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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4

마리 퀴리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1학년 2학기

•교   과   국어(듣기,말하기)

•대단원   5. 더 알고 싶어요

•소단원   사람 소개하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42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2학기

•교   과   도덕

•대단원   3. 자연은 내 친구

•소단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중요성 알기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1-2 국어(듣기,말하기)

5. 더 알고 싶어요

(사람 소개하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소개해 보아요.

마리 퀴리에 대해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②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리 퀴리를 소개해 보아요. 

위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마리 퀴리 부인을 소개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마리 퀴리가 발견한 방사능 물질은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 돼요.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되면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땅은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죽은 땅으로 변해요. 이러한 위험천만한 방사능을 발견한 마리 퀴리에

게 노벨상을 준 것은 잘한 것일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3-2 도덕

3. 자연은 내 친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중

요성 알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지구의 환경을 병들게 하는 일을 찾아보아요.

마리 퀴리가 발견한방사능은 병을 진단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방사능을 잘못 사

용하면 매우 위험해요. 마리 퀴리도 자신이 발견한 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병으로 죽음을 맞았거든요. 방사능

처럼 지구의 환경을 병들게 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  

성격

한 일

그밖에 소개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캐런 월리스 글/ 닉 워드 그림/ 이다희 옮김/ 64쪽/ 7,500원

마리 퀴리는 세계 최초로 방사능 물질 폴로늄과 라듐을 찾았고, 여자 과학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

았어요. 퀴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여자는 

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퀴리는 굴하지 않았어요. 과학자가 되는 건 퀴리의 하

나뿐인 꿈이었거든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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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새싹 인물전 4

마리 퀴리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2 도덕

3. 자연은 내 친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중

요성 알기)

② 지구가 병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알아보아요.

방사능은 잘 이용하면 유익을 주지만 잘못 이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방사능으로 지구가 오염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 논리적 생각거리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여성 과학자예요. 마리 퀴리가 위대한 여성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유는 무엇일까요? 마리 퀴리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분석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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