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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의삶의질개선으로교육과건강, 여가와참여, 안전과

환경등자연과농업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가족과

함께텃밭, 목장, 농원 등농촌체험과교육이다양하게이루

어지고 있다. 자연학습, 생태체험의 중요성은 현장에서 생명

체를 관찰하고 만져보며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계보존 등환경인식에서매우중요하기에초중등

교과과정내생태및농업교육에서생태계란무엇인지, 농업

변화가 생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되고 있으나 농촌

생태교육및체험을위해농촌현장까지찾아가야하는점에서

먼거리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따르

며 지속적인 체험과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편

의시설이 갖추어진 가까운 곳이 필요하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다.[1]

이에본연구에서는유기농복합생태농업을대상으로벼와

담수어의생산및생태환경, 전통문화에대한체험및교육을

용이하게활용할수있는융복합콘텐츠를제안하고자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융복합 콘텐츠 대상: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유기농벼와담수어(메기, 미꾸리, 큰징거미새우) 복합생태

농업의가치는벼와담수어생산에의한소득증대,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상시담수로수자원함양, 농약및비료를사

용하지 않음으로써 식물(마디꽃, 마름, 한련초 등), 수서곤충

(물달팽이, 물땡땡이, 물자라 등), 육상곤충(나비, 무당벌레,

잠자리등), 조류(물총새, 두루미등) 및포유류의생물다양성

과생태계건전성향상으로경제적및생태적가치가높다.[2]

[그림 1]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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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기농벼와담수어복합생태농업논이갖는시장가치,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사회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습지의 공익적 기능으로 생물다양성, 홍수조절, 수질보호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체험 및 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할수있다. 공공기관(과학관, 전시관, 박물관, 도시공원)과 도시농업(주말농장, 도시텃밭)에서 복합생태농업의체험
및교육을위해복합생태농업논모델을조성하여 <복합생태논만들기(논, 둠벙, 논둑)>, <벼선별및종자소독>, <모판
만들기 및 못자리 기르기>, <벼 모내기>, <김매기>, <논둑 및 논안 둘러보기, 유기농업 교육>, <벼베기>, <탈곡(벼
수확량산정교육)>, <담수어입식>, <담수어먹이주기>, <담수어크기조사>, <담수어낚시·수확체험>, <담수어조리
체험(구이, 탕, 튀김)>, <논육상및수서동물조사>, <논식물조사>, <벼꽃개화기의꿀벌조사>, <생태적먹이사슬
그리기교육>, <볏짚활용(논환원, 새끼꼬기, 이엉만들기, 짚신만들기)>등으로쌀및담수어생산, 환경및생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생물다양성 등 체험 및 교육의 융복합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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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모델 운영

체험및교육형복합생태논조성에서기본구조는논의벼

식재부와담수어의안정적서식처인둠벙을대상지의입지에

맞게 설계하고 모델을 조성하며 복합생태논의 토양 및 수질

환경 pH, 유기물, 영양물질과수온, 용존산소량등을안정화

하고식물, 물벼룩, 곤충등의생물다양성증진하여유기농벼

재배와 담수어 생장등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3]

[그림 2] 복합생태농업 융복합 콘텐츠의 과학관, 농가 모델

3. 결과 및 고찰

3.1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벼 관련 융복합 콘텐츠

<복합생태논만들기(논, 둠벙, 논둑)>, <모판만들기및못

자리기르기>, <벼 모내기>, <김매기>, <논둑및논안둘러

보기, 유기농업 교육>, <벼베기>, <탈곡(벼 수확량 교육)>

[그림 3] 복합생태농업 벼 체험 및 교육 융복합 콘텐츠 활용

3.2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담수어 융복합 콘텐츠

<담수어 입식>, <담수어 먹이주기>, <담수어 크기조사>,

<담수어 낚시·수확체험>, <담수어 조리(구이, 탕, 튀김)>

[그림 4] 복합생태농업 담수어 체험 및 교육 융복합 콘텐츠 활용

3.3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생태 융복합 콘텐츠

<논 식물조사>, <육상 및 수서 동물 조사>, <벼꽃조사>,

<개화기의 꿀벌 조사>, <생태적 먹이사슬 그리기 교육>

[그림 5] 복합생태농업 생태 체험 및 교육 융복합 콘텐츠 활용

3.4 유기농 복합생태농업 전통 융복합 콘텐츠

<떡만들기>, <볏짚활용(새끼꼬기, 이엉, 짚신만들기)>,

<겨울 논 얼음위 팽이돌리기, 썰매타기>

[그림 6] 복합생태농업 전통 체험 및 교육 융복합 콘텐츠 활용 
3.5 체험 및 교육 융복합 콘텐츠 활용 고찰

유기농복합생태농업을 체험및교육융복합콘텐츠로활

용하였을 때 농업-생물-전통이 연계된 농촌과 도시의 공간

및 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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