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M 모델에 의한 병 독서운동의

비전과 전략*

조 동 성***

이 예 정***

본 연구는 SER-M 모델에 근거하여 병 독서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을 잡아보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병 독서운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그리고 병 독서운동이 병 독서문화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운 중인 독서모임의 사례를 통하여 그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여 보았다.

I. 서 론

1. 군 ,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

최근 연예인∙스포츠의 선수 병역비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만 또는 일본까지

수출이 논의된 슬픈연가의 주연배우 중 한 명이었던 송승헌은 결국 도중 하차하여 군

에 입 한 사건이 있다. 주간지‘ 학내일’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 학생 1023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연예인∙스포츠 선

수 병역비리는 잘못된 일이지만 상황은 이해가 간다.”라는 응답이 47.6%로 이는‘매

우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자 39.4%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군복무에 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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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민국,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 국민 중 심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군에 입 하여 2년여 간(육군 2년, 해군 2

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

기 위해서 군에 가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군 에 있는 짧지 않은 기간은 한창 생산

적이어야 할 젊은 시절에 너무나 아까운 공백기라는 의식이 젊은층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2. 군 , 시각을 바꾸면 엄청난 조직

병무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2004년) 상반기 육군병의 총 모집 인원은 3만

631명이었는데, 9만 21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엄청난 규모다. 열정과 패기

가 넘치는 젊은 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단체를 군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

을 것이다. 병무청이 밝힌 올해(2004년) 상반기 육군병의 합격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학 1학년이 59.5%로 많았고 2학년 22.6%, 고졸 11.9% 순으로 집계됐고 연령은 20

세 40%, 19세 31.4%, 21세 16.3%, 22세 4.4%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군 는

학 1, 2학년이 주축이 되는 평균연령 20세의 집단인 것이다.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은 유연한 사고와 왕성한 두뇌회전력을 가진 차세 한민국의 경제주체다.

3. 군 가 변하면 한민국이 변한다

넘치는 열정과 패기, 젊음이 가득한 이들에겐 어떤 꿈과 희망도 이룰 수 있는 목표

일 뿐이다. 젊은 세 의 사고를 잠시 훔쳐보자. 인터넷에 떠 있는 군 를 가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반찬투정을 안 하게 된다.

2) 여자가 다 예뻐 보인다.

3) 축구를 사랑하게 된다.

4) 낭만보다는 실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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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뜰해진다.

6) 생활력이 좋아진다.

7) 낯이 두꺼워진다.

8) 라면의 새로운 조리법을 알게 된다.

9) 아버지가 통령선거 출마하실지 모른다.

10) 진짜 남자가 된다.1)

이것이 요즘 세 가 군 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군 에 갔다 오면 반찬투정을

안 하게 되고, 낯이 두꺼워지고, 아버지가 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 신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젊은이들이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1) 신체적인 단련을 통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3) 외국어를 깨우치게 된다.

4)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5) 학입시밖에 몰랐던 나에게 드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6)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가운데 팀워크를 배운다.

7)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다.

8)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9) 내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10) 국토방위라는 성스러운 의무를 수행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한민국의 자랑스런 남아들이 바로서야 한민국의 미래도 바로 선다. 그러나 젊

은 세 들이 가지고 있는 군 에 한 냉소적인 인식을 바꾸려면 먼저 군에 해 어

느 정도의 향력을 가진 기성세 부터 군에 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들의 잠재

력과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이들의 한

손에는 총,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려주어야 한다. 책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위의 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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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를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I. 병 독서운동 목적

1. 군인이 책을 읽으면 군사력이 증가한다

인해전술로 전쟁에서 승리하던 시 는 지났다. 첨단의 무기들이 도입되면서, 신체

단련을 통한 군사력 증진 외에도, 앞으로의 시 는 급박하고 다양한 상황에 한 군

인들의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력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을 신

해 줄 기기들의 개발은 더더욱 두뇌의 발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전을 보

아도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열세인 이라크 무장단체의 게릴라전에

지속적인 인명피해를 입고 있고, 미군의 이라크전 전사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보도

가 있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다는 것이 전쟁에의 생명보증수표가 될 수 없듯

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상황판단력’과‘문제해결력’이 아닐까. 

