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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70년대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독서 대중화 운동의 %빵 

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건국기， 1때년대， 

1~년대， 1970년대 초기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1)로서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에 속한다. 시 

기별 독서운동에 대한 제반적인 분석은 그에 따른 향후 독서운동， 즉 독 

* 동먹여자대학교 전임 강사 
1) 윤금선(:ffi))， rl920-11년대 독서운동 연구J(r한말연구』 제17집， 한말연구학회)， 윤금 

선(:ffi))， r ，쩔，서짜閒 고찰J(~국어교육연구』 제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윤 

급선(m)， r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J(r국어교육연구』 제1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윤금선('2fJJ7)， 대/피패 11 i!t!l 빙 '1 ，녕 1 다 연구」， r11삼(~f 5'é~ 제1잃호， 

꽤패u샤敎꺼{싸%펴썩)， 윤금선('2fJJ7)， r독서 대중회운동 연구 191)년대를 중심으로」 

( r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윤금선('2fJJ7)， r독 

서 대증화운동 연구 197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J(r국어교육.1， 제124호， 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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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폰에서는 첫째， 1970년대 중후반기 독서운동의 %댐을， 둘째， 1970년 

대 중후반기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허여 고창하였다 특별히 사회 전반적 

인 독서운동의 %탱과 공교육 내에서 독서교육의 현상은r 비교하가 위하 

여 일반인과 학생 대상을 구별하여 살폈음을 밝힌다 

1970년대는 사회， 경제， 정치면에서 지각변동이 급격하였고1 산업화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일기 시작한 시기 

이다. 한편 해방 후 정부의 석극적인 흰f글교육으로 문맹뜰은 급격히 떨어 

졌으며， 독자층과 작가층이 ‘한글세대’로 세대 교체되었던 시기이기도 하 

다. 이를 토대로 독지층의 저변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2) 또한 이 시기는 

3차 교육과정기에 해당되는 사가이가또 하다. 본고는 이러한 1970년대의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당대 독서운동 및 독서교육의 제반 현상들 

을 일종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로 선문 자료 

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2) 해방 후 교육법(1949. 12. 31 법륜 제8:ì호)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달교PY플 산시한 결과이다(오경렌2m')) ， r딴국 근현대 버l즈트셀이문학에 나타난 독 

서의 사회사J，비교한국학」 제13 집， 국제비교한국학화 p.3.l 
3) 본고에서 텍스~--'i.. 삼은 것은 주로 1970년대에 발간된 <~II' 씨 11 뀐〉였다 지타 ]쉬J 

가 부족한 경우 여타 선문-도 참조했다 사센 전닫의 uH 처1라한 선문의 성객상， 낭대 

독서운동의 검f 기λ운 어느 선문이나 유아하마 이런 점에서 어느 신~윤 택해도 

크게 차이지는 부분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지난 선문이라 비교작 가팍성이 높 

은 <t: r I r 싸 11 써〉를 택했다 그러나 딩대 꼭서 대중화 운동의 져l반 현상들에 대한 신 

문사의 분석은 각기 디플 수 였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차후 당시의 여라 신문쉰 

음 참조할 11]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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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운동 

l 일반독서운동 

1) 도서관의 독서운동 

I그림 11 1977년 9훨 

독서주간포스터 

19X1년대 근대적인 의미의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부터 도서관에서는 ‘독서주간’을 설정하고 매년 10월 

이나 11월경에 실시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문교 

부 · 한국 도서관협회가 주관하고 문공부 · 내무부가， 

중 · 후반기에는 ‘대한출판협회’와 ‘한국도서관협회’ 

가 주최가 되었고， 독서의 생활화， 새로운 독서층 개 

발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4) 각 공공도서관에서 

는 국민의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시카고 또 도서관 사업을 강력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카기 위한 각종 행사를 마련하였다5)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도서관 무료 개관， 모범 이용자 표창， 명사 초청 

강연회， 도서 전시회， 독후감 모집， 서고 안내， 양서 코너와 독서상담설 설 

치， 출판 관계 유공자 및 모범 장서가， 독후감 당선자 표창 및 시상 등 다 

양한 행시를 펼쳤고 이를 통해 독서 풍토 진작(振作)에 노력하였다. 이러 

한 행시들은 해방 전에도 유사하게 실시되었지만， 특별히 ‘독서상담설’의 

설치는 이 시기의 특징적인 행사였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상설로 자 

리잡게 되었다. 어린이 · 주부 · 학생 등의 독서지도 상담은 물론 우량도 

서의 선정과 전국적인 독서 실태 경향 분석， 전화 상담， 서신 상담， 면접 

4) <독서 주간 도서관 개방이<t 1 j' 0• I1 냄~， 19J1.9.24) 
5) <도서관의 역할 인식시켜 사회 운동으로 발전 다잠>( <t 'I' 씻 I1 해~， 19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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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등으로 시민과 접하며 독서능력 테스트를 통해 대상에 알맞은 잭촬 

선택해주며， 양서 선택의 길집l이 역할도 담당하였다6) 뿐만 아니라 방학 

마다 정기적으로 ‘독서학교’를 운영하고 ‘악서추방운동(惡書追放運動)’쓸 

전개하기도 했으며 7) 특히 70년대에는 5월에 ‘어린이 독서주간’도 실시하 

여 어린이 독서운동을 펼치기도 했다-，8) 이렇듯 도서관애서는 국민 독서 

개발과 그 지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독서주간 

은 국민 독서 습관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여 국민 독서 진작 

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1920년대 도서관이 설립된 이후부터 매 시기마다 문제가 되눈 

것은 도서관의 공간 부족 현상이었다. 이것은 늘어나는 똑서 인구와 출판 

물로 인한 것으로 늘 그 확충의 펼요성이 제기되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서 간헐적으로 제시된 깨년대 중후반기 도서관 통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같다. 

[표 1] 효댁 도서관 협회 통계 

연 도 도서관통계 

1975년도 
전국 도서관 수(국립중잉도서관 • 국회도서관 · 학교도서관 포함) : 4,079 
개관， 열람석 316，621석， 장서 19，649，757권 

1976년도 공공도서관: 100개소(서울은 7개) 

19π년도 공공도서관: 106개소， 장서 앉애，αU권 

1978년도 년공도서관 전국 1127R소(서울은 10개) 

1976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독서주간의 표어로 “세우자 도서관， 기르 

6) 윤긍션('2fJJ7)， r독서 대중화운한 연구 1970년대 초기를 중삼얀즈J ， 댁어교육~ 1낌 

호1 만극어교육학회， pp.248~249 참조 

7) <약서추방운동>(~rlr 씨 11'썩::Y， 1970.9.24) 
8) <어린이 독서권장에 TV플 활용해붐삭>(~rlr 씨 1I 해::Y， 19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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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라 힘”을 내세웠다. 당시 인구 1인당 0.29권의 장서에 도서관 100개 

를 간신히 념는 현실에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비롯된 것 

이었다91 출판 관계자들도 출판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책을 소 

화해주는 공공도서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문교부 

는 공공도서관이 없는 92개의 시 · 군 · 구에 8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개 

이상의 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0) 

당시 공공도서관은 공간 부족의 문제와 함께 장서 부족 현상을 보이기 

도했다. 

(1) 동서를 막론하고 이제 개인장서의 시대는 지나갔고 도서관과 도서실에 

의한 공공장서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도 도서관법이 있고1 마을문고라 

는 것도 있고， 학교마다 도서관이니 도서설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도서 

관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야 하고 책이 있 

으려면은 잭을 사 모을 돈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싶어하 

는 책이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씩을 사서 비치해야 도서관 구설을 

할 수 있다'. c.J 잭은 공부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학교 나온 뒤엔 직엽과 무관한 잭은 안 얽는 풍토도 문제〉 

(~中央 日 報/>， 1979.7.6) 

‘개인장서’ 시대가 아니라 ‘공공장서’의 시대가 되었다는 위의 지적은 

도서관이 공부하는 장소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한발 암선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체에서도 각 

기엽의 특색이 반영된 도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안에 도서 

관을 설치하여 온 국민이 공유하는 문화재라는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9) <지역 도서관 사업>(~'I' 싸 II 샘~， 1976.4.22,), 

10) <도서관 확충계획>(~'I' 씨 I1 태>>. 197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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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제시되었다. 이후 각 사엽제와 극회에 도서관이 설립된 것은 이라 

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가관”으로 기능해야 한 

다는 주장이 일었다 즉 당사 도서관은 ‘잭을 읽는 곳’이기보디뉴 학생뜰 

의 공부방이거나， 도서창고로 머물러 있다11 )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학습센터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까지도 이울러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l2 ) 책뿐만 아니라 ‘레코드’， ‘영화’， ‘펼름’ 등도 

풍부하게 갖추어 시청각을 통한 독서 활동도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1 :1) 도 

서관의 읽기 대상이 매체로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m년 초부테 

일기 시작한 내용이가도 히다. 

2) 출판계 및 기타 단체의 독서운동 

l그림 21 (버k뚫뚫흉> ( <f中央日報>> . 1979.11.3) 

깨년대는 대형 서점의 등·장과 서점의 증가를 하나의 특정으로 틀 수 

1ll 이것은 입제강점기부터 도서관의 문제점으로 계속석으보 시석되어 온 사항이기기드 
하다 

12} <~컨、!- • 진하1의 중-앙도서판>( <t 'I' 까 11 해~， 1975.10:1]) 

13} <l;:'서관)(<t 'I' 싸 11 싸》‘ 197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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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70년에 서울의 ‘종로서적센터’가 매장을 확장하여 지상 1, 2층을 

현대식 서점으로 꾸미고， 도서 소장량 100，cro권에 종업원 40명으로 획기 

적인 변모를 도모함으로써 서점가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오게 하였고14) 

이후 1띤7년도에는 서울 종로에 당시로는 국내 최대 7층 건물인 ‘동화서 

적’이 문을 열어 2D，cro여 종의 도서를 구비하였다. 특히 ‘종로서적’은 계간 

으로 사보를 내고 출판 시평， 출판 정보 베스트셀러 조사 등의 내용을 게 

재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15) 서점 자체가 독서계몽을 하기 시작한 것으 

로 대형화된 서점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서점의 등장은 

지방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구만 해도 중심가에 7개의 대형서점이 생겨났 

고 부산 · 광주 · 대전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술집은 있어도 서점은 없다”던 대학 풍속도도 

바뀌어 대학가에도 서점이 증가해 갔고 “번화가니 비싼 땅에는 서점이 설 

수 없다”던 도시 풍경도 서점으로 즐비해져 갔다삐 <부쩍 늘어난 서점〉 

(~中떳:f::l報ß， 1978.5.l0)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1977년 당시 전국에 

2，7ffJ개였던 서점이 1년 λ에에 %여 군데가 늘어 1978년도 5월경에는 

3，;m여 곳이나 됐다. 서울은 전년도 71년도보다 때여 서점이 늘어나 % 

여 곳이 되었고 그 중 대학 부근에만도 20여 곳이 새로 생겼다. 또한 % 

도에 부산에는 양서 보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형식의 책방이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양서 협동 조합”으로 젊은 직장인 학생 등으로 구성된 조합 

