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학자와 만나요’

채집도, 표본 제작도 척척! 생물학자
낯설지 않아요

곤충의 표본을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생물 종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다. 멸종되는 생물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는 인류의 삶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생물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학자에 대해 소개하는 ‘생물학자와 만나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물학자와 만나요’는 생물학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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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갯지렁이·종자 박사 등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물 및
생물학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회마다 매번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
프로그램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은 강연형과 체험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먼저 강연형 프로그램에서는 생물학자가 직접 △생물학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 △현재 수행하는 업무 등을 낱낱이 설명한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직접 묻기도 하며 생물학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는 생물을 채집하고, 종에 맞게 분류한 뒤, 표본을 제작하는 활동을
해본다. 생물학자의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몸소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생물학자와 만나요’는 인천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9~12월)에
운영이 예정돼 있으며, 회당 24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2시간 내외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2-590-7258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생물학자: 생물학자란 생물의 구조, 발달,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물학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의학이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을 준다.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하며, 장시간의
실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꼼꼼함 또한 겸비해야 한다.

● 동명대학교의 ‘해양로봇아카데미’

“미래의 주인공 로봇, 어디까지 아니?”

동명대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수상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 로봇을 직접 조종해볼 수
있다. 동명대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 제공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때로는 인간이 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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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전문가’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부산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는 로봇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로봇
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 로봇 조종까지 해볼 수 있는 ‘해양로봇아카데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다가 있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양로봇’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 해양로봇은 수중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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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에는 해양로봇의 한 종류인 ‘수상로봇’과 ‘수중로봇’을 직접 작동시켜본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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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면서 동시에 물 위에 떠있는 탁구공을 구조하여 가장 빨리 결승선으로 들어오도록
조종해야 한다. 이 때 탁구공 구조를 인명 구조 상황으로 설정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의 심각성도 깨닫는다. 진로 체험의 또 다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셈.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로봇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도 갖추게 된다.
‘해양로봇아카데미’는 동명대학교 해양로봇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회당 30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고 체험시간은 3시간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동명대 측과 유선 협의 후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1-629-1565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 로봇전문가: 로봇전문가는 로봇을 연구·개발하고 로봇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개발한 로봇은 △산업 △의료 △해저탐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 기계공학·전기공학·메카트로닉스공학·센서공학·소프트웨어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 창의성, 문제 해결력도 지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