2. 군인이 책을 읽으면 개인도 성장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

군인이 책을 읽으면 군사력의 내실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

질 수 있다. 2년(육군기준)의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 경

제 주체이다. 판단력과 사고력의 증진은 비단 전시상황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

다. 급변하는 시 ,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은 보다 자신

감 있게 그들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이끌 것이다. 

군 를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군 를 갔다 오면 학점을 잘 맞게

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다가 군 에 가

서 고생을 하고 나면 스스로 깨닫는 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생이 조금 더 달

콤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책을 쥐어주자. 독서를 통해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군생

활 동안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펄쩍 뛰듯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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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을 통해 전인교육이 가능하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및 비회원 국가 41개국을 상으로 한 국

제학업성취도에서 우리나라 고교 1학년(15세)의 학업 성취도가 문제해결력 1위, 읽

기 2위 등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교육에 한 부정적인 인식

이 지 한 상황에서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결과라고 밝히고 있

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최상위권의 점수가 읽기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라며“학교에서 논술이나 토론 교육이 강조되고 의 해석이나 비판

적 고찰을 강조한 7차 교육과정의 향으로 성적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논술이 부활함으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그 결과 문제해결력과 읽기 능

력이 향상되었다는 자체 진단이다.2)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지∙덕∙체 중‘지’에

치중한 주입식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현 교육체제를 통해 자라난 세 들이‘체’에 해

당하는 신체를 단련하는 곳이 군 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덕’은 어디에서 보완할

수 있단 말인가. 군 에서 독서를 통해‘덕’을 함께 키운다면 군 라는 특수한 상황

을 통해 우리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지식의 사회를 지나, 지

금은 지혜의 시 이다. 지식은 검색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

다.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가르치는 사회, 지∙덕∙체가 고루 조화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병 독서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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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병 독서운동의 현황 및 문제점

1. 병 독서운동의 현황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 로 병 독서운동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자.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1999년 발족한 이래 최초로 1999년 7월 3일 육

군 전진부 전진도서관을 개관 하고 2001년 9월까지 모두 12곳의 병 도서관을 건

립했는데, 비 리 민간단체의 힘으로 이 일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

다. 그리하여 2001년 12월 병 도서관 문제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는 인식을 갖게 되고, 병 도서관 건립에 한 법개정을 목표로 진중도서관건립을 위

한 국회조찬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적인 캠페

인을 기획했으며, 군, 출판계, 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의 지도층이 참여한 진중도서관

건립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 12월 언론사와의 공

동 캠페인을 이끌어내었으며, 2003년 중앙일보 10 사업에 선정, 중앙일보와 공동으

로 병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3)

결국 2004년 현재, 29개의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으며, 상정된 법안은 2003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5월 29일‘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기

에 이른다. 이로서 병 도서관 건립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국방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1740개의 도서관이 건립 계획 중에 있게 된다. 이로써 민간의 한정된 기부

만으로 혜택받을 수 없던 전군의 모든 부 들이 늦어도 수 년 내로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운 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신간 보급 등으로 명실공

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편, 국회에 보고된 도서관설치계획

자료에 따르면 각급 급에 시설기준 20평 보유장서 기준 3,000권 규모로 1764개의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별 설치기준으로는 육군의 경우 독립 급(중

령)이상 제 , 해군은 독립전 급( 령)이상 제 , 공군은 레이더 사이트(중령)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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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다.

2. 병 독서운동의 문제점

1) 사서 전문성의 결여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지원건립한 도서관들의 경우 부분 담당사서

병을 두고 도서정리 및 출, 수납 등 사서병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나, 전반적으로 전문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 경감과 군부 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병 독서운동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2) 급 이상의 접근성 용이, 전소 이용의 어려움

현재 병 도서관의 경우 사단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서관이 부분 일선 급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사단 전체가 활용하지 못하고 인

근 나 파견 중, 소 에 한해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1개 사단의 관

할범위가 여를 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신간공급의 지연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간헐적인 지원이 있긴 했지만, 병 도서관 개

관 이후 충분한 신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다. 이는 제한된 규

모 나마 도서관과 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부 로 인해, 이미 개

관된 도서관의 책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혜택이 전무한 부 한 곳이라도 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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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방부의 병 도서관 설치 계획

구분 계(잠정요소) 기설치 추가확 소요(잠정) 비율(%)

계 2,012 248 1,764 12
육군 1,837 164 1,673 9
해군 68 15 53 22
공군 76 45 31 59
국직 32 24 8 75



마련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하지만 도서관의 숫자 못지 않게 풍성한

운 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여전하다. 

