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얘후 독서 대중화 운동*

윤금선**

1. 매라망
본고는 해방 이후인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1)까지의 독서 운동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서 운동은 이미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로 경성 중심의 도시에는 근대적인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매년 독서주간을 정하여 독서 진흥을 꾀하였다. 농촌에서는

‘독서구락부’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책읽기를 장려하기도 했다，2) 본고는
그 후속적인 연구로 이와 비교된 해방 이후 독서 운동의 ÖJ상을 살펴볼
것이다-，3)

k

이 연구는 한균학술진흥재단 때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엽 중

접연구분야 힌랜근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에 의 E때 이루어졌
음(뼈F-2004→073-AM2(33). 이 논문 발표의 토론을 맏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춘

천교대 김혜정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

건국기부터 1차 교육과정기

2) 이에 관한 논의는 윤금선(때J6W1920 때년대의 독서 운동 연구J ，한말연구~， 한말연
구학회， 저1117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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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룬 것은 첫째， 해방 이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독
서 운동에 대한 것이다 당시 도서관은 독서 운동의 주자로서 역할을 담

당하였으며， 주로 도시 중심의 독서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촌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설립의 문제도 논의되었다. 둘째로는 당대
의 독서 경향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주로 통계에 의한 독서 경향을 살

폈고 이울러 당시에 논란이 일었던 이동 독서의 실태에 대해서도 다루었
다. 셋째로는 신문 독서란을 통한 독서 지도의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독서란은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양서를 소개하는 길라잡이가 되며， 독
서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본고에서 주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신문이다， 매체 특성상 저널로서 학
술적인 가치보다 실제 사회에서 드러나는 일반 상황을 보여주는 특정이
있다 그 논의와 활동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당시 열반 사회에
서의 독서 운동에 관한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며， 자료로

서 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II. 해방 이후 도서관과 독서 경향
1. 도서판의 독서 운동

1927년도부터 도서관에서는 매년 기을 독서주간(讀書週間)을 실시하였

다 이 기간에는 도서관을 무료 개방하고 각종 행시를 별여 독서를 장려

3)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로 《朝빡 티 해〉이다. 이후 이 신문의 인용은 신문
명을 제외한 기사명과 발행일만을 밝히겠다. 당시 다른 신문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유사한 형태로 보도되고 있다 기사의 방대함으후 인해 한 신문만을 집중
적으로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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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 행사는 계속되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
고자한다.

먼저 기사들을 통해서 당시 도서관의 수를 삼펴 볼 수 있다
1954년 11윌 공공도서관 20개4)
1957년 10월 공공도서관

1l37H5)

1쨌년 12월 공공도서관 18개， 대학도서관 %개 특수도서관 41개 도합 1영개6)
1뻐년 10월 공공도서관 18개， 대학도서관 71개 특수도서관 45개 도합 1잃개7)

8.15 해방 이전 남한에만 41 개의 공공도서관이었던 것이 전쟁 후에는
18개로 줄어들었다. 그 후 54년도에 20개가 되고， 57년도에는 1137R, 58년
에는

1257R, 60년도에는 133개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도서관은 매년 ‘독서주간(讀書週間)’8)을 실시하였는데， 50년대 전
시 체제였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4년 11월 24일부터 다
시 실시되었다

二十七일까지一주일간 우리나라에서 처음실시되는「독서주간」행사가 대
한출판협회 주간으로 二 十一일 서울국립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二十一일
상오十시 도서전시회의개회식이 이골보국장을 비롯하여 문화계를 비롯한

4) “인구 160만에 하나의 비율" <讀뭘는 文化의 j셨源>(1954년 11월 23일)
5) <冊보는 習慣윤가지자 • 圖書館無料公開 >(1957년 10윌 21일)
6) “인구 2천만에 125개의 도서관" <讀書週間에 際하여 >(1959년 10윌 19일)
7) “인구 15만에 한 개 꼴" <讀書不振의原因을 r-J 開하라>(1960년 10월 20일)
8) 독서주간의 기원은 실제로 해외에서 시작되었다. “이독서주간 (부피 • 위크)은三 十八
년전인 一九 →九년미국의 「보이스카우 EJ 도서관장 「후래 。크팅

· 케이매슈」씨가

소년들에게 독서를장려하기위해서시초로제창제정한것으로서 그후 미국도서관협회
가 주몽이되어 청소년은물론전국민의 독서의욕을고취하자는운동으로발전하여왔고

이것이 점점각국에 보급되어 금일에와서는 전인류의 독서보급운동으로 국제적인 행
사가된것이다"( <20 다부터 讀書週問 >(1957년 10월 17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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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 되었고 이어 일반에게 대한 도서전시가

시작되었다~ (…) 이러한운동은 지난 十四 日 일부터 개회된 도서주간과 함께

서울을중섬으로 전국각지에서 얼어나고있는 것이다. 사회인들의 유일한 지
식의 창고인 도서관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며 또한 독서한다는것이 얼
마나 일상생활에필요한가를 계몽하는 훈동이전개되는것이다.9)

「圖協」「出 協」主健로 一般國民大짧의

讀書熱을

高揚코자 國立圖 書館協會와

大韓 出版協會 爾談會(...) 文敎部 各 言論
機關및

敎育

文化團體出版業者關係各

方面代表者(‘ .... )讀書쩔顧

圖 書情報等 에

關하여 意見을交換(....) 그런 데 二十一 日

I그림 1] 독서주간 준비를 위한
廳씻會場(1955년 11 월 21 일)

부터 始作되는 讀書週 間中에는 圖書展示
會(國立圖書館)全國圖뿔館無料公開

放

送座談會 放送講演 放送드라마 街頭宣傳等을 通승}여 一般에게 r 아는것은
힘이며 冊을가까이 하여야산다」는 認識을 높이기로되어있다)

보다시피 독서주간 설정 목적은 도서관의 중요성 과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계몽하고 이를 장려하는 데 있다.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協會)과

대한출판협회(大韓出版協會)11l가 주최하였고 이 기간에는 여러 가지 다
9) <讀홉는 文化의 根源、>(1ffi'1년 11윌 z3일)
10) <讀書想談會 盛況 >(19)5년 11월 21일)
11) 당시 출판사와 도서관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독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大
韓出 版文化協會에서는 二 f一 日 부터 -週 日 티 간을 讀書週間으로 設定하여 讀뿔
를 觀勳}는 行事를 展開하는 同時에 國立圖書館에서 圖펄;展示숍를 開따하기로
되었다한다. 讀書熱이 열은 우리社會에 讀書運動을 展開히여 글을읽 어 보려 는 衛
動을 갖게하고 아울러 解放後 우리 손으로 刊行된 各種圖書를 展示하여 一般으

로하여 금 書籍에對한 關心을 갖게하려 는 이 번 計劃의 f효義는 지못큰바 있다할것

이다. 六 • 二五戰爭以後 우리社會는 너 나 할것없이 그날 그날의 牛.活方途에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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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운행사를벌였다

도서관 무료 공개 뿐 아니라 도서 전시회， 가

두 션전， 방송을 통한 선전과 드라마 강연회 등
을 실시하였다. 해가 거 듭될수록 보다 많은 행
사가 이어 졌는데 좌담회，l2) 전국 공공 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무료 개방， 웅변
대회，13) 각급 학교의 독서회， 강연회 14) 문예콩
[그림 낀 독퓨캔H막과 도서
전시 경 (1955년 11 월 23일 )

쿨， 농촌문고 설치 촉진 포스터와 전단 배포， 독
서 통계의 발표l5)， 도서관 회원들의 실무 강연

회 16) ， 독서 실태 조사 서적 할인 판매17)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8)

도서관의 독서 운동은 주로 매년 9월말에서 10월， 혹은 10월 말에서 11
월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이의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금년도 독서 주간(讀書週間)이 오는 二十일부터 시작된다 三十八년전부

터매년한번씩 국민들에게 책을읽 도록 권장하고 책을 읽음으로써얻는 기쁨
매 인 나머지 精神의 榮짧j젠이며 *현食과寶1車얀 듣툴籍을 가차이할 마음의 口를가지

지 못하여 자칫하면 文化生活괴는 距離가 먼 4:能的生샘을 즐기려는 이때를 寫하
여 讀혈를運動을 展開힌다는것은 RY宜를 얻은 行事라할것이다끼< 讀뿔와 出版 >

(1954년 11월 22일) 참조， <‘마음의 $뚫食’도 뿔足히 >(1뻐년 10월 20일) 참조

12)
13)
14)
15)
16)
17)
18)

<讀뽑週問設定 l흉|필館協會서 > (1땐년 9월 ::5열)
< 오는 20 티부터 讀뿔週間 > (1쨌년 10월 8일)
<때 티 부터 讀붉週間 > (1됐년 10윌 16일)
<讀혈週問設짜 >(1959년 10윌 10일)

<圖l 떨 짧職員講習쉽 > (1959년 9월 19일)
<讀떨週間 > (1æJ년 9월 19열)
매년 독서 주간마다 표어를 내거는데 1됐년 조선엘보의 “아는것은 힘이며 冊을가

까이 하여야산다”는 마치 30년대 문맹퇴 치 운동의 표어와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
다. 연구 대상 신문에 게재된 표어 들만을 제시해 보면， “책틀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자" (1954년 11월 22일)， “사람마다 책을읽자읽 히자! "(1없년 10월) , “기르지독서
의 습관을" (1없년 m월)， “ 책을 읽고 읽히자!'(t쨌년 10월 21 일)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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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맛보게하기위해서실시되는 이 독서주간은 금년에는 문교부와 한국도서
관협회의공동주최로 오는二十六 얼까지 계속된다 (.. .. .l그런데 현재 도서관
시설이나 장서같은것은 우리나라가 가장뒤떨어져서 학교가 늘면서 도서관
수외장서수가줄고있다는기현상을 자아내고있는 것인데 금년도의 독서주간
에는외서협의회의협조를얻 어 외서의 --할할인판매를 실시하여 구독자의
출렴 을덜고 독서열을 돋구어주고 도서관의신설운동도 전개하리라19)

