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書新聞』 고찰*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윤금선**

I 머리말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讀書新聞〉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신문은 1970년도에 발간된 학술 · 문화 • 예술 · 출판 정보 전문의 주간 신
문이다. 양서 소개와 독서 지도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매체의 필요성을 절
감한 출판계의 공동 지원을 통하여 창간되었다. 독서 인구의 개발， 독서
광고의 일원화， 해외 시장 개척 및 저작 활동 관련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국민 독서 지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신문명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신문은 특별히 읽기교육과 상관된 자료이
며 본고에서도 ‘독서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신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때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

점연구분야 한국끈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II)’에 의하여 이루어졌

음(KR.F-때4개73-AMa않). 이 논문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서
울교대 원진숙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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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체적인 기사를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 《讀書新聞》의 국어교육
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 보겠다. 두 번째로 ‘무엇을 얽을 것인가라는 독

서 대상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며， 세 번째로 ‘어떻게 임을 것인캐라는 독
서 방법에 대해 살피고， 마지막으로는 기사를 통해 드러난 깨년대 초의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0

I1. <(讀書新聞 》의 국어교육적 측면
1) <{렘홈新聞 》의 국어교육적 가치

(1) <{讀書新聞 》 창간 목적
《讀書新聞 》은 같은 신문명으로 2종류의 판이 있는데， 하나는 일제강
점기에 발간된 것으로서 《朝蘇出版新聞 〉을 개제(改題)， 지령(紙顧)을

계승하여 ， 19때년 11월 11일 제 12호를 1호로 하여 출발하였다. 타블로이드

판으로서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매월 1 일， 11 일， 21 일에 발행되었다.

그림 1 <{讀홈新聞〉

1) 대상 자료는 《讀書新聞 ~(1970年 11月 6 日 -1971年 l月 ηB ， 讀書新聞社， l'인1)로
창간호로부터 10호까지이다. 신문사에서 특별히 제본판으로 발간한 영인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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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판 《讀書新聞〉 창간호에는 “改題發刊에 際하여”라는 제목
하에 그 발간 취지가 실려 있다.

解放 祖國의 出版文化陽達을 위하여 언간 一年餘 <朝蘇出版新聞>의

題號로 被醒하게나마 發行하여온 本紙는 이제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樹立
을 기회로 그 성격과 내용을 充實 增補하여 이땅 讀書君子들의 伴댐를

g

標로 讀書新聞이라 改題發行하게 되었다. 무릇 ‘讀書’에는 그 內容과 方式
에 있어서 여러가지 種類와 目的과 形態가 있어 一律的으로 이것을 論之

하기는 어려우나 ‘글(책)을 相對하는 根本原理에 있어서 一致共通하매 항
시 글벗 길동무가 必要하게 되어 때로는 案內者가 緊要하며 스승을 찾게

되는 것이다 ‘讀書’가 아직도 一部 學者나 知識層의 專賣品이며 그렇지
않으면 一部 有閔層이나 論客들의 消日物로 아는 程度의 낮은 認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讀書新聞의 發刊은 確實히 冒險이 아니면
先學적임이 아닐 수 없다 2)

“國民讀書運動의 振興”의 기치를 든 《讀書新聞》은 출판계 소식， 문학;
서평 신간 소개 문예 등으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12호로 정간되었다~3)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1970년 11월 8일 새로이 발간되었는데， 학술 • 문
화 · 예술 • 출판 정보 전문의 주간 신문(총 24면)으로서 매주 일요일에 발
간되었다.4) 70년대판 《讀書新聞::3>5)은 양서 소개와 독서 지도를 보다 신

2) <改題發刊에 際하여 ><(讀書新聞~(1~. 11. 11)
w韓國新聞百科 史料集~， 韓國新聞웹究所 펀， 1ffi7.

3)

4) 사장은 최성원， 편집 겸 발행인 양미렴， 인쇄인 김용해， 편집국장 정태영이고， 구독료

는 1부 35원， 월정 100원. 광고료는 1행 ED원. 발행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40으
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문은 48년도 판의 재발간이 아니라 신문명만 같고 그 발
행처는 다르대한국신문연구소 펀， 1%)

5) 이 신문은 1ffiO년 김익달(金益達)을 초대사장으로 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때
번지에서 창간되었다 타블로이드판형으로 4색 인쇄되었고， ll면 내외로 발행되었다
1ffiO년 11월 창간호로 시작하여 1쨌년 8월 491호까지 발행되다가 정간되었고， 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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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전문적으로 전달할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출판계의 공동 지원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다.6) 1948년도의 《讀書新聞》이 출판사와 관련된 신

문이었다는 점에서 깨년도 판이 재발간이 아닌 창간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같어 한다고 볼 수 있다.<t讀書新聞〉이 창간될 즈음 《中央
日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특수 주간지 독서신문이 11 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창간된다 「타블로

이드」판 24면의 이 주간지는 교양인

· 대학생 독자를 상대로 하여 새로운

독서운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J .. .l 전국의 중요 47개 출판사 사
장을 주주로 하여 발행할 도서신문은 총 자본금 1천 5백만원， 발행붓수

10

만부 예정이다. 양서가 제대로 출판되지 못하는 우리현실에서 독서불모 ·
독서공해를 제거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가장 주력하고 파고 들어 7]-öþ 할
구매층은 지식인， 특히 교원과 대학생 및 회사원으로 보고있다 7)

이어지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신문은 예술 분야에 40%의 지면을
할애하고 그 외는 주로 신간평과 문화 일반이 취급되었다. 특히 서평의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서평특별위원회’를 학자 • 교원 · 언론인 등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이 신문의 특정은 권위있는 서평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사는 외부 원고가 7， 8할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쨌년에 출판업이 사양화하자 몇몇 돗있는 출판인들이 독서 계몽을
위한 신문의 필요성을 느겐 데서 이 《讀書新聞》은 태동한 셈이다. 그

뒤 문공부에서 독서인구 개발을 위해 ‘출판개발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여기에 ‘출협’이 주동이 되어 독립된 신문사로 발족， 창간 단계에 이른 것
년 3월 $호로 재창간하였다. 후속저록으로는 〈주죠F독서〉가 있는데， 492호(1쨌년
9월)에서 됐호(lffi2년 3월)까지 발행되었다.

6)

돗있는 출판인들에 의해 출판，<國民의 친절한 양導者>， 편집의 경험답 [編輯長

시절] <文章誌〉 趙豊術(lgJO. 11. 8), <新東亞>崔乘萬(lgJO. 11. 22)

7) <독서불모지대의 새 기수로 「독서신문」 탄생> (lgJo. 10. 28) ~中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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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新聞〉는 독서 인구의 개발，

독서 광고의 일원화， 해외 시장 개척 및
저작 활동 관련 문제를 내세웠고， 1쨌

년부터는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현상 모집을 하였으며，

‘

r

그림 2~독서불모지대의 새 기수로

「독서신문」 탄생》

《中央輔:J> (1970.

11

10. 28)

1~년 1월에는 ‘독서문화센터’를 창설해
국민 독서 지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
대졸고 때4:

471).

창간호에 실린<本社 5大社業 >(1970년 11월 8일)에서는 동지의 구체
적인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숨은 ‘독서운동자(讀書運動者)들을 뽑아 공로상을 주기로 한다.(2)
바람직한 ‘제2경제’의 논문상을 제정해서 정선적 풍토를 재확립하는 가치관

을 찾아본다.@ 소비성향적인 출판 공해를 없애기 위해 악서(惡書) 추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출판문화 전시회관을 건립히어 문화향상의 현장적
소개와 안내 보존을 꾀한다.

c5.l 국제도서 전시회를 열어 도서문화의 교류

및 도서문화의 국민적 시야를 넓히는 데 힘쓴다08)

이 사업은 독서신문사와 ‘대한출판협회’(大韓出版協會)와 ‘한국잡지협

회’(韓國雜誌協會)와 공동 주관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讀書는 開發의 原動力 文化OJ<양의 廳手 자처>라는 제목의 창간사

에도 “1. 知識의 大果化， 2. 消費性向的 매스컴에 振抗， 3. 第二經濟는 책
에서， 4. À 間精神의 18<復을” 등의 부제를 달고 신문사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같어 쓰고있다.

8) <本社 5大社業> (H17O.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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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新聞은 앞으로 독자여러분의 참다운 여론을 바탕해 가면서 文化風
土의 改善， 護書의 生活化， 知識의 大罪化， 著作活動의 鼓舞동을 꾀하려

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출판정보와 良書의 상담구설을 말
을 매스 미디어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전자미디어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活字를 어떻게 지키며 활력

있게 번져 나갈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당면문제인
것입니다.

《톨훌훌뻐〉

창깐호 끼샤

그림

3

《톨톨훌빼〉 의 의의흩 는하는끼샤

1::讀률新聞〉 장간호 기사

12

이 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讀書新聞 》 은 신문사의 방향성을 문화

풍토의 개선(文化風土의 改善)， 독서의 생활회{讀書의 生活化)， 지식의
대중화{知識의 大聚化)， 저작활동의 고취(著作活動의 鼓舞) 등으로 내세

웠다. 뿐만 아니라 출판 정보와 양서(良書)의 상담구실을 자처하기도 했
다

。讀書相談室설치 독서신문은 독자들의 책을 중심한 여러 가지 궁금증
을 풀어드리고 책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讀書常談室〉

을 만들었읍니다. 독서지도、 책의선택， 책의구입방법， 제작상의 의문 등둥을
받아들여 그 해답을 전문가에게 얻어드렬 예정으로 독지들의 많은 참여있
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新刊書 • 雜誌評 讀書新聞은 다음 號부터 그달의
雜紙評爛 을 신설하기로했읍니다. 기대 있으시기 바랍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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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讀書相談室’란은 1970년 11월 29일자 제4호부터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問〉 薦業협동조합에서 일하는 17세의 소년입니다. 水塵에 대한 체계

적인 지시을 쌓고 싶은데， 그방면의 좋은책들을 소개해주십시요.<忠南보
령군 대천읍어항 김기태><答〉 수산고등학교과서 가운데서 r 水塵通論」을
읽어 보신 후水옳學總論J(쏠山水慶大學篇)울 精讀하시면 수산에 관한

총괄적인것을 아실수가 있읍니다. 헤밍웨이 著 「바다와 老人」도 도움이 되
실것입니다.(水塵業원양개발과 河星煥 )10)

인용문은 전문적인 분야의 책 안내에 대해서 답한 내용으로 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책의 제목을 대며 출처를 물을 경우 그 출판사명을 알려주

기도 했다)1) 실제 게재된 기사는 단문단답의 간단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신간평， 잡지평 등은 매호 게재되고 있으며， 제8호(1970년 12월 'lJ일)부
터는 <讀書情報>란을 통해 양서 소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9호(1971년 1 월 3일)부터는 <解題的 書評>란을 마련， 고전 한권을 선

택히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가치매김을 해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신문은 창간사에서도 밝히 바 전파 미디어의 발달에 다른 활
자 미디어의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활자 매체를 활성
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 예로 <電波미디어와 活字미디어 >(1970년 11 월 15일)의 내용을 보
면， 먼저 인류 역사에서 발생된 인간 상호간의 의사전달이 처음에는 언어
를 그리고 다음에는 문자로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한다. 이를 보면 인간상
호간의 의사전달에는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전파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9) <編輯者의펀지 >(1970. 11. 8)
10) <讀書相談室>(1970. 11. 29)
11)<讀書相談室 >(197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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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의 지식이란 의사전달로만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의 발
명과 기록 전승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전파 미디어란

원시적인 욕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활자는 일단의 진보된 의사전달
방법이라고보았다.