원들은 양서를 읽으며 책방을 키우고 또 윌 1권 이상의 독서를 시민들에 

게 권장하였고， 악서 추방 운동도 함께 별였다J7) 이후 서울， 인천， 광주 

14) 이중환 외(때1)， L우리 출판 100년~. 현암샤 pp.l84-185 참조 
15) <계간으로 사보내는 종로서석>(<('1' 싸 11 해/>. 1978.11.3) 
16) 서점 증가 현상과 더불어 따뜬 두드러진 특정은 교수 등 교육자 출선 또는 대학 졸 
엽자 등 고학력자들 서점개션이 부쩍 늪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이같은 서점의 격증， 

서점 주인의 고학력화는 물론 똑서 연구의 꾸준한 증개 도서 정가 판매가 정착 등의 

결파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썩 늪어난 서점>. <('1'싸 [1 얘/>. 1978.5.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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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로 확산되었고 문학계 인사뜰의 호응을 얻어 조합원이 다수 증가하 

었다18) 

한편 ‘고전 읽기 운동’도 활발하였다. 고전 읽기 운동뜬 00년대 중반기 

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1 당시 ‘대저서 읽기 운동’의 일환깐로 ‘자유교양대 

회’를 개최하고 공교육 내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 대상안료까지 확산된 범 

국민적인 독서운동이었다191 깨년대에도 이 사업은 여전히 활발했다. 78 

년도부터는 ‘고전국역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문예진흥 기금 지원 

에서 국고 전담의 국책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었던 한국학 ‘붐’과 국역본 고전의 일반 판 

매가 급증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20) 

출판사에서도 독서운동을 전개했다.78년도에 63개 출판사가 협력하셔 

‘좋은 책’ 만들기 운동과 “책읽기” 캠페인 등을 펼쳤고211 특히 ‘대한출판 

문화협회’221는 전국 초 · 중 · 고 · 대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매년 독후 

감상문을 모집하여 수상하였고， 모범 독서가를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17) <협동조합 형식의 책방 등장>(~II'싸 11 싸)>， 1978.5.26) 
18) 당시 참여 인샤탈플 보띤 박완서(소섣가)， 임헌영(문학평론7}) 윤형두(범우사 대 

표)， 소흥렬(이호}여대 교수l， 이효재(동)， 겁용복(동)， 김정양(연때 교수)， 김일순(연 

대 교수)， 이만열(숙명여대 교수)， 염무웅(문학평폰가l， 임재경(한국일보 논설위원)， 

김정례(한국여성유권자 연맹회장). ~::영황(변호λ})， 이재헌(치과익λR 등이대〈뿌리 

뻗는 ‘양서 읽기’ 운동>， ~II' 써 11 얘)>， 1978.11.13). 
19) r독서대중화 운동 연구←1æD년대를 중심으로J，환주도서관 • 정보학회지j 세38권 

제2후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 p.20 참조) 
20) <유능한 국역자 양성 급하다>(~니 1써 11 해)>， 1978.2.3) 
21) <출판 ‘책의 잔치’ 마련>(~'I' 싸 11 해)>， 1978.9.23) 
22) 출판문화협회는 47년 2월 을유푼호μ r . 정음사 • 박문출판사 등 출판인 1백4맹의 받 

기로 발족됐다. 그 해의 회원수가 1237B 사 76년 당시 회원 수는 1，002개 사로 29년 

λ꿰어l 회원λ까 약 9배로 늘어났다 이 단체는 춤판의 자유와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젠P→로 문화향상에 기여함달 목적 으로 @출판사업과 보급에 따른 정책적 뒷반친 

w독서인구개발 @연수 · 세미나 @균제교류 @출판사엽 @조사 · 연구 능의 사엽 
음 벨였다J<대후F출판문 화협>， ~'I' 빗 11 해)>， 197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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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도서와 독자의 관계를 밀착시켜 독서의욕 

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도서전시회24)를 열기도 했다. 또한 출협은 한 

글세대의 성장과 독서인구의 증가 문화의식이 강한 참신한 출판인의 진 

출 등으로 출판 시장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관계 당국에 ‘대형 도 

서유통기구설립’건을 건의하기도 했다잃) 홍성사 · 고려원 · 범우사 • 월간 

독서출판부 · 열화당 등에서는 PR지 제작 독서에 관한 기획 기사와 함께 

구간 • 신간의 자사 출판물을 소개하는 8페이지 정도의 ‘햄플릿’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고 독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26) 

일반인 단체에서도 학생 · 교사 • 직장인 • 출판인들이 양서를 읽고자 

소위 ‘양서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양서읽기 운동’을 펼쳤다 조합원들은 교 

육위원회·기획위원회·도서선정위원회·사회개발위원회·홍보위원회 

등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독서토론회를 비롯해 연구모임 • 저자와의 

대화 • 세미나， 악서추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또 매주 

『양서소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양서 소개에 힘썼다27) 

지금까지 살펴본 바 1970년대 중후반기 일반 독서운동은 도서관과 출 

판계， 일반 단체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도서관의 독서운동은 

1때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독서주간을 통하 

여 다양한 독서운동을 펼쳤으며， 그 기간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23) <독서감상문 모집>(<{'I' 싸 11 태~， 1975.6낌)， <오범 독서가 표창)(<{'I'싸 11 해~， 

1975.7.25) 
24) <출협서 전국 도서전>(<{'I'씨 11 태~， 1975.10.2) 
25) <대형 도서유통기구 올여릅 발족>(<{냐 l씨 11 샘~， 1979.3.6), <‘매머드’ 출판 유통회 
사가 선다)(<{'I' 싸 11 W~， 1979.12.22) 

26) <출판가에 번진 “책읽기”캠페인>(<{'I'씨 11 패~， 1979.6껑)， 아R지 · 전단뿌리고 세 

미나도 준비>(<{'1'씨 11 냄~， 1979.6.22) 
27) <궤도에 오르는 ‘양서얽가운동’>(<{냐1~11 해~， 197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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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민 개독운동(皆讀運動}I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70 

년대는 출판계의 독서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지였다. 서점도 급 

속도로 증가하던 때로서 특히 서점 자체 내의 독서운동판 전대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기의 출판계 상황은 전대에 비하겨 

저조한 형편이었다 장기적인 금융 긴축과 제2의 오일 · 쇼크가 볼아온 불 

황 등이 출판 관련업계에도 영향을 끼쳐 종이난과 제작비 부족 등으로 난 

국에 처한 시기이다281 이닫 보면 도서관의 독서운동이 전대로부터 꾸준 

히 이어져 온 독서운동이라 한다면， 출판계의 독서운동은 자체 도서 판매 

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판단된다 

2 학생 독서운동 

아연1 셔 영응 f윈양 ~ -, 
얻구기<<}였---"à.~tR형 r.;;、 '"JO.I 
한외짧악장좋업 앓 률 설 
번혈효션 톨쪽션處 @ 흩 졸 
~I !t 성 ~:l tÎ~ t:i 짜;、 .= 훌훌 
x 내 ß. 처 *찮여 !갱 (~생 서 웰 
~~￥ x 켠 h- J>t",,;:ë; ~ l1i 경i 
강 ~ -tIC 풍 3쇼 ’rf슨! ‘-; l!등r 
-e임용 -용「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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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껴 장 .V.&. 1 까 3 는 -

[그림 3] <겨울 讀書교실〉 

(~中央日報)> 19781219) 

깨년대 초 학생 독서운동은 문교부와 

도서관， 학교 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방학 기간은 독서 지 

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전개되었는데， 아 

동 독서운동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러헨 

흐름은 깨년대 중 · 후반기에도 꾸준하1 

이어졌다. 1975년도부터 국립중앙도서판 

은 전국 각 시도 공공또서관과 공동 주 

최로 방학 기간에 ‘여름 독서학교’와 ‘겨 

울 독서학교’를 운영하였다. 초등학생 맺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독서지도를 목적으로 하눈 이 학교에서는 

담당 사서나 담당 교사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교육 

281 <간죽 o→로 움츠라든 “문화비>(.z::， I "시 11 W)>. 1S79.9.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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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독서 방법， 양서선택 요령， 독서 감상문 작성 방법， 독후감 발표 

도서관 이용법 등의 지도였다패 

한편 초 · 중 · 고생들의 독서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 

교 독서 체제가 서울시 교위당국에 의해 추진되기도 했다. 시교위 당국은 

각급 학교별로 우량도서 20권씩을 선정하여 1주 1시간씩 일제히 독서시 

간을 갖고 학생틀로 하여금 이 책들을 의무적으로 읽도록 지시했다. 독서 

지도를 정규 교과 활동으로 강제화 한 것이다030 ) 언론사에서도 전국 청소 

년들의 독서 생활화를 조성하기 위한 독서 감상문을 정기적으로 모집했 

고:)1) 열선 교사들이나 저명인사들을 펼자로 하01 ‘잭의 선택 방법’， ‘올바 

른 독서 습관’， ‘독후감 쓰기의 방법’32) 등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보도했 

다 

또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1978년 5월 

어린이 독서주샌1~7일)을 맞아 출협에서는 교육자 • 아동문학가 · 아동 

도서 출판업자 등 7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을 초청해1， 어린이 독서운동 

추진을 위한 세미니를 갖고 어린이 독서권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 

다. 이 세미나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를 빼앗기고 있는 ηr 시청 시간을 독서의 방해물로서가 

아니라 독서로 유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않) 것이었다 

29) <여뜸독서학교 운영>(<:'1' 씨 11 냄/>， 1975.7.12), <여픔 독서학교운영 국립도서관〉 
(<:이 1 씨 Ilf~/>， 1975.8.5), <여콤꼭서교섣 개섣>(<:'1'써 11 래/>， 1977.7.23), <겨올 독 
서교섣 운영>(<:'1' 씨 11 써/>， 1978.12.19), <겨울독서학교 운영 전국 주요 도서관〉 
(<:'1 "시 11 ‘냄/>， 1975.12.26) 

30) <독서지도>(<:시 l 씨 11 해/>， 1978.4.26) 
31) <전국정소년 독서감상문 모집>(<:'1' 씨 11 패/>， 1975.7.15) 
32) <무슨 책을 어떻게 읽힐까>(<:'1' 써 I1 써/>， 1975.8씨，<자녀의 독서지도는 이렇게〉 

(<:'1"](11 해/>， 1975.9있)， <어떤 잭을 골라 주어야할까>(<:'1'써 11 해/>， 1975.9잃) 
33) <어런이 독서권장에 TV달 활용해봄직>(<:'1' 싸 11 패/>， 19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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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 어린이들이 흥미 있게 보는 「프로」에서 잭을 권히고 책을 읽는 장변 
을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독서를 권장한다， 잭의 저자에 관한 소개나 연 

관된 이야기 · 일화 등에서 적당한 잭을 권할 수 있다 @ 어린이 독서 

에 가장 큰 장애는 어휘에 있다. 낱말의 뜻을 모르면 책은 재미가 없고 

읽을 수도 없게 된다 어휘학습은 구체적인 사물과 이들의 관계를 직접 

접해가면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점을 TV의 구체적인 면과 오락성에 템 

입어 살릴 수가 있다. 가족륜과 샅이 TV를 보다가 어린이가 묻거나 어 

른이 알려주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다. 