1957년도 기사로서 우선 ‘문교부(文敎部)’
와 ‘ 한국도서관협회(國圖 書館協會)’로 주최

측이 바뀐 점이 주목된다 제시한 된 바 당

시 도서관의 문제점은 시설이나 장서의 부
족이었다 해방 후부터 특히 밍년대 전체에

걸쳐 도서관의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되고
있는사항이기도하다.
[그림

3J

고서 전시회

( 1959년 10월 20일)

< 微弱한 우리 圖 書施設 >(1쨌년 10월

19일)에서는 “微弱 한 우리 圖 書施設 圖書

館은滿員 이나 冊읽기는괴롭고펙눈 부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문이 게재

되었다

이제 전국도서 관의 형편을 살펴보면 十八개의공공도서관과 六十六개의
대학도서관 四十一개의특수도서 관을합하여 一 백二十五 개인데 열림석은
모두 - 만七천三 백六十六석밖에안된다 더욱이 공공도서관의 열람석은 전
국十八개도서관을 합쳐야 三천- 백十六석인데 장서(藏書 )수는 각종도서
관을합쳐야 三 백三十七만五천五 백十A권밖에안된다고한다(.. ...l이와같은설
비의 미비로말미암아 각공공도서관에서는념쳐흐르는 열람객을받아들이지

19) <20 티부터 讀書週問>(19)7년 10월 17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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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잭을읽으려면 아침 일찍이 도서관앞에서 지켜서야 되는데 이러한

까닭에 작년 一년간의 국립도서관 열람자수는 통털어 二十七만명 금년은
九월말현재로 二十만四천八백五十三명밖에 안되고있다때)

열람자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자리가 부족한 도서관에서는 이들을

수용치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열람자 수를 감소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
다. 이것은 소장 도서의 한계로 인한 대출의 문제에도 해당되었다，

도서관 부족은 열람 시간 자체를 조정하게 했는데， 주야로 나누어 두
번 개폐(開閒)되기도 하였다.

독서의 계절을맞아 도서관을 찾아드는학생의수가 가을과 더불어 부쩍느
나 좌석이제한되어았기 때문에 열람인의 숫자는 변동이없다 지금 국립중
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은五백八十석의 좌석을 갖추고 아침 八시四十
죠분에 개관쾌 오후五시에닫고 다시 하￡낫시에개관하여 0받 관람자를
입장시키면 밤十시에 문을닫게되는데 항상 만원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되
면 국민학교 아동틀이 찾아와 한판을친다21)

당시 국립도서관의 좌석 수는 580석으로 좌석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점점 늘어나는 열람자 수로 인해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으
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혐f으로 나누어 열람자를 받아 들였다.

도서관 부족 현상의 해소책으로 제안된 것은 바로 ‘도서관법제정(圖書館
法制定)’이다. ‘圖書館法制定의 必要性 韓國圖協에서 推進’이라란 부제

를 달고 있는 다음의 기사는 이의 예이다.

政府까 그리고 國會가서호힘을 合하여 國民이讀書를할수있게마련해야

20) <微弱한 우리圖뿔뻐設>(1쨌년 10월 19임)
21) <詢휩의季節맞은中央벼l 뿔館> (lffi9년 10윌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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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美國이나 西歐는 말할것도 없지만 日 本만하더라도 市單位의 하

나천1 圖書館이 서있다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市에하니씌 았던것을 오히

려 閔銷하여 지금은 겨우서울과 그리고 各 大學에 體面정도로 있는形便이
다 이러니 어찌文化民族일수있겠는가 그러니 하루라도 님뻐「圖書館法」이
마련되어 방방곡곡에 圖書館이없는곳이 없도록해야겠다22)

도서관법은 일종의 도서관 확장을 위한 법안이다.

8.15

해방 이전 님

한만 볼 때 41 개의 공공도서관이었던 것이 당시 18개로 줄어들었고， 인구
120만에 1 개 정도에 불과했다. 학교 교육에 비교한다면 해방 14년간의 국
민학교는 2배로， 중학교는 4배로 증가되고 고등학교는 tID교가 신섣되고

대학은 m여개로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서 남녀노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은 후퇴 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설비나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
시하고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位置는 →部 特珠層의書庫와 關覺

室만의 施設이 아니고 書庫와 關覺室은 물론 集會室 디U室을具備하여
地域社會의 緣合的인「文化센터」로서 敎養뿐만아니라 ?業 塵業興樂等의
資料를提供하여 現代國家의 國民生活에 必須不可缺한 施設이다，잃)

제시된 글을 보면 일부 특수층보다 일반 대중을 배려한 도서관 섣립이

필요하며， 서고와 열람실은 물론 집회설과 그 외 여러 시설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종합적인 “文化센터”로서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양

22) <讀書는 멈考의源없>(1쨌년 10윌 29일)
23) <讀書는 /띤考의源폈 >(1쨌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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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오락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사회 교육 기
관의 역 할을 담당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당국에서는 법 제정을 위한 전초적인 작업을
행하기 도 했다

全國的으로 圖書館을 더 욱 據張하기 위

하여(一例를 들면 서울은 各區 마다地方에
서 는 各里마다 圖書館을設置하도록) 방금

圖書館法制定을 當局서는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各界에서 크게歡迎을받고

圖書館職員講쩔會
-Q 없이업흩Fi'ñ 짧홈主f뿔효 [그림

41

圖書館職員講習會

(1959 년 11 월 19일)

있으며 모두들 히루속히 同法이 國會를通過

하여施行되기를 바라고있기도하거니와 뜻
있는A士들은法 의制定도 緊要하겠지만그보
다f 먼저 有能한 그리고 洗練된 司書를길러

내고確保하는것이 더 急하다」고말하고있다

이에 응하여 韓國 圖書館協會 에서 문교부와 공동주최로 전국 도서관 직원
들의 실무강습회 를 개 최낌)

1959년도 말에 논의된 내용으로 당국에서는 도서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사서 ( 司書)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인

식 했다. 이에 따라 그 해 독서주간에 는 전국 도서관 실무 강습회를 며칠

에 걸쳐서 열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체계적인 도서관 설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활동 양상이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도 했
다

24) <圖품館職員講習會 >(1쨌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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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學校圖書館 世界先進國에서는 일찍이 學校圖書館法이 制定되어 國
民學校 以上의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어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敎師를두어

야한다는等의 義務를 負하고있으며 한편 設置規準을 定하여 學校圖書館
이 民主主義的인學校敎育에 있어서 必須a害U을하고 있는데 比히여 우리

나라는大學設置規準(大統領令第一 0 六三號)에 大學圖書館의 基準에 該
當하는 條項이 있을뿐 學校圖書館에對한 何等의 立法惜置가 없으므로 學
術昭究의 進展과 學校敎育의 發展에 큰障隔가 되고있다.잃)

임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

만， 일반 초중고 학교 도서관은 설치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도서관법 조
항에서도 대학 설치 규준(規準)은 있었지만 그 외 학교 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 도서관 설치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와 같이 법 제정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독서 인구와 도서 부족 현상에 관해서도 논하였는데，

출판사와의 연계성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출
판사와 관련하여 독서 현상을 논의하게 된 시기는 1930년대부터이다. 일
종의 자본주의 사회의 유통 과정과 연결시킨 것으로서 당시 새로움을 보
였는데，%) 해방 이후 이 시기에는 당연시된 논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읽고읽힐만한 冊이 얼마나 나와있으며 나올수있도록 얼마나 協助해주
었으며 이를 寫한 施設을 얼마나 해주었던가를 다시한변 생각하지않을수

없다. 막연히 讀書를 雙顧할것이아니라 어떤層의 사람틀에게 어떤種類의
冊틀을 어떤方式으로 읽힐수가있느냐를 좀더 具體的으로 생각함이 있어야

할것이며[포스터]나 붙이고 圖書館이나 無料公開함에 그치지말고 讀書가

25) <圖書館職員講習會 >(1959년 11월 19일)
26) <최근 독서경향>(1939년 3월 30일)(이에 관한 논의는 윤금션(때)3)， r1920 떼년대
의 독서 운동 연구J ，한말연구』 제17호 147쪽에서 자세히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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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及되지않는 原因을 여러모로 고찰해서 이에對한 具體的인 方案을 생각
하여 積極推薦-01는님까 있어야 할것을 主↑崔測에 要望하지않을수 없다낀)

위 글은 읽힐만한 책이 부족한 실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
을 보면 최근 6년간 단행본 총 발간 수가 6800여종으로 외국에 비해 저조
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3은 학습 참고서나 조잡한 0똥용 만화
류가 차지하고 있고.1/3은 대학생들의 참고서 나머지 1/3은 일반 취미 교
양의 서적으로 2때종 가량인데(주로 문학 소설류)로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서적들이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3천부의 초판을 소화시키는 것이 드

물었다 이는 일반의 서적 구매력이 얼마나 저조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
다 구매력의 저조는 내용의 부진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비롯된

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그 해결책으로 내용의 절적 향상을 들었으며， 또
한 구입이 힘든 임반언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일반
인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부연하여 당시 전국에