그러면서 펼자는 활자 미디어와 전파 미디어를 비교해 가며， 활자 미디
어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깨면 활자를 보거나 전파를 통한 소리를 듣거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자는 펼요한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전파는 公果

앞에서의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의 귀를 두드린다.
확실히 현대는 전파의 시대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J

이것은 현대의 특정

으로 펀리하게 행복을 추구하려는 방법의 하나로서 독서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 전파로 책을 대신하려는 것인데，

(...J

그러나 책의 定義가 달라진다

면 모르거니와，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잭이 @인간의 思想、이나 感情을 文字
또는 續畵등으로 기록한 것이어야 하고 @언제나 容易하게 便聲할 수 있

어야 하고 @일정한 分量， 즉 UNESCO 歡告로 본문 49面 이싼l 되어야 한
다면， 텔레비전을 통해 放映되는 것이 책을 대신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노
릇이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제아무리 내용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언
제 어디서나 용이하게 便覺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는 없을 것이다12)

이어지는 글에서도 전파 미디어가 신속하고 광범한 대상을 포착할 수

있으나， 순간적이요 확실한 대상이 없고1 선택이 불가능한 데 반해， 활자
미디어는 전파처럼 순식간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도 일반에게 알리
고자 하는 내용을 고정시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한 영구히 보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12) <電波미디어와 活字미디어 >(E17O.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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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讀書新聞〉은 전파매체에 대한 활자매체의 위축을 막고 활
성화하기 위해서 독서운동의 주자로 나섰으며 독서 인구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신문이다.

(2)

국어교육 일반

본고에서는 주로 독서， 즉 읽기교육과 관련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이를 제외한 국어교육 일반론을 잠깐 짚
고넘어가기로하겠다.

먼저 다수를 차지하는 ‘한글과 ‘한자’의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 보
겠다. 이 문제는 근대 계몽기부터 뿌리깊게 이어져 온 논란거리이다. 특

히 이 시기의 신문들에는 그 찬반 양론이 다수 게재되었고， 팽팽하게 대
립되고 있었다{졸고， :ro4: 471). 국어과에 있어서도 한글 전용이냐 국한문
혼용이냐 하는 문제는 어문 정책의 변천을 야기시키는 데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문제였대윤의순， 1쨌:

114).

《讀書新聞》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호 게재되고 있는데， 주
로 한글 전용론과 한자병용론(혼용론)의 문제들을 논한 기사들이다. 주요
기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어순화 주요 표랜 기사

발간일

제목

내용
지존심

國語生活 의 反省

1970년 11월 22일

기끄

있어야 국어 순화， 외래어

남용은 불건전한 정신에 기인， 아

李基文

름다운 말에 대한 자각과 노력 필요
책

속에

통화의 언어의 문제점， 번역의 문

조국이

있음을 어려서 깨
닫게해주자

1970년 11 월 2:J일

제점 . 아름다운 국어시용하여 민족
의식 심어주도록

윤석중

16

국어교육연구 제15집

한글만쓰기의
주장

漢文교육강화
촉구
漢字·漢文 敎育

을강화해야한다.
역사의

1970년 11월 ãJ일

1970년 11윌 ãJ일
1970년 12월 13일

수렛바퀴

를뒤에서 끌어당

1970년 12월 13열

기지 말자
冊과本
또다시 冊과本
國語敎育과 漢字

문제
개성적

문화창조

연}한글전용

1970년 12월 13열
1970년 12월 aJ일
1970년 12윌 13일
1970년 12월 'l1임

최현배의 유고 부분 게재 한글은
나라힘의 샘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등 7개 학회

한문교육강화촉구
한글전용하면 국민 지성 저하시커
고문화전통말살
한문에 집착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한글전용을
우리말에서 열본적 잔재를 청산하
여야

冊의 우리말은 「앗J ， 本도 일본어
아니다
대학생 한자시험 결과 살력의 저하

현상 보임， 한자교육 펼요
문제있지만 장점 북돋우며 한글전
용해약 사대사상의 옹고집 버리길

허웅

崔洛升

강준원
南廣祐
박건신

〈표 1>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들었지만 매호마다 빠짐없이 한자 혼용
과 한글 전용의 문제가 다루어졌고 각계각층의 찬반론들이 게재되었다.

관련 기사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것은 <漢字 • 漢文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1970년 12월 l3일)라는 글이다. 교과서에서 한자를 폐지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970년 11 월 25일， ‘한국어
문교육연구회’(韓國語文敎育짧究會)， ‘국어국문학회’(國語國文學會)， ‘국

어학회’(國語學會)， ‘진단학회’(震禮學會)， ‘백산학회’(白山學會)， ‘한국한자
회’(韓國漢字會)， ‘한국한학회’(韓國漢學會)， ‘철학연구회’(哲學昭究會) 등
7개 학술 단체가 공동으로 한자 교육의 부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 성명서에는 당시 어문교육이 국민 지성을 저하시키고 교육 효과

를 감퇴시키며， 학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어의 혼란을 야기하며， 문학의
전통을 말살하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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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의 논거로서 깨년도 개정 교과서의 실례를 보이고 있는데， 괄호로 한
자를 쓰던 것을 없애거나 영어로 대체함으로써 생기는 폐해의 예를 다음

과같이 보이고 있다.

0'국어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고칠 현삼제를 취하는 버릇 ‘남이수
독오거서는 박이 부정이 그 통폐요 ‘만상은 곧진애요， 골편， 너의 대리석

은 흙의 경결， 너의 금은은 흙의 잔사에 지나지 못하고

C..l 0상엽일반 ‘

추진력 장치상…기선 (s뼈TlShip) 디이절 (b뼈sel) 범선(잃패ng

vessel) 전기모

우터선üm따 S비p)13l

위의 예처럼 문장의 대부분이 한자어인데 한자를 병기하지 않아서 뜻
이 잘 통하지 않거나 영어를 병기함으로써 번거로워진다고 지적하고 있

다. 교재의 비정상적 인 표기를 한자교육의 부활로 하루 속히 갱신해야 한
다고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이 같은 지면에 동시

에 실려 있는데， 허웅의 <역사의 수렛바퀴를 뒤에서 끌어당기지 말자>
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론을 펼쳤다.
이 시기는 또한 ‘국어순화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때로 일반 신문에

서도 지주 거론된 문제였다'. ~讀書新聞〉에서도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
을 수 있다. 그 한 예로 <國語生活의 反省>(1970년 11월 22일)을 들 수
있다. 게재된 본문을 소제목을 들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現代판 更讀: 자연과학， 특히 의학에 있어서는 영어 단어에 우리말로
토를 단 괴상한 文體가 거의 일반화되고 있고 이것은 흡사 옛날 한문에 우
리말의 토를 달아쓴 更讀와 본질적으로 다를것이 없다.

2.

r 각테일」과 「짱

뽕J' 외래어 내지 외국어의 남용으로서 서구제어(歐美諸語)가 많이 섞인

13) <漢字 • 漢文 敎育을 강화해야 한다 >(197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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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각테일J ， 일본어가 많이 섞인 것은 r 짱뽕」이다".3. 外來語와 外國語:
무절제하게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국민의 건전하지 못한 정신상태，
가령 열둥복합(컸等複合) 같은 것， 외래어의 범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외래어의 홍수다~

4.

放送과 方言: 방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 방송은 표준어보다도 오히려 방언

을 더 많이 전파에 싣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5. 文字生活의 混亂: 언어생

활이 이 모양이니 문자생활에서도 혼란이 심하다， 글자 하나 문장부호 하
나도 정확히 쓰지 못하고， 게다가 한펀에서는 r 한글 전용」을 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는 漢字를 외면한지 오랜데， 아직도 한글 전용에의 길은 멸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술서적이나 신문 잡지도 그대로 한자를 쓰고 있으니 혼
란하기 그지없다~ 6. 外來語의 表記: 지금까지 출판된 여러 국어사전들을
보면 외래어 핍법이 제각각이다)4)

펼자는 이와 같이 국어 생활을 반성하면서 국어의 순화는 요컨대 온

국민의 자존심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에서 말한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의 어두운 단면들은 모두 자존심을 상실한 열등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
다.1 5 )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동화 작가 윤석중이 쓴 <책 속얘 조국이 있음

을 어려서 깨닫게 해주자 >(1970년 11 월 a:.l일)라는 기씨다. 필자는

15

8.