〈어린이 독서원장에 TV콸 활용해봄직>(~I f1央日報)>， 1978.5.2) 

1~년대부터 어린이 독서의 저해 요인으로 가장 문제시된 것은 주로 

불량만화였다 그런데 %년대 말부터 깨년대에 이르러 새로이 문제시원 

것은 바로 TV였다. TV는 대부분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빼앗는 한 요인 

이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었다.34) 그런데 위 논의는 오히해 매체를 활용한 

독서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돋보인다35) 

깨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대학생 대상의 독서운 

동이 전대에 비하여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전 시기까지 주로 초 • 중 · 고 

생，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운동이 활발했다는 점과 비교된다. 각 대 

학에서는 전공 교육에 앞서 교양도서 읽기를 장려하였다 75년 당시 대학 

독서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로 〈대학마다 독서권장 활발>(~中 

34) <피싸미디어와 비γ미디어>(~"뀔 II! 짜폐)>， 1970.11.15) 
35) 이와 비교해 만호}플 교육적으로 이용하자는 소리도 주목된다 “사고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상상력이 왕성한 어런이블에게 만화는 특볍히 큰- 영뽑 ll1 친다 상 

상력윤 자극하고 모힘어l으l 유흑을 원러일으키며 독서를 하도록 유도해주고 정서닫 

자←주하고 이야기에의 흥미를 복돋우며 권선징악의 의지블 길버준다 다시 말해서 

만화의 기능은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물가결의 요소들이며 그 영향은 학교 교육 이 

상의 것이다 만화 제작자들이 아동만화플 상품 o 로 꾀기 전에 ;하나의 교재2}는 점 

은 상기해야 함은 불폰이다''(<만화는 곧 어린이 교재>， ~'I ， I시 11 채/>， 19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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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더 報>， 1975.9.8)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의팩 보면， 먼저 고대 교 

양학부의 경우 학기마다 5인(인문2， 사회2， 자연1)으로 구성된 ‘도서 지정 

위원회’로 하여금 12책을 선정하게 했다. 학기 초가 되면 A'B 두 그룹으 

로 나누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6권씩을 배부했다. 도서 선정은 전공보 

다는 일반 교양 서적을 골랐고 역사 · 사회 · 이념 분야였으며， 고전뿐만 

아니라 근 · 현대 작품을 다수 선정이었다. 학교 당국에서는 이 제도의 실 

효를 거두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독후감(원고지 3)~30장)을 제출하도 

록 했으며， 시험에 반영함으로써 학점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한편 서 

강대의 경우는 국문과에서만 문학 전집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국문과 

교수회의에서 정한 학기 과제는 『정선 한국단편소설』 상 · 하권 w춘향전~， 

『흥부전』 등 한국 고전으로서 2학기를 5기로 나누어 171에 1권씩 독후감 

을 내도록 하였고， 과제 도서는 국어 작문시험에서 평가하였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는 문리대에서만 시행하였는데 매 학기 각 교수들이 쉽게 읽 

을 수 있는 12권의 과제 도서를 선정하고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설효를 

거두었다. 서울대 교양학부에서도 캠퍼스 이전으로 무효화됐던 교양도서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계획했다}6) 

1978년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이용자의 00% 이^ð이 대 

학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독서 인구의 상당수가 대학생이었다 

는 사실을 반증한다. 당시 일련의 학원 사태로 대학이 문을 닫는 상황 속 

에서 대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지식의 통로는 오직 독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7)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대학교재 및 

36) <대학마다 독서권장 활발>(<'1'싸 IJ 댐:J>， 1W5.9.8) 
37) “이 전시회에 출품된 도서는 국내 38개 출판사의 1，106종 국립중앙도서관은 당초 

이들 도서를 대학교재와 교양도서로 구분 전시하려 했으나 대다수의 도서들이 구 

분하기에 모호한 것이어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전시키로 했다 가장 많은 도서를 

출품한 출판사는 법문사로 178종. 그리고 을유문화사{83종) 연세대출판부(71종) 세 

종출판공사{EB종) 수학시~ffi종) 고대출판부 · 민음사{각51부) 등의 순이다'."(<대학생 



352 국어교육연구 제20집 

대학생을 위한 교양도서전시회’찰 열기도 했다. YMCA에서도 대학생 · 청 

년층의 독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학생 독서운동이 활발 

하게 전개되었다38) 이렇듯 전대에 볼 수 없었던 대학생들의 독서 붐은 

m년대 중 · 후반기의 특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핀 결과 1970년대 중 · 후반기 학생 독서운동은 주로 도서 

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 수 있다. 전 시기까지 독 

서운동은 주로 이동 중심， 중고생 중심이 지배적이었던 데 반해 대학생륜 

의 독서운동도 활발하게 열고 있었다. 때P년대에 들어서 그 사이 소홀쨌 

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논의되고 독서와 토론 교육이 활성화피 

고 있는데， 깨년도 중반가에 일었던 대학 교양교육에서꾀 독서교육은 주 

목할만하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독서운동은 단순히 몇 권의 책을 읽느냐에 그치고 

실제 어떻게 독서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독서와 나라의 교육제도는 갚은 관계가 있다. 학교교육은 잭을 읽는 법 

을 가르쳐 주고 잭얽 지를 상요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핵능이 문맹퇴치에 그치는 한 교육을 받은 햇수와 읽은 잭의 권수와는 

별반 관계가 없다. 교과서외 참고서를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하지는 않는 

다. 우리가「독서」하는 책은 교과과정과 직접 관련된 책이 아닌 읽을거 

리 - 과외로 읽는 책이고 학교를 나온 후에는 자기 전문직업과 직접 판 

계가 없는 책이다， 한편 신분이나 주간지 흑은 만회를 즐겨 읽는 사람윤 

가리켜서 독서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국민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다운 독서를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학교교육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l 취미 

위한 도서 전시회>， ~'I ， I사 11 해:ð>， 1%.7.22) 
38) <YMCA 독서토폰>(~II' 씨 11 태:ð>， 1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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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지고는 뜻있는 독서가 되지 않는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라 

의 교육제도는 독서하는 훈련을 시켜주어야 한다. (….l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문학에 관한 정보를 외어서 학점을 축적해가 

는 데 급급한 나머지 문학 자체를 읽고， 즐기는 훈련을 쌓을 겨를이 없 

어 보인다 

(<학교 나온 뒤엔 직업과 무관한 책은 안 읽는 풍토도 문제>， 

《中央 H 報~， 1979.7.6) 

이 기사는 졸업 후의 독서 부진 현상을 비판한 것인데， 제대로 된 독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인이 되어 전문적인 독서가 펼요 

할 때에도 이에 대한 훈련이 없어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 독서교육에도 시사하는 H까 크다. 

III. 1970년대 독서경향 

1. 일반독서경향 

1) 통계로 본 독서 경향 

근대적인 독서 현상이 시작되었던 1920년대의 독서경향은 주로 신문에 

보도된 도서관 대출 통계에 의해 파악되었다. 그러나 20년대 말부터 2D년 

대에 이르면서 도서관 통계뿐만 아니라 출판계와 서점 등의 판매 부수를 

통한 독서경향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후 해방 직후와 1~년대에는 ‘베 

스트셀러’， ‘리서치’ 등을 통한 다각도의 분석이 행해졌다. 1970년대 초기 

는 물론 중 · 후반기에도 독서 시장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 출판계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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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베스트셀러의 파악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당대 독서경향윤 산펴 볼 

수 있다 일반인과 학생들의 독서 내용， 독서활동， 독서 시간， 장서수 등등 

의 사항틀을 통해 1970년대 중후반기의 독서경향의 판도를 읽어낼 수 있 

었다. [표 2]는 이 시기 주요 통계 기사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70년대 통계로 본 독서경향 

번호 기사제목 
게재 

통계로본경향 비고 
연월일 

[74년 출판도서}‘ 총 7，018종(문학도서‘ 1 ，841종 대한꽉만 
φ문학 (Z7%) 다음이 사회파학 · 아동도서의 순， 아동 문학협회 
@사회과 도서는 814종으로 학습 잠고서젠-다 많음 번역 J:l즈l: ð~ 

<3l 1975.2.4 도서 증에서도 아동도서가 문학 705종에 이어 판문화 1 
@oH동 1없종으5' 둘째‘ [도서종별 발행1 87æ，882원 원호 1974 
도서의 순 상당의 책 발행. 사회파학도서(1，695，Coo원)， 문 년 꽉서 

학도서0，(153，얘)윈) 동겨1 

[국민 1인당 연간 독서경향] 독서권수 5~1O펀， 
대한축만 

1인 독서시간 1 ， 2시간 연간독서량 40~60페이 
문화협회 

2 
독서인구 

1975.9.24 지 1인당 보유권수 0.2권， 연간 1인땅 도서구 
1974년 꽉 

의 확대 
입비 100원 ~300원， cf) 향맏 6권에 2뼈원， 인 

서경향 죠 

사(서쉰， 
본 4권에 1 ，720뭔 

부산) 

1엔4년 힐본 도서 수입량 서 적 416빼뻐엔 
잡서 1없，fXX).(XX)엔 인본에 서 작 수출량 서 작 

Z~，010，fXX)엔 집 ^1 7，fXX)，fXX)엔 국내출판사 1,033 
3 1975.10.8 개 꽁꽁 • 학교 도서관수 전국 3，뼈개소 출판 

도서 문학\25.7%) ， 사회과학il2.go/o)， 아동ül.4%)， 

학습 참고서01.3%)， 기술과패10%)， 훈교 예술 

의순 

[명저로 추천된 개인 연구저서] 이기백 r한국 

「뜩서신문 사 신돈1(20) ， 김용섭 =조선후기 농엽사 연구깅 「독서신 

」서 「광복 (17), 허웅 = 우리 옛만본:(11) ， 감두송 댄터 고 문」조사， 

4 Jl년의 1975.8.29 인쇄 기술λh(91， 선재완 

병서」 (9), 이병찬 「한극사 대관"(8) ， 이거;현 r한국 가 j 숫;zH으추 

조사 면 h에 천관^~ r한국사으1 λ.]1밥견.1(8) 김팩 천수 

L•)••-

「힌~i 의딱사d (7), 김상기 ?고려 시대사J (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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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윤우병 「한국 지석묘 연j되 (7), 조윤제 
1국문학사~ (7) [총서 · 논총 · 사서류] 고대민족 
문화연 r한국문화사 대겨11(29) ， 운단학회 -한 

국새'l1)， 한끌학회 『큰사전~(l2) 

[권수] 1년 평균 5~10권(성별 연령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입힌 헥] (10대) 이광수의『흙'~，사 

랑1 ， 섬훈의 『상콕수'1，한국단편문학전집1 ， 박 대한출판 

경리의 『토지1 ， 도즈토예立λ카의 r죄와 벌1 ， 문화협회 

헤므만 허1서l의 『데미안1 ， 루이제 린저의 『생의 독서실태 

대한H출판 
한가운데1 ， 이어벙의 수펼집， 마가렛 띠첼의 조사{서울 

문화협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 (30~40대) 국내부문 3 ， 082 명， 

5 
도서섣태 

1975.12.26 • 소섣류 외에 『한국의 인간상1，한용운 전집1 ， 부산1，149 

조사분석 
1팔만대장경1，채근담』 국외부푼 펄 · 벅 -대 1셔。 r 。: 근 。

지"' 리처드 • 바크 7갈매기의 끔:J， 헤빙웨이 :노 대상으로 
인파 바다J [서적구매처] 서점:OO~80%(남자 성시 지 

중 44.5%는 휠부책) [서적선택경로] 서 점: 50%, 삭층의독 
신간평‘ 15~45%， 팡고 7~45%， 타인의 추천 서량) 

1.5~20% [독서시간] 10, 20대， 50대가 2시간 이 
상 30， 40대손 2시간 미만. 

