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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인물전 13

토머스 에디슨

교과 연계 정보

•학   년   3학년 1학기

•교   과   국어(말하기, 듣기) 

•대단원   4. 우리들의 꿈

•소단원   이야기 듣고 겪은 일 떠올리기

교과 연계 

학습자료 

0040

수업활용 Tip 

•학   년   4학년 1학기

•교   과   과학

•대단원   3. 전구에 불 켜기

•소단원   전구에 불 켜기

캐런 월리스 글/ 피터 켄트 그림/ 이다희 옮김/ 64쪽/ 7,500원

에디슨은 살아 있는 동안 백열전구, 축음기, 와플 기계 등 천 가지가 넘는 것들을 발명했어요. 특히 수천 번

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실험을 거듭한 끝에 발명한 백열전구는 우리에게 빛의 시대를 열어 주었지요. 

“천재란 구십구 퍼센트의 노력과 일 퍼센트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에서도 발명에 대한 에디슨의 

열의를 느낄 수 있어요.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 주는 활용법 

 •3-1 국어(말하기, 듣기)  

4. 우리들의 꿈 

(이야기 듣고 겪은 일 떠올리

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며 이야기 듣기

호기심이 많았던 에디슨은 집에서 한 엉뚱한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② 인물이 겪은 일과 내가 겪은 일을 비교해 보아요. 

에디슨의 호기심 어린 실험 이야기 재밌게 들었지요? 혹시 여러분도 에디슨처럼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일을 벌

인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에디슨은 평생 동안 천 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골라 보아요. 그리고 그 발명품이 최고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

을 향상시키는 대화)

 •4-1 과학

3. 전구에 불 켜기

(전구에 불 켜기)

◈ 교과 연계 생각거리

① 전구를 관찰해요.

용수철 모양으로 전구의 유리구 안에서 빛을 내는 부분입니다. 에디슨은 백금으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일여 년에 걸쳐 천오백 가지가 넘는 재료로 실험한 끝에 드디어 값싸고 오래가는 재

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② 전구에 불 켜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지만 전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했어요. 어떤 장치들이 필요했

나요?

◈ 논리적 생각거리

에디슨의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발명가 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할지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