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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어린이를 위한 방구석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세계 유산 가운데 어린

이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골라 소개한 책입니다. 먼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세계 유산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세계 유산에 대해 요목 조목 살펴봅니다. 세계 곳

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대륙별로 나누어 살펴보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난 기분이 들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

부터 100년도 되지 않은 건물까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만나 보세요. 

독서활동 목표
Ÿ 유네스코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세계 유산을 알 수 있다. 

Ÿ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얽힌 역사 이야기와 의의를 알 수 있다. 

Ÿ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Ÿ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의 위치 및 범위, 대륙별 주요 나라의 위치를 탐색할 수 있다. 



■ 유네스코가 하는 일과 세계 유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유네스코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다음은 유네스코가 주로 하는 활동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를 활동 분야에 따라 

           분류해봅시다. 



■ 세계지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1. 아래 세계지도에서 표시된 곳에 위치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이름을 알맞게 채워봅시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1. <어린이를 위한 방구석 유네스코 세계 유산> 책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 일화, 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어떤 문화유산에 어떠한 이야기가 얽혀있는지 찾아 빈칸을 완성해봅시다. 

    2.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술 제국의 황제 샤자한은 왕비 뭄타즈 마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마할이 아기를 낳다가 생을 마감한 후로 샤자한은 마할의 마지막 소

원을 들어주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조각가 바르톨디는 자유롭고 포근한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는 바르톨디와 수십 명의 조각가들이 함께 만든 

이 동상을 미국에게 선물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수원 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조선 정조의 꿈이 깃든 수원 화성> 이야기를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봅시다. 

    2.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swcf.or.kr/) 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원 화성을 

      관람할 수 있는 사이버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투어를 통해 실제 수원 화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감상문을 작성해봅시다. 

https://www.swcf.or.kr/


■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어느 곳인가요? 

    1. <어린이를 위한 방구석 유네스코 세계유산>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계유산 중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세계유산을 관람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떠올리면서, 또는 

       어떤 점에 주목하여 관람을 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관람 계획을 세워봅시다. 



■ 인터넷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관람하고, 기행문을 작성해봅시다. 

    1. 구글 지도의 로드뷰 기능을 사용하여 관람하고 싶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관람하고 싶은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투어 기능도 

      사용해보고, 관람하면서 느낀 점이나 기억에 남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해봅시다.

    2.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온라인 투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행문을 작성해봅시다.

 



■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2.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3.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봅시다. 

https://heritage.unesco.or.kr/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4컷만화로 표현해봅시다.

    1. <어린이를 위한 방구석 유네스코 세계유산> 책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골라 4컷만화로 표현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