80개의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점유되어 일반인의 이용이 거의 막혀
있다는 점과， 농촌에 순회문고 설치文化의 都市 偏重化’를 막자는 제안
을하기도했다.
<讀書週間設定의 意義 >(1957년 10월 21 일)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讀書의 意義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機會를갖
는 同時에출판문화의 육성” “공공도서관 시섣의 據充” 등의 문제를 다루

고있다
그런데 여느 논의와 달리 교육적인 측면에서 독서 부진 현상을 지적하
고있어 주목된다

독서의 생활화에는 몇가지 기초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 讀書의必要性을

27)

<讀書週間과 읽고읽힐수있는 施設>(l!Iï8년 m윌 21일)

344

국어교육연구 제17집

各個人이나 各家底이 더욱意識해야할點이다. 둘째로 書籍을讀破히는能力
교육이 담당해야 할 문제로서 우리文化에重要한位置를7<}-^]하는 漢文의讀
解力온 나날이흉退해가고 英文을 비롯한西洋書籍의讀解力이 그렇게 나아
진것 같지도 않으며 國文에만 依存하기에는 出版의 現狀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實로 憂慮할 狀態에 있음을 指觸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로 書
籍을 提供할 出版이나 外書輸入의 問題와 넷째는 讀書의 大꿨化를 寫한
公共施設의問題다.잃)

보다시피 위 논의에서는 “讀書力의 確保를 寫한 敎育의 再檢討”의 문

제를 다루고 있다 한문을 회피하고 영어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고 지적하
고 있으며， 질 낮은 외서(外書) 수입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했다.
언어의 문제와 연관되어 또 하나 주목되는 기사로 <讀書週間에 際하

여 >(1959년 10월 19일)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의녕맨 독서인이 적은
이유 중 하나를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즉 국민 교육은 보통교육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적인 서적은 대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통속적인 서적도 잘 읽지 못하고 신문 사
회변 기사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우리의 국어교육
의 문제점도 크다. 우리의 학문 용어는 대개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해방

후 순한글 전용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국민학교 졸엽 정도의 이동도 학문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제2의 문맹자인데
학교 교육에서 최소의 상용한자라도 가르쳐야 한다쓴 것이다，29)

28) <讀書週間設定의 意義 >WE7년 10월 21일)

29)

해방 직후 또 다른 예로 다음의 기사도 눈에 띈다. “한편의학 리공학정치경제 기타
여러분야에있어서 참고될만한서적은 대개 일본말서적에의지하지 않을수없는 형편
인데이것조차 의례히천원이상의정가로 일반의독서능력을 자연감소케함’(<良書의
負困!>(1없8년 9월 10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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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서관의 독서 운동에 대해 살폈다. 도서관의 독서 운동은 주

로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특히 매년 독서주간3이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독서 장려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열람자 수에 상응하
지 못하여 도서관 및 장서 부족 현상이 늘 문제꺼리였고 이를 해결책으
로 ‘도서관법제정’， ‘학교도서관법’ 등을 제안되기도 했다31)

2. 농촌 독서 운동의 촉구
도서관을 통한 독서 운동은

일제 강점기와 유사하게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는데， 한편

에서는 이 운동을 농촌에도 확
산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
도했다
[그림

5] 서울의 讀書週間 (1958 년 10월 22 일)

농촌 독서 운동의 촉구는

1937

년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

는데， 필자 임억규(林憶圭)의 <讀書運動과 農民>의 논의는 특히 주목
된다.

今日 돼者가 말하려는것은 오늘날까지이런類의 各種行事가 너무나도

30)

현재는 [독서의 달]로 명칭을 바꾸어 실시되고 있다

31) <讀書有感>(李鳳順)(19)9년 10월 20일)는 당시에는 드문 논의로 매스컴으로 인한
독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이라 주목된다. “요즘 와서 「매스콤뮤니케이손」으로
인등때 讀뿔活動이 威習을 받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많다 그러나 冊은 여전히

읽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앞으로읽혀져야할줄믿는다. 라디오 · 텔레비존 · 씨
네마 그밖에 여러가지가 讀書의 영역을 침범한다해도 역시 책은 잭대로 남을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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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中心 01 아니었는가 등}는 것이다

(....) 이와같이 意識갚은 讀書運動이

廣範한 地域 則全國民이 다같이 혜택을받을수있는 行事가되도록하는데에

소홀히해서는안될것이다.(...) 가을철은 →年을 통하여 農民에게는 가장바
른때일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좀閔興한때라면 겨울철이며 이때가 바로 農
民들의 讀書期라고보겠다.잃)

인용문에서는 독서주ιF을 통한 도서관의 독서 운동은 주로 도시에 국

한된 활동임을 지적한다. 이것은 1920년대에 ‘독서구락부(讀書명樂部)’에
서 농촌의 독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특히

나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여 주로 가을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인
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한창 바쁜 시기이다. 그래서 농촌 독

서 운동에 있어서는 그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讀書運動과 農民>(中)(1957년 10월 26일)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겨울철 농촌의 폐해 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촌

의 겨울철은 한가한 시기인데 이때 농촌 성인들은 대개 놀음이나 술에 빠

지논 등의 불건전한 생활로 소일하고 있다. 이를 일소하기 위해서 농촌
독서 운동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點을 防止하기 寫한 方法에서各種의 方策이있다고보겠으나 무엇
보다도 이틀에게 餘H밟善用을 하도록 꾀하고 이들에게 讀書의習慣을 길러
주고 讀書의機會를둠으로써 讀書룹 利用하여 酒色이나 購博行寫를 방지

할수도 있을것이다. 또한 讀書를通해서 아직도 原始的農親法에서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그틀에게 科學的農tII=法을 理解시키고 農家副業의 必要性을
認識시켜 이를實殘에옮길意愈을 刺載시킴으로써 그들의 農業增塵과 또한
生活改善을 企圖할수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良書를읽히도록함으로써

32) <讀書運動과 農民>(上)(lffi7년 10월 z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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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世代를 올바로理解 케하고 民主 主義를 理解케하며(...)成人敎育섰果의 增
大를 寫해서는 이讀書運動을 通한積極的事業이 必要하다는것이다-33)

이 논의는 당시에 일고 있던 성인교육의 시급성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8.15

광복 이후 국어교육적 측면에서 시급한 문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찾는 일이었다. 일제가 36년 동안 시행했던 언어 말살 정책으
로 광복 직후 국민의 문맹률은 염%를 기록했다.잉) 이에 ‘조선어학회’(朝
蘇語學會)가 문맹퇴치에 앞장섰고 ‘한글보급회’를 통해 한글 강습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 문교 당국이나 학생 단체도 힘을 모아 문맹퇴치 운

동에 가세하였고， 문교 당국은 “주권 재민의 민주 독립 국가를 세우기 ” 위
하여 성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

에서 문교 딩국은
문맹퇴치를

위한

‘공민학교 설치 요
령’을
[그림 6] 강습회 교재와 성인교육 교재

시

공포하였다.

· 읍 · 면，

또는

이 • 동 및 공장， 회λt 종교 단체와 《농회 》 또는 《성인교육회 》 등이

이 요령에 따라서 전국 방방곡독에 공민학교를 세우고 ‘문맹퇴치 운동’을
시쥐L하여 공민 교육을 실시하였다페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이 운동에 발맞추었고， 서울 시내 각 중등(고등)학교와 대학의

재학생 대표 100여병이 모여 《문맹퇴치 학생 봉사대 준비 위원회 》를 조
직하였다

33) <讀害運動과 農民> (中)(1ili7년 10웰 26임)
34) 오천석 (1945) ， r民主主義敎育의 建設~， 국제문화공회， 2쪽，
35) 이응호(19]2)， r光復後의 국어敎育~ ， 한샘，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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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호응하여 문교부에서는 ‘국문개학(國文皆學)’ 운동을 전개하여 문
맹퇴치 운동에 박치를 가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시내 각 전문 학교장

대학 총장， 각계 단체 대표지들이 모여서 학생 계몽대의 효과적인 운동
전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으며 36) 문교부의 ‘학생 계몽대 통일 방침’에

따른 ‘문맹퇴치 학생 계몽대’의 결성으로 체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연결하여 다음의 글을 보면 시사하는 바
가크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利用하여 한글 數字를 理解시켰다고 해서 敎育運
動이 이루어진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國文解讀을 할수있는 이들이 더

욱 向上되도록 이들에게 讀書할수있는 機會와 환경을 造成해주는데 있으
며 야를寫해서는 關係當局의 特別한 努力이 필요할것이다 (...)'f先 先決
問題로서는 農村에 讀書할수있는 환경을 造成해주어 이의 低極적인 活用
을 企圖함으로써 讀書양豪을 效果있게 進展시킬수 있을것으로 본다37)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문맹퇴치 운동이 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독

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농촌 독서 운동의 전개가 무엇보
다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이의 구체적인 방얀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정부에서는 농민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디종다양한 서적을 출판하는 정잭을 입안하
며， 이를 모두 읽을 수 있도록 농촌 행정 실무자와 당시 조직된 ‘때 클럽’

이나 협동조합 또는 교육 관계에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또한 농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그틀은 교재의 부족으
36) <市內 各 專門大學 學校 會合>， <:東亞日報::Þ(l946년 6월 20일)

37) <讀書運動과 農民>(下)(lffi7년 10윌 28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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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과서조차 충분치 못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국민학교 졸업 이
후 사회 교육의 부족으로 배웠던 것마저 백지화되고， 중학고까 몇 있다
해도 교육의 철이 낮아 유명무설하며， 그틀도 성인틀과 감은 퇴폐적인 생
활에 빠져 있고 도시로만 나가려 하고 있다. 이들에게 “책을 보내주자"
“소도서관을 설치 하자”며잃) 읽을 기회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호

소하고있다.
위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또한 농촌의 경제 상황을 결부지어
독서 부진 현상을 짚어 보는 논의도 보여진다

문제는 讀書할만한 사람의數가 적다는것이다. 우리 全人口의 三分의二
가 農村에있는터이므로 農村에도 그만한 讀書人이 있어야할터인데 今日
農家의 經濟狀態는 一年에 單몇卷의 冊 을 살만한 程度의 餘格조차없는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農村에서는 新聞조차 보기힘든다는것이 그→一떼을
보여주는것이다-39)

도서관 설치는 경제적인 문제로 책을 구입할 수 없는 이틀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60년대에 이르면 이와 연결되어 농촌문고 설치 운동이 광범
위하게 펼쳐지기도 했다.