4) 지휘관의 개인적인 스타일에 좌우

일반의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이겠으나 병 의 도서관은 주운 자인 지휘관의 의

지가 매우 크게 작용하게 된다. 동일한 부 라 하더라도 어떤 지휘관이 임하느냐에

따라 부 전체의 독서환경은 크게 차이가 난다. 본 법인이 운동초기에 접한 다수의

지휘관들은 사실 도서관의 필요성에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휘

관들이 이끄는 부 에 비해 지휘관이 앞장서서 독서관련 이벤트를 열고 시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 는 운 과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고 장병들의

활용 또한 그 빈도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5) 사회적인 무관심

건립운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실 적지 않다. 먼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출판계 및 출판관련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굵직굵직한 여러 사업들을 지극히 한정된 인원과 아무런 외부에서의 지원도

없이 자원봉사차원의 운 으로 6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은 독서운동

단체로서의 자부심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랑의책

나누기운동본부는 서경석, 김승현 등을 모델로 3장의 포스터를 제작, 전국 군부 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배포하 고, 2003년 중앙일보 10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

해 동안 지면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매월 병 도서관 개관행사를 가졌다. 하

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후원금 530만 원과 매우 저조한 도서기증이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냉담하 다. 지자체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참여하여 올해 한차례 5억 원 규모의 도

서를 구입하여 군부 에 기증하 다. 사회적인 작은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효과적인

캠페인이나 홍보, 후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일을 더욱 성공적으로 펼쳐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지난 사업들 곳곳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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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병 독서운동의 비전

병 독서운동에 한 비전을 SER-M 모형을 통해 살펴보자. ‘사회적 발전 = 개인

의 성공 * 메커니즘’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을 만드는 요인에

는 주체(S), 환경(E), 자원(R)의 고른 협력 및 지원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먼저 주

체를 살펴 보자. 주체는 지식과 기술과 자세를 고루 갖춘 인격체이어야 한다. 지식은

독서를 통해서 습득되는 능력이고, 기술은 지식을 현장에 활용하는 능력이며, 자세는

기술을 가지고 현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즉, 인간의 주체적 능력은

독서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성공이 나눔이라는 메커니즘(M)을 만나면 사회적 발전이라는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Performance)가 나오는데, 사회가 발전하면 이는 곧 독서환

경이 발달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는 또 개인의 성공에의 밑거름이 되어 나눔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순환하게 되어, 결국 독서는 지속적 사회적 발전의 선순환 동력이

되어 자기주도형 인간(Self leader), 나눔(Share), 만족(Satisfaction)이라는 독서의 비전

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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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lf leader, 자기주도형 인간

책을 읽는다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책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지

식과 지혜 그리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하려는 자세는 스스

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형인간(Self leader)을 만들어 낸다. 평생교육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학습자의 배우려고 하는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발성은 학습의욕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자는 타율적인 학습자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배워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아 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만약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자발적으로 독서

하는 습관이 없다면 이는 총알이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우선 본

인의 수준에 맞는, 본인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을 통해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점차 독서의 편식을 줄여나간다면 결국 독서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자기주도형 인간

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2. Share, 나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는 예비 사회인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기분으

로 사회에서 군 를 지원하고, 이렇게 사회적 배려를 받은 군인들은 제 이후 다시

사회인으로 군 를 지원하는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나눔은 사회를 풍요롭

게 만든다. 나눔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보람

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아직 후진국형에 속한다. 기부문화도 지속

적인 기부가 아닌 ARS 등 일회성 기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

회 김효진 과장은“요즘 기부자들은 과거의 단순한 일회성∙자선성 기부에서 벗어나

기부 이후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부를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 기부 이후의 과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4) 병 독서운동

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활용하여 병 독서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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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나눔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며, 이러한 나눔은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있는 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사

회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3. Satisfaction, 만족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까지 독서병 운동이 가야 하는 길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의외로 짧을 수도 있다. 그 길을 길게 만들거나 짧게 만드는 것 모두 추진하는 과정에

서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군내부적인 인식의 전환과 배려, 당사자들의 노력

과 독서가 합쳐져 이룩할 수 있는 성과이다. 사회 발전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

기 위해서는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

하다.