승자 중 잭이나 신문 • 잡지 등「를 얽는 사람 23% 지하첼독 
학습서 등 [연령별 독서량]20대>~중고생>30다11>40대. [성 서인구 

6 단행관· 1976.5.15 별 독셔 인구] 증 · 고생은 남녀 수 비슷， 20대 1 ， 900 명 
신문의 순 는 여자가 남자의 3분의 1, [독서대상] 학습 참 대상리서 

고서， 단행본: 떼7%， 선푼 47.6%l, 잡지류 1.7% 치 

[우리 니라 독셔인구] 전처1 국민의 10% 정도 
(영국과 서복 55%, 프랑스 28%, 열본 3O~44%l 

국민10%만 
[공공도서관 총수] 100개. 장서; 약 9때뻐여 

7 이 책음 1976.9.28 
꺼， 국민 100명 당 3핀(댄마크. 국민 1인당 장 ‘유네스코’ 

읽는다 
서수 3.53권， 영국 0.93권， 얻본 0.28권 [가장 많 의 통겨1 

이 얽히는 책] 이광수의 r흙」‘ -사랑1 ， 헤르 
만 · 헤세의 페미안1 ， 루이제 · 린저의 j생의 

한가운데」등 

상반기 잭 
밤행이 늪 상반기(1 ~6월) 총 발행부수 6，875종 첼학 

‘대한출판 
였다교과 0，졌，600권) 사회과←챔826，뼈권l ， 아동서적 

8 
서 파동이 

1아7‘7.13 
(575，300권l ， 문돼깜7，짧권l ， 책값 1권당 평균 

문학협회’ 

후 출판겨1 1.585원 
조사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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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민 

농촌 
[가장 읽고싶은 책] 건강 · 위생〉 문학〉 농업 의독서섭 

독서에 
기술〉 청소년가정교육〉 가정경제〉 일반교양〉 태및독 

9 
。근Ln 7l;[ 1」

1m.7. 28 취미오락 [웅답자의 학력분포] 무학 0 ， 6%， 서경향조 

책이 적다 
국좁‘ 34. 8%, 중졸. 찌 '2%, 고졸 24. 4%, 전 사’(전균 
문학교졸‘ 2.3%. 30개 농촌 

3D명다쐐 

[서점올 찾는 인구] 하루 약 1밍，000멍 [도서구 
매자] 82，000여 명 [서점1 1 ，3897~ ， 1개 서점낭 
하J쥬 평균 출입자는 약 140명. 한담 평균 

하푸 
2때，뼈만 권 판매， 한달 동얀 전극 서점에 비치 

10 82.000명。1 1암7‘8.6 
되는 책은 대릭 3뼈'，000권(열반서적 2，때，000 ‘내외출판 

잭 산다 
권， 정기간행물 1때，000권)[지역별 꼭서인구] 겨l’ 통겨l 
부산지역 최다 서점 잭 판깨도: 부산· 경남· 

강원 · 경기 · 서윷 • 전남 순서 [1개 서점당 일 
명균 매입자] 엠47명 독서가능인구(l4~m세) 

평균 2개원 1권씩의 잭 구엽. 

[독서시간l 하루 1시간 이상 7CP/o(이중 7CP/o 이 

%에 한달에 최소한 2권 이상의 책을 얽음) 
[서점방문회수] ‘틈나t 대로’ ~91;! ‘가끔’ 

26.5%, ‘자주’ 11.7% [1년 도서구입수] 가 16~ 
‘대한출판 

30권(26.7%)， 6-10권(23.1%)， 1-5권Wí.2"/O)， 11 
문학협회’ 

-12권(14%) 31권 이상(11.4%)의 순. [연령별 
p 3'l 와 

독서 대상} ‘인상에 남는 책’ 10대 .20대 .30대 
서울시민 

벨얀데미 
오두 『죄와 별J，데미안J，전쟁과 평화J，부 

독서실태 

얀-격디리」 조사(제21 
11 

능해외 
1m.12.9 활01，좁은 문J，뿌리』 등 번역물 상위 -상콕 

회 전국 

명작틀이 
수1，흙』 등의 국내 작품 하위 ‘앞으로 원고 

도서 전시 

상위 차지 
싶은 쩍’ 10대 .20대 『뿌리파 

회관람자 
룹날다01 ，쩌대 이상 성경 • 철학서 ·불교서적 
국내 작품 『부초J ， r한국인의 의식 구조.J，겨 

5 ， 200 명 

울 여 ^b ， r5역인과의 대화』‘ ;워싱턴 특파원J ， 
대상) 

「광복 20년』 등 하위 차지， ‘책을 입고 나서 어 

떻게 하는가’ ‘아무 것도 안 한다’ 30% ‘독서 
카드플 만든다’: 21% ‘똑후감을 쓴다: 18% 

π년 승J-ii- 평균 82，000전멍 서 점 방문， 힌랜 

12 팽매씨1진풍L l1@ ? 17 없 이 객 구에 [소셜올 입는 동기] 셰uH등 위 
꽉서 7 해서02 '4%), 정서함양 목석(49.8%) 교훈을 

얻으려고(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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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올 사는 동.7]] ‘필요를 느껴서’(않%)， ‘저자 

가 좋아서'(23.6%)， ‘신간 얀내를 보고’(22%) ， ‘서 

점에 틀렀다개(14.5%) ， ‘권유를 받고'(6.1%)， ‘광 
고를 보..J:1.'(5.5%) 

윌간 여독 

베人E셀 
[출판 희망 작가 · 저자](1) 한수산 (2) 최인호 

서~ 9월호 
13 러는거의 1978.8.4 

(3) 김수현 (4) 박완서 (5) 조해엘 (6) 얀병욱 (7) 
ffX}명대상 

청춘물 
송영 (8) 이어령 (9) 조선작 (10) 검승옥 (11) 김 

독서취향 
남조 (12) 이병주 (13) 김주영 (14) 이청준 (15) 
고은 (16) 강신재 (17) 최인훈 (18) 박경리 (19) 

조사 

구혜영 (20) 김동리 [독자의 신분] 학생 45.6%, 
회사원 25.1%, 무직 10.1%, 공무원 46%, 군인 
4%, 상업 2.5%, 교사 1.8%, 간호원 1% 

[종로서적센터 매상액1 (국내 • 국외출판물 포 

긴축으로 
함) 1월의 매상액‘ 200，이Xl，αU원.2월 210,CXXl,OO 

14 움츠라든 1979.6.9 
원， 3월 떼，뼈，αU원.4월:1밍，뼈때원으로 42.3% 

“문화비” 
010，뼈，CXXl원)가 하락. 1윌 출판종수 짧종에 
서 %종(2윌)， 1 ，428종(3윌)~후 늘어나다 4윌 

에 들어서면서 1，짧종， 1 ，217종(5윌)으로 반전， 

79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임국희예요J ， 2위난 

싼l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 지성사간). 

문학성과 
(이밖에 조해일 · 김병총 · 박범신씨등의 인기 

재미를 
작가 작품) 3위’ 이문열 F사람의o}-들.r(띤음사)， 

1(1 1)..: 11 패 
15 

갖춘 
1979.12.24 검성동의 1만다라J(한국문학사) 해외물 :하버 

사리서치 
x←L11 투 [μζ조 '"도 

드대학의 공부별레들~(rJ . 오스본」저 · 열윌서 
각) 그 외 T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사량을 

위하여J，한국청년에게 고함.1，서있는 사람 

플』 등의 에세이 

[표 갱를 보면 깨년대 중후반기의 독서경향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서 분야는 (1), (3), (5), (7), (13) 등에서 보이는 바 문학이 가장 수 

위에 속한다.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도 문학은 한국인에게 가장 애 

독되는 분야이며 그에 비해 전문 서적은 잘 읽히지 않는 풍토였다. (5)를 

보면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이광수의 『흙」， 『사랑~， 헤르만 • 헤세의 『데미 

안~， 루이제 •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독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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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교양 위주의 문학 서적이었음을 반증한 

다 특히 (11)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문학 작품보 

다 해외 문학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1)에서 꺼년도에 아동 도서가 수위권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동 도서에 대찬 

관심은 해방 이후부터 두드러진 현상。l었지만 

실제 판매율은 70년대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75년 직 전까지는 학습 참고서가 아~동 

도서보다 높은 판매율을 보였는데， 75년을 기점 
{그림 31 (농촌독서에 
알맞는 책이 적다〉 으로 아동 도서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패 

(~中央日報~， 1977.7.28) 번역물에 있어서도 문학에 이아 이동 관련 서적 

이 으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대에 비해 이동 독서에 대한 관심이 즘 

대되었읍을 반영한다 

(9)의 경우는 농촌 독서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일반 통계와는 차별 

성을 보인다. 이것은 실제 얽은 책이라기보다 농촌 인구들이 읽고 싶어따 

는 도서지만 농촌 독서의 한 경향을 뜨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 통계에 

서 기장 애독되는 분야가 푼학 분야라고 한다면， 농촌에서는 건강 • 위생 

이 가장 선호하는 잭에 속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로 농엽 기술， 가정 · 교 

육이나 경제 등 실용적인 분야를 꼽았다，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 위생 · 청소년과 가정 · 교육에 관심이 지대했 

다. 또한 리서치 과정에서 응답자의 77.3%가 어떤 책이든 손쉽게 구텔 

수만 있으면 얽겠다고 응답하여 팍서 열의가 매우 높음쓸 드러냈다. 또한 

이들 중 84.5%는 잭값이라든가 책의 수준이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응답했다 특히 어떤 책이 촬판되었는가를 제때에 안 

39) <(D문학 2사회과학 @아동 도서므| 순>(~ 'I' 써 11 써〉‘ 19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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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고 흑 신간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농촌 부근의 서점에서는 그 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 401 

(3)과 (7)은 해외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독서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 통계에서 나타니듯이 국내 출판 현황은 일본에 훨 

씬 못 미치고 있다.씨인구는 전체 국민의 10% 정도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각급 학생 인 
구가 21%(70년 현재)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 후에 책을 얽는 사람 

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곳이 영국과 서독으로 55% 프랑스가 28%이며 이웃 엘본 

은 30~44%로 보고되어 있다. <CD 문학 @ 사회과학 @ öl동 도서의 순〉 

(~中央 H 報?>， 1976.3.5)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은 주위에 

책이 없어서이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나 장서수가 

훨씬 저조한 데서 기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경우 

책이란 주로 학습 참고서류로 시험공부를 위해 보는 것이지， 학교를 졸엽 

한 후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 통념이라고 지적 

하기도 했다. 