해방 이후 가장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어린이 책’이라고 지적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도서틀은 일본말 책들의 재팅어어서 우리
글의 참맛이 우러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하다 이것은 번역가들의 잘못이

크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14)
15)

<國語生活의 反省 > WJ70. 11. 22)
이 외에 <外國語의 홍수> (1970. 11. 15)를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외래어의 남용과
그 폐해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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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말을 잘 알고， 우리글을 잘 다루는 문학자 교육자， 역사까 과학

자들이 어린이 독서 인구에 눈을 톨려 ， 수고를 아끼지 말。싸 할 것이요 하
늘로 치솟는 빌딩의 웅접실 장식용 서적들로 재미를 톡톡히 보는 출판업자
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서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어린이책 다시 꾸며내는
작업에 손을 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다듬어진 아름다
운 우리말로 엮어진 책들과 친하게 되고 우리글의 뛰어남과 대견함과 고
마움을 깨닫게 된다면， 책사랑， 나라사랑이 저절로 되어， 책 속에 조국이 있
음을 아침 저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1

아름다운 우리말이 담긴 어린이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가 뿐만 아니라 출판사 측의 의식적 개혁과 설천이 펼요함을 촉구하는 내
용이다)7)

또 다른 국어교육 관계 기사로 쓰기교육의 내
용을 담고 있는 <文章力과 文化 수준 >(1970년

12월 20일)을 틀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정 주부
들이 자식의 논문을 지도할 만큼 문장력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틀어 우리의
문장력은 외국 사람에 비해서 열둥하다고 지적한
다. 문장력이 열퉁하다는 것은 그 나라 문화 정도
그림 4 <{ 文章力과

文化수준》

가 얄다는 증쇄託左)라면서， 그 원언을 작문교육
을 소홀히 하는 교육제도에서 찾고 있다.

국민학교 중 • 고퉁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科程) 편성상의

일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 “) 그 교육제도는 미국식 위주로 모방

16) <책 속에 조국이 있음을 어려서 깨닫게 해주자 >WJ70. 11. ~)
17) 필자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어린이 책에 있어서 번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임을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책마다 매겨 놓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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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왜 작뭔作文)과정만은 도외시한 것처럼 되어
있는 꼴인가? 미국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과정에서부터 작문과정이 있고 내

리달아 대학에까지 각기 진학(進學)의 정도에 따라 적잖은 시간이 짜여 있
는데 비해서 우리네의 현황은 어떠한가? (..J 배운 것을 머리 속에다 기억
만 해두면 족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배운 것에 대한 자기나름의 감싱L이든

가 의견 정도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표현해 버릇하도록 일찌감치 지도하
지 않으면 학문이나 문화의 발달은 퇴보하거나， 위축하고 마는 것이다.

계속해서 미국의 작문과정을 예로 틀고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편지쓰기 지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엔 소년시절에는 간독(簡觸) 혹은 척독CR續)이라 하여 서당에서 글(漢
文)을 배워서 천자문(千字文)이라도 떼고 나면 집안 어른틀이 편지쓰기

를 가르쳐주곤 했다고 환기시켰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교육은 작문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讀書新聞〉은 국어교육 일반론에 대한 기사들이 꾸준히
쓰여짐과 동시에 교육 일반론도 다수 쓰여졌다. 특히 교샤 교수 동의 교
육자들의 글에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일례로 <敎師의 發言>란을 두고
현직 교사를 통한 교육 문제를 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교육 현징에서의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보다 실제적이고 설득력

이강하다.
구체적인 기사 몇을 들어보면， 먼저 <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1970
년 11월 22일)는 제14회 ‘전국교육연구대회’(全國敎育짧究大會)의 내용을
다룬 것인데， “全人敎育 지향해야 注入敎育 모순 없애라. 進展없는 敎育
방법. 學校敎育개선은 國際조류” 등의 부제를 볼 수 있다. 그 후속편인

<칠판 교육의 장벽을 뚫자{下) >(1970년 11 월 ~일)에서는 대학의 기능
정상화와 학교와 사회의 연대강화가 시급함을 논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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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추락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동생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부

터 >(1970년 11월 8일)， <교원의 사기 >(1970년 11월 22일)를 들 수 있는
데， 교사의 권위를 되찾。}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글이다)8)
〈표
채목

서울大
-*52文ftlff究ffr
高麗大
民族文化없究所
延大

K11 會科學lff究 Ffr
成大
大써文化따究所

2> <冊究所> 시리즈(1970년 11 월 29일 저14호부터)
빨간일
H170년 11 월 2)일
1970년 12월 6일
1970년 12월 13일

1970년 II 월 22일

내용
奎f윤關도서목록 작성 8마명 수록 이며사전

발간서둘러

l.!

0

-,

ï\..!. 。

문화발굴의 전초 -연구소 소개 'J1녀 ‘한국

고전 국역위’로 발족

'-'

r客主』 둥 27면의 논문 발표 행정 합리화와
τ돋r향상에 영향 커

t힘댈 둥 {핑來의 學펌llff究 l 차로 古典의 影
印 作業. <奎章關 圖홈 1ffi選 >

<짧究所>란을 두고 각 대학의 연구소를 소개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

살펴본 바와 같이，{::讀書新聞〉은 국어교육 일반론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문제 등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어교육에 관한 논
의들은 앞으로 다루어질 독서교육론 외에 한자병용， 한글전용의 문제， 국
어순화론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18) 이 외에도 스티븐 J 탠소의 사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실은 <大學의 社會參與>
(1970. 11. 15), 학교와 지역사회 결부 시도， 교시{校舍)와 직업교사 없앤 미국의 교육
방법을 소개한 <實驗敎育의 開ffi者 >(1970. 11. 17), 각 나라 유학에 필요한 상식과
문제점을 논한 <海外 유학은 필요한가>(1970년 12월 13일) 등도 교육 일반론으로
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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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서의 대상: 무엇을 읽을 것인가

(1) 교양과 독서

〈표

4>

문학 표련 기사

문학관계기샤

분류
제1호(1970년 11 월 8일)

처엉호0970년 11월 15일)
처113호(1970년 11월 z2일)
제4호(1970년 11월 ~일)

民族의 詩A 萬海펴‘作詩 tf1爾. 노벨t쭉:L't作品: 이반 데니
소비치의 하루
古典: 썼民心휩

古典: 北學議

數養시리즈 x.켈과 A生.
tï典: 擇뿔志

져6호(1970년 12월 6일)

特輯: 自然과 人間과의 調和(일본 단편). 古典. 練쫓室記述

제6호(1970년 12월 13일)

7fJ.年의 韓國文學 〈批評>. 名作의 公園 • 小說 • 美術 · 舞
觸감상. 古典: 星빼隆說

제7호(1970년 12월 20일)
저없호(1970년 12월 27일)
처119호0971년 1월 3일)

제10호0971년 l월 10일)

m껴-의 韓國文學과 美術
i착典. 짜國歲H힘딘

1970년의 文學 • 音樂 • 出版앙算. 特輯: 뿔짧節과 威홉를
主題로 한 短篇選. 훌홈월3↑협報: 읽을만한 良휩紹介

특집: 흉月을 넘어 빛나는 隨筆틀 解題的 書評· 古典희랍
인의 경험 나그네 된 없村作家 柳承?
新향文훨常選作總評
I감典에의 招待: î뺑많훌쌓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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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讀書新聞》 제본판(創刊뭉 -10뭉: 197뼈 11月 6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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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年 1月 17 日 )에 게재된 전체 주요 목차어다. 제 1호부터 제 10호까지 실린

기사의 주제별 현황을 보면， 교양， 역샤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비교적 문학 관련 기사 비율이 높다.

특별히 문학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를 보면 시， 소설，
수필 등의 장르를 고르게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 명작 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고 문학에 대한 비평 등도 싣고 있다.
실제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1970년 노벨 수상샌 〈이반 데

니소비치의 하루 >(1970년 11월 8일)라는 기사처럼 이슈가 되는 해외 작
품들이 전재되거나.， <名作의 公園>란19) 에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또

한 <古典에의 招待>란을 통히여 우리의 고전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
는데， 정약용의 『救民心書.Jl， 박제가의 『北學議.Jl， 이긍익의 『古典練養室

記述.Jl， 이익의 『星湖樓說.Jl， 홍석모의 『東國歲時記.Jl， 유성룡 『戀많錄』 등
으로 주로 작가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문학평론에 관한 것은 제시된 표 외에도 <詩와 共感引力 >(1970년

11

월 22일)， <11월의 시단평(詩瓚評) >(1970년 11월 22일)， <韓龍雲의 人間
과 시 >(1970년 11월 18일) 등과 제6호부터 제8호까지 <70년의 韓國文
學>을 정리하는 특집이 대표적이다. 제6호(1인0년 12월 13일)는 임헌영
(任幹永)의 글로 새로운 이슈의 대두 속에 비교적 활발한 작업이 있었던

‘리얼리즘 문학론’과 ‘민족문화론’ 등 깨년의 한국 문학을 정리하고 있고，

제7호(1970년 12월 20일)는 검현숭(金顯乘)의 글로 시의 표현 언어를 확대
하고， 내용 • 형식이라는 두 경향 시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8호(1970년 12월 27일)는 염무웅(薦武雄)의 글로， 농촌소설이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리얼리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 여기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동의 문화 전반을 다루고 있는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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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나 일반인들이 투고한 시나 소설도 매호마다 무수히 보이며. 특히
신년 초인 제9호(1971년 1월 3일)에서는 특집으로 「청년에게 아뢰노라」

(李光)洙)， r 딸각발이 J(李熙昇)， r 어린이 찬미 J(方定煥)， r 아름다운 여인」
(盧天命)， rr閒子철학J(A 가드너)， r 알콜에 관하여 J(토마스 만) 등이 한날
에 실리기도 했다.

매호마다 <나의 讀書遍睡>란에 명사들의 독서 경험담이 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는데， 권위에 호소하여 독자들의 독서를 유도하려는 신문의
성향을드러낸다.

