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for Parent Education Session 19
Shared Reading
부모교육 세션 19 대본

함께 읽기(Shared Reading)
ISB 학부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사서를 맡고 있는 존(John) 이라고 합니다.
이번 ISB 부모교육 시리즈의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생인 자녀와 함께 하는 함께 읽기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께 읽기가 왜 좋은 경험이 되는지 얘기하고, 대화를 시작하기에 알맞은
세 권의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책을 함께 읽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이 책을 읽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3 학년 즈음
부터는 자녀들이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챕터북이나 어른에게는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 책을 읽기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 혼자 책을 읽게 되고 자녀와 함께 읽는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입니다.

이제 자녀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내용의 책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함께 읽기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된 것 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녀와 독서를 공유하는 경험은 너무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함께 했던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고, 여러분은 자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와 함께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기분이나 관심사에 대해 알게 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토론은 깊이가 있고 유의미합니다.
이 토론은 틀을 깨뜨립니다.
학교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도 토론거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책 세 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빌 브라이슨(Bill Bryson)이 지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로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실화를 다룬 책이죠.
빌 브라이슨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해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 인류학자, 수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시리즈물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머가 넘치는 책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글을 읽어보면 진지한 주제에 유머를 섞을 줄 아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트레버 노아(Trevor Noah)의 본 어 크라임(Born a Crime)입니다.
트레버 노아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는 인종 차별이 심했던 시기에 남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흑인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스위스 출신의 백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결혼은 불법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유년 시절과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성장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머로 가득 찬 훌륭한 책입니다.
단지 슬픔을 넘어 여러 편견과 사회적 편향에 대한 대화 주제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데이브 에거스(Dave Eggers)의 더 서클(The Circle)입니다.
이 책은 미래주의 소설로 메이(Mae)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메이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회사에서 일하는 꿈의 직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술로 인한 침입이 얼마나 침략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최신의 소재가 넘칩니다.
자 이렇게 세 권을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ISB overDrive 컬렉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isb.overdrive.com’에서 Dragons’ Gate 로그인에 사용하는 username 을
입력하고, 학부모 ID 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면 됩니다.
학부모 ID 카드의 하단에 있는 8 자리 숫자가 비밀번호가 됩니다. 이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