독서 인구의 측면에서 (10)의 경우 특기 사항은 지역별 독서 인구 비율 

에서 부산 지역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앞서 독서운동에서도 살핀 바 부 

산은 조합 형태의 독서 단체가 발발한 곳이며 전국적인 독서운동으로 확 

산된 계기를 마련한 곳이다. (13)에서는 독자의 신분 조사 결과 최상위는 

40) 이 조사에서는 별rr二로 이 마을문고에 대한 조사도 섣시했는데 이에 따프면 마읍문 

고 이용자들이 꼭서로 상당한 효패소득증대 57%, 새마을운동 이해 48 . 8"/0, 교양 42. 
9%)룹 얻고 있으나 산절적인 이용률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촌독서에 알 

맞는 책이 적다>， <('1' 싸 11 해:'?>. 1977.7.':23). 
41) 그란데 여기서 참고할 것은 당시 외서 수입의 동향을 보면 힐서 뼈，이U부， 양서 

1，때)뼈부로 외서의 대종음 이투순 것은 엘서(11 지)였다는 점이대<('1' 싸 11 쇄:'?>. 

〈외서 수입동향의 변화>(1976.3.5). <외서구엽난>(1975.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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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고 최하위는 교사로 드러났다. 교사의 독서율이 낮다는 점은 당사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H에다. 또한 (11) Ií독서』지의 ‘베스트셀퍼 

조새는 ‘독X봐드’ %장(남녀 각 3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집계 분석한 

결과이다. 위의 통계치를 내 놓은 동잡지에서는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독 

자층이 지나치게 얄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잡지에서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각적 청춘물에 탐닉하는 20대 전반의 학생과 직장 여성이 

그 두께의 거의 전부라는 것이다 ‘책을 사는 동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읍 

차지한 문항은 ‘필요를 느껴서’이다.<베스트셀러는 거의 청춘물>(<{中짜 

日報?>， 1978.8띠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원을 들지 않고 딱연히 ‘필요’라고 

하는 말에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베스트셀러 독자의 또습을 볼 수 있으 

며， ‘원하는 책’도 교양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잭보디는 오락 · 유희석 

요소의 감각적 내용을 많이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꼭 

자들 중 서울 시내 거주자가 4696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었다. 이것은 

베스프셀러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42) 

베스트셀러와 연관되어 (15)도 참고할 만하다. 소설 · 비소설을 합해서 

79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임국희예요」는 당시 라디오 인기 프로였던 “임 

국희예요”를 활자화한 것으로 78년 12월에 출간돼 1년이 된 당시 판매 부 

수는 7m뻐부 션에 이르렀다. 이에 힘입어 출판사측에서는 속편을 내기 

도 했는데 초판만 4O，ro쁨활 찍었다. 이의 여파로 출판사들은 방송의 띤 

기 프로를 책으로 내려고 저마다 방송국을 찾아다니는 이색 경쟁을 벌이 

기도 했다. 평자들은 그 이유를 독자 인구의 깨%로 추산꾀는 여성 독X냥 

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쇄) 2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조세희익 

42) <묶서>(.z:: rlr 써 11 댐>>， 1975.10.8) 
43) aJ년대 중반 이후부터 판판블 등은 주로 여성 독자륜 확보해는 기획물이면 성공하 

는 판도룹 보였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의 경제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큰 원인 만로 지적되기도 했다 득히 70년대 말부터는 여성 고등교육 수혜자가 

더욱 증가했으며 CD 대학원 진학 cz; 단기쿄육 강좌 (3) 독서 「플립J@)사회문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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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78년 6월 출간된 이래 모두 1~，(XX)~ 

1ffi，(XX)부가 팔렸다. 근로자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 등 현실적인 이슈를 문 

학적으로 성공시킨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문열의 『사람의아들』과 김 

성동의 『만다라』는 모두 종교적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일반 독자들의 관 

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설 부문에서 유일하게 해외물로 인 

기를 끈 책은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인데， 당시 『학창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뼈S π에 방영되면서 크게 먹을 본 책이기도 하다44) 

그 외 특징적인 기사로 (4)는 독서신문사에서 각 분야 학계 인사 118명 

을 상대로 ‘광복 30년의 명저 · 역저’를 조사한 내용이다 이 조사에서 30 

년간의 가장 큰 연구 엽적으로 손꼽힌 것은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 이벙 

총의 『한국사 대관.1， 김용섭의 『이조후기 농업사 연구』 등 거의 한국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해방 후 30년간 전통 • 외래문화의 갈등 속에서 우 

리 것을 지키려는 학계의 노력P→로 지적되기도 했다.45) (6)의 차중독서(卓 

中讀휠)는 일제강점기의 전차 속 풍경과 유사하다46) 지하철 승차 중 독 

서 풍경을 드러낸 점에서 흥미로운데 여성보다 남성이 차중 독서 비율이 

높았다 

지금까지 m년대 중후반기 일반 독서경향을 통계를 통해서 살펴 보았 

다. 이를 보면 독서 리서치 기관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출협’이었다. 그 

런데 당시 독서 실태 조사는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을 지닌다. 일례로 (5) 

의 〈대한출판문화협회 도서실태조사 분석>(~中央 터 報Y， 1975.12.26)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에서 열렸던 ‘전국도서전시회’에서 살시한 결과이다. 

원봉사 지도자 교육에 참가하는 둥으로 톡서인구율이 더욱 증가했대〈본사조사 전 

콰 ‘베스트 · 셀러>(~이 1 싸 11 nL:?>, 1~.12.27) ， <공부하는 주부플이 늘었다>， ~니 1씨 

11 싸:J>， 1맑7.7.14) 

44) <운학성과 재미를 함께 갖춘 작품듭>(~이 1씨 11 服:J>， 1979.12.24) 
45) <이기백의 p한국사선콘'~ . 고대 후f국문호↓사대겨t가 수위>(~'I'싸 II(~:J>， 1%.8갱) 

46) <'1('1' ，;쉽 j 샤>(<싸 ';:'11 얘>，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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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X)명 7}7J]운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서울 • 부산 등 대도사 

에서만 실시됐고 도서전시회를 보러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 실태라고 보긴 어렵고， 책에 관심을 가진 지식층의 독서 살태파 

보。싸 할 것이다. 나머지 조사들도 표본 조사의 대싼1냐 인원수가 전체 

적인 경향을 드러내기보다눈 편파적인 경향을 띤다. 묻펀 이를 통해서 당 

대 일반 독서경향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일관적이고 체 

계적인 독서 조λ까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독서 개발에 있어서 큰 난점 

이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에 관한 기본자료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오늘의 춤 

판관계자의 무력도 문제가 크다 최근에 「독서여론조사」라고 해서 흔헤 

단편적이고 불충분한 조사결과가 가끔 발표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기판 

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 분석을 한 예는 듣기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71년 국립중앙도서판이 전국적인 독서조사를 실시한 것이 고착 

이기 때문이다. 

〈독서인구의 확대>(~냐 l맛 R 報)>， 1975.9.24) 

독서에 관한 기본 자료의 확보는 바로 독서 인구 개딴을 위한 기초라 

도 할 수 있다. 비체계적인 통계치는 전대로부터 이어져온 현싱L이기도 하 

다. 이러한 폐해는 오늘날의 독서 개발에 있어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2) 독서 대중화로서의 문고붐 

1970년대 출판물의 경향을 보면 깨년대를 전후하여 ‘전집붐’이 열었고 

75년경부터 2，3년간은 ‘단행본붐’이 열었으며， 이어서 ‘푼고붐’이 열었다. 

이렇듯 깨년대 들어서서 대형화해 오던 전집물 출판이 크게 위축되고 단 



[그림 5] 
(~.톰風土에 혁영 文庫本〉

(~中央日報~ . 1978.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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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본이나 문고본이 대종을 이루는 현상을 보 

였다 특히나 깨년대 중기 이후로 문고본 발 

행은 더욱 활발했다 ‘정음문고’， ‘박영문고’， 

‘세종문고’， ‘과학신서’를 비롯하여 69년경부터 

꾸준히 속간되고 있는 ‘삼성문화문고’， ‘을유문 

고’， ‘서문문고’， ‘문예문고’ 등이 계속적으로 

발간되었다 특히 ‘삼성문화문고’는 76년 당시 

%권의 시리즈물에 발행 부수도 때，(JJJ권에 

이르렀다 당시 이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문고본의 내용은 번역 문학류보다 세분화된 

전문 서적과 고전류 등이었고 한국사를 비롯 

하여 한국학 등 전문 분야도 출판되었다. 47) 이러한 문고 출판은 독서 대 

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쩌 

π년도에 ‘중앙도서 전시관’에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72， 73년 2년 동 

안의 서적 판매 경향이 소설류 36%, 비소설류 'lJ%, 문고 36%인데 반해 74 

년 이후에는 소설류 18%, 비소설류 껑%， 문고 fff/o로 나타났다. 평.7.}들은 

독자의 관심이 특별히 문고본에 쏠리는 까닭을 책값 인상과 결부시켰다. 