〈표

제목

1970년 11월 8일

雜짧과 愛휠

1970년 11 월 15일

以後

나으| 讀홈遍歷

내용

발간일

輕洋食 메뉴

r 로반슨크루소」

5>

1970년 11월 :Q일

우리 고전의 섭 렵과 탐구 펼요
책을 가리지 않는 독서습관， 아
끼 는 책소개

나의 독서 경 험 . 인상깊었던 작
품

카프카의 世界

1970년 11 월 æ일

나의 독서 경 험， 카프카의 매 력

演劇과 犯罪

1970년 12월 13일

법학서 를 중심해 마구집이 속독

r 醫師의 告白 J

以後
뻐만이 獨學 의 스
π까S‘「

1970년 12월 aJ일
1971 년 1 월 17일

의학 테마로 한 소설에서 배운
인간애

책은 끝없는 학문의 보고(寶庫)

기고
梁柱끼i

(文學댄土)
呂 E ，Ij!;
(英文휴l者)
鄭차9찌{
(英文영l者)
朴11떠 k‘

(小說家)

즈F 炳핑
(辯땀←1-:)

劉fW微
(참l'꿇家)

柳光f.!1
(논설위원)

문학 기사 외에도 연극， 음악， 미술 등의 예술 일반 분야에 대한 기사들
이 상당수 있다. 대표되는 기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때)
20)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新聞社設 7α年에 비친 韓國女性의 苦짧史 >(197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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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珍奇·奇本

발간일

기사명
康允浩교수의 r 훌훌常小學 」

(卷-)

1970년 11월 8일

〈양東j@. 교수의 「天主짧歌」

1970년 11월 15일

白淳在씨의 r 親觀會 會報」

1970년 11월 22일

鄭貞植교수의 r五倫歌」

1970년 11월 ~일

河東鎬 씨의 r 朴- 淵詩妙」
吳漢根 씨 Jifr藏 朴股植 著
r 행國痛앗[J

즈I?'iìl쩔씨 所藏 李能和 著
r春香綠 」

1970년 12월 6일
1970년 12월 13일
1970년 12월 æ일

張師없j 교수의 r 玄琴짧 」

1970년 1 월 3일

白앓씨 J'fr藏 「짧뼈新編 」

1970년 l윌 17일

내용

舊韓國때 펀찬된 첫 敎科휩， 敬科뽑
用 도서 3백때종소장

|

崔도마神父가쓴 첫 찬송자 3년 전
入手， 많、淸道서 筆寫된 듯
日 本 유학생이 만든 韓國꿇初의 雜

誌 · 開化期의 손꼽히 는 主훨~料
間島서 발간된 r o昌歌集 J ， 滿洲國 강
덕(康德 5if刊)

新京서 발간된 유고시집， 한지(轉紙)
의 판화 5점 곁들여

上海서 발간된 혐행國 亡國史
漢文;4;: 판소리 r춘향전」 저자 친필
서명이 특색

거문고를 위한 樂햄 i화宗 초기 에 작
성된 것

安宗洙 저술 서양 근대서 적 참고한
농업서적

이 외에도 철학으로는 안병욱

(安秉뽑)의 <哲學과 人生>， <人
間이란 무엇인가>， 역사로는 이
기백(李基白)의 <國史를 어떻게

理解할 것인가>(1970년 11월
그림 5 1:.훌本 · 奇本〉

15

일)와 이병수(李困壽)의 <衛滿은

韓國人이었다>(1970년 12월 6일)이다. 과학과 환경으로는 이종진(李鍾珍)
의 <科學技術時代의 人間 >(1970년 11 월 15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
로서 여성문제를 지면의 2변의 지변을 할애하여 연재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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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新聞〉의 읽을거리를 보면 문략 역샤 철학 미술， 음악， 연극， 과

학 둥에 걸쳐 교양을 쌓게 하는 다OJ한 분야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

것은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문의 읽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읽기 대상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기사명

7> 演버노트
발간일

〈표

기고

許生傳

1!17O년 11월 8일

10分

1970년 11윌 15일 李南燮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許圭

1!17O년 11월 22일 ￥tit勳

옥합을깨뜨릴때 1!17O년 11 월 2l일 金7*容
리골레토

1!17O년 12월 6일

로물루스 大帝

1!17O년 12월 13일 $JJ'!인F

李舞톰과 7年많

爭

吳鉉 明

8>

名作의 現i易

기사명

발간일

기고

베토벤-그작품
과비인의 "!; :Á

1970년
11 월 8일

먼i￥鉉

고갱과타히티
「 天使여 고향을

톨아보라」의 캐
로라이나뼈j뚫

1970년

11월 15일

鉉鏡f

1!17O년
李根=
11월 22일

1!17O년 12훨 al일 申 相 :r;;

(2) 서적 소개와 독서 대상의 선정

소위 말하는 양서(良書)는 좋
은 책이다. ‘무엇을 읽을 것인7y

의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창간호에
서도밝힌바와같이 양서를소
개하는 지면을 매호마다 상당량
으로 할당하고 있다.
그림 6 <t新궤도서 ~<t新刊톨評 》

그 예로 <新刊圖書> 와 <新

궤書評> 은 고정란으로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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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어학， 문학 등의 분빼서 신간 서적에 대한 소개와 서평을 싣고 있다

제8호(1970년 12월 'l1일)에는 〈 讀書情報 > 가 신설되었는데， 양서의 선
택， 구입 퉁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일종의 독서정보란으로서 ‘독서신문
양서선정회’에서 선정한 신간(新궤) . 구간t舊刊) 등에서 가려뽑은 책틀을
1면 전체를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신문의 성격상 광고 대부분이 책에 대한 것이다. 주로 출판사별로
광고하고 있으며， 문고판 시리즈나 전집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
정적이다.

그런데 독서의 대상은 어떤 잭이 출판되
느냐와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관련

된 기사로 〈 어떤 책이 나와야 할까 > (1970
년 11월 8일)를 꼽을 수 있는데， 출판되어
야할책에 대한설문조사결과를보여주

고 있다. 각 분야의 명사 æ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1. 어떤 책이 나와야 할

까?

2.

외국의 잭 중에서 國內에 변역， 소개

되었으면 하는 책은.?" 이라는 2개 항목에

답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들을 보면， 민

그림 7<{책광고》

족의식을 높여 주는 책， 아동학 분야의 책， 실리있는 문고판， 비평 곁들인
고전 등이 더 출판되어야 하고 시대물보다 고전이， 전집류보다 단행본이

필요하며， 장서용 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측

면에서 책임있는 편집， 보기 좋은 책의 장식 등으로 답한 경우도 있다. 소
개되었으면 하는 번역 분야는 문학， 과흑떼론， 의학， 철학， 교육， 음악 풍
의 분야로 구체적인 책 제목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을 읽을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 現代A과 餘醒 >(1970년 12월
'l1일)라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좋은 책을 읽는 일로 여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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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하는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일시적 흥미거리에 몰두하며， 책을 읽
는다 하더라도 오락 위주의 책읽기가 대부분인 세태를 비판한다. 오락을

위한 잭읽기보다 마음의 양식이 될 책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금À1-(金字)로 장정한 호화판 전집을 실내 장식용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
니라， 내용이 충실한 책을 원기 위해서 사는 기풍이 앞서야 한다고 썼다

또 다른 예로 <混뼈에서 定훌으로 >(1970년 12월 20일)를 들 수 있는
데， 이 기사문은 출판계의 발간과 관련히여 읽기 대상의 문제를 다룬 것
이 특정적이다.
l~년도의 한국 출판계는 무협소설(武俠小說)과 다큐멘터리 전쟁기록
이 판을 쳤다고 할 수 있다. 출판이 시대의 추세， 독자의 기호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년을 거듭한 무협소설이나 전쟁기록을 계속적으로 출판
한다는 것은 출판기획으로서 두뇌의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이다~21l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독자들의 기호에 민감한 출판사들은 1~년에서

1970년 싸l 에 와서는 독자들의 취향 전환에 맞추어 ‘한국문학전집류’를
다투어 출판했고， 또 ‘한국략의 붐을 따라 그 관련 서적들을 내놓기 시작
했다. 고전에 대한 관심도 대두되어 우리나라 것은 물론 외국의 책도 번

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바람직한 것이며 독자들에게 좋은
임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쓰고 있다. 앞으로도 흑탤서， 고전， 한국학
관계 영역(英譯) 등의 양서들은 지속적으로 출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독자틀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22)

1971년 1 월 3일자 <讀書指導

6

家底文庫의 설치 >는 독서지도를 위

21) <混뼈에서 定훌으로> (1970. 12. al)
22) <低質 全集物의 범람> (1971. 1. 3)에서도 ‘사무라이’ 소설들이 범람하는 출판계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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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면으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나; 부분적으로 읽기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 내용을 보면 ‘가정문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도서를 선택하여야 할 것인개뜯 문제라며 다음과 같은 분류의 도서들
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했다.

l. 기본적인 참고도서를 준비한다. 백과사전， 국어사전， 외국어사전， 이동
용 학습백과사전， 연감류， 지도 둥

2. 인문 사회과학에 관한 것.3. 자연과학

에 관한 것.4. 예술적인 감상을 할 수 있는 것.5. 문학작품 고전과 현대작
품으로서 대표적인 것 .6. 취미 오락적인 것.7. 특히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수주제의 도서.잃)

이러한 부류의 도서를 선택할 경우 베스트셀러라든가 또는 평이 좋다

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지 말며， 구입할 도서의 저자， 신문， 목차 등을 잘
읽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믿을 수 있는 출판사인가를 살피며， 가정
문고는 가급적으로 단행 도서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다
고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보면 실제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
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보다 일반론을 펼친 경우라고 하겠다.

3) 독서의 방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讀書指導>란의 독서 방법
《讀書新聞〉은 제4호(1970년 11월 ~일)부터 <讀書指導>란을 두고

7

회에 걸쳐 독서 지도론을 연재하고 있다. 당시 ‘國立中央圖書館讀書’ 지도

23) <讀書指導 6 - 家展文庫의 설치 >(197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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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인 김경일(金京-)이 펼자로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0년 11월 al일자 제4호에서는 <讀書指導1

- 2)分間 讀書法>

에서는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일 2)분간을 투자하라고
제안한다.
독서방법의 첫결음으로서 독서시간을 어떻
게 정하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독서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W2j분 독서법』

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의 우리암 · 라이리

박사는 현대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쁜 사람이
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2j분 정도는 독서를 위
해서 배당할 수가 있다고 했다 물론 2j분을
배당하는 데는 책을 읽어야 하겠다는 어느 정
도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라이라박사는 독서

의 능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처음 시작하어
찌분에서 2j분이라고 말한다. 이 시간 내에서
그림 8 ~25分間 讀홈法》

피로도 덜 느끼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W2j분간 독서법 』 을 제창하고 있다껑)

독서와 같이 사색을 수반하는 일에는 정신 집중이 펼요한데， 독서를 시

작해서 2)분까지가 가장 적당하며 그 이^J-이 되면 피로가 오기 시작하면
서 능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2)분 정도 독서를 한 다음에는 일단 쉬도록

한다. 쉬는 시간은 4, 5분 정도가 적당하고， 이 휴식은 새로운 독서를 시작
할 때에 소유하고 있던 힘을 다시 소생시켜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장시간 계속해도 피로가 덜 축적되며 능률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이 하루 동안에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적당한 시

24)

<讀書指導1

-

Z}分間 讀書法>(1970.