작년말 현재 국립 공립대학 및 특수도서관의 총수는 133개， 열람석 2,120
석 장서는 총261 만권 “특히이번 독서주간에는 문화의혜택을 잘입지못하는
농촌의 도서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 농촌문고설치운동을 광
범위하게벨렬것이다”때)

38) <讀뿔運動파 뽑民 >(4)(1957년 10월 29일)
39) <讀럴週間에 際하여>(1959년 10윌 19일)
40) <‘마음악 t1둡食’도 뿔足히 >(1!W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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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 당대에는 농촌 독서 운동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
았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듬에게 농촌
도서관 운동은 도시에 국한되었던 독서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이

는 일제강점기에 도서관 운동과 ‘독서구락부’ 운동이 병행되었던 것과 비
교할 때 뒤늦은 움직임으로 보여진다:41)

m 해방 이후독서

경향

1 일반독서 경향
독서 관련 보도에는 당시 도서관 통계 자강F 자주 제시되고 있다. 이
를통해 당시 일반도서관열람자수 독서 경향등을살펴 볼수있다. 관

계 기λ까 다수 보이는데 그 중 주요 기사를 정리하면 디음과 같다.

문흑l이 수위， 문학 어
<解放以後의 11946년
l -l~~
꿇협順向>윌 7일
11fl A!"'1

I

전년도 총 212，1ffi명 중 여

1 1~ ~~.-.J~~~~~，~~J4 ~
l 자 937명(학생이 1/3,
1

,.1

)