78년도 당시 대부분 잭값이 l)-~% 인상되었지만 독자들의 외연을 받을 

것을 염려한 출판업자들은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래서 문고본 

만큼은 꾸준히 판매되었다. 특히 깨년대 말에 이르면 대규모 출판사들뿐 

만 아니라 군소 출판사들도 상당수 문고 경쟁에 뛰어 들어 그야말로 문고 

판 경쟁 시대이기도 했다49) 

47) ζ퍼년 출판계>( <( ' 1 ' 싸 11 ‘써 ~. 1975.1.15) 
48) <독서대중화의 길잡이 문고 붐>(<( '1 ’싸 1 1 해~， 1976.5.3) 
49) <독서 판매량의 fJJl/o륜 차지>( <( '1' 싸 11 뻐~. 197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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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작의 영화화와 문예붐 

....... .. ~ ... .,c.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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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J <작가들은 이렇게 
온다 ‘문학ξ품의 영호|화 문제> ， 

《中央日報~， 1975.2.19) 

깨년대 중반기는 문예 영화가 인기 절정이었 

다. 이전 74년 초에도 영화 ‘밸들의 고향(최인 

호 원착 · 이장호 감똑)이 기콤적인 흥행을 몰 

고 왔었고 이러한 문학작품의 영화화 붐은 75 

년에 접어뜰면서 절정을 이루어 당시 촬영을 

끝냈거나 촬영， 흑은 기획 중인 영화만도 20편 

에 달õ}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Õ()) 문예삭 

품의 영화화 붐과 함께 영화사가 출판사를 겸 

하는 현상쓸 보이기도 했다':5 ] 1 문공부에 동품 

된 147R 영화사 가운데 출판에 본격 적으로 뛰 

어 든 영화사는 한진흥업， 자성사， 태창흥업 능 

3개사였고 그밖에 5~6개 사가 춤판사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등 영화사 

들의 출판엽 진출이 활발했다.，:'521 영화사들의 출판 사업은 각 영화사가 수 

입 외화의 사전 PR로 번역 출판물에 손을 댄 게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50) 그 여l~c ‘어제 내린 비’(최얀호 원작 · 이장호 감독)외 -영자의 전성시대.， (조선작 · 
원작 · 김호선 감독)이 상영 증이었고 찬영， 기획 강인 작품은 냐락조J김동피)， ~서 

울의 :.<1봉 1같~， 숲어l간 그대 향7t(이상 강신재)， "심표 가는 길ι 장사의 끔l (이 

상 황석영)‘ =조선 총독부.! (유주현) ~고쇄(정한숙) ['북간도안시영)， 젠인늙(송 

숙영)， r바보단의 행진~(최인호) 11 등이었다(<작가닫은 이랭게 본다 l문학작쥔으l 영 

화화 문세> (~'I' 싸 11 ‘:Ii::!> ， 1엔5.2.19) 
51l 이와 비교해 70년대 맏에는 출판사륜 경영뺨f 시인 · 소섣71등 랜l둡도 부쩍 

늙어났다 당시 촬펜티 자영하는 문인은 40여멍이었다 이듣 문인뚫~- 분석해봐 

면 소션가 10여명， 시인 20여밤 문학평콘가 15명 능으로 나타났다 예플 듀면 -창작 

과 비평.1 ( 당시 발행인은 평판가 백악청) r문학사싱J평폰가 이어령씨의 백씨 이휘 

덴)， ’수띔분학J수펠가 김승우)， T시문학n(시인 문덕수)， :심상 (평돈가 박똥규) .'도 

( ~: 'Il 씨 1 1 싸::!>， <출판사 경영하쓴 문인이 늪였다>， 1여9.9.5) 

52) <영화사서 출판사 겸업붕>(~ 1 1 1 싸 11 써 :;" ， 19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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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인구가 늘어나 잭이 잘 팔리자 독립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영세한 

출판업자에 비해 영화사를 배경으로 한 이들 출판사는 든든한 자본이 뒷 

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출판계에는 하나의 위협 요소이기도 했 

다53) 당대 평지들은 문예영화의 붐을 일으킨 주요인으로 일본의 영향을 

들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독서경향은 책의 내용이 역사에 관한 것이건 

문학 작품이건 간에 영화화하거나 TV 극화하여 히트할 경우 베스트셀러 

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펴) 

문예영화의 여파는 π년 후반기에도 이어져 외화의 원작소설을 번역한 

단행본들이 국내에서 출판돼 영화 못지않게 읽혔고， 국내 어느 작가의 소 

설보다 큰 인기를 얻어되) 몇몇 권은 l00.CXXl권 션을 넘어선 판매 기록을 

보이기도 했다:56) <외화의 원2인남설이 잘 팔린다>( <t:中央 日報~， lW8.11.정) 

에서는 그 인기의 원인을 φ 독서인구의 증가 @ 순애 · 모험 · 폭력 등 

소재의 다양성，(3) 국내 창작물보다 저렴한 가격 @ 재미 등으로 꼽았다. 

당시 우리나라 독챔이 m세 안팎의 여성들에 편중되어 있는데 반해 이 

런 류의 독자들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이 특정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물 

론 대학생 · 직장인들까지 즐겨 잭을 찾는다는 것이 서점가의 분석이었다.'57) 

53) 본격적인 출판 「룹」을 임으컨 회사는 75년 2월에 등록한 한진흥엽 당초 『로카1，뻐 

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λ111 ， .뿌리1，대부』 등 주로 영화관계 서적을 번역 · 출판해 

왔으나 당시에는 문학 · 아동 · 사전류 등으로 범위릎 넓히면서 40여 편플 간행， 일 
반 출판사에 못지않은 섣적을 보였다.(<작가들은 이렇게 본다 ‘문학작품의 영화화 

문제>， <{'I' 싸 11 해P， 1975.2.19) 
54) 열본에서 원작파 영%에 결합한 경우 베스트셀러로 부상하는 경우는 전후부터 나 
타난 현^J이기도 했다 〈영화나 TV극화한 책이 일본선 베스트 · 셀러가 된다>(<{'I' 

싸 11 냄P， 1977.12.6) 
55) <외화의 원작소설이 잘 팔린다>(<{ljl 씨 11 해P， 1978.11.25) 
56) 당시까지 출간된 소섣로는 『스타탄생~，선 · 샤인~，라브 · 스트리~，조이~，뻐꾸 

가 둥지 위로 날아간 새J，오맨.1，조스.1，대부1，디프1，토요열 밤의 열기」 등 

40여종이었고 대부분 영화로도 국내에 소개된 작품둘이었다(<영화나 TV극화한 잭 

이 열본선 베스트· 셀러가 된다>， <{'I' 써 11 해p， l암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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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깨년대 중후반기 일반 독서경향에 대승배 /살펴보았다. 여러 

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당대인의 독서경횡t을 살펄 

수 있었는데， 특별히 특징적인 현상은 문고붐과 문예영화의 출판물 등이 

유행했다는 점이다. 

2. 학생 독서 실태 

(1) 아동58)의 독서 실태 

1978년도 1월 문교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도서관 수는 쨌개소 

로 전체 중학교 1，ffi'3개교의 47%, 고등학교 도서관 수는 전체 학교 1,2m 

개교의 73%선이었다. 당시 ‘도서관법’에서는 중고등 학교에 도서실 또눈 

도서곤f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학교시설기준령’에서는 학교도서 

관의 장서 수를 학급(정원 00명)당 중학교 %권 이상， 고교 %권 이상될 

확보토록 하고 좌석 수는 힘L급당 중등학교 3석 이상， 고등학교 5석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학교 도서관의 장서 수는 중학교의 경우 

3，307，024권으로 학생 1인당 1，5권， 고등학교는 잃5，7255권으로 학생 1인당 

2，7권 수준이었고 도서관의 좌석 수는 중학교가 74，673개로 학생 28명당 

좌석 1개꼴이며 고등학교는 85，쨌개로 학생 12명당 좌석 1개꼴이었다. 보 

다시피 장서 수나 좌석 수 모두 ‘학교시설기준령’이 정한 기준에 비해 부 

족한 실정이었다.59) 문교부에서는- 학교에 모자라는 도서 시섣을 보완키 

57) <외화의 원작소설이 찰 팔린다>(~이 l씨 11 해::Þ， 1978.1l.25) 
58) 본고에서는 특별히 수준벨 독서경향을 샅피는데 있어 아동·중고생 • 대학생 등으 
로 층위름 두고 삼폈다 아동은 초능학생보다 범주가 넓은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초능학생 중심의 논의이되 아동 전반적인 독서경향을 함께 살피는 것음 염두에 두 

었기에 ‘아동독서’라 쓰고 있다 

59) <교섣 증축 급해 도서관 건램은 뒷전>(~이 1싸 11I↑i:?，. 1인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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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유휴 교설을 도서실로 활용토록 지시하였으나 교실난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설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는 형편이라 도서 시설 

확충도 어려운 형편이었다삐 

또한 〈교살 증축 급해 도서관 건립은 뒷전>(<中央 日 報/>， 1978.1.31) 

에서는 아동 문학의 경호t을 서점 현황에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서가에 즐 

비한 대형 전집들은 대부분이 세계 명작물틀이라고 밝혔다.78년도의 아 

동 도서 출판 상황을 보면 총 발행 종수 918종 가운데 아동 문학 계열이 

92%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깨%가 외국 작품의 번역물이었다. 당시 국내 

이동 문학 작가의 저작 활동은 극히 저조한 현상을 보였는데， 문인협회에 

등록된 1ED명의 아동문학가 가운데 작가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10명 이 

내에 불과했다. π년도에 아동 작가들이 출판한 책은 동화 18종， 동시 정 

종， 기타 13종으로 모두 54종이라고 밝혀져 있기도 하다. 1년간 출판물이 

10，(XX}종을 넘는 당대 상황에서 댐종6])이라는 수치는 아동문학계의 취약 

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 독서실태는 학생툴 스스로 어떤 책을 애독하는가도 중요 

하지만 어떤 책이 양서로 추천되고 있었는가도 주시할 펼요가 있다. 저학 

년일수록 학생들 스스로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 부모， 흑은 학교나 교육 

단체에서 선택 · 지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주로 선정된 

도서를 보면 다음과같다 

당시 도서 선정에 관한 신문 자료 〈어린이와 독서>(<中央日報/>， 

1976.5.6)에서는，(1) 물질이 풍성한 이야기열 것 @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 

일 것 @ 소속감이 확실할 것 @ 성취에 관한 의욕을 돋워줄 것 @ 변화 

가 풍부할 것 @ 많은 것을 알려줄 것 @ 아름다움과 절서가 담겨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첫째， 내용과 장 

60) <교섣 증축 급해 도서관 건립은 뒷전>(~II'~시 11 태::ì>， 1978.1퍼) 

61) <교실 증축 급해 도서관 건립은 뒷전>(~lll써 11 뻐::ì>， 197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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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삽화에 이르기까지 모방이나 중역 안일한 가획은 없어야 할 것(독자 

성)， 둘째， 활극이나 감상물 등 어린이의 본능적 흥미보다 문흑L이나 지식 

에 대한 갚은 흥미를 깨우치게 할 것(재미)， 셋째， 이해 • 감동 · 비판하는 

사고력을 길러줄 것， 넷째， 지식을 전하면서도 문학적으로 아름다울 껏， 

다섯째， 장정과 삽화에 있어서도 간결하며 확설하고 아뜸다워야 할 것 등 

이 제시되었다 

〈어린이에게 볼만한 책을>(~中央日報>> 1979.5.5) 에서는 연령별 권장 

도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붕배 교수는 4세에서 15세까지를 9 

단계로 나누는 얀을 제시했다. 