11.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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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택해 25.분씩만 실시한다면 1 개월이면 때분이 되고 시간으로는 12시

간 반이 된다. 이 시간이면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1개월에 펑균 두 책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1 년이면 24책을 읽을 수 있다면
서 이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1970년 12월 6일자(제5호) 에서는 <讀書
指導2

-

能率的인 讀書法> 이라 하여 2회

를 싣고 있다. 이 글에서는 능률적인 독서
방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네 가지로 집약
하여 설명했다. 첫째로는 언더라언을 치는

것이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곳이라

든가 특히 감명 받은 곳이 있을 때는 그곳
에 언더라인을 해 둔다. 이렇게 언더라언을
해 두는 것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리에도 도옵이 될
그림 9 ~能輔인 홈書法〉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감싱에나 0에

디어를 써 두라는 것이다 책에 언더라인을 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잭

을 읽으면서 감'^J이나 아이디어 퉁을 잭 여백에 펼기해 둔다. 이렇게 하

면 독서하면서 사색하고 펼기하면서 사색하는 ‘사색독서’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세 번째로 찾아보기 ( 색인)를 만들라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독서 메모장， 독서카아드( 규격은 세로 7.닮nX 가로

12. Xm)

퉁에 다시 참조

하고 싶은 곳-즉 언더라인을 해 둔 곳과 감상이나 0에디어를 필기해 둔

곳의 항목과 페이지를 기록해서 보관한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후일 필요
할 때 간단하고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네 번째 자기만의 참고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언더라언을 하거나 감상 등을 펼기해 두고 또 찾아
보기를 만들어 둔 도서는 자신만의 지식과 정보의 축척이기 때문에 이 도

서들은 가장 좋은 한 장서가 된다는 것이다.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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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 13일지{제6호)의 <讀書指導3

안구운동훈련도표

- 速讀訓練法 > 에서는 속독법에 관한 독서지
도를 하고 있다. 첫째， ‘눈운통의 훈련’ 과 둘째，
‘잭을 이용승}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눈운동 훈련’은 먼저 ‘ 앤낸동 훈련표’를
만들어 매일 5분 정도 안구 운동을 하는 것으
로 그림의 줄선 하나를 한번의 정류점으로 정

그림

10

~맨문동 훈련도표》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
래로 떤낸동을 진행한다. 또 다른 방법
으로는 처음보다 실제적인 것으로서 책이

나 잡지 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정류점을

"-"-'" ’ 표시하고 그 간격을 점차 넓혀나가는 훈련
방법이다. 둘째로 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책을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흥미와 관심
을 가지고 독서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 측정 독서라고도
하며 시간을 측정하면서 독서를 하고 그
그림 11 ~어휩혐|緣去〉

진행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26)

1970년 12월 æ일지{제7호) 에서는 <讀書指導4

- 讀書그룹의 運營> 라

는 제목으로 독서회 조직을 한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CD 독서그룹회
원 @ 독서그룹의 지도자 @ 집회회수와 장소 @ 회비 @ 독서회의 기록

@ 독서회의 진행자 등 6개의 항목으로 니누어 설명하고 있다.
@독서그룹회원 .. , 적 당한 회원수로서는 5명이나 10명 정도가 가장 알맞

25)
26)

<讀書指導2
<讀書指導3

-

能率的인 讀書法 > WJ70 잉
速讀訓練法> (1970,

12.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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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
훌훌

룹의 지도자 선출은 한 사람이 오래도록 계

속해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

정빼 교대제로 하는 것이 좋으며， 지도자
의 교대는 대략 반 년 아니면 1년마다 한번
씩 교대， @집회 횟수와 장소 ... 학생들로 조

직된 그룹은 매주 또는 매월 2회 정도 직장
을 가진 회원들일 경우에는 월1회 정도 적
당. 집회 장소는 회원수가 적을 때는 회원의
집을 순회， 야외로 나가서 모임을 가지는 것
도 효과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

그림 12 ~품톰그룹의 運뿔〉

능‘ @회비 ... 회비는 가급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좋다.@독서회의 기록 ...

독서그룹의 활동기록은 독서그룹의 발전이 기록된 것이며 또 그룹 회원들
의 개개인의 독서활동의 성장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며 ， 독서회
의 진행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 @독서회의 진행자... 진
행À}는 독서회에서 다루어지는 책에 관한 테마의 골À}를 깊이 파고흙 갈
수 있어야 전문적인 연구와 집단 사고를 깊이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
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인)

1970년 12월 'l1일자{제8호)에서는 < 讀書指導

5-

讀書生活 흩?斷法>

으로 ‘자기진단법’을 제시히여 채점하게끔 하고 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이 107~ 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문제1) 당신은 독서를 좋아합니까. (문제2) 당신의 독서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문제3) 당신의 독서 경향은 어떻습니까 (문제4) 당신은 1일 평균
몇 분 정도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5) 당신은 평균 1 개월에 책을 몇 권
이나 입습니까. (문제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좋은 편입니
'tl) <論書指導4

讀書그룹의 運營 > 0맑0. 12. aJ) 원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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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나쁜 편입니까. (문제7) 당신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생활에 적응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까. (문제8) 당신은 책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1이 당신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28)

각 문제는 정도를 나타내는 5개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
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채점 방법은 문제 끝에 명시된 점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총 점수가 40점 이%에면 상，:rl점 정도는 중， 25점 이하는 반성과
시정할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lWl 년 1 월 3일자{제9호)에서는 <讀書指導

6-

家底文庫 의 설치 〉 를 독서 증진의 한 방

법으로 들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영상문

화가 지배적인 시대에서 활자매체가 왜 펼요
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정신문화 생활에 있어
서 라디오， TV 등의 영상문화 즉 보고 튿는다
는 세계는 타인 의존의 인간 또는 사회 적응
만 하는 인간을 만들기가 쉽다. 자주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사고하는 주체적인 인
그림 13 <t:家處文庫의 설치 》

간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필요

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보고 듣고， 임는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종

합적인 활용에 의해서 서로의 결함을 보충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문고의 설치는 영상과 독서문화와의 조화를 가정에서 구현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쩨
lWO년 1 월 17일자 연재물의 마지막 회인 <讀書指導

7 - 學級 讀書會

의 編成과 活動 > 에서는 ‘ ξL급독서회’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28)

29)

< 讀書指導5 - 讀書生活 훌?斷法 > (1970. 12. '[1) 원문 요약.
이 것은 ‘무엇을 원을까’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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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독서회’는 학급의 어린이들의 독서 능력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에 자극을 주며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
1

했다. 동시에 그 실제 운영 빙멘에 대해서 제시

하고 있다. 먼저 도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언
급하고 있다 흑L급의 모든 어린이들의 초배를
위해 그 선택 기준을 좀 낮게 정해서 선택하고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그림

14 ~學級 讀홈會의
織과 謝》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생기지 않고 전체

어린이들을 포섭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과제독서’리든가 교과 연구를 위한 문제 해결도 모든 어
린이들의 의견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
이 제시한 의견틀을 독서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학

급독서회 계획은 저학년에서는 교사가 중심으로， 중학교1 고학년부터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학생틀이 흥미를 가지고 죠k져할 수 있
다고 쓰고 았다. 보다 구체적인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저학년) ‘낭독=읽은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을 일부분 정하여 흥미있게 낭독하게 한다. (책 속의

그립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극=이야기의 장변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극화
한다. 이 방법은 단계의식을 높이고 회화표현과 낭독의 힘을 길러주는 데

크게 도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서퀴즈二읽은 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r 나는 누구일까요」 또는 『 다섯 개의 문」 등의 질문으로서 등장인물의 성격，

책이름 등을 알아맞히게 한다 ‘게임=청백의 두 팀으로 조직하여 책 내용
에 대해서 서로 양팀에서 질문하여 알아맞히게 한다‘ 정답 속에 의해서 승
부가 결정된다. 이 방법은 정확한 독해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독서회 (중학년과 고학년) 독서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내용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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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는 국어교과의 단원에서 지적된 작자 작품 등을 주로 선정. 작가의

작품 등을 조사하여 계통적으로 읽게 하고 또 느낌도 발표하되 여러 어린
이가 토의할 수 있게 한다. 또 만화， 텔레비전 등에 열중할 시기이므로， 만
화에 대한 이야기회， 탐정소설에 대한 이야기회， 여러니라의 옛이야기를 읽
고 다른 점을 찾게 한다 과학소설과 역사소설에 대한 이야기회， 우리민족
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회 각 교과와 관련시켜 여러 가지의 주제로 토론
하게 하며 녹음하였다가 다시 재생해 보면 토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썩}
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교사는 위와 같은 학급독서회에서 얻어진 결과로

독서 경향， 독서 능력， 독서 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여 독서
회 활동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를 통해 독서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은 독서와 토론을 연계시킨 경우라 하겠다.
<讀書指導>란 외에 읽기 방법에 대한 주요 기사로는 춘천성수중학교

(春川聖修中學校) 교사인 김윤호(金潤浩)의 <學校敎育과 책읽기 >(1971
년 1 월 17일)이다. 내용에서 필자는 학교교육에서 원기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
면서， 독서력 증진을 위한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든 것은 안구운동 훈련을 통한 읽기 지도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단 문지{글)를 보게되면 먼저 눈동지{眼球)가 움직이게

마련인데 이때 문챔 보는 안구는 낱말을 읽는 데 평균 빠르기로 원활하
게 운동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범위의 좁은 응시영역(癡視領域)을 잡아 일

단 정류(停留)하게 되어서 눈동자가 멈추고 있는 동안에 기호나 또는 문자
군(文字群)이 지각(知覺)되고 이때 비로소 의미의 체계화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일단 지각이 이뤄지면 계속해서 안구는 그다음 응시영역으로 비약
하게 된다.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안구의 「정류」와 r 비약」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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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의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은 독서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이 되겠는데 가장 보편적인 독서력

저해 요인은 r 뒷결음쳐 읽는 버릇」이다. 다시 딸맨 학생들이 글을 빨리
읽지 못하는 것은 눈동자가 정지하는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지주 후퇴하기
때문이다~30)

인용문에서 말하는 「뒷걸음쳐 읽는 버릇」은 이미 잊어버린 부분을 되
풀이해서 입는， 순전히 습관적인 것이며， 이미 읽은 부분에 대해 자기로
서 확신이 없고 어휘， 숙어，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독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와 같어 되풀이를 말고 곧바로 읽어내려가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음독(音讀) 읽기 지도 방법이다.