V. 병 독서운동의 과제

병 독서운동의 비전과 함께 약간의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보았다. 비전을 실현시

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병 독서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자.

1. 사회적인 관심 및 협조 유도

병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환경을 가꾸고 이 자

원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 적으로 필요하다. 전군에 도서

관 건립 및 전문사서, 시설, 장서가 고루 갖추어지는 것, 컴퓨터 관리체계가 도입되는

것과 더불어 이 도서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병 도서관을 얼마나 관심있게 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중앙일보와

공동 캠페인을 벌 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상 로 병 독서운동이 생활 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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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언론사와 손을 잡고 또 한번의 캠페인을 벌여 볼 수도 있고, 

학생을 상으로 하는 공모전이 있듯이 군인들을 상으로 하는 공모전도 시도할 수

있다. 전국민을 상으로 병 도서관에 100만 부 기증하기 캠페인 등을 통해 병 독

서운동을 홍보하고, 책을 기증한 자에게는 나눔의 뿌듯함을 선물할 수 있으며, 이 책

을 기증받은 부 들은 사회의 온정을 체득할 수 있다.

2. 시스템의 구축

병 독서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캠페인에 의존한 병 독서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아파트마다 헌옷수거함이 있듯이 헌책수거함을 만들거나 출판사나

형서점으로부터 매달 신간서적 중 일정 부수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운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회원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자

식을 군 에 보낸 부모들을 상 로 병 독서운동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하는 회원

으로 유도하여, 그들이 사회 곳곳에 병 독서운동을 알리고 살려나가는 메신저가 되

게 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 되고 흘러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참여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참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운 상의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3. 군내부에서의 인식 전환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마련, 외부적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군 내

부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 사람의 노력이 물거

품이 될 수도 있다. 군과 독서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군내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전환은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장병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부 내부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휘관의 스타일

에 따라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휘관들을 상으로 병 독서운동에 한 홍

보를 통해 지휘관부터 인식을 바꾼다면 부 내 독서운동은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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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참여의 장

독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토론하고 나눔으로 보다 깊

이있는 지식과 지혜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작게는 부 내부의 토론회 등의 모임이

있을 수 있고, 크게는 저자와의 모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작게는 소규모의 모

임에서 끝날 수도 있고, 크게는 규모 참여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모두가 어우러

져 참여하는 장이 마련이 되고, 이 모임들이 자생하기 시작할 때, 병 독서운동이 정

착되는 단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VI. 국내독서운동의 사례를 통한 병 독서운동 활성화 전략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도서관 건립은 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상 머리끝과 발

끝까지 고루 자원이 배분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큰

조직일수록 소조직이 강해야 생명력을 갖는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서관 건립

지원이 이루어져도 내부적인 독서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면 병 독서운동으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서운동의 사례를 통

해 병 독서운동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보자. 

1. MBS 소개 및 비교

MBS(Management Book Society: 경 자독서모임)는 1995년에 시작하여 2005년이면

10주년을 맞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 규모의 경 자 독서모임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 에는 스스로를 개발, 혁신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IPS(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전문 독서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BS를 운 하고 있다.5)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MBS 프로그램은 경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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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과학∙예술 전분야에 걸쳐 우수도서를 엄선하여 해당도서의 저자(또는 역

자)를 직접 모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기까지 약 10여 년간 MBS에는

한완상 부총리, 송병락 서울 교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정몽준 한축구협

회 회장, 강석진 GE Korea 사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 약 200여 명의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가 강의를 하 다. 또한 MBS는 책의 내용에 한 강의와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그들의 출판동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의 행

간에 담긴 진의를 전해 듣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2. MBS vs. 병 독서운동

MBS와 병 독서는 상과 운 방식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MBS가 평균연령 40 후반에서 50 의 경 인을 주 상으로 하고 있다면 병 독서

는 20 의 청년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MBS는 저자(역자)의 직접 강의로 이루어진

다면 병 독서는 자발적 책읽기에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현재까지 병 독서운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벌여왔다면, 앞으로는 거시적인 차원

과 함께 병 내부의 독서모임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간 운 되고 있는

MBS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병 독서모임에 적용함으로 아직 초기 단계인 병 독서

운동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보자. 