。」

>

윌 10입

<國語圖書가 11947년
힘位>

I

월 10일

저1 일위， 이학(理

무직 | 學)， 철학， 종교， 교육，
l_~
~~~~U'r-\' I I
’ k 교육자， 종교가 등) 1 사화HT고서， 양서 부문

<讀뿔 f 二萬 11947년 91 없3，769명

→丁

U

여뼈병(학생

지L

1

J.

l1학이

| 자연과학，

17，455병 아동2，873병

의학， 어략

문학 등의 순서

1019월 총1，1004명(여자앵4명， 1 조선어 2，004권 문학도

| 학생2.371명

서 2.614권

<學徒의讀書 11짧년 714윌 5192명 5월 10.059명 61
熱은~Æ盛>
월 21 일 l 월 21.146명

장서 285만
여권

41) 지역 주민 자체의 독서 운동도 주목된다:<독서 「써클」을 만틀어 >wm년 8월 26
일)는 독자 투고로서 주부들의 독서 클럽을 소개한 것이다 깨여 세대가 한곳에 모

여 있는 아파트(서대문 충정로)라 더 용이하다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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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열람자수 2없 9 명

10352, 무직자 떠U

<川보는 m원여명， 공무원과군인， 농띤 어린이 도서관 경향，

을71%7년。 10 과 노동자는 거의 없음어학파 무학 7，700여권
}지자>

윌 21 닐

여자는 3，112명 아린이 도역사와 지리 2뻐여권

서관 국민학교 학생수 뼈4 이하과 의학 열등 총
명 28，294권 증 사전， 잡지장서수 28만권
9，400여명)
대출 총 15.847권 전서

<J휩 E륜의季 hlrj
맞은'1' 央|펙는~ J ~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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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간20.240'경(성인6，염6 및
;ζ 잡지 3193권 철학

10

명， 대학생 8，754명， 아동송교 659권， 역사 지리
1576명， 남녀별(남자 13.131 Jl，ffi'l권， 언어문학 4.786
명 여자 2，53.'1명. 학생이권， 예술 169권， 사회

전체의 60%) 야간 23.938 교육 962권， 정치 법률

「디셔

경제 2293권 이학 의

학 1211권 공업 522권

l

의 산업 교통 447권

59년 한해 현재까지 통겨1
종교교육게(남2s4명， 여 17명)
문학예술인(남 94명)， 관리

기

<微弱한 우려 1959년 10 구인(남 400명)， 학생(남어학 어문학 43，OOC여장E서T 각종
1써반!ffriJZ>* 윌 19일 7.064명，
여 2，220명)， 농엽궈， 전서 잡서， 정법 경 도서관 합ll]
수산계(4명)， 상공계(104명)제， 역사 지리， 사회 교 3，375，518권’

, 1，*Al~
1

은행회사원(남 250명) 노’ 으-if~
공공도서 관
동재때명l， 기태29명)， 무만 5'2ß，070권
직(남 6，215멍)

* 표시

외에 모두 국립도서관(國立펴뿔館) 통계

제시된 표에서 주목되는 기사를 간단히 짚어 보면，<國語圖書가 首
位 >(1947년 10월 10일)는 1947년도에 새로 열게 된 국립도서관 9월 통계
자료이다

“개관이래

국어도서가열람된수자로는이번이최고라한다”라고

쓰여 있어， 해방 이후 국어를 찾고자 하는 의욕들이 높았음을 엿볼 수 있
다.<學徒의讀書熱은묘盛>(1없년 7월 21 일)에서는 도서관 열람자가 대

부분 학생(특히 중고생은 면학의 분위기)이며 장서(藏書)는 대부분 외국
서적(주로 얼본 서적)으로 한국 서적이 외국 서적의 1/10 밖에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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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했다 외국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학생

들의 경우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없는 현실
임을보여준다.

< 冊보는 習慣을가지자 > 0명7년

10월

21 일)에는 여성 독자가 극소수임을 지적하

고 있으며， 특히 국립도서관 내에 있는 어
린이 도서관의 독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특징적이다. 또한 열람자 수 중 무직자가
[그림

7]

國立圖書館으|

閔贊室 (1959 년 10월 2일)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엔 졸업 후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讀書의季節맞은中央圖 書館 > (1땐년 10월 2일)에는 열람자 통계

치를 주야로 나눈 점과， 독서 경향이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주어 특징적이
다. 또한 노동자의 독서열이 높아졌고， 열람자의 6할이 학생이며， 문학 도

서를 가장 많이 읽는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도서관 통계 뿐 아니라 출판계의 발간 서적과 서점의 판매율을 중심으
로 당시 일반 독서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 출판사와 서점상， 그리고 수

요자로서 독자의 문제는 이미 1930년대 최재서의 논의에서도 보여졌다.42)
그런데 1ffiO년대는 출판과 독서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
며 공존의 관계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시내에있는 중요서점을통하여 조사한 최근서울시민의 독서경향을보면

한때날개돋힌듯이 절대다수의 독지층을갖고있던 정치부변에관한 서적은
차츰찾는손념이줄어드러 한산하기짝이없고 이에대신하여법률서적이 제 

많이팔리고있다한다(...)좌익서적을읽는 사람이줄어가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42) <최근 독서경향 >(1939년 3월 30일)(이에 관한 논의는 윤금선(뻐)J)， r1때 30년대
의 독서 운동 연구J ，

한말연구』 제 17호， 147쪽에서 자세히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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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考試)에 응시코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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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교부의 통계 (1959 년 10월 25 일)

주로 문학이 수위를 차지했던 반면， 1949년도에 해당하는 이즈음엔 정
치나 법률 서적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좌우익 이념 대럽과 새로운 정국
을 수립해야 하는 건국기라 관심 분야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학

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읽을 만한 책도 없지만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책이기에 사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현살
적인 문제에 얼마나 민감했는기를 반영한다. 책 구입자는 주로 남학생이
라는점도특기 사항이다

<이가을讀書는全集붐 >(1959년 10월 19일)에서도 출판물과 더불어 독
서 경향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데 전집(全集)등을 포함한 ‘총기류(蕭記
類)’가 100여 종(전년도 %종) 을 넘고 있어 ‘전집붐’ 현상을 보였다. 또한
문교당국 집계에 의하면 당시 9월 말까지 도서 출판 상황은， 사회과학 부
문이 361종으로 으뜸이며 다음 순위는 어문학 학습 참고물이다. 총 발간

서적은 1，167종이었다.
관계자들은 당시의 출판 경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기도 했다

이것은 예년의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나 관계자들은 그중@

43) <書店에빛인 讀뿔順向 >(1949년 11월 24일)

354

국어교육연구 제17집

국내물이六십五「퍼센트」로(昨年度 五十「퍼센트J)외서번역물을 능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적향상이현저하고 C3Y 붐」을 이룬 전집들이 이제까

지의 소설일색에서 「논 · 획손J(非小說部門)의친출로 방향을비꾸고있다는
등의 새로운 경홍t을 지적하고있대4)

정리해 보면 국내 출판물이 65%로 외국 번역물을 능가하고 있으며， 질

적 향상이 현저하고， 소설 전진류의 붐에서 논픽션의 경향으로 바뀌고 있
다는것이다.
같은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집을 열거하기도 했는데Ii'한국문학전집』과

아울러 을유(ζ西) 정읍새正音社)등 출판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 00권의 『세계문학전집』을 들었다. 출판사는 주로 직장을 통한 월
부 판매로 상당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와 이울러 %딴문고(陽文文
庫)， 교양신서(敎養新書)， 한국야담， 사회전집， 그밖에 대백과사전 등도 대
표적인 전집으로 꼽혔다.

1패년 11 윌 19일자 “讀書”란에는 유난히 다양한 관련 기사들이 보인

다 번역과 오역의 문제 뿐 아니라 해외 독서 경향도 게재되어 있다 그런
데 특히 서점을 중심으로 한 독서 경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讀書{煩向을 책방에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책과 外書를 팔고

있는 가게로 내f어알아보고 讀書의 흐름을 보와보았더니잘팔리는책이래
야 내용이 좋은책이아니라 問題된책이었디는것과 그賣行이 길지않다는 것
學術書籍 敎科書 參考書등이 固定賣行을누리고있다는것 그리고 生뚫價

이하의投賣가 성하다는것 讀書界 도 流行에 예민하다는것등이 밝혀졌다
禁?에 그까닭이 있음인지는모르나 日本書籍로 流行에 예민하다는것등이

44) <이가을讀홉는全集붐 >(1왜년 10윌 19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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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는것

은 자라나는「제네레이윤」의 讀書{뼈向으로서 주목할만

하였디-c .. ..l國內圖書 우리의 讀書界는現在 커다란發展

相을보이고있는것이 事實야+一例를 學術書籍의 分野
에살피면 今年 에들어서서 그 吸賣率이 二 ，三年前의

三 · 四培의 增加를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讀書를 할수
있는 經濟的能力 이 增加되었다는것이 큰 原因이기는
하겠지만 一般知識人 特히 學生層들의 學問%醒 에對
한 志向과 意愈이 急速度로上昇되었다는事實이 그보
다 더 앞선 原因 이라고생각된디45)

외서(外書) 판매 서점과， 국내 서적 판매점의 판
{그림 9] 서점가
풍경 (1959 년 11 뭘 19일)

매율을 조사하고 그 경향을 정리한 글로서 당시

출판물의 선호도를 살필 수 있다. 이어지는 글을

보면 양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은 교과서류 다음으로 문학서적으로
주로 해외 번역 작품이었다 계절별로는 기을의 독서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리고 여 름철 에는 월간 잡지류만 나갔다 잡지를 가장 많이 임는 층은

학생충이며， 장년층은 전집류를 주로 구매하는 경호딸 보였다. 일부에서
는 ‘전집 붐’， ‘문고붐’이 일고 있었는데 주로 장년층이 독자였다，

또한 ‘국제서림(國際書林)’에서 밝힌 박 영 ， 미， 불， 독 계통의 양서(洋
뿔)와 일본 서적 판매율이 서 로 비교되는데， 양서는 점점 늘고46) 일본책

은 점점 줄고 있었다깎) 부문별로 보면 양서와 일서 (8 書) 모두 물리， 화

45) <뽑律를通해본讀펌界 > (쨌년 11윌 19일)

46)

당시 유네스코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외국 유학생 수가 18만명， 그 중 한국이 6위

에 속하였다. 딩시 유학생 수가 제일 많은 곳은 미국(41:1ffi)( <韓國이六位 > 0쨌년

12월 2일) 참조.

47) 일어 서 적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은 대체로 30대 이 상; 한일회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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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학， 의학， 약학 등 자연 과학 계통의 책이 총부수의 7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서층을 보면 양서는 교수나 학생들， 일서는 40대 이상의 일반인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문자 해독 능력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외국 서
적은 대개 학년 초에 많이 판매되어 고서(古畵)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48)

또한 이글에서는 일부 서점상의 ‘덤핑’ 판매를 문제시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정가대로 구입하려는 인식을 포기케 하며， 서점상들도 정가 판매

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도서의 정가를 필요 이상으로 결정하

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1뻐년대 말， 설문 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살펴 본 것도 흥

미롭다.<學生들의 讀書f碩퍼a >(1959년 10월 20일)이리쓴 기사는 디움과
같은설문을제시했다.

(선생님들에게)

1 학생틀의

독서 경향은?

2.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권장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l. 어떤 책을 읽고 있나?

2.

친구들간에 어떤

책을 돌려 보고 있나?49)

대상 학교는 ‘서울大學校’， ‘進明女中高’， ‘京짧高等學校’， ‘普成高等學

校’， ‘德成女子高等學校’， ‘壽(?)松國民學校’ 등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
까지 이르러 고르게 설문 조사를 시행했는데， 특기 사항만 제시해 보겠다.

먼저 독서 경향을 보면 만화를 꼽은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대개 문학이 수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장 도서는 주로 전공이나 교과에 도움이 되는

48) 외서의 판매처가 점점 늘고 있다. 1958년 한해 외서 30십만불， 일서 20십만불 합계
!1l십만불의 외서 수입， 1959년 양서만 !1l만붙어치 수입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

다.(같은 글참조)

49) <學生들의 讀뿔順向 >(195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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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이었다. 학생들이 읽는 책은 주로 앙드레 지

