양과 태평양 등을 거쳐 약 1,000년 동안 세계 바다를 한 바퀴 돌게 된다. 온도에
따른 심층 해류의 순환을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물의 온도차가 많이
나도록 하여 실험 결과 더운물과 찬물이 층상 구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층수를 각종 산업에 활발하게 적용하여 상품화에 이른 것은 2007년 8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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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심층수의 장점
(1) 청정성
햇빛이 도달하지 못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수면으로부터 200m보다 깊은 곳에 서는 유기물의 농도가
낮고,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에 의한 오염이 거의 없다. 또한
육지나 대기 중의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적어서
심층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다.
(2) 미네랄
심층수는 높은 수압(수심 200m, 20기압)으로 인해 해수
물질이 완전히 분해되어,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세포의 작용을
돕는 인체에 유용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3)저온 안정성
표층수는 계절에 따라 8℃에서 30℃까지 큰 폭으로 그
온도가 변하는데 비해, 심층수는 연중 계절에 상관없이 1~
2℃의 낮은 수온을 유지한다.
(4)풍부한 영양성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등 생물에 필요한 무기 영양소가
표층수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패류나 해조류의
양식에 적합하다. 이러한 풍부한 영양물질 때문에 세계적으로
해양 심층수 지역에는 모두 대형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3) 해양 심층수의 이용 사례
(1) 상품화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노르웨이, 대만 등에서는 심층수로 생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농축이나 탈염하여 술, 화장품, 식료품, 의약품에
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수산업 - 영양물질이 풍부하고 수온이 일정하여 냉수성 어종을 쉽게 양식할 수 있
으며, 표층수와 혼합하여 수온을 조절하면 보다 쉽게 다양한 어종을 양식
할 수 있다.
(3) 온도차 발전 - 해양열에너지 변환기술로 적도 근해의 태양열로 데워진 표층수와 수심
750m 이하의 차가운 해수간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출처: 해양아카데미 “우리바다 알아보기” 교사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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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망간이 이용되는 산업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은 해저의 망간단괴, 망간각으로부터 하이테크산업의 필수
원자재가 되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의 금속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광물자원의 빈국으로서 이러한 비철금속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육상광물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해지는 국제정세를 감안해 볼 때 태평양 공해상의 노다지와 같은
망간단괴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망간 단괴
검은색의 둥글둥글한 모양의 망간단괴는 심해에서 만들어 지는 금속광물 결집체이다.
망간단괴에는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와 같이 산업에 유용한 금속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자원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암석이나 해양동물의 뼈를 핵으로 삼아 동심원을
그리며 동그랗게 형성되며 1mm 자라는데 수십만년이 걸릴 정도로 형성속도는 늦다.

2) 하이테크산업
하이테크(High-tech)는 고급 기술, 첨단기술을 이르는 말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가장 앞선 기술을 말한다.(하이테크라는 기술에 구체적인 분류는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의는 바뀔 수 있다.)
하이테크산업은 이러한 하이테크를 적용해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산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항공우주, 인공 지능, 생명공학기술, 컴퓨터 소프트
웨어, 전기공학, 나노기술, 핵물리학, 로봇공학, 원거리 통신 등이 있다.

자료 4. 해양시료의 의미와 종류
1) 해양시료의 의미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 바다에서 가져온 모든 것
바다에 원래 존재하는 생물, 퇴적물, 돌, 물 등을 포함하며 육상에서 온 것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육상에서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경우 시료가 될 수 있으나 바닷가 도토리나무에서 해변에 떨어진
도토리를 해양시료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해양시료가 되기 위해서는 채집된 생물이나 물질이 언제 어디에서 수집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2) 해양시료의 종류
(1) 생물시료 :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플랑크톤부터 대형어류,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
등 바다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해양생물시료이다.
(2) 지질시료 : 바다 속에도 거대한 산과 산맥 등 지형이 발달해 있다. 오랜 세월 퇴적된
해양지층, 광물, 지층 속 석유층과 가스층 등이 해양지질시료이다.
(3) 환경시료 : 바다 환경을 알 수 있는 각 지역별·수심별 해수를 비롯하여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죽은 생물, 해양환경 연구를 위한
생물시료와 지질시료도 해양환경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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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학습지 부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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ၷ݇ ᗰᮻ ᅗྟᮧ ₡ᦧᕿ