MBS의 특징 중 하나는 매주 1회 저자가 직강을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바쁜 현 인, 특히나 경 인의 입장에서는 2시간 동안 저자로부터 직접 책의 핵

심 내용을 들음으로써 보다 효율성이 높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자

와의 질의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자로부터 직접 책

을 만들게 된 배경과 목적, 진행과정에 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평소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서는 책에 한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다. 이러한 MBS의 장점을 병 독서운동에 적용하여 주 1회가 어렵다면 월 1회라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자를 초빙하여 강연을 하는 것

도 독서운동이 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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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의 두 번째 특징은 회원제로 운 이 된다는 것이다. 출석회원과 통신회원제로

로 나뉘어져 있어, 출석회원은 직접 저자와 질의 응답을 주고 받을 수 있고, 회원간의

교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통신회원은 직접 참여가 어려운 바쁜 현 인 또는

지방 거주자들로서, 책과 함께 강의 내용을 오디오로 담아 우편으로 보낸 것을 받아

서 혼자서 공부한다. 병 독서운동에서도 부 별로 독서동호회를 결성하여 혼자 읽

는 독서가 아닌, 함께 읽는 독서를 실천한다면 보다 장기간 독서운동이 지속될 수 있

다. 

이 외에도 병 독서에 따른 독서의 편식을 줄이기 위해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

여 선정도서를 공지하고 각 책을 읽는 것에 한 보상을 제공을 한다면, 균형있는 지

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또한, 병 독서운동이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이

벤트를 마련한다면, 부 별 다독운동을 펼치고 상으로 휴가 또는 신간도서를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준다면, 병 독서운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조동성∙이예정 43

<표 2> MBS와 병 독서 비교

MBS 병 독서

상 경 인, 사회각계인사 및 관심있는 일반인 군인

기간 1기수-6개월, 20회 강의 2년(육군기준)

운 방식 저자(역자)직접강의 및 질의토론 자발적 책읽기

회원제 출석회원, 통신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전원

도서 신간위주의 엄정한 도서선정. 10회 이상 경 관련 서적으로, 과거도서 위주로 구성

그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

<표 3> MBS성공요인을 병 독서운동에 적용

MBS 성공요인 병 독서운동에의 적용

운 방식 주 1회 저자직강으로 깊이있는 지식 습득 가능 월 1회 저자 초빙 강연

회원제 회원제로 운 하여 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 부 별 독서동호회 결성

도서 엄정한 도서선정 및 경 외 사회 전분야 독서를 통해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독서의 편식을 줄임

이벤트 가족 동반, 회사동료 동반 이벤트를 마련하여 여러 사람의 부 별 다독운동을 통해

참여기회를 넓힘 1등부 에 상으로 휴가

또는 신간도서 제공



VII. 결 론

3S로 구성된 독서의 비전, 즉 Self leadership, Share, Satisfaction과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젊은이들은 군 복무기간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기간 동안에 독서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인생에의 태도를 기르고, 병 독서운동을 사

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병 독서운동에 해 사회적인 관심 및 협조를

이끌어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독서운동이 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하며, 군내부의 인식 전환을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보

다 체계적으로, 병 독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모색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 

1. 시 적 패러다임에 맞추어 병 독서운동 진행

이 시 의 패러다임은 제휴(Alliance), 접목(Convergence), 지식(Knowledge)의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6) 제휴는 근래에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전략

의 한 유형으로, 최근 전략적 제휴 건수는 매년 25%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제

휴마케팅 건수는 매년 4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군 도 이 세를 타서 도서관 및 여

러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들과 제휴를 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

다. 또한, 군 와 병 도서관의 접목은 군 를 국내 최다의 두뇌들이 모인 최고의 지

식 발전소로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군 의 두뇌 강화는 전력 증강으

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병 독서운동을 통해 창출된 지식은

자연스레 약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환원이 될 것이다. 지식의 선순환, 그 시발

