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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다익선 23

갈릴레오, 목성의 달을 발견하다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97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2 국어(읽기)

1. 자세히 살펴 보아요

(전기문 읽고 인물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갈릴레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달과 목성을 살펴보고는 “내 꿈은 이제부터”라고 말해요. 갈릴레오는 또 어떤 연구를 

할까요?

②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세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더 이상 남을 가르치거나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

어요.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과학 

3. 지구와 달

(달의 모습 관찰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달의 표면에 대해 알아보아요.

갈릴레오는 인류 최초로 달의 모습을 살펴본 사람이에요. 갈릴레오가 살펴본 달의 모습은 어떻다고 했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사람들은 갈릴레오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망원경에 달을 그려 넣었다고 했대요. 왜 사람들은 갈릴레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을 한 걸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질문)

수업활용 Tip 

이어서...

진 페테나티 글・파올로 루이 그림/ 이원경 옮김/ 32쪽/ 9,000원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찰하고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 이야기. 달 표면

이 울퉁불퉁하고,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은하수고, 목성에는 달이 네 개나 있다는 사실이 갈릴

레오에 의해서 밝혀진다. 

♣ 아침독서 추천 도서,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어린이 책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2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1. 자세히 살펴 보아요

•소단원   전기문 읽고 인물 알아보기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3. 지구와 달

•소단원   달의 모습 관찰하기

•학   년   5학년 1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1. 거울과 렌즈

•소단원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관찰하기

•학   년   5학년 2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7. 태양의 가족

•소단원   태양계 행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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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 목성의 달을 발견하다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5-1 과학  

1. 거울과 렌즈

(오목렌즈와 볼록렌즈 관찰하

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여러 가지 렌즈로 관찰해 보아요.

망원경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갈릴레오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이용해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오목렌즈

와 볼록렌즈는 각기 사물을 어떻게 보이게 할까요? 두 렌즈를 어떻게 연결했을 때 가장 크고 자세하게 보였나

요?

◈ 논리적 생각거리        

갈릴레오는 호기심이 생기면 직접 여러 방법 실험을 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은 물건이나 사건에 호기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5-2 과학  

7. 태양의 가족

(태양계 행성 알아보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의 특징을 알아보아요.

갈릴레오는 목성 곁에 있는 별을 몇 번이고 관찰해서 목성의 위성이 네 개 인 것을 밝혀냈어요. 목성의 위성 

이름은 무엇인가요? 목성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논리적 생각거리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종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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