묵독(默讀)은 일반적으로 음독(音讀)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미 널

리 공식화되어 있으나， 학생들과 부딪쳐 보면 의외로 훈련이 소홀히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적이 실망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아

무리 빨라도 1분에 2백 단어 이상을 읽기가 어렵다고 한다. 국민학교에서
묵독의 지도는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3학년부터 지도하게 되어 있다.

필자는 더불어 묵독 훈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콩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입속에 물려가면서까지 지도하고 있고 미국 기타 여러 나

라에서는 젓가락을 입에다 물리고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펼자는 음독의
습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자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막고 읽도록 지도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페
세 번째로는 r 낱말덩어리 J(單語群)로 읽기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30)
31)

>

<學校敎育과 잭읽기 (1971. 1.
<學校敎育과 책읽기 >(1971. 1.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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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덩어리의 낱말을 하나의 글자라고 생각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눈은
한자 한 자씩(一字〕字式) 인식되어서 종합적인 낱말이나 문장을 읽는 것

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된 문^r군(單語群)으로 읽게 되기 때문이다J ...l 독
서력을

2, 3, 4.. ' 배로 늘리는 비결은 단어를 2, 3, 4개씩

한꺼번에 묶어 읽도

록 가르쳐주어야 한다~32)

독서 능률을 저해하는 이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한 가지만 철저히 지도
하기만 하면 다른 두 가지 요인은 저절로 고쳐지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

면 이 새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연관되어서 독서력
향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빨리 원기와 상관되는
것이지만 이해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1 자동차를 운
전할 때 시속 25마일이면 주의가 햇갈리지만 1 백æ마일로 달리게 되면 운

전사는 모든 정신을 드라이브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예를 들어， 빨리 원기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강화되어서 학생들의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 그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33)

대개의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도 (2) 흑냄 문
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필독 도서 선정

(5)

독후감 쓰기

(6)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7) 속독지도 등이 일반적인데(한철우， 1뺑:21) 여
기서 논의된 내용틀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그럼에도 독서지도

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속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서지도를 하고 있
음은 의의가 있다. 또한 앞서도 지적한 바처럼， 이 신문이 겨냥한 독자층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었다. 그래서 그 교육적 효과는 보다 컸으리라 여겨
진다.

32) <學校敎育과 책원기 >(1971. 1. 17)
33)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도 (2) 흐L급 문고 운영 (3) 독서회

의 조직과 운영 (4) 필독 도서 선정 (5) 독후감 쓰기 (6)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7)
속독지도 등인데(한철우， 1쨌

21), 논의된 내용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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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하는 국민과 독서하지 않는 국민

게재된 기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독서량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국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예로 먼저 <讀書界有

感 >(1970년 12월 20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는
민족이라 비판하는데， 그 원인은 즉물주의와 실리주의， 경제적 불황에 있
다며 이의 타개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읽기가 싫은가 읽을 책이 없는가>(1970년 11월 15일)란 제목의 기
사에서는 ‘학생논단 토론’ 내용을 싣고 있는데，

YMCA ‘學生論혐’에서

대

학생들이 ‘책읽기가 싫은가? 읽을 책이 없는가?’란 주제의 토론을 벌였는
데， 이날 발제 학생들은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독서하지 않는 국민
이란 평을 듣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讀者보다는 출판업계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으며 @ 문교부의 교육정
책에도 모순이 있고，@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매스컴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圖書館실무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중

앙도서관 사서과장 張一世씨는 무엿보다 우리나라가 독서不毛國이 되어가

고 있는 현상을 @ 우리사회를 善導해 나가야 할 知識人 자체가 도서를 가
렬 줄 모르며 @ 대학교수의 교수 방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
다

또한 학생플 중에는 책을 얀 읽는 대학생을 말하기 전에 오역(誤譯)과
오재誤字)가 많은 등 읽을 만한 책이 없고 파로 폭리만을 취하려고
드는 일부 출판업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출판엽계에 비난을 가하

기도 했으며， 대학입시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을 들면서 문교정책의 개선
을 요구했고， 상업성을 띤 주간지나 방송 등의 매스컴에게 책임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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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다.

<책방 없는 大學街 >WJ70년 12월 13일)에서는 대학 주변을 들어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근처에 정작 있어야 할
서점은 드문 대신， 다방， 당구장， 술집， 양장점들이 즐비한 대학가의 풍경
은 대흑써 상정하는 학구적 분위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소비시장화한 대학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와 반대로 독서 인구 비율이 높은 해외의 예를 들어， 독서하지 않

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일례로 <토막 常識 >(1970년
11 월 15일)이라는 기사는 영국， 프랑스 등의 출판계의 현황과 활기찬 독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음반 달린 책을 판매하어
‘읽고 보고 듣는 책’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고판어 붐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各國의 讀書운동 >(1970년 11 월 29일)에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독서운동이 정부
와 재단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어 그 활동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
며， 이동도서를 활용하여 독서 인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일본은 교육의
주류가 독서운동， 독서지도에 집중되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독서인구가

월등히 높다. 프랑스는 가정에서 가족간에 교대로 책을 구입하게 하여 다
양한 책입기를 실행하며 신병훈련소에서는 신병들로 하여금 도서카드

기재 운동을 벌여 독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 외에도 해외의

독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사들도 보이는데 일례로 <美 10月 베스트
셀러 >(1970년 11월 29일) 등과 같은 기사가 매달 <讀書저널>면에 게재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의 독서계 소개는 단순히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성공적인 독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국민도 이

를 실천하게끔 유도하는 개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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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 현황와 독서 운동
(1)

통계로 본 독서 현황

《讀書新聞〉에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로 통계를 이용하여 국
내의 독서 실태를 보도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讀書권장의 敎育을>(1970년 11월 15일)이란 기사는 기고자가
동구여생東표女商) 연구주임인 권기종(權奇宗)으로 고등학교 현징L에서

의 독서교육 문제를 다룬 것이다. 먼저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
했다 시청각교육이나 교육공학의 발달로 과학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가해지고， 또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나 아직도 선진 제국(諸國)의 수준에 도달하기
에는 요원하며， 또한 발달한 매스컴의 영향으로 사회 윤리와 국민정서가

지극히 혼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형 6백 명을 대상으로， 라디오 TV가 아동들의 학습에 주는
영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D r 학습상에 도움이 된다」가 11.00/0, (2) r나쁜 영향을 준다」가
r 적당한 오락이 된다」가

46.6%, (3)

14.8%, @ r 여가 선용이 된다」가 22.4%로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J(46.6%)가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034 )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나 혹은 사회에서 독서를 통한 청소년들의 사고
력과 창의력 개발은 매우 펼요한 일이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초 · 중고등학교의 25%만이 도서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장서의 수는 보잘 것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

34)

<讀書권장의 敎育을> (197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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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 모 중 · 고 교사 1 백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독서를 많이 해야 할 그들이 한달 평균 경우 4E6.6페이지라고 밝혔
다. 이 수치는 미국의 :20/0, 일본의 3% 밖에 되지 않논 근소한 독서량이라
고 지적했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독서 인구 저하 현상은 라
디오나 ηr의 발달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변천하는 현대 지식의 폭주는
독서를 통해서만이 그 폭을 넓힐 수 있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어느 모로 보나 편리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ABC연구회’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도시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조사 대상 가구의 잡지 구독률은 23.Ð옳，
이는 æ년도의 ~.53%보다 약 3%나 낮아진 것으로 잡지도 별로 보지 않

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일반 교양지들은 최고

7% 미만으로 나타났

다}5l

결어에서 필자는 독서 경시 풍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파 미디어에 거

리를 두고 부모나 교육자들이 스스로 독서 생활을 충실히 할 것이며 청
소년들에게 우량 도서를 권장하고， 솔선수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마다 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쏟아야 하며， 교육 당국에서 학교를 인가할 때도 도서관의 시설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기사로 <與論調훌에 나타난 讀書실태> (1970.

11.

15)도 주목

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970년 1 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14회 도서
전시회 관람지를 대상으로 독서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대
언은 어디서 어떠한 책을 구하여 얼마나 읽는가 등 9개 항목에 걸쳐 남자
3천 18명， 여자 1천 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여기엔 서울 시민만

35)<東亞 日報~1O월 22일자 기사에서 나타난 통계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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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침여하여 전국적인 ‘독서실태’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여러 가지 홍미있

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응답자는 서울에서도 독서에 관심었는 충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시된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내용>

CD 1년에

책을 얼마나 읽나 @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얼마

나 됩니까-? @ 한달 평균 도서 구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5) 최근에 읽은 도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왜 책을
읽습니η'l?

cv 어떻게 도서는 선택합니 ηt?@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를

구입합니까-?@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습니까염6)

문1) ‘1 년에 책을 열마나 읽는가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일반 도서와 잡지
양쪽 모두 6권에서 12권까지 가장 많아 전체의 쟁%를 차지한다. 그 다음

으로는 단행본 0권부터 6권까지 24%, 잡지에서는 12권에서 24권까지 aJ%
로드러난다.

문-2)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얼마나 되나’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가 전체의 35.5%로 제일 많다. :D분 이내는 7%이며 3시간 이상은 12.5%로
나타난다.

‘

일반도셔
수지%

0-6뀔 6- 12뀔

17
20-30세 20
30- 4 0 서1 131
40세9.l싫 30
15-20 서1 120
20-30세 26
30-60세 51
15-20 셰

111 삐 얼 D뻐원나

4
26
31
29
27
32
31

집저
f2-2.ö뀐

4
28
17
20
23
23

20~훌경

14
11
10
9
15
11
0

30'1!

이상|

21
15
11
12
16
8
7

36) < 행論調흉에 나타난 讀書실태 > O!J70.