점이 병 독서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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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병 독서운동 활성화 전략

병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병 독서운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 그

강점을 더욱 강화 시키는 전략도 있고, 병 독서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

를 찾아 그 부분을 활용하는 전략도 있다. 홍보를 통한 사회적인 관심 집중 및 협조를

유도하여, 군내부적인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우선 사회와 군 내부 인사들

이 수긍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다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여러 세 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군 내부 인사들에게

는 군 에 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병역기피를 줄이고, 군사력 증강이라는 차원에서

호소력 있게 설득을 하면서 서로의 공감 를 찾아나가야 한다.

3. 군제도의 정비 및 전문화 조직 구축

현재 군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 구조의 특성 상, 사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쉬

운 일은 아니다. 현재 병 도서관 내에 부분 담당 사서병이 있어서 이들이 도서정

리 및 출, 수납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결여가 문제이다.

이에 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전문화된 장교직종으로“사서장교”제도를 도입하고,

문헌정보학과 졸업자 중에서 장교복무자를 사서장교로 뽑거나 재학생을“사서특기

병”으로 선발하는 전략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는 군에서 사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사서사령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4. 시스템 조성

우선 병 독서운동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 내 독서조직이 형성되어야 한

다. 독서조직 형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 내, 전군 적 차

원의 동호회 등의 독서조직체도 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병 독서운동 지원

을 위한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회원제를 통해 결성된 조직을 지역별로 운 하여

병 독서운동에 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지원의 흐름은 투명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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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되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나눔이 되어야 한다.

5. 병 독서 문화 창출

병 독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병 독서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독서운동이 독

서문화로 승화될 때, 병 독서운동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독서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저자 강연를 부 별로 열고,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한 이벤

트를 제공하여 독서에 한 붐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획일적인 운동보다는, 부 별

특성에 맞춘 독서문화를 향유하도록 배려해야 하며, 서로의 문화를 나눔을 통해 좋은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병 독서가 새로운 문화의 코드가 될 때, 병 독

서운동은 사회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병역이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회의 기 에 성실하게 부응해서 자진 입 한 젊은이

들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것은 우

리 사회가 젊은이에게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성실한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군 에서 제 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세월만 가라.”는 자

세를 보이는데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면 그 것은 큰 잘못이다.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군복무 기간을 보람 있게 느끼도록, 그리고 기회주의

적으로 군에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 병 독서운

동은 이를 위한 지름길이다.

참고문헌 및 관련사이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보고서

http://blog.naver.com/cycle603/120003126987

http://blog.naver.com/liz1024.do?Redirect=Log&logNo=8000804886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90049

&section_id=102&menu_id=102

46 經 � , 38 卷 4



http://www.hani.co.kr, 학생 10명중 7명“모병제로 바꿔야”[한겨레 2004-11-15

21:21]

http://www.ips.or.kr/education/mbs/mbs.asp

http://www.okmanpower.net/gnu/bbs/gnuboard.php?bo_table=pacific_board_0003&wr_id=

925

http://www.politics.ineu.org/life/soldier.htm

조동성∙이예정 47



Vision and Strategy of the Military Reading Movement:
The Application of the SER-M Model

Cho, Dong-Sung**
Lee, Ye-Joung**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s examined the effect of the ‘Military Reading Movement’ on

soldiers’ quality of military life, and proposed ways to further enhance its effects. We applied

the “SER-M” model, which consists with the subject (leaders of the military force), the

environment, the resources, and the mechanism, as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sults. For

the analysis of the quality of soldiers, we developed and applied the following formula: ‘Social

Development = Personal Success * Mechanism.’ We found that orientation of the military

leaders toward reading books and their commit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the quality of

soldiers in the military. We also found that reading capability of individual soldiers and the

mechanism of sharing the knowledge among the soldiers were important. We concluded that

the ‘Military Reading Movement’ as an integral force for both individual development of

soldiers’ capability and collective development of military power. We also proposed that the

concept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such as the one used by the ‘Management Book

Society,’ would elevate the ‘Military Reading Movement’ to ‘Military Reading Culture,’

Keywords: Military Reading Movement, Military Reading Culture, the SER-M model, the

Management Boo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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