드의 『좁은 문~， 토마스 하디의 『 테스~ ， 펄벅의 『 대
지 』 등과 같은 해외 명죄에었다

<大學生들의 讀書뼈向 >(1~년 1월 29일)에
서도 설문 조사를 통한 대학생들의 독서 경호탤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의 독

서 경횡t을 드러내는 통계가 드문데， 이 글은 『교육
연구』 제5{)호에 게재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사화

한 것이다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 각각 9천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자대학교(이대， 숙대， 3학년
[그림 1 이 <댈生들의 謂

흩훨顧]>(1쨌년 10월 때일) 문과 이과 학생)와 남녀 공학 대학교(연세대， 성균
관대， 중앙대， 서울사대， 서울문리대， 고대， 서울콩

대생 천명 학년별 구별 없이)에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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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점에 배열된 잡지

등을 구독하였다. 그런데 남녀 대학생들이

모두 전문 분야 서적을 원지 않고 있다는 것 반면에 연구나 취미보다는

교óJ-을 위해서 독서하는 경향이 전체의

00%

이상을 점하고 았다는 사실

이주목된다

그 외에 〈 종합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독서층>(1뻐년 8월 3일)에서
는 당시 대표적인 잡지로 『思想、界』， 『새벽 」 ， 『世界.!l 50) 등을 꼽았는데 학
50) < =-꺼 의 %휠암雜誌 >(1930년 2월 14일) “思想界=觀氣없고 無思想， 文學特輯은 좋
은 企劃 새벽二成果적 은 세時뼈 社會主義問題는 適切한 提載， 世界=無國籍의 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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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주로 『思想界』 를 읽었으며 ， 교원층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일반
인은거의 읽지 않았다

지금자l 해방 이후부터 1때년대 초까l 주로 도서관과 출판의 통계
를 통한 독서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1ffig년 8월 15임자에서 20년 동안의
독서 경향을 정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1

투고자는 당시 국립도서관(國立圖 書館)에

혈떨편짧뚫꿇뚫련헬 서 근무하고 있던 이션영(李宣觸으로서 그
:3g5:3 짧짧췄훨þ l:Ë!례 가 정리한 독서 경향을 요협변 디움과 같

짧펼뿔짧摩짧했 다 써(司書)로 맑년째(해방 전 근무 포햄

펼짧웹擬옆總 폐 근무하고 있는 그(제)는데 도서관에 관한

灣 짧 휠활핸짧 한 “살아있눈 輯典”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짧 讀鍵鐵 월 한따로 “시대는 빼어도 독서경향은 그대

戀훌 계 離選灣 획 로”라고지적했다 건국당시나그업년이

灣 창 1 설 헤 지난 시기나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

웹S 옆 首 g렀;옆편첼젝꿇퇴 館)에서 대출되는 책은 늘 일정한 분포를 보

펠끓 혈렐 폈5뚫려 였다 즉 “건국 당시내 X網自由黨) 때나

ES펀한섬헐렐협표현ii;렬*친 4. 퍼 5.16 이후를 막론하고 도서관에서 가

§혈펼:Fa혈혈§3렬i§훤a랬h 장 많l 읽히는 책은 어학과 문학 관계 서적
{그림 12J 20년간의 독서 경향
(1968년 8월 15일)

들이며， 그 다음은 잡지나 사전류였다.50
물론

4.19

이후， 특히 “조일국교정상화

(朝 日 國交正常化)" 이후부터 일본어 교본 등이 잘 나갔고， 또 정부의 경
제 개발 정책이 시작되고부터 기 술 계통의 책이 조금씩 읽혀긴 해도 전체
物 늦지 만 觸證솜씨는 우수”

51) 분야별로 가장 많이 읽히 는 순서 는 어학， 문학， 잡지 ， 사전， 일반 사회 과학， 철학， 종
교 이 략 의학 퉁으로 되어 있고 공학， 미술， 연예 퉁에 관한 책은 거의 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서 관 통계는 밝혀 주고 있다 이 순서 는 20년내 줄곧 바뀌지 않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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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아 이 수는 극히 적은 편이었다 그가 지적한 색다른 독서 경향
은 소위 “受驗서적” 독서붐이다. 취직 시험이 있을 때는 흔히 법률 서적

이나 경제원론 따위가 서가에 들어갈 틈도 없이 잠 나간다는 것이다.
문학 관계 책들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때의 베스트셀러 소
설틀， 예컨대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해외 화제작 등이 많이 읽히는 데

기인한다고 했다. 그는 소위 “이야기冊 독서”라는 독서 발전의 초보적 단
계가지난 20년간의 한국의 독서 경향이었다고지적했다 그는 한걸음더
나간 단계인 “非小說類독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 O~동 독서와 실태
근대 계몽기부터 일제 강점기에 걸쳐서 여성과 아동 교육을 독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특히 여성의 교육은 자녀 교육과 결부되어 더욱 강조되기
도 했다. 구체화된 독서 교육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까지는 주로 여성 독서가 아동 독서보다 강조되는 측면을 보

였는데， 해방 이후에는 아동의 독서를 촉구하는 기사틀이 우세하게 게재
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52) 또한 이를 논하는 필자가 주로 이동 문학가라는

점도주목된다.
먼저 휴전 직후에 이동 문학가 강소천(姜小果)에 의해 씌어진 <兒童

과 讀書>(1954년 9월 6일)를 살펴보면， 그는 먼저“兒童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개”라는 문제보다 “兒童들은 어떠한 冊을 요구하는개”라는 자문자
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위 “良書”가 반드시 兒童들이 반기는 책이 아
니 며， 아동 자체를 연령이나 정신 발달이나 생활 감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하였다.

52) 이것은 다른 신문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니는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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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話나 小說은 재미있는데 과학이야기나 사회생활이야기 같은것은 재

미없다는것이 요새 아동들의 공통된 부르짖음인것같은데 그것은 과연 정

상한현상일까? 과학， 사회생활 이야기가 아니고 社會生活담體에興味가없
다는것인가 여기에도 연구할 문제가 있다. 이야기 鉉述自體에 兒童을 움직
이지 못할만한 쐐*이있을지도 모른다. 設使 그렇다고하더라도 兒童雜誌
와單行本이人氣를고는離譯小說이나連載物을寫主로하여 F무엇을줄까?~가
아니고『어떻게 할까?~히는데 神經過敏이되는것은 어떨까 한다. 오늘 우리
나라 出版順向은 너무나『팔리는冊』에 魔心하고 있다. 그러냐 이것은 한갓
出版社의 責任이라고만 할것은 아니다，53)

그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선 양서가 곧 “팔리는冊” 이 되도록 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로는 사회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
데， 구체적으로 흑냄문고， 학교 도서관， 마을마다 아동도서관을 설치하고
양서를 선택하여 주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동들이 스스로 책을 사지 않아

도 도서관을 이용하면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며，
“팔리는 冊”에만 부섬(魔心)하던 출판사들도 자연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
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교과 교육에만 편중되지 말고 응당 본격적인 독서
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동문학가 이원수(李元壽)도 <兒童과 讀書 >(19:퍼년 2월 26일)라논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는데， 그는 먼저 아동 독서 저해 요인을 다음과 같

이들었다.

兒童讀書를 誤導승1는 어른들의罪란것은 무엇인가 열핏생각나는 것만을

들어보아도 첫째「책」이란이름으로 惡質漫畵를 출판하여 正常한讀書를妹
害하고 바로배운 한글 知識을 混亂시키며 情網敎育보다는正反對의 不良

53) <兒童과 讀書 >WE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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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으로 引導하는 出版業者에게 罪가있고 둘째로兒童의世界를 바로알고

正當히指導해야 하겠다는 良心을喪失한 文人或은 假字文人이 成人에게

興樂으로 제공해도 良心에 부끄러울 作品을 써서 經濟的收入을 企圖하는
데서 罪가았으며 셋째로 兒童에게줄 좋은圖書를만들려는 사람들이 誠寶
과實力이 모자라서 여루지못하는데罪가있다{)4)

특히 세 번째의 경우 이동 교육의 제일선에 선 교사들이 양서를 추천
하지 못하며， 한다 해도 상인과 결탁한 도서이니 그 죄가 크다고 비판했
다

그는 학교 당국자들이 흐맙별로라도 책을 구입하여 “꼬마圖書館”을 만
틀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촌 이동에게 책을 기증E벼 돌려 보게 하고， 교

과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시험공부에만 열
중시키는 풍토가 독서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 지적하였으며， ‘한국아동문
협회(韓國兒童文學會)’에서 ‘양서추천제(良書推薦制)’를 만틀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55)
그는<兒童文學과 讀書運動>(1댔년 4월 30일)라는 글에서 계속해서

견해를 토로하고 있는데， 아동 출판물 부진， 학교 독서 지도 부재， 정서
교육 경시 등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讀者를 가질수있는 部門은 兒童을 相對로 하

는 출판물일 것이다. 그것은 兒童이 어른보다 口디이 많다는것보다 讀書를
하려는 意愁이 많고 또 문맹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實際에있
어서 兒童을 相對로한 書籍의出判은 現在 不振하여 難局에 處해 았
다.(…..) 國民學校및 中學校에서 文學을 알이주지않고 少年들의 讀書指導

54) <兒童파 讀書>(1짧년 2월 26일)
55) 1970년대에 ‘어린이독서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로부터 10년 후에는 보다 상황이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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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니하는 事實이다 ("'.l이동교육을 맡은 中小學校에서는 어떠한1}? 學
校當局者들은 敎科書第一主義로 니깅}가는것이 그들의 任務修行의 完全

한 方法이란것을 알고있을뿐이며 所謂 情縮面의敎育에있어 廣1Jl한 書籍
의讀書를指훨할줄 모르고있다. 特 히 國民學校에서는 中學校入學試驗準
備에만 最大의 熱意를가지고 아동에게 핍T뱀깜한 入學準備의 苦痛만을주고

있지않은가 u그라는데도 不狗하고 所謂 參考뿔니 공부책이니 히는 學校
敎育의 附錄的인圖書는 出版社와의協議에依해半彈制的으로 사게하는
것이 現實이다.C，，) 敎育者의 實力不足을 딴 것으로 補充시켜버리려는 態
度돼)

이어지는 글에서도 힘L급문고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양서 추천을 거의 하지 않은 교원을 비난하며 참고서 보기 바쁘고 만화
잭 읽는 것으로 독서를 대치하고， 기괴(奇怪)， 탐정적(探頂的) 취미에 떨
어져 버린 아동들을 개탄하면서 이동 교육의 불구적 형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어린이와 讀書 >(1957년 9월 12일)에서도 이동도서관 섣치의 펼요성
이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이 국립도서관에 하나 있기는 하나 아직 완전한 준비단계

에이르지못하고 각국민학교에도 학급도서관이설치되어 있지않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본다 학교과정지도만으로 그잭임을 다한줄

아시는 선생님들도 딱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에만 의지하고 아무생각없이
지나는 부모님들은 더욱한심한일이라하겠다 어서 속히 어린이 도서관직원
도 걸러내고 선생 학부형 도서관직원 삼자가 다협력하여 폭이넓고 여유있
는 새로운세대의교양언을 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요즘 어린이들의 독서열
이 상당한것을볼수있다 (...) 그런데 어린이들의요구에 응할수있으리만큼 팬

56) <兒童文學과 讀書運動>(1細년 4월 30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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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자료를가지고있느
냐가 문제라고본다67)

필자는독서를학술

연구를 위한 것과 취
미만을 위한 것으로

나누고 어린이에게는
취미를

[그림 13] <어린이와 讀書 >(1957년 9월 12일)

본위로 해야

하며 우선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에는 흰L급 담임

선생님， 학부형， 도서 직원 모두의 협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
다 어린이의 능력， 지능， 취미에 알맞은 책을 선정해 주는 것이 어린이
독서 지도법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무엇을읽힐것인가>(1957년 11월 29일)에서는 구체적으

로 어떤 잭을 읽혀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독서 교육은
학교 교육만이 아닌 가정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교과 외의 창의력을 기
르는 데는 독서가 효과적인데 이의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천할
만한 책으로는 동화 동요 또 위인들의 전기 발명가 예술가들의 이야기

등을 꼽았다 당시 어린이틀이 볼 수 있는 건전한 잡지로는 『 학원』 을 들
었다 그러나 이것마저 폐간케 될 예정이라 어린이 잡지는 소멸될 지경이