수찌’‘

15-20세

(0-용결

24
20-30세 18
30-4 0세 18
40갱I.QI싫 20
15-20세 27
20-30셔1 110
30-60셔1 15

11. 15)

-12켠

32
36
29
32
39
43
60

12-1 4뀔 24룰 어상

26
26
22
23
22
30
26

18
21
21
25
12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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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흥공톡kμ 낀

‘

ôfl2삐

하루명균독서시간

앙-3'Il!

z’‘

문3) ‘한달 도서 구입액은 얼마나 되나’에서는 5백원에서 천원까지가 제

일 많아 전체의 43.6%이다. 천원 이상은 16%， 3백원까지는 17%로 독서불
모라는 이 ψl를 무색케 한다. 더욱0] 돼 전시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
인 만큼 독서에 관심있는 계층이라고 보아 일반 국민틀의 독서 구입 상황
은 그보다도 훨씬 못 미칠 것 같다.
‘훌3삐 한달책값

‘

ôfl4뻐 장서량

문4) ‘장서량은 얼마나 되나’에서

는 권수는 0에서 때권까지는 여성
의 비율이 높으며， 당연한 통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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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에서 1axl권까지 칸에는 남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문5) ‘최근에 읽은 도서 중 가장 기억
에 남는 책’에서는 외국 서적과 국내 서
51

적을 들고 있는데， 외국 서적과 국내 서

적의 장서량은 전자는 밍권대， 후자는 40권대로 남녀가 비슷하나 외국 서
적에서는 남자개 국내 서적에서는 여자가 각각 우세한 수치를 보인다.
총 권수는 외국 서적(번역물 포함) 2백 31 명에 비해 국내 것으로 1 백 94명
으로 나타났다. 외국 저작자들의 책이 더 인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Á

1 5-20서|

납

0-30서|

자 130-4 0서|
0세이상
여

자

15 -20세
0-30세

30-60세

‘

문6) ‘왜 책을 읽나’에서는 ‘인격을 함

;FI6 閒 왜 책을 읽나

{빼I

인격함양 (협흩예도움 여가

73
74
77
72
87
81
80

17
11
10
11
9
6
4

117뻐 선택농볍

→'AJ-".걷 TT

10
15
13
17
13
16

O.{하고자’가 평균 78.5%로 여기서는 건
실한 독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여가를 보내기 위해’가

12.ZO/o, 남자의

경우는 ‘ 학술에 도움을 얻고자’가 12<'/0이
고，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는 14%이다.

문7) ‘어떻게 도서는 선택하나’에서는 ‘스승 선
배 친구들의 권유로’가 39.9%로 제일 많다. 다음
은 ‘광고를 보고’가 31.2<'/0, ‘신간서평을 보고’가

11.7%, ‘ 기타’가 17.2<'/0이다. 남자의 경우는 ‘광고를 보고’가 380/0로 제일 많
은 반면 여자는 ‘ 권유’가 수위(首位)로 남녀의 도서 선택 방법이 다른 점
을보여준다.

‘

118뼈도서구입

문8)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나’

에서는 서점에서의 구입이 염.9%로 압도적이다.
다음은 ‘ 월부로’가 3， 4%이다.인)
마지막으로 문9)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나’에서는 문학서적이 평균

37) 당시 는 외판이 성행하던 시기인데 사실상 서울에서는 서점 거래가 제일 많고 외판
은 지방에서 활발했다 (<與論調훌에 나타난 讀書섣태 > om.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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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로 단연 수위를 차지하며， 다음은 예술 철흑L이 각각 SO/O이다. 그러나

이것을 남녀별로 보면 문학은 남자가 33%, 여자가 댔%， 사회과학은 남자
가 13%인 데 비해 여자는 3%이다.

~ôA 9同 윈고 있는책

‘~

x

수자%

월략

좀교

예톨

엌사

둔학

사회 과학

지얻 록학

1 5-20 서|

10
16
12
10
8
12
7

4
7
8
5
3
8
12

7
7
8
21
8
11
7

19
14
21
11
11

44
38
29
5
66

8
7
17
17

9
10

54
55

8
11
15
31
3
4
4

20-30서|
30-40서|

40f.jL!?J.~
15-20 서|
20-30 서|

30-60 서|

2

또 주목되는 기사로 m년도에 출판된 서적들의 경향을 보여주는 <不

振한 出版企業 >(1970년 12월 20일)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얘 따르면 당시
등록된 출판사 총수는 약 2천 개， 그러나 부실 출판사 정비 작업의 결과
주소 불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될 출판사가 1천 2 백 개로 알려져 실제 움

직이고 있는 출판사는 7， 8백여 개로 보고 있다. 그나마 ‘대한출판문화협
회’에 의하면 출판 및 인쇄소의 등록법에 의한 납본을 제때에 이행하고
있는 출판사는 4백 5십여 개시뿐이며， 납본 설적은 설지 출판된 책의 약
85%로 추정된다고 보았다-.38 )

〈표 9>를 보면 당시 1970년(1월부터 11월까지)에 납본된 책은 2천 5백

34종으로 1ffi9년 같은 기간의 2천 2백 %종보다 247종이 더 늘어난 셈이

다. 또한 종당(種當) 평균 인쇄 부수는 2천부 션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1만
부를 넘는 영미 선진국과 비교도 안될 만큼 적다고 지적한다. 인쇄 부수
가 책값을 좌우하는 마당에 싼 값의 출회(出뺑)를 위해서라도 독서 인구
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38) <不振한 出版企業>(197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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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훈묶-꽉도

9>

70년도 독서 경훌K1969년도 대비)

æ

m

종류

g

철학

종교

44
g

lffi

사회과학

:m

Z꼈

순수과학

g

기술과학

162

æ
1ffi
læ

CJl
00

예술

l Z3

어학

g

117

문학

511

472

역사

ffi

~

아동

χM

'ðJ2,

:Rì
2,'Æ7

2，5:싸

학습참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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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부수에서 특정적인 것은 총 발간 종수에 대한 종별 구성비에서

제1위가 학습참고서류로 전체의 23.4%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
문에 따르면， 1쨌년에는 학습참고서류가 78.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다가
1007년부터 1ffi)년까지 계속해서 문학류가 최다를 차지했고， 4년 만에 다
시 앞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과 독서의 관계에 대하여
시샤하는 H까 있다고 하겠다.

< 두드러진 외설 경향 > (1971년 l월 17일)이라는 글을 보면， 70년도 ‘한
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韓國圖 書雜誌倫理委員會)의 저촉통계(振觸通計)

를볼수있다

일반도서 aì건， 잡지 1 백 41건(주간41， 월간100)， 아동만화 7천 4백 72건
퉁 총 7천 4백 72건을 심의했다. 특히 각 주간 및 월간 잡지의 제재 내용
을 보면 총 1 백 41건 중 약 3분 2에 달하는 댔건이 외설(미풍OJ속 저촉)로

지목되어 잡지의 황색화 경향을 드러내 주고 있다. 같은 날짜 같은 면에
는 < 시무리어小說 범람 경종 > 이라는 제목의 1호 활자가 크게 실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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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류의 책은 백해무익의 악서(惡書)라고 비판하는 글로서 출판엽
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讀書新聞〉은 각 단체의 통계 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든

조사들을 보면 주로 상대 평가로 우리의 독서 실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2)

독서 운동과 그 실태

『讀書新聞』의 <讀書저널>면은 도서관 소식이나 독서와 관계된 제반

활동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지면으로， 주로 독서계의 활동틀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표 10>은 독서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한 것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표

쩨목
國立圖뽑館에
r讀뽑해談혈」

10)

讀書저널의 주요 기사

발간일
1m년 11 웰 8일

圖홈 10만권 확충계획

1m년 11월 8일

휩월뿔題進대회

1m년 11쩔 8일

學校圖힘 구입도 r책바
꿈표」

1m년 11월 15일

내용
良뽑 소개 짧땀의 生活化 추진， 셋料影印 즈!엽 활발
廳잃문제 세미낸 이동 圖뭘 소개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도서 현황과 도서 확충 계획
21일부터 서울시민회관에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친대
회열릴예정
出協，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로 대체 할용될 수 있도

록 문교밖11 건의， 책바꿈표 서울 19개렵店서 뺨”
‘民族文f 밟近會j에서

古典國끊의

장7μ}엽계획을

김I典國짧기틀마련

1m년 11월 22일 확장， 꺼년도부터 시작되는 1차 5개년 계획으로 중요

建國資料수죄 에 全JJ

1m년 11월 22일

고전 2백선 가운데에 8종 l 백 ~집을 펴낸다
-국렵도서판에서 해방 이후 건국자료 수집에 노력

海外旅行者엔 행l딩 IWJ -정부 간행물 센터서 판매
정부간행물 센터에서 국내 보급망을 대폭 확;행뼈
政府간행문 쁨及網확장 1m년 11월 2l일

각 도청 소재지 와서울 시내 8개 종합 대혁에 국내 보
급망을 대폭 확장할 계획， 정기간행물 이외에도 평균
5백여 종의 각종 서적을 염7]:로 꽁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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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書聯盟융f힘훌大會
圖書輸入정책 是正건의

19KJ년 11월 2J일 대통령싶써l 강진
19KJ년 12월 6일

低級도서， 入門書 등 많아

出版金庫에國庫보조

19KJ년 12월 6열

문공위서 출판 보조 1천 3백만원 보조

不良兒童도서추$딴동

19KJ년 12월 6얼

불량 。F동도서 추벙안 ‘토론의 모임’에서 합의

키로

‘韓國圖書館協會’회장 姜
周鎭

49

19KJ년 12월 6일

안이한 서적 판매 방법 고쳐얘 도서관이 잘 돼야 학
문 발전한다 시급한 고문헌 정리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圖書의 개발과流通

1때년 12월 6일

상황을 계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 문제점으로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펼요성，
자금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이 필요
문화계의 저명인시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市民讀書오동본부 발족

19KJ년 12월 13일

70년 出版物 2천 5백종

19KJ년 12윌3)일 흐l술 참고서 으뜸 6백 45종 잭년보다 2백 tfI종 많아

國民讀書운동계획필요

19KJ년 12월 3)일 마을문고 세미나에서 국민독서운동 건의

圖뜯블出版輸出入어l도 遊댐 19KJ년 12윌 'lJ엘

國立中央圖書館 南山에
移轉키로
圖書공급기구 一元化움
x
←11 。rj1

부산에서 발족

수입 2백만 탈러， 수출의 14배나

1971년 1월 3일

7천평 건물산축예정 종합학술센터로쇄신

1971년 1윌 17일

도서공급 일원화를 위한 ‘韓國圖書 供給公社’ 추진

그 한 예로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 J >(1970년 11년 8일)에서는
국립도서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국립도서관은 2층에 독