(5) ‘옛 이야기기(4~8세) ‘우화기(6~1O세) ‘동화기(8~12세) ‘이야깃 

거리기(1O~13세) ‘전기기(10~15세) ‘생활물기01'-17세) ‘문학기02 

~17세) ‘사색가(l4~l7) ‘비평가(15~17세) 등 지능의 성장에 맞게 

잭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볼만한 잭을>(<(中央 n 報>>， 1979.5.5) 

실제 선정된 도서를 살펴보면 먼저 1975년 〈여름방학 보람있게(5)무슨 

책을 어떻게 읽힐까>(~中央日報>>， 1975.8.4)에 게재된 ‘한국자유교육첩 

회’의 초등학교 도서 선정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 책닫은 1ffiS년도부터 

계속해서 권장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6) ‘3학년 『박씨전el，피노카오~，흥부전;]，심청전01，홍길동전J，삼국 

사기이야기~，그림 없는 그림잭이솜이야기~，한국동화집~.하이디」 

‘4학년 『삼국사기이야기~ ，삼국유사이야기J，피노키오J)，사랑의 꽉 

교 D，이솜이야기~ ，백사이항복，J，아라비언 · 나이프Jl，어린이해동명 

장전J，강감찬εhr-d! U"퀴리부인동명성왕한국동화선집J ‘5학년 

『삼국사기이야기 :1 r삼국유사이야기남궁억전불교셜화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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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신화J，겨레의 발자취~，율곡선생과 신사임당.~，임진록~，어 

린이 해동명장전~，구약이o찌~~학년 『홍길동전~，섬정전~，삼국 

사기 이야기~，신곡이야기~，임진록~，논어이야기~ ，피노키오~，남 

궁억전~，신약이야기~ ，불교설화.~，보물선~，이순신징L군~，동국병감 

이야기~，동물의 세계』 

〈여름방학 보람있게(5)무슨책을 어떻게 읽힐까>(~中央 H 報)>， 1975.8.4 

한편 중앙일보 • 동양방송 4회， 5회 중앙독서 감상문 모집의 선정 도서 

는 아동문학가 윤석중 추천으로서 아래와 같은 목록을 보인다. 

(7) ‘『성웅의 길~ (계림문고편집위원회 · 계림출판사)‘『심청전~(이탄 · 계 

림출판사)‘『사랑의 집~(자퍼/박목월 · 계몽사)‘『벚나는 쌍별~(흥은 

표 · 계몽새‘『어린 사슴이야기~(롤링죄신중신 옮김 · 국민서관)‘『이 

황/이이/정약용/김정호~<송영 · 국민서간〉‘『원효대사/김유신~(민병 

산 · 김문기 · 금성출판새‘『사랑의 요정/기타J(조르지 · 상E이원수 · 

금성출판사)‘『열두달 이야기~(신지식 · 일지사)‘『옛날에 옛날에4~(유 

네스코 아시아문화 센터/황동규 옮김 · 일지사) 

〈국민학교부>(~中央 터 報)>， 1977.7.20) 

(8) ‘『사랑의 학교(쿠오레).J(아미치쇠계럼문고편집위원회 · 계림출판새 

‘『에디슨~(계럼문고편집위원회 · 계림출판사) ‘『안중근 · 김좌진 · 유 

관순 · 윤봉길~(강준영 · 국민서관)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린드그 

렌백시종· 국민서관) ..... ~소공Ab(유문동/동아출판사) ‘『효행의 거울 

(학생편)~(송병회동아출판새 ‘~6학년 O반 아이들J(오영민어문각) 

‘『알프스의 푸른 깃발~(얄몬/윤동원 · 어문각) ..... ~난중일기~(박경용/ 

예림당) ..... r눈이 큰 ö}이~(박목웰예림당) 

〈국민학교부>(~中央 H 짧)>， 19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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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어린이 회관에서도 국민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 

로 79년도 당시 제8회 독서감상문을 포집했는데. 대상도서는 다음과 같다 

(9) Är알프스의 소녀~(요한나 · 스피랴) ‘r영클 톰즈 · 캐빈~ (스토) ‘『별 

들의 메아라~(신지식) 

〈독서감상문 모집 어린이회관 주관〉 

( ~이"자 U 챔::}> ， 1979.3.1 6) 

제시된 선정 도서틀을 보면 대개가 애 

곽， 효행， 지주 정신을 E러내는 위인틀의 

이야기， 용기와 성공담을 다룬 이야기， 동 

화， 션조틀의 숨결을 느낌 수 있는 잭， 따 

뜻한 사람들의 삶을 다푼 이야기， 고전류， 

용기와 개척정선을 드러내는 책 등이다 

특히 위인전이 다수 추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7J <어린이 도서 이대로 〈어린이와 독서>(<(中빗 H報~， 1976.5.6) 
좋은가> . ~中央日報>> . 1977.54) 

에는 한국출판협회의 통계 자료가 제시되 

었는데 이를 통해 아동 독서경향의 또 다른 열면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 

에 의하면 아동도서 총 912종 중 전집물이 763종으로 85%를 차지했다. 당 

시 일반 독서계에 문고붐이 일기 시작했던 점과 달리 아동 도서는 여전히 

전집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 

는데， 우선 가격이 고개高價)였고 각 출판사의 전집 내용들은 비슷비슷 

했다. 내용면에서는 문학 계통이 대부분이었으며(~%) 과학 · 종교 · 음 

악 · 탐험에 관한 것은 드물었다. 또 대부분이 세계 명작으로 우리 동화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판 부수를 잘펴보면 1966년 연 뼈，(fJJ 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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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에는 4，때，CXXl 부로 어린이 책은 1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62) 아 

동 도서 한 권의 평균값은 f!Kl원 일반문학서 878원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 

었다(3 ) 

낀 중고생의 독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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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그림 81 (고교생 독서 거의가 손에 집히는 
대로>(~中央日報~ ， 1979.5.30) 

많이 읽고(깨%l， 그 다음으로 한국 

소설， 수펼 순으로 애독했다 남학 

생들은 약간 차이가 나서 @ 국내 

문학 @ 철학 @ 역사 @ 사회과학 

의 순으로 흥마를 보였다. 

또 다른 기사 〈고교생 독서 거의가 손에 집히는 대로>(~中央日報:?>， 

1979.5.30)는 『월간독서」사의 조사 결과로서 서울 시내 인문계 및 실업계 

고교 고학년 1，뼈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책을 읽는 

이유를 “교%탤 높이기 위해"(62 .6%) “유익하고 필요해서"GÐ%)로 응답 

하고 있어 대부분(&3 .6%)이 건전한 독서관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러나 “어떻게 독서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62) 낭시 아동도서의 출판은 상당한 환기를 띄고 있었다'.71년에 출판문화협회가 76년 

도 종별 발행 부수흘 보띤 아동도서는 총 2，:1lì，axl권으로 일반문학도서(6.m，73J권)， 

사회과학도서 (2짧때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출판했다.(<어린이 도서 이 

대로 좋은가>. ~이 I 싸 11 패>> ， 1띤7.5.4) 

없) <어린이와 독서>(~I I' V~ " 해~， 19J6.5.6) 



372 국어교육연구 제20집 

필요에 따라서"(ffi . 5%)와 “즉흥적으로"(19' 8%) 읽는다는 학생이 많았 

다. 여기에 “베스트셀러"(5.3%)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계획 없이 잭 

을 읽는 경호t을 보인다. 또 장르별 선호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6% 

가 소설이고 다음이 수펄로서 13. 9%를 차지했다， 소섣류와 합치면 71. 

5%나 돼 무거운 잭보다는 가벼운 읽을거리를 택하고 있다. 이를 남녀별 

로 보띤 남학생들이 기장 많이 보는 책은 소설류로가 암도적으로 많고 수 

펼 · 시 등이 이주 낮은 비중으효 나타났다. 여학생틀은 남학생보다는 비 

교적 고른 비율로 기호를 보이고 있었으며， 남자보다 여자 쪽이 잡지와 

만화책을 더 많이 보고 있었다. 

‘어떻게 책을 고르는개에 대한 대탑은 책 광고를 보고 고른다는 학생 

이 전체의 3.5% 밖에 안 되는 데 반해 제목 · 저자 · 내용 · 출판사 등을 

보고 혼자 결정한다는 독립형이 24. 9%, 선생님(18.5%) ， 부모 · 형 • 누나 

(14.6%), 친구(20.7%) ， 기타 권유 · 추천(53' 8%), 신간 안내 · 서평(12 . 1%), 

점원에게 물어서(5.7%) 등으로 나타났다. 책의 조판 빙-법 또는 한자혼용 

에 대한 학생틀의 의견은 ‘한글세대’로서의 편협성을 보이고 있지 앓아 

흥미롭다. 이틀은 가로쓰기(36.1%)， 세로쓰기(32.2%) ， 상관없다~31.7%)에 

고른 의견을 나타냈다. 또 한글 전용을 지지하는 수는 20%에 못 미쳐 예 

상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오히려 한글을 쓰고 그 옆에 한자로 토를 다는 

방식에 대해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책 안 읽는 중고생>( <{中央日報/>， 1979.11.2)을 보면 중고생 

의 독서율은 초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시 문교부 지정 연 

구학교인 서울 행당여중과 서울시교위 지정 연구학교인 서울 영등포고교 

에서 살시한 독서실태 조사결과는 이를 반영한다. 

(10) [행당여중 학부모 2백 명윤 설문 조사 결과] ‘『독서가 학과공부에 방 

해가 된다.~(61%) ‘『꼭 책을 읽어야 한다~(32%) ‘『졸업 후 책을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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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J(7%) [독서지도] .r나쁜 잭을 읽지 못하게 한다~(49%) ‘『간 

섭 안 한다J(정%) ‘『좋은책을 사준다~ (껑%) ‘『잭내용에 대한 감상 

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독서지도를 한다~(3%) [영등포고교 1, 2학년 학 

생 1，염0명 설문 조사 결과]1년간 읽은 잭 ‘1권(8.6%) ‘2~3권(25.3%) 

.4~6권(28.7%) Â7 ~ lO권(14.7%) ‘11권 이상(17.2%) 하루평균 독서시 

간 ‘거의 안 읽는다{40.5%) ‘1시간 이내(39.2%) Âi ~2사간(10.15%) ‘ 

2시간 이상(3.75%) 

〈잭 안 읽는 중고생>(<(中央 日 報::?， 1979.11.2)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지만， 독서율이 저조한 이유는 중고등 학생과 

학부모들 대부분이 독서가 학교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이었다. 학생들의 반수 이상이 책을 l년에 5권도 읽지 않는 형편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숙제나 학과 공부 때문에 열반 교양서적을 손에 잡지 못 

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대학생의 독서 경향 

1970년대 중반기부터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이 다소 바뀌어 갔다. 전대 

까지 번역물 등 외국서적에 집착하던 대학생들이 한국에 관한 책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학가의 서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일례로 〈대학생틀의 독서경향이 바뀌고 있다>( <(中멋 日 報:::'ì>，

1975.7.8)에서는 서울대 · 성대 • 연대 · 고대 · 이화여대 등 시내 5개 대학 

주변의 서점을 대상으로 대학생틀이 많이 찾는 책을 조사한 결과 ‘베스트 

10’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1l φ『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2) u한국사상사l (박종홍) 8)~한국인" (윤 

