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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의 읽기 강화를 위한 10가지 방법 

(10 At-Home Reading Reinforcers)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미국 학생들이 매일 전자 매체(TV, 컴퓨터, 개임 기구) 에는 수 
시간을 쓰지만 독서는 단지 몇 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읽고 쓰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자녀가 
독서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독서가(그리고 학생이)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독서를 격려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집에서 매일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Daily reading time at home)… 매일 
집에서 자녀가 독서 시간을 갖고 – 저녁식사 후 또는 취침 전 15-30분 –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읽기 편한,  다양한 장르(현실적이고 역사에 관한 픽션, 공상, 우화, 옛날 이야기, 신화, 
논-픽션과 전기)의 책들을 읽도록 해주십시오. 새로운 책들도 시도해보시되 좋아하는 책들도 
읽도록 해주십시오.  
2. 독서의 모범을 보이십시오(Be a good(reading) example…자녀의 독서 시간에 
부모님도 책이나 잡지 등을 읽으십시오. 
3. 휴가에도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No holiday for reading)… 휴가 때도 읽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가 책을 계속 읽도록 해 주십시오. 가족의 자동차 여행시 가족 모두가 
좋아할만한 책 또는 카셋 테이프에 녹음된 책들을 가져가십시오. 
4. 가족이 소리 내어 함께 책을 읽으십시오(Family read-aloud)… TV를 끄시고 매일 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한.두 챕터 함께 읽어서 독서를 가족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나이가 많은 자녀(10대)들도 엄마나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Reader’s choice)… 독서를 망설이는 
자녀에게는 – 조립이나 요리를 만드는 등 실제적인 내용의 책(how-to book), 노래집, 유머집, 
흥미있는 분야의 잡지, 스포츠에 관한 내용, 또는 그래픽 애니메이션 소설이든지 –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를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책의 내용이나 종류가 무엇이든 독서는 
독서입니다. 카셋 테이프에 녹음한 책들은 기존의 독서를 강화시켜줍니다.    
6. 자녀가 도서 카드를 갖도록 해주십시오(Card-carrying member)… 자녀가 자신의 
도서 카드를 신청하도록 해주십시오.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의 정기적인 방문은 
자녀에게 다양한 독서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자녀가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책들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위한 책은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 적당합니다. 
7. 가족 도서관을 만드십시오(Build a library)… 자녀가 개인 도서관을 만들어나가도록 
도우십시오. 중고서점, 가라지 세일 및 책 교환,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도서 판매, 학교에서 
실시하는 도서판매 등을 통해 책을 구입하십시오. 
8. 자녀가 독서 클럽/그룹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Join a book club/group)… 나이가 
많은 자녀는 책을 즐겨 읽고 친구들과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학교와 
공공 도서관에 독서클럽이 있나 확인해보시고 없을 경우 자녀가 독서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9. 독서를 책에 국한시키지 마십시오(Reading is everywhere)…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지나며 보게 되는 가게 간판, 시리얼 박스, 거리 안내판, 메뉴, 
읽기 예보, 조리법, 개임 설명서, 영화 목록, 기타 등등을 읽으십시오. 
10. 자녀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십시오(Watch for reading problems)… 
자녀의 학년에 배워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자녀가 학교에서 학습을 잘 따라 
하는지 자녀의 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자녀가 매일의 읽기(사인이나 지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제물 읽을 때 매우 느린 속도로 읽거나, 취미로 하는 독서를 꺼린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충 읽기 지원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