서상담설을 마련하여 시민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1970년 9월 하순
에 문을 연 이 상담실은 독서지도 담당관을 두고 ‘독서의 생활화’와 ‘도서

관 이용의 보펀화’를 위해 @ 양서(良書)의 선정 소개，(2) 독서방법 지도1

@ 독서서(讀書書)를 육성，@ 독서실태 조사 등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
인할수 있다 39)

또한 <아파트 文庫 만든 후론 이웃 씨움 없어졌어요>(1970년 11월 8
일)라는 기사는 일종의 ‘아파트문고’에 관한 기사로서 다시 정부 차원의
39) <國立圖書館에 「讀書相談室 J >(197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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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마을에 ‘마을 文庫’가 생기더니 반갑게도 이번엔 아파트에

‘아파트文庫’가 생긴다.

c....l

소장도서라고 해야 월간 여성

잡지， 문학전집 수필집 같은 교양서적류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위인전 등 모두 해서 2백여 권 정도로 웬만한 사는 집

의 개인도서 규모만도 채 못한 文庫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응봉아파트의 6백 주부들은 메말라가는 정서와 심지를 추기
고 여가의 무료한 하품을 모르는 채 진정한 生活의 의미 를

찾고었다

그림

15

《잭닙|꿈표〉

마율문끄셜1: 1 훈포도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매일

매일 변화없이 반복되 는 기
계적인 생활과 가족 중심의
폐쇄된 생활에서 오는 타성

과 안일， 권태 등을 극복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윤택한
정신세계를 갖는 생활인이
되기 위해 주부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책과 벗한다는
내용을싣고 있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

‘아파트文庫’는 ‘이름만 바뀐

‘마을文庫’로서 ， 1951년 엄대

ζ7렇
그림

16

<{마을문고〉 전국 설치 분포도(1969년되

섭에 의해 시작된 독서운동
이다. 주로 농어촌 도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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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전개되어 국민들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다. 마을

문교 직장문고 군인문고 교양문고1 청소년문고 아파트문고 등의 설치로

전국에 확대되기도 했다. ‘마을문고’는 1970년대에는 35，뼈여의 문고가 설
치되고， 1975년도에는 새마을 운동의 단위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때)
<곳곳에서 책읽기>(1970년 11월 15일)에서는 “讀書歸進大會”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 시도별 예선에서는 총 1천 8백 $개 팀이 참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미리 지정된 6종의 도서 중 4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고
또 객관식 출제에 의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제 및 평가는 김동리 외

5

명이며， 대통령기를 비롯， 대통령， 국무총리， 문공부 장관 등의 상패와 메
달， 그리고 부상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이 대회는 특히 ‘독서
풍토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깃들여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41)

<市民讀書운동본부 발족>(1970년 12월 13일)에서도 문화계의 저명인
사들의 발기로 ‘시민독서운동본부’가 부산에서 발족됐다는 소식이 보도되

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간상설， 사회윤리의 타락을 직시하고
참된 독서를 기하자는 데 뭇을 모으고， 우량도서 추천， 독서경진대회 등
적극적인 사업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별 클럽
조직을 통해 독서지도를 체계화하'jl자 했던 단체라 평하고 있다.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 >(1970년 12월 a)일)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
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나가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서 열렸다
고 전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마을문고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3분

과에 걸쳐 국민독서운동과 도서관의 역할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세미나

결과 다음과 같은 건의가 채택되었다

40) ‘새마을 문고’는 대통령기 전국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독서대학， 도서교환전 등등으
로 국민 독서운동을 전개했다(김효정 외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저Il~ ， 한국도서관협

회， 1937, 24쪽)
41) <곳곳에서 책읽기 >(197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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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공공도서관을 증설할 것 @ 도서구입비의 대폭증액 @ 전문직이 배

치되어 있지 않은 39개의 공공도서관에 시급히 전문직을 배치할 것 @ 현
정원 이외에 1교에 1명 정도1 그 지역 출신 교원을 선발하여 지역사회개발
을 전담토록 할 것 @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
어촌독서운동추진을 위한 전문적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42)

논단 <睡物로 良書보내기>(1970년 12월 'lJ일)는 문학평론가인 백철

(白鐵)의 글룩 독서운동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문학운동자체가 국민적인 독서운동과 직접적 인연을 갖
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자 대중을 예상하지 않고 문학운동의 의미를 생

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c...l

요컨대 문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의 역사적 성질로 봐서 적시와 부적시의 두 개의 환경이 있다고 보
이。t한다. 첫째는 그 사회현실이 신흥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문

학과 학문이 될 수 있는 시기이며 또 하나는 그런 생생한 분위기를 결한
쇠퇴 빈곤의 환경이다. 둘째 경우는 결국 의식적으로 운동을 일으켜서 신
흥적인 사회 분위기를 먼저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 그런데 이런 사
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운동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범국민 범사회적인 독
서운동을 일으키는 일 이상으로 적당한 것이 없다업)

필자는 인용문과 같이 문뺀나 예술 학문이 발달동}는 데는 국민의 독
서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우

리의 경우， 독서운동은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과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
로 전개하는 데는 일전한 조직적인 기관 가령 ‘국민독서 운동 추진회’ 같
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 강연， 전시회 등 조직적

42)
43)

<國民讀書 운동계획 필요>(1970，

<睡物로 良書보내기> (1970,

12, 20)
12.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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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활동으로 계몽 선전의 사업이 앞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문교 문공부 등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시기상
이 글이 쓰여진 때는 연말인데， 국민 독서 운동의 계기를 마련효}는 한 방
법으로 ‘양서 선물 보내기’를 펼치자고 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설 <圖書의 개발과 流通 >(1970년 12월 6일)이라는 사절
에서는 유네스코는 도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진전 상황을 계

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독서인구는 외국에
비해 저조한데， 도서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도서개발 기구의 필요성， 자금
조달의 원활， 도서 공급 기구의 확립의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신문
에서는 각 지역의 독서회 발족의 소식을 알리는 기사도 흔하게 볼 수 있

다. 주로 <讀書저널>면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운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

서 확산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드
러내 주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3. 맺음말
지금까지 〈讀書新聞〉을 고찰하였다. 신문의 전체적인 기사를 토대로
하여 첫 번째로 《讀書新聞〉의 국어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라는 독서 대상의 문제를 고찰했으며， 세
번째로 ‘어떻게 원을 것인가라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기사
를 통해 드러난 깨년대 초의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와 관련하여 보면 이 신문은 독서교육 관련 기사들을 통

해 읽기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한글전용’과 ‘한자병용’의 문제와 국어
순회론， 쓰기교육(작문법) 등에 대한 다OJ한 기사로 국어교육적 가치를
지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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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읽기 대상의 면에서 볼 때，<t:讀書新聞〉의 읽을거리를 보면 문

학， 역샤 철학; 미술， 음악 연극 과학 등에 걸쳐 교양을 쌓게 하는 다양
한 분야의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문의
읽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읽기 대^J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읽을 것인
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의 논의는 읽기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적해 주기보다 일반론을 펼친 경우이다.

셋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독서방법론은 대표적으로 <讀書指導>란

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독서 지도 방법론들은 주로 (1) 도서관 이용의 지
도 (2) 학급 문고 운영 (3) 독서회의 조직과 운영 (4) 펼독 도서 선정 (5)
특별활동을 통한 지도 (6) 속독지도 등이다. 일반적인 독서 지도 방법이지

만 그럼에도 독서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연속하여 게재함으로써
독서지도를 하고 있음은 의의가 크다. 또한 이 신문이 겨냥한 독자층 중
의 하나가 교사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교육적 효과는 보다 컸으리라

여겨진다.
넷째， 독서 현황과 독서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t:讀書新聞〉은 주로
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의 독서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각 단체의 통계 조

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당시의 독서 경향을 쉽게 파악하게 해 준다. 주

로 「讀書저널」변에서 다루고 있는 독서훈동의 기사들은 당대 독서 확산
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
어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t:독서신문:;}>， 독서 대상， 독서 방법， 독서교육， 독서 활동의 조건

* 본 논문은 Lmi. 5. 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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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讀書新聞》
-on the Perspective of Korean La nguage Education

Yeun , Keum Sun
This paper is

pt1fJ:Xlsed

for investigating the newspaper, pubIi shed in '70 and

CallE었 〈讀書新聞~. First of 떠1， we have discussed the pedagogical value of
〈讀書新聞~ regarding onto Kon얹n 뎌때lage 많ucation. After thoroughly
e없mining ~讀書新聞~，
뼈d’，

we could have got conteITJIX>rary ideas about ‘빼mt to

and 'how to read’. Lastly, we have

a1:mJsphere around

ex떠미ned soci머

conditions and

‘1많빼115’，

such as reading practiæs and rmverrents in ’ 70.
꺼1e 띠nts from these thoro뺑1 examinatiα1 are as follows : Firstly, ~讀書新聞》

was a very

lITJIX>때nt

and

poWI따띠

means for spreading the idea

‘뻐nge버 αψ

against the idea ‘Chinese Letter•Orù y’ armng Imple in those dayS. That is to say,
it really has

뼈ag맹ical v머ue

《讀書新聞~ had

about what to

r，없d

m 뼈111s of Kor얹n 뎌聊JageE닙ucation. Secon에y，
various re때ing rnateri머s in it and gave sorrε suggestions

onto readers, then we 떠n get SOlæ

id않s

which kinds of books

or re때lng rna뼈als Imple read and wanted to read at those tiræs. Al so, ~讀書
新聞~ gave soræ guideIines on the issue about how to read from its column

called ‘讀書指導’. Those guideIines are 떠so 떠ucationa11y 뾰떼i때ful to us. Lastly,
《讀書新聞~ gave us various res얹rch data such as public survey about r많ding

issue, so tlmt we can get soræ ræaningfu] inforrnation such as reading practiæs
and reading rmvements and so on at those

tir많s.

[Key Wordl ~讀書新聞~， Korean Language 뻐ucation， n않ding 어ucatJoπ ‘때mt
to ru:없’(ru:뼈ngo비ect)，

'how to

r뼈’ (m때ngræ따깅)， reé뼈ngpra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