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넌어떤직업을갖고싶니?

엄마는 가끔“지우야, 넌 커서 도 체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라며 핀잔

을 주신다. 구슬공예를 좋아해서

작은 구슬로 핸드폰 고리를 만

들어 친구들에게 선물한 것

뿐인데……. 어제는 십

자수로‘잠시 주차 중입

니다’라는 씨를 수놓

아 아빠에게 선물로 드렸더니,

엄마는 남자 애가 뭐 하는 짓이냐고

또 화를 내신다. 구슬공예가가 뭐 어때서? 남자

는 다 장군이 되고 싶어야 하나?

내 친구 현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탐험가

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현수네 아빠는 늘 여

자 애가 겁도 없다며 선생님이 되는 게 어떠

냐고 하신다고 한다. 남자인 내가 탐험

가가 되겠다고 하면 현수네 아

빠는 뭐라고 하실까? 내

가 구슬공예를 좋아하는

걸 알면 놀라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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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친구들에게자신이원하는직업과그이유를물어보자.

또남자와여자가원하는직업이다르다면왜그런지모둠별로설명해보자.

¿' Ø ¿ł̇·́̌ ` ‡† Ø ¿ł̇·́̌ `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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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투기 조종사의 등장

마침내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2002

년 9월 우리나라 공군 여성

장교가 전투기 조종사로 임

명되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의 비행 교

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여성 조종사들이 우리의 하늘을 지키게 된 것이다.

육군에서도 20명의 여성 장교가 육군 최초로 소 장이 되어 남자 군인들을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이제 남자들만의 역이었던 군 에도 우수한 여자들이 지도

자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은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시는 날이

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일하시기 때문에

저녁 준비는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하신다.

물론 나와 동생도 설거지를 도와드린다.

우리 집에는 아빠와 엄마 앞치마가 따로

있다. 6학년이 되는 날, 아빠는 내 전용 앞

치마를 선물로 사 주셨다. 나도 이제 우리 부엌의 당당한

요리사다!

더 읽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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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명절때엄마와아빠가되었다고생각하고일기를써보자. 엄마와아빠는똑같은

명절을보내면서각각어떤일을하셨을까? 

‚¶˙̌–

”̆ ˙̌–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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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을 하며 사는 세상이 되었다. 여자가 밖에서 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집안 살림도 더 이

상 여자만의 몫이 아니다. 바쁜 어머니를 도

와 가족 모두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자

연스러워지고 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고정 관념도 달라진 세계

속에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남자이기때문에혹은여자이기때문에부모님께서시키지않는집안일은무엇일

까? 그중내가할수있는일은무엇인지생각해보고, 직접실천해보자.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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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노래의가사를읽어보자. 아빠와엄마가하는일이우리에게익숙한것과는반

이다. 남자와여자일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내가정말좋아하고잘할수있는일을

하면서살면얼마나좋을까?

‚¶ ˇ̇ˇ ˘” ˇ̌̇

<1절> 

엄마도 어렸을 땐 소녀 었

우리 같은 개구쟁이 소녀 었

소녀가 자라 엄마 된 거래

우리를 기르는 엄마 엄마

일하는 엄마 엄마

엄마들이 하는 일 아주 아주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무척 많지요

농사짓는 엄마 엄마

시를 쓰는 엄마 엄마

의사도 선생님도

청소부 운전사도

광부도 가수도

뭐든 될 수 있지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지요

[랩] 물론 할아버지나 아빠가 될 순 없겠지만

엄마는 일하죠

아빠도 일하죠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죠

<2절> 

아빠도 어렸을 땐 소년이었

우리 같은 말괄량이 소년이었

소년이 자라 아빠 된 거래

우리를 기르는 아빠 아빠

일하는 아빠 아빠

아빠들이 하는 일 아주 아주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무척 많지요

요리하는 아빠 아빠

춤을 추는 아빠 아빠

보모도 작곡가도

미용사 디자이너

화가도 배우도 뭐든 될 수 있지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지요

[랩] 물론 할머니나 엄마가 될 순 없겠지만

엄마는 일하죠

아빠도 일하죠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죠

<3절> 

엄마도 아빠도 아이 었

개구쟁이 말괄량이 아이 었

아이가 자라 어른 된 거래

우리를 기르는 엄마 아빠

일하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는 일

아주 아주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무척 많지요

엄마는 일하죠

아빠도 일하죠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죠

캐럴 홀 지음/김미경 옮김

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