태림) @)~생의 한가운데.~ (루이제 · 린저) (5) û한국의 λP상~(최한t) tEr，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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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경~ (1/한균인의 신화~ (이어령)한국의 지혜l ( 김덕행) 민족 

지성의 탐구~ (송건호) 때r한국의 민담 ，(임동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뜰의 독서경향이 바뀌고 있다>(~ IIJ 火 I J 해)> ， 1975.7.8) 

‘ 베스트 10’ 가운데 우리 의 고전이나 한낙 

에 관한 것이 7권， 평론집이 2권， 번역붉은 

l권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감은 기사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시 국내외의 한국학 붐과 서 

구사상 중심 교육에 대한 국내 교육계의 반 

성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석했다 뜩히 대학 

생뜰 스스로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국의 

사조를 서슴없이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 

의 것을 보다 갚이 탐구하펴는 진지한 태도 

I그림 91 <대학생들의 독서경흥떼 를 보인다고 밝혔는데 li'힌국사상사」와 『한 
바꾸|고 있다〉 

(~中央日報~ ， 1975.7.8) 국띄 사상」은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뜰어았 

음뜬 학생들의 탐구 정신같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전 시기에는 별로 찾지 않았던 『사서삼경」도 베스트셀러에 들어 있 

으며 Ii'한국인』이 대학가에서 관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 

고있다 

다음으로 〈서울의 대학생들 월 3~5권 책읽어>(<(中央 너 報~， 1S78.10.16) 

에는 월간 『독서」지가 서울 시내 117R 대학 재학생 1，100명을 상대로 실λl 

한 “대학생의 독서 의식” 조사 결과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변 깨년대 

딸 서울 시내 대학생들의 또 다픈 독서경호탤 살펴볼 수 있다. 

(l2) CD 월평균 독서량 3권 이상{5%J 5권(} '7%)， 3 -5권(껑%) (2) 도서구입 

비 용돈의 10 - 2()O/o (3) 독서계획 및 선택방법，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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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획없이 수사로 필요에 따라{많 .3%)@ 도서구입 방법: 서 

평(25%)， 친구나 읽은 사람의 권유(25%)， 광고를 보고 (8.5%) (5)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잭: (국내문학) r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머나먼 쏟바강<1(박영한)， r부초~，해빙기의 아침~(이상 한수산)， 『도 

시의 흉년J(박완서) 

〈서울의 대학생들 월3-5권 잭읽어>(~中央日報::Þ， 1978.10.16) 

위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시내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대개 3~5권 

(72%)이며， 대학생에게 있어서 책 구입은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광고 효 

과가 별로 없디는 것， 신진작가들의 소설에 대한 인기도가 높다는 것 등 

을 확인할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 수준별 독서경향을 살펴보았다. 아동 독서 경향은 주로 

선정 도서를 중심으로 살폈다. 책 선택이 주로 부모틀이나 학교 등에 의 

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여) 이를 보면 교육적 

인 목적인 강한 책들이 주로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고생의 독서 경향 

은 주로 리서치를 통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특징적 

인 것은 설제 이들은 입시와 관련되어 독서율이 가장 낮은 층이라는 점이 

다. 대학생 독서경향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문학 외에 한국학 분야를 

즐겨 얽었다는 점이다. 

N. 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 대중화 운동의 의의 

지금까지 19JO년대 중 · 후반기 독서 대중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64) 실제로 당시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잭은 만화류였다. 그러나부모들은 만화는 

독서류로도 취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읽지 말아야 할 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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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 1) 1970년대 중후반기 독서운동의 %댐 2) Jl970년대 중후반기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고 특별히 일반인파 학생 대상을 구 

별하여 살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독서운동의 양상괴- 공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 현상을 비교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과같다 

첫째， 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운동에서 1) 일반인외 독서운동은 도서 

관과 출판계， 일반 단체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서관의 독서운동은 

1때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국민 독서 인구 개발에 영향을 끼쳤다. 

매년 실시되는 독서주간은 국민 독서 습관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여 국민 독서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애진다. 도서관에서 

는 독서주간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방식으로 국민 개독운통(皆讀運動) 

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깨년대는 출판계의 독서운동도 활발 

했던 시기이다. 서점도 급속도로 증가했고1 서점 자체 내의 독서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2) 학생 독서운동은 주로 도서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대에 주로 아동 중심， 중고생 중심의 독서 

운동이 지배적이었던 데 반해 대학생들의 독서운동이 대학 자체 내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었다. 뻐P년대 요즈음 그 사이 소홀했던 교양교육의 중 

요성이 다시금 논의되고 독서와 토론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70년도 

중반기에 일었던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독서운동의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깨년대 중 • 후반기 독서경향에서 1) 일반 독서경호쁜 통계치 로 

다양한 %땅을 보이고 있어 일일이 정리하기는 어려우내 특별히 문고붐 

과 문예영화화로 인한 문예붐은 주목할 만하다 2) 학생 독서경향에서 아 

동의 경우는 주로 선정 도서 중심으로 살폈다. 책 선택이 주로 부모들이 

나 학교 등의 의해 수동적 o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의 

결과 교육적인 목적인 강한 책들이 주로 읽혀졌다. 중고생의 독서 경향은 

주로 리서치를 통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특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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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설제 이들은 입시와 관련되어 독서율이 가장 낮은 층이라는 점이다 

대학생 독서경향에서는 문학 외에 한국학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참고로 깨년대 학계의 독서교육(읽기교육) 연구 동호판 [표 3]에서 제 

시된 1차 교육과정기부터 3차 교육과정기(1973-1981)까지의 국어교육 관 

련 연구서들에서 살필 수 있다.퍼) [표 3]에 의하면 3차 교육과정기에 출판 

된 국어교육 관련 서적 중 국어교육 열반론 외에 읽기교육(독서교육)의 

건수가 우세하다66) 읽기교육에 대한 관심은 1. 2차에서 거의 보이지 않다 

가 3차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7차 교육과정기인 지금까지 얽기 

분야는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1 차-3차 교육과정기 범주별 권수 

피 .ii!.~까r 교과서 국어 국어 국어지 쓰기 읽기 말하기 문학 매체 
합겨1 t• 51LZ 닙: /교재 교육사 교육론 식교육 교육 교육 듣기 교육 교육 

1자교육과정기 3 0 0 2 7 2 0 0 6 0 20 

2차교육과정기 6 10 0 16 4 4 3 3 0 47 

3차교육과정기 10 9 2 45 4 4 21 0 fJ1 
--'--- 」

얽기 관련의 주요 단행본 내용들을 살펴보면， 독서 지도론과 독서 교육 

방법론을 제시승}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7) 또한 읽기 대상의 문제， 읽기 

일반론， 얽기와 낭독， 읽기와 독해력， 읽기와 쓰기(독서와 독서 감상문 쓰 

기)， 특수 국어교육으로서 언어 치료의 문제， 읽기교육 분야의 번역서 등 

다양한 접근의 단행본틀이 출판되었다.68) 비제도권의 독서운동이 아직도 

65)[표 3]은 윤여탁 외(2(lli)， L국어교육 100년사.1 (2) ， 서울대학교춤판부. p.337 [표 5-49] 
드르 :'>.1- τ1151-
2p J.:.... b 

66) 윤급선(뼈4) ， r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전개%냉~2) 선문파 단행본을 중심 뜨로J，국 

어교육연구』 저'1l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뼈4. 
67) 독서지도 연구회(1975) ， 이정삭(1fJ16) ， 최영복(1977) ， 김병원(1978)， 손정표(lfJ18) ， 김승 

환ü인9) 등. (윤급선(2004) ， 위의 금， p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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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자는 계몽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학술 연구에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독서 방법이 제시되는 단계였다，69) 

지금까지 1970년대 중반기에서 후반기에 이르는 독서 대중화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해 보았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전대 1~년대가 ‘경 제 

안정’이라논 전국가적인 모토 아래 각 분야가 정비되는 시점이었다면 

1970년대는 비교적 안정기로 진입하던 때이며 2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3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던 때이다 국어과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 신엠 특페 

강조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매 또한 연구자들의 얽기교육에 대한 관심 

과 함께 연구서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사회적인 독서운똥 뿐 아니라 학계 

의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음을 의미한다 여기페서 공교육 내의 

독서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회 독서운동과 어떤 영 

향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이는 

차후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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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197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 중 · 후반기를 중심으로 

윤금선 

이 연구는 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 대중화 운동의 OJ상을 고찰하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으혹서 일제 강점기， 건국기.1~년대.1~년대. 1970년대 초기 독서 대중 

화 운동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이러한 열련의 연구의 목적은 시기별 독서 

현상의 변화상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현주소 

를 찾아보려는 데 있다. 제반적인 독서 현상에 대한 분석은 그에 따른 향후 독 

서운동， 즉 독서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여 

겨진다. 본론에서는 첫째.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운동의 양상 둘째. 1970년대 

중 · 후반기 독서경향 등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고， 특별히 일반 독서와 학생독 

서를 구별하여 살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독서운동의 양상과 공교육 내에 

서의 독서교육 현상을 비교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주제어} 독서 대중화 운동， 독서교육.1970년대 중 · 후댄}기， 학생독서， 일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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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tract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 Focus in the middle and the last period in the 1970s 

Yeun, Keum-Sun 

llis r，않얹rch allows purjXJse to investigate as없t of r，얹빼19 pop버때zation 

rmvenffit the middle and the last period in the 1970s. llis is succession research 

t뼈t is Ja맹n-made stre맹th tiræ, 빼r release, the 1ÐJs, the l~s， the 얹rly 

1970s rea빼19 POP띠arization rmverænt res얹rch as current trend of 0뼈llon to 

examine rm:iern reading popularization rmverænt. 

Such series research purjXJse that [1얹마19 phenorænon analyzing compariSOI1, is 

to find reading exercise and present address of reading 따ucation. All sorts correc‘t 

judgnmt about reading phenorænon accordingly hL'I'eaf!er rm마19 rmverrent, 

foundation that unfold reading education rmre effectively. 
In main discourse first, investigated, and distinguish student 0비ect from 

ordinarγ 야ople s뼈ally and obseπed class벼mg roug비y by readers ’ interest etc‘ 

까llS is in intention to compare rea마19 education phenorænon in aspect and public 

따ucation of society general reading rmverrent 

The 1970s, tectonics surprised society, economy, politics, and it is society 

structural problem, tiræ that various kinds c뼈nge by t비s 뼈ins to ha야:en by 

industrialization. In the meantin"ì2, illiteracy rate dr，야m rapidly by active 뼈맹비 

educa디on of govemrænt after release, and the 1970s is tiræ that writers and 

readers was changed generation as ‘뻐때버 generation’ Class of readers was 

magnified with haste 뺑ree on the basis of this. Also, this tiræ is corresponded to 

the third course of study and book of connection to r，얹따19 was published much. 

[Key WordsJ r，얹따19 pop버arization rmverænt, 없이ng education, the middle and 

the last period 1970’s, student reading, 0따narγ peopl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