  ฯ᧠ ᩏᇧᯗ ၷ݇ ᗰ ʭᮣ Ŗᨳ ᅗྟᯗ ᯫ݇۷ æᮧ ᦻ݇໗ ᨗਞï ɛ ᅗྟᮧ
cᲛ ᙻ ᯫᮧʯ"
ᔏ௯ᯗ ेᨗk ᙻ ᨩ۷ ᦧᵟ ʭᮣ ၷ݇ ᗰᨳ ᯫ۷ ɛ ᅗྟᮧ ×ᲛԗŃ ݇໗ ᩏᇧᮣ
ᨗਇ ႌჸᮧ ᥛ ᙻ ᯫᮧʯ ᕀd⧗ ᅗᖛ ၷ݇ ᗰ ᅗྟᮧ ×Მ ท ᙻ ᯫ۷ ႌჸᮧ
ᕀd⧗ ɛฏŃ ᖇ⧗ ᅨ݇G
☺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그림을 그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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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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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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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XUG ㇠㫸㡸G ⸨⮤G 䚨㛅㐐⨀㜄G 䚨G ╌⏈G ᶷ㡸G 㵸㬅䚐␘UG
G YUG 䚨㛅㐐⨀⪰G ᵍ㡴G 㦹⪌↰⫠G ⇌⌸㛨G ⸬␘UG
G ZUG 㨴⽸Ɒ☘㡸G ⁰⁰䚌᷀G 㶍Ὠ␘U
G [UG 㵸㬅䚐G 䚨㛅㐐⨀⏈G ㋄ㇵ╌㫴G 㙾⓸⦑G ㋀䝉ⶸ䇫㜄G 㣌G ⸨Ḵ䚐␘UG
G \UG 㵸㬅䚐G 䚨㛅㐐⨀⪰G ᴴ㫴ḔG 㜤Ạ㋀⦐G ─㙸㝜␘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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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UG 㵸㬅䚔G 㣙㋀⦐G 㨴⽸Ɒ㡸G ᴴ㫴ḔG 㢨┍䚐␘UG

Ⲍ ᦺ ٧Ǔc ₧Ḵ ႌჸᮻ ᙿᕿෟ इᵠၸᵠ ⮷ेᨗ ؋և ྗᨪᇣ▓ ⧗᧟ ⦻۷ḣ ⩚
kฏև ⦻ḣฯ ӻ۷ Ώห ş⦼᯳ ₋ᇧ⯫ ᯠᮟ໗ᕿ ᬳ ᙿᕿݣಿ ಇ᧟ăᨗ
   ྗᨪᇣ▓ ⧗᧟ ⦻۷ḣ ᙿᕿݣಿ ់ᅗ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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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㜼⪰G ☘㛨G ♤ᵐ⽸ᴴG \ᵐ⢰ḔG 䚨㉐G ㏘䐤䀘⪰G \ᵐG ⻍㢨㫴G 㙾㏩⏼␘UG XᵐG ⻍㢹⏼␘UG

X\
X[
XZ
XY
XX
XW
`
_
^
]
\
[
Z
Y
X
୳Ⅿ

G G G G G ⟜

G G ‴G G ᪓G

G G ㅋ❘᪓

G ⒫G G ⁴

G 㖯G G ఔ

Ⲏ cᰈ ัᮣ ⧗᧴യ۷ ྗᨪᯛc"

Ⲏ ᪿ ɛ౪݇Ń ᕀd⧌ܫʯ"

Ⲏ ⪿࠼ᮧ ⦻໗ᕿ ۳ӣ ᱳᮣ ྗᨪᯛc"

ͣͧ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28

2014-03-31 오후 6:32:22

ᇣೀ᯳യ

⧗᧴യ ᩏʓ ་ᩏ ኼŃïᯧ

Ⲏ  ⧗᧴യᨳ  ⧗ݣï ࡻᨫӻ"
   ï ࡿ ⧗᧴യෟ ᩏʓ ་ࢳ ᱤᨗᅗᖛ ་ࢳ ᱤᮣ ⬧ᨳ ⦿ ᔏ௯ᯗ ⦿ ᦌ
⧗᧴യෟ ำ⧌⊿ ݇ܫǏेᯗ ำ⧫Óӻ ԗc ำ⦿ ⧗᧴യ۷ ࠼ɛၛ ⊻ᖛ ࠼ɛ
ၛ ⊿ ⧗᧴യेᯗ cಿ ᖛಿ ݣdᖃᮟಿ ⦿ ᵧᯗ ࡻ໗ ኼŃᯨ݇ܫ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29

ͣͨ

2014-03-31 오후 6:32:22

ᇣೀ᯳യ

ΐ ΐ ʓᨘ⧗

⧗᧴യᨳ ั ⧗ݣᯗ ï ࡻᨫӻ"
ɛ ⧗᧴യ ᵴ ⦿ cḣෟ ŋ כෟ ᇫ ᅨ݇

ၷ݇᪣ ӻ۷ ⊿Ǐ ࡻᨗᕿ
ᔏᯗᳮï ḣԗ᯳
               ⧗᧴യ

G G G G G G G G G G G 㓋ⓨ∳ᠣG ⡨G 㒳ୗ⤗ᣓG ిᛓG ၺ┋◫U

ΐ ΐ ʓᨘ⧗

ͣͩ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30

2014-03-31 오후 6:32:22

ᇣೀ᯳യ

ᕀdɛྟ ɛฏʓ

Ⲏ ⧗᧴യෟ ᯗᬌ⦻ᩏ ᕀdɛྟᮧ ɛಇ ᅨ݇

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G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31

ͣͪ

2014-03-31 오후 6:32:22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32

2014-03-31 오후 6:32:22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33

2014-03-31 오후 6:32:23

해양시료 (초등3,4 교사용지도서).indd 34

2014-03-31 오후 6:3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