라 하였다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더 좋은 책， 더 좋은 잡지 그 외
더 좋은 읽을거리가 출판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서 교육을 위하여 독서와 작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논의

57) < 어린이와 핍書 > WE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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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목된다. 그 예의 하나가 <兒童의 作文力 良書敎育을 위하여>

(195S3년 7월 3일)라는 글이다.
국민학교이동들의 대디수가 작문력이 민L으봐거나 거의없는상태라는것

을 말해준다 c...l작문력의 향상을 꾀하기위하여 이동의 일기쓰기를권장하
는것과독서를하게하는히는것은 효과있는방법이될것이대 ... .) 교외에서 아
동들이 졸렬한 문장으로된 불량책자를 탐독하는일이있다 이러한 일은 이
미 주지된사실으끈로 새로운 발견이이니나 졸렬한 문장 비교육적이요 반
도덕적인이야기를 쓴 책을 읽고거기서 받는 정신적 악영향은 물론이요 작
문덕의 감퇴 한글 절자법의혼란등의영향이 실로 크다-58)

위에서 보이듯 국민학교 이동듬의 다수가 작문력이 박약한데， 그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내 놓았다 1.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
의 독서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 2. 좋은 글을 많이 읽게 하고
악서를 금할 것， 3.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 집펄은 재미있게(표준어로 일관

하려고 언어의 묘미를 깎이운 것， 동일한 문장이 너무 많은 것 등은 국정
교과서의 커다란 흠) 4, 잡지， 신문 등 모든 글에 아동이 볼 수 있는 좋은
문장이 살려 있어서 아동들의 글짓기에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 등이
다

또한 아동 관계 출판물의 문제점을 든 논의로 <惡書出版이 판을 치

고 >(1뻐년 10월 20일)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장정도 천박한
만화에 빠져 있는 아동틀의 독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의 讀書範圍는 極히좁다 學科敎科書와參考書 以外에 童話集

偉人傳 그리고漫畵정도다 그중 漫畵가 가장어린이틀의 興味를끌고있는

58) <兒童의 作文力 良書敎育을 위해 >(1쨌년 7윌 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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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으로 울긋불긋한 漫畵만을진열해놓고 빌려보게하는 조그만구멍가게흑
은손수레가 많이 눈에띈다 그앞에는국민학교 三，四학년쯤된어린이들이 책

가방을옆에 낀채 만회를 보기에여념이없다 한권빌려보는데二十환이라는데
아침일찍학교가는길에 들러서 보고가는 어린이가 만하다고한매9)

이어지는 글에서는 아동 출판물의 경향이 분석되기도 했는데， 제시한

바에 따르면 교양과 오락물(동화 만화 따위)이 100종， 학습 관계 참고서가
315종으로 학습 관계 참고서가 여전히 많이 나왔다 학습 참고서 외 권장
할만한 어린이 책은 극히 적었다. 또한 서점에 나와 있는 아동 도서 중 가

장 많이 나가는 것이 『世界名作選集~(東國文化社刊 學園社刊)와 『世界
少年少女文學全集dl(양豪社) 등 전집류가 지배적이었고 어린이 잡지로는

《만화세계:3>， <만화학생:3>， <소년:3>(카툴릭 계통) 정도에 불과했다
이 글에서는 한 설문조사를 제시했는데， 서울 시내 국민 학교 대상(2，

5

학년)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좋아하는 책의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
(2학년 남412， 여 39) 1. 만화 2. 동요집 3, 동화집 (5학년 。~98) 1. 세계 명

작

2. 만화 3. 위인전 4. 동화집 (5학년 남 89) 1, 위인전 2. 과학얘기 3. 만화

4 세계

명작(W삼총사.~，이송이야」， 『안데르센동화집』， 『울밑에 션 봉선화~，

『모래알고시~，아기잠자리』 등 권영섭， 마해송， 강소천 등의 작휩0)

1959년 말에 게재된 <兒童優良圖書 文敎部서 選定 >(1959년 12월

24

일)을 보면， 문교부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량도서를 선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의 아동 도서가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를 해치

59) <많書出版이 판을 치고 >Wl60년 10월 20열).
60) <핍뿔出版이 판을 치고 >(1뻐년 10월 2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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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항간의 여론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화블 비롯한 아동

도서 100권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아동 교육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에서 얻은 결론에 의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량 이동 도서 선
정위원회의 선정 규정에 의하면

“@ 아동의 정서를 순화하고 지능과 좋은

태도를 계발할 수 있는책 @ 과다적 사고력과 창의적정신을 배양하여생

활개선에 힘이될수있는내용의책 @ 애국애족정의의기백과용감 의협 개
척등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의책” 등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 볼 때 해방 이후에는 이동 교육이 보다 중시되
고 특히 이 시기에는 아동의 독서를 촉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틀

을 많이 볼 수 있다 전대보다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가했을
보여준다:6 1 )

IV. 독서 지면과 독서 교육
특별히 본고에서는 기사의 방대함과 지면의 한계로 주로 《朝蘇 日 報》

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독서 관련은 문호}면의 기사로 정치 .
경제와 같이 신문사의 편집 방향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기관의 통계치를 제시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본고에

서 다루지 않은 다른 신문듬도 유사한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61)

<讀書季節과 휩少年 >(1앉없120) 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 도서의 외관이 빈약함을
지적한 글도 주목된다. 장정， 활À}. 인쇄， 제본 등 독서욕을 돋구기는 커녕 저해시킨
다는 것이다 내용의 열시적인 영협; 중역(重5뿔)으로 인한 번역서의 문제점，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출판새 경제적 핍박， 판매 시장의 협소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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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서평，<{朝蘇日報〉

(1960 년 3월 6일)

특히 신문사 ‘독서란’의 구성은 거의 같다. 즉 신간 소개란， 서평， 명사
틀의 독서 경험담(“오늘의 독서란

“나의 독서벽

“나의 독서계획

“나

의 애독서")과 독서 방법 등은 신문사마다 그 명칭만 다를 뿐 고정적인
칼럼이다. 이후 1970년대 신문이나 심지어 오늘날의 구성과도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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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서란은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양서를 소개하는 길라잡이가 되며， 독서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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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J 새로 나온 책，~東亞日報)>(1957년 3월 5일)

평소에도 독서 지도를 위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만 특히 독서주간의

전후에는 특집과 더불어 다양한 관련 기사들이 게재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사 내용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X30년 2월 7일자 “讀書”란에
는 “文學作品을 어떻게 읽을

것인캐’리는 테마로 문학가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먼저 이
무영(李無影)은 작품의 “作家
를 理解해야’라는 제목으로
[그림

18J <文휩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60년 2월 7 일)

작가의 생애， 문학적 사상 등
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스트셀러에 현흑되지 말고 고전에서부터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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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독서가 펼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요성(朱鍵燮)도“古典부터 차례로”라는 제목의 글을 설었는데， 우선
믿을만한 비평가가 좋은 책이라 칭하는 것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간 추천에 대한 권위가 다소 의심스럽기도 하니 이왕 읽으려면
고전부터 읽어야 안심이라는 것이다.

최정희(崔貞熙)는 “먼저 文學全集을” 읽은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특
히 전집류는 좋은 작품을 골라 놓은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대문학 중 소설부터 읽으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문학에 흥미를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고 나서 고
전을 보는 것이 전공자 아닌 사람에게는 문학을 이해하는 좋은 길이며，
소설의 줄거리보다 주인공의 삶의 양상에 초점을 둔 독서가 바람직하다

고강조했다.
여성 독서는 전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교
육과 결부되어 신문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다.<여성독서안

내 >(1때년 5윌 24일)나 <어머니학교 >(1960년 9월 2:3일) 등을 보면 전
자의 경우 여성 관련의 서적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읽을거
리도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책의 내용과 그 특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

히 쓰여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자녀교육 상담란으로서， 어린이의
독서 유발을 위한 아동문학가의 조언이 게재되어 있다62)

62) <主歸와 讀뿔>(1957년 9윌 5열)에서도 살림살이로 하루를 보내는 주부들은 스케
줄을 정해 놓고 독서해야 함을 강조함으로 여성 독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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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여성독서요때>，

〈출R蘇日報:Þ (1960년 5월 24일)

[그림

20]

<女性과 讀書>

〈東亞日報:Þ (1957 년 10월 5일)

뿐만 아니라 디음 기사와 같이 교과와 연결된 독서 교육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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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머니학교>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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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의 국어공부>

〈출져없￥日報::?(1960 년 9월 23 일)

(19571025)

읽기

0 글자에 익숙하여 바르게 빨리 읽을 수 있다.
0 글을 읽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읽는다

0 독서에 대한 흥마의 좋은 버릇을 기른다.
0문학 작품을 바르게 읽을수 있다

O 음독 묵독 정독이 익숙해진다
0 제목이나 속한을 보고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O 도표나 각종 기록 및 서적을 읽고 이용한다
0 잭에 대한 흥마의 관심을 갚이하고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붙인다.
O 도서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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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읽은것에 대하여 바르게 비판하거나 작자가느낀 것과같은느낌을가
질 수 있다없)

인용 기사는 연재물로서 읽기 교육의

효과(목표)를 나열한 경우인데 위 글의
필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장학사인
박병희이다. 보다시피 독서 지도란의 필

자는 교육계나 문학가 등 저명인사들이다.
이러한 권위에의 호소는 일반 독자들의
신뢰도를 얻어 나름대로 교육적 효과를
1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글 하반부에서는 “글말을 통한 언어

11

활동에 있어서 이해면(읽기)과 표현면(쓰
기 글짓기)을 또한 같은 무게로 보아 학습

할 것이요，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
[그림

23]

<글짓기 교실

(1960년 6월 25일)

>

다”라 하여 독서와 쓰기의 긴멸한 관련성
을 강조하기도 했다.

읽기와 쓰기 교육을 연계시킨 경우는 <글짓기 교실 >(1뻐년 6월

25

일)에서도 볼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글을 쓸만한 재료가 있다 그 좋은 예의 하나로
