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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생태계가 함께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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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1. 한국의 청소년은 어떻게 읽는가?

2. 변화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틈

3. 간헐적 독자와 비독자를 위한 책

4. 책 생태계를 위한 제안들



한국의 청소년 독서실태

• 출처: 이병곤, 김은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 연구대상: 경기도내 초등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000명

• 용어설명: 

습관적 독자: 거의 매일 읽거나, 며칠에 한 번 읽는다

간헐적 독자: 1달에 몇 번 읽거나, 2~3달에 한 번 읽는다

비독자: 전혀 읽지 않는다





어린이·청소년이

읽는 이유는?



• 초등 습관적 독자

1위 책 읽기가 즐거워서

2위 몰랐던 사실이나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3위 지적, 도덕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4위 시간과 기회가 있어서

• 초등 비독자

1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읽으라고 해서

2위 책을 읽으면 원하는 것(게임, TV, 놀이 등)을 할 수 있기에

3위 몰랐던 사실이나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4위는 학교와 학원 숙제로



1위 책 읽기가 즐거워서

2위 진학과 진로에 도움

3위 학교와 학원의 과제로

4위 나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위

해서

중고등학생



• 중고등 비독자 간헐적 독자

1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읽기가 즐거워서

2위 진학과 진로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3위 읽기가 즐거워서 진학과 진로를 위해

4위 원하는 보상을 위해 학교와 학원 숙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원하는 독서교육방식은?



중고생이 가장 선호하는 독서지도

1위 나에게 맞는 수준이면서，

내가 관심을 갖는 주제의 책을 소개 받는다면

2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소개 받는다면

3위 공부나 대중매체 등에 방해 받지 않고 규칙적

으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 중고생 습관적 독자

모든 독서지도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떤 독서지도 방법이든 거부감이

가장 적음. 

• 중고생 비독자는

대부분의 독서지도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

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약간 더 우세. 



중고생에게 부정적인 독서지도

1. 독서관련대회

2. 학업성적 반영

3. 가정의 관심

4. 독후활동 제공



특히 중학생의 54%, 

고등학생의 78%인

간헐적 독자와 비독자는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도서 큐레이팅을 가장 원한다



간헐적 독자의 독서지도 선호도



중고생 비독자의 독서지도 선호도

이병곤, 김은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6



변화된 교육과정이 만들어 낸

희망의 틈

1. 수업 시간 내에 책 읽고 토론하기

2. 독서동아리/동아리 활성화

3. 자유학기제

4. 수행 평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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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독자와 비독자를 위한

출판



1.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

(전체의 5%, 33만명)을 위한 책

2. 구어적 표현이 많은 단편집과 챕

터북 (특히 현대물)

3. 이야기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동일

시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진 시리즈



4. 읽기 수준이 낮은 아이들을 위한

하이-로(High lnterest Low Readability)

5. 추리, 코믹, 판타지, 연애 등 장르소

설적 요소가 많은 책

6.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Maker), 활동

(Activity)북



7. 굳이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싶은

비주얼과 물성을 가진 책

8. 시민으로서의 읽고 쓰기 (Real life 

literacy, situational literacy)를 다룬 책

9. 청소년 독자를 위한 북토크

(Booktalk) 북



청소년 논픽션 주제들
“청소년=학생”의 틀에서 벗어나자

• 채식, 동물, 스포츠, 음악, 패션, 성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literacy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