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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5

유일한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2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6. 의견이 있어요

•소단원   의견을 생각하며 글 읽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36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2-1 국어(읽기)  

6. 의견이 있어요

(의견을 생각하며 글읽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인물의 의견을 생각하며 읽어 보아요.

“유한양행은 유일한만의 것이 아닙니다. 유한양행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과 아껴 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유일한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② 인물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며 읽어 보아요.

위에서 정리한 유일한의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유일한의 의견과 비교하며 읽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유일한은  전문 경영인에게 직접 경영을 맡기기도 하고, 갚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빌려 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부인과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 주지 않고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떠났지요. 이러한 유

일한의 행동을 통해 ‘유일한’이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보세요. (추론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수업활용 Tip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읽기)  

•대단원  7. 이야기의 세계 

•소단원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기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임사라 글/ 김홍모・임소희 그림/ 72쪽/ 7,500원

아홉 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유일한은 서른두 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세

웠어요. 유일한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바르게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과 유한양행의 물건을 사 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돈을 기부했지요. 

♣ 아침독서 추천 도서

유일한의 생각

내 생각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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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용 Tip 

 새싹 인물전 5 

유일한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읽기) 

7. 이야기의 세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이야

기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

다)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어 보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일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②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2. 장소에 이동에 따라 읽어 보아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유일한은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유일한은 미국에서 숙주 나물 통조림을 개발했어요. 그 통조림으로 크게 돈을 벌어 라초이 식품 회사를 큰 회

사로 만들었지요. 유일한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당시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돌아왔

어요. 만약 여러분이 유일한이었다면 미국에 남았을까요? 유일한처럼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언제 일어난 일

1904년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그만둔 후

1926년

광복 이후

1968년

일흔 살이 넘어섰을 때 

1971년 이른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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