자기가 감명있게 읽은 책의 소감을 쓰는 것도 좋은일이다 그리고 독서생활
에 있어서 흘륭한 태도이다 감명있게읽은책은소감을 쓰는 버릇을 기르재이

63) <앞으로의 국어공부 >(19571년 10월 25일)
64) <글짓기 교설 >wm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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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쓰는 훈련”이라는 부제로 쓰여진 이 글에서는 글의 소재를 독

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로빈훗드를 읽고”라눈 학
생의 독후감을 평하였다
이 외에도 <꾸준히 읽는 습관 >(1956년 11월 'lJ일)에서는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것" <燈火可親記>(金允經)(1957

년 9월 7열) “독서의 내용을 잘 고르는 동시에 독서의 시기를 잘 골라야
할 것” 등의 내용을 보이며， 문교부 편수관인 홍웅선의 투고인 <기을은

독서의 계절 >(1없년 æ월 14일)에서는 독서의 목적을

1.

여러 가지 소식

을 알기 위하여 신문이나 편지 따위를 읽는 일 2. 한가한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동화나 소설책을 읽는 일， 3 공부나 연구를 위허여 교과서나 고서
를 읽는 일로 분류한 점이 주목된다.65)

여성과 아동의 독서 지도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도 게재되
어 있다

양서가 적은 우리 출판계의 현황， 학교마다 많은 도서가 구비되고(예산
부족의 문제로 다양한 책을 사 놓지 못하는 현실)， 책을 빌려다 볼 수 도서
관이 증가되어야. “학생들에게읽히기 전에 선생님으로서는 반드시 그 책이
어떤 학생에게 얽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책들은 학생들이 바르게 읽히기
위하여는 어떠한 지s=.7}있어야 할것인기를 잊지판봐 하겠다는 것입니다

C..)무엇보다 먼저 그들의독서를지도히는 분 자신이 출판물에 대한 깊은관

심을 가져야 할 줄로압니다 그렇다고 책이 출판되는족족 그것을 다 구해읽

어야한다고 생각할것이 아니라 이따금 책사에들러서 훌어보거나 신문에
나오는 선간광고 신간평같은 것을 유심히” 독서지도는 곧 생활지도이기도
하q.G6)

65) <讀書有感 >WJ59년 10월 20일)(李鳳順)에서 독서 활동을 “@ 知識의 探究를 텀的
으로 하는 專門的인 빠究를 위한 讀書 @ 批評을 위한 讀書 @ →般敎養을위한
讀펄 @~띤味와 맺쳐樂을 위한 讀뿔”로 나눈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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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다 양서 구비， 도서관의 증설， 독서 지도， 교사의 자질 향상 등의
문제는 아동 독서 교육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고찰해 보았듯이， 신문 지면의 독서란은 다양한 지면 활용을
통하여，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서를 소개하고， 독서
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독서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51 여성과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생 교육 지도가 두드러지지만
일반인을 위한 도서 선택과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
공하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해방 이후인 1없5년 이후부터 1(X30년대 초까지의 독서 운동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 해방 이후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독서 운동과 농촌

독서 운동론에 대해서 살폈다. 도서관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독서 운동
을 펼쳤는데， 특히 매년 독서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독서 장려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열람자 수에 상응하지 못하여 도서관 및

장서 부족 현상이 늘 문제꺼리였고， 이의 해결책으로 ‘도서관법제정’， ‘학

교도서관법’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당대에는 농촌 독서 운동을 촉
구한 소리가 높았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에게 농촌 도서관 운동은 도시에 국한되었던 독서 운동을 확산시
키는 것으로서， 이는 일제강점기에 도서관 운동과 ‘독서구락부’ 운동이 병
행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뒤늦은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66) <中高等學生의 讀書指導 >(1~년 9윌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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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당대의 독서 경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독서 관련 보도에는
당시 도서관 통계 자료가 자주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반 도서

관 열람자 수， 독서 경향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출판계의
발간서적과서점의 판매율을중심으로당시 일반독서 경향을파악할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독서 실태를 삼폈다. 일제 강점기와 비교해 볼 때，
해방 이후에는 아동 교육이 더 중시되고 특히 이 시기에는 아동의 독서를

촉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사들을 많이 게재되었다. 전대보다 아동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셋째로는 신문 독서란을 통한 독서 지도 양상에 대해서 살폈다 신문
지면의 독서란은 다양한 지면 활용을 통하여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양서를 소개하고 독서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독서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여성과 자녀의 독서 지도가
두드러지지만 일반인을 위한 도서 선택과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읽을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당대 신문과 잡지 등에 게재된 자료를 텍스트로 삼았
다. 매체 특성상 저널로서 학술적인 가치보다 설제 사회 현상을 보여주

는 특정이 있다. 그 논의와 활동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당시
일반 사회에서 독서 운동에 관한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 독서대중화운동， 도서관， 서점， 아동독서， 신문과 잡지， 사적 가치

376

국어교육연구 제17집

참고문헌 및 인용자료
오천석(1없5)， ~民主主義敎育의 建設~， 국제문화공회.
이응호(1없12)， ~光復後의 국어敎育~， 한샘.

윤금선(때)3)， r1920-30년대의 독서 운동 연구J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제
17호.

《朝蘇日報〉

<최근 독서경향>(1잃9년 3월 30일)
<20 日부터 讀書週間>(1쨌년 10월 16일)

<‘마음의 種食’도 豊足허>(lml년 10윌 20일)
〈中高等學生의 讀書指導 >(1때년 9월 7일)

<主歸와 讀書 >wm년 9윌 5일)
<二月의 結合雜誌 >(1뻐년 2월 14일)
<兒童優良圖書 文敎部서 選定> (lffi9년 12월 24일)

<兒童文學과 讀書運動 >(1955년 4월 30일)

<兒童과 讀書>(1954년 9월 6일)
<兒童과 讀書 >(1細년 2월 26일)

<兒童의 作文力-良書敎育을 위하여 >(1958년 7월 3일)
<冊보는 習慣을가지자> (lffi7년 10윌 21 일)
<歡하고싶은책 >, <t朝蘇 日報)>(1ffi9년 9월 15일)
<國語圖書가 首位>(1947년 10월 10일)
<圖書館職員講習會> (lffi9년 11월 19일)
<大學生틀의 讀書順向 >(1뻐년 1 월 29일)
<學徒의讀書熱은묘盛 >(1953년 7윌 21 일)
<學生틀의 讀書順向> (lffi9년 10월 20일)

<微弱한 우리圖書施設 >(1958년 10월 19일)

<惡書出版이 판을 치고>(lml년 10월 20일)
<文學作品을 어떻게 원을 것인가 >(lml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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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店에빛인 讀書順向 >(1949년 11월 24일)

<書律를通해본讀書界 >(959년 11월 19일)

<燈火可親記>(金允經)(1957년 9월 7엘)
<讀書季節과 춤少年 >(1958년 9월 20일)
<讀書有感 >(1959년 10월 20일)
<讀書週間>(1~년 9월 19일)
<讀書週間設定 圖書館協會서>(1957년 9월 25일)

<讀書週間設定>(1959년 10윌 10일)
<讀書週間設定의 意義>(1957년 10윌 21 열)

<讀書週間과 읽고얽힐수있는 施設>(1됐년 10월 21 일)
<讀書週間에 際하여>(1959년 10월 19일)

<讀書運動과 農民>(上 下)(1957년 10월 25일 'l1일)
<讀書는 思考의源없>(1958년 10월 29열)
<讀書는 文化의 根源> (1잃4년 11월 23일)
<讀書와 出版>(1954년 11월 22 일)

<讀書의季節맞은中央圖書館>(1959년 10월 2열)
<讀書不振의原因을 打開하라>(1빼년 10월 20일 )
<韓國이六位>(1~년 12월 2일)
<글짓기 교실 >(1뻐년 6월 25일)
<꾸준히 읽는 습관 >(1뻐년 11월 'l1일)

<독서 「써클」을 만들어 >(1때년 8월 26일)
<신간 書評>~朝蘇日報)>(1~년 3월 6일)
<앞으로의 국어공부 >(1957년 10월 25일)

<어린이들에게무엇을읽힐것인가>(1많7년 11월 29일)

<어린이와 讀書 >0957년 9월 12일)
<어머니학교>(1~년 9월 23얼)
<여성독서안내>(1~년 5월 24얼)

<오는 20 日부터 讀書週間>(1없년 10윌 8일)
<이가을讀書는全集붕>(1959년 10월 19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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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독서층>(1~년 8월 3일)
<讀書順向 >(lffiS년 8월 15일)

《東亞日報〉

〈市內 各 專門大學 學校 會合>(1946년 6월 20일)
<새로 나온 책>(1957년 3윌 5일)
<내가觀하고싶은冊>(1957년 10월 5일)

<女性과 讀書>(1957년 10월 5일)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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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Abstract

Since release period reading popularization campaign

Yeun , Keum-Sun

돼s

research

inv많tigated

reacling

때뼈밍1

reacling campaign that consisted laying
observ어

on the library since release. And

about fam1 village reacling campaign cliscussion.

libr와γ

The

stre잃

from 1945 to 19m. First, stuclied

spread reacling campaign laying stress on city

mai버y，

specially,

inclined force in reacling incentive through various event betwæn reacling wæk
every year. But, do not correspond in increased reader figure and the library and
lack phenomenon of a book were problem always and ‘Li바ary legislation chisel’,
‘School libr없γ law' etc. was proposed by solution 패so， voice that urge fam1
띠llage

reacling exercise was high pitched.
•

Second, investigatecl about readers ’
is

p[l않ent，떠 0此en

r얹der

m떠:est

of that time.library statistical data

to reacling connection footpath.

co띠d

observe general library

number of that time, readers ’ interest etc. through this.

And

αuld

grasp general readers' interest at that time laying stress on

publication books of publishing world and sale rate of 벼okstore as well as. Al so,
observed child’s reacling

[1많lirr뻐1ge.

Interest about child reacling increased than

antenonty.
η1Ïrcl，

observed about reacling

interesting contents and a good
reaclir핑.

때llcation

벼ok

of newspaper. Newspaper introduces

about reacling, and inforrned

That is, took charge role that newspaper educates reacling.

methαi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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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made data inserted on newspaper and magazine etc. past by text.
Because of

m어ium

special

qualiη，

there is feature that show actuality social

phenomenon than scientific value‘ The discussion and

aαivi디TS

were presented

fragmentarily and could examine real condition of reading campaign that but spring
up in general public on last

마ne

concretely. So, is

ha띠ng

historic value

[Key Wordsl reading popularization camp.머gn(독서대중화 운동)， library(도서관l，
bookstore(서점)， child' s r'빼ng(아동독서 l ， newspaper and magazine
(신문과 잡지)， historic v;떠ue(사적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