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독자 개발과 출판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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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독서동아리>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
<영국의 독서교육> 저자



오늘의 이야기

1. 필요한 콘텐츠들

2. 새로운 교육과정과 정책들

3. 독자와의 접점들

4. 마케팅이 아니라 운동이기 위해서



“권장도서 목록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다 결정해요?”

“우리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책 표지 좀 공들여 만들어주세요.

땡기지가 않아요.” 

“성의 없거나 유치하거나”



“재미있는 책 좀 소개해주세요.”



“시리즈 좀 더 만들어주세요.”



“진짜 안 읽혀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돼요.” 



글 읽기 중 일어나는 세 가지 활동

예)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해독단계 -독해단해독: 글자 깨치기

독해: 뜻 이해하기

자기화 : 느끼기, 사고하기, 성찰하기, 

활용하기, 다른 장르로 변용하기



터널 비전

• 시각적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단기기억 용량의 제한으로, 

독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초록 말이 물 속을 흐른다.”

“쎄 뛴느 트레 본 니데.”
엄훈, <학교 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다섯 손가락 기법

간식 책: 

밥 책:

보약 책:

적절한 난이도의 책 선택



(1) 이야기 시리즈,
특히, 그림책과 소설 사이의

끊어진 허리

• 초1~2학년 읽기연습용 시리즈(Basal   

Readers) 예) Oxford Reading Tree

• 초3~6학년 시리즈 동화

• 중학생을 위한 시리즈 소설



Children’s Hardcover Frontlist (2015)
from PW 대부분이 시리즈

1. Old School: (Diary of a Wimpy Kid #10). Jeff Kinney. Abrams/Amulet (1,483,855)
2. The Isle of the Lost (Descendants). Melissa de la Cruz. Disney-Hyperion (492,939)
3. What Pet Should I Get? Dr. Seuss. Random House (464,409)
4. Tales from a Not-So-Perfect Pet Sitter (Dork Diaries #10). Rachel Renée Russell. 
Simon & Schuster/Aladdin (341,304)
5. Magnus Chase and the Gods of Asgard. Rick Riordan. Disney-Hyperion (309,846)
6. Tales from a Not-So-Dorky Drama Queen (Dork Diaries #9). Rachel Renée 
Russell. Simon & Schuster/Aladdin (292,752)
7. The Day the Crayons Came Home. Drew Daywalt, illus. by Oliver Jeffers. 
Penguin/Philomel (283,793)
8. Twilight 10th Anniversary/Life and Death. Stephenie Meyer. Little, Brown(252,927)
9. Descendants: Mal’s Spell Book. Disney Press (215,351)
10. Your Baby’s First Word Will Be Dada (board book). Jimmy Fallon, illus. by 
Miguel Ordóñez. Macmillan/Feiwel and Friends (209,998)



(2) 장르 소설적 요소

7위 17위 21위 23위



청소년 책의 분류: 아마존과 YES24 



(3) 고전, 청소년 편집본



고전 작가 안내



(4) 저자 팬덤

교수 저자 < 청소년과 접점이 있는 저자



청소년 소설 작가들(40~50대)

청년 작가의 수혈/팬덤화 필요







(5) 주제에 대한 통섭적 접근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활동” 



2. 새로운 교육과정과 정책들



(1) 2015년 개정교육과정

• 1 학기 1권 수업시간에 책 읽기
• 저학년 (1~2학년) 한글 교육 강화 (2745차시)

• 고2, 국어과 진로 선택으로 “고전 읽기” 신설
• 연극 교육 활성화
• 문/이과 통합 수업

'17년 3월 : 초1~2학년 적용
'18년 3월 :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적용
'19년 3월 : 초1~6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 적용
'20년 3월 : 초1∼고3학년 전학년 적용



(2)  자유학기제









(3) 교과 독서 수업
Content Area Reading

• 교과 수업 시간에 책 읽기

• 경기도중등독서토론교육연구회

• 교과교실에 도서 갖추기

• 학생부 종합에 기재

• 신입교사 연수, 정교사 1급 자격연수, 교장/교감

연수에 어린이·청소년도서 읽기/토론 포함



(4) 교과-사서 통합수업

“평소 예쁘게 꾸미고 다니기를 좋아하다 화장

품 회사에 입사한 지윤이는 전통적인 화장법을

응용, 신상품과 새 화장 기법을 개발해 보겠다

는 마음을 먹었다. 과거 화장법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하고 그 원리와 재료를 활용해 출시할 만한

화장품과 화장법을 제안해 보자.” (송곡고 이덕

주 교사)



(5) 도서관 청소년실 신설

사진출처: 깔깔깔 페이스북



3. 독자와의 접점들



•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 저자와의 만남, 플랫폼 (책씨앗)

• 저자 웹사이트/페이스북

• 교사 모임/연수

• 도서관 사서 모임/연수

• 책사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 교육청 독서 정책/도서관 담당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저자와의 만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Lukukekus 핀란드



www.authorsalouds.co.uk





저자 탐구
자료



따돌림에 대한 교육지도안과
관련 도서 안내



책 읽기 보조 교재



북 토크

• 비평 (Critique)
• 서평 (Review)
• 독후감 (Book report)
• 북 토크 (Book talk)



4. 광고가 아닌 운동이기 위해서

• 한 출판사 목록 큐레이션  여러 출판사 목록

• 출판사의 매출  공익적 목표

• 청소년을 평가 대상 책을 평가 대상

• 잘하는 사람 뽑는 대회  이탈자를 없애는 대회

• 학교 밖에서 책을  학교 일과에서 책을

• 중앙정부, 교육청, 도서관, 서점 정책에 목소리를

• 도서 구입, 독서문화 관련 예산 확대 요구





핀란드 낡은 장서의 폐기율,
매년 6.92%(2014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literacy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