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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국의 독서운동은 1993년부터 청소년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독서교육활동’으로 시작되고, 2006년부터 

정부 차원의 ‘ 민독서활동’으로 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서운동 해외사례 조사의 하나로 국의 독서운동에 

한 조사  분석을 목 으로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방법  메타스터디 방법으로 진행하 다. 독서 황과 

련하여 국인의 독서 이유와 독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독서율과 독서량을 살피고, 독서운동 황으로 

‘ 민독서활동’의 배경과 운 방식  주요 활동에 하여 조사하 다. 국 독서운동의 특징과 문제 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독서운동을 하여 1) 국가차원의 독서운동 개, 2) 공통 주제를 통한 집  독서 

운동, 3) 자기교육과 인성개발을 한 청소년 독서교육을 제언하 다.

ABSTRACT

China’s reading campaign has started as part of youth education since 1993 and also has 

been conducted as government-level ‘national reading activities’ since 2006.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d China’s reading campaign as part of overseas case study 

of reading campaign,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internet survey method as well as meta 

study. As regard reading status, Chinese people’s reasons to read or not to read books plus 

reading rate and reading amount were reviewed and the background, operation style and major 

activities of ‘national reading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hina’s reading campaign were reviewed and 1) national level reading campaign, 2) intensive 

reading campaign through common subject and 3) youth reading education for self-education 

and character development were put forth for the betterment of reading campaig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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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세계 인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

스 카(Nicholas Carr)는 술서 생각하지 않

는 사람들(2011) 과 유리 감옥: 생각을 통제

하는 거 한 힘(2014) 에서 생각과 독서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에 개최된 IFLA

의 WLIC는 국가  차원의 독서운동이 도서

과 독서를 한 강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하나

의 의제로 진행하 다. 디지털시 의 이러한 

사회  상의 의미는 독서는 단지 문자를 읽

는 것 이상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며, 

독서는 더 이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일 것이다.

각국은 국민들의 독서습  형성과 독서의 생

활화를 하여 다양한 독서운동과 독서의 해 지

정 등을 운 하고 있다. 국의 ‘북스타트’와 미

국의 ‘한 책 한 도시’ 등과 같은 독서운동과 국

(1998년과 2008년), 일본(2010년), 호주(2012년), 

국(2014년) 등에서 실시한 독서의 해 지정 등

이 표 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60-70년 에 

정부의 지도 아래 범국민 으로 ‘책 읽기 운동’

을 개하 으며, 2008년 ‘책 읽기, 정부가 나

선다’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 부의 독서문

화진흥운동과 2012년 독서의 해 지정 등의 사업

을 추진하 다. 국의 경우 교육사업의 하나로 

1993년부터 국부녀자연합회 주최로 ‘청소년

독서교육’을 추진하 으며, 2006년부터 정부 주

도로 통합  독서운동인 ‘ 민독서활동’을 개

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독서운동은 시민의 독

서생활과 가정독서활동  평생학습이라는 독

서문화 형성을 하여 극 으로 운 되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의 독서운동에 한 

연구를 목 으로 독서 황과 ‘청소년독서교육

활동’에 이어 ‘ 민독서활동’으로 개하고 있

는 독서운동 황에 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외사례의 하나로서 국의 독서운동에 한 

이해 증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제한

이 연구는 해외 독서운동 사례조사의 하나로 

국의 독서와 독서운동의 황에 한 조사  

분석을 목 으로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방법 

 메타스터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의 독서 황 조사는 국출 사이

트(中国出版网)에서 조사  공개하는 ‘ 국국

민독서조사(全国国民阅读 查)’의 공식 데이

터를 참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독서 황 조

사의 내용과 제한 은 다음과 같다.

1) 국의 독서 황 조사는 1999년부터 2011

년까지를 연구의 범 로 진행하며, 독서하는 이

유와 독서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

다. 다만 기의 1999년, 2001년, 2003년과 최근

의 2008년과 2011년(2013년 발표)의 공개 데

이터를 상으로 독서 황을 조사하여 종합

인 분석에는 제한이 있겠다.

2) 독서율과 독서량 조사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를 연구의 범 로 진행하며, 성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일부 자책 독서량도 조

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조사 상과 내용에 

한 공개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아 일률 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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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는 제한이 있겠다.

둘째, 국의 독서운동 황 조사는 1993년

부터 2015년 재까지를 연구의 범 로 진행하

며, ‘청소년애국주의독서교육활동(靑 年愛國主

義讀書教育活动, 일명 청소년독서교육활동)’과 

‘ 민독서교육활동(全民阅读教育活动 는 全

民阅读活动, 일명 민독서활동)’을 연구 상

으로 한다. 구체 인 황 조사는 민독서활동

조직 조부(全民阅读活动组织协 办公室)

에서 공개한 2008년과 2009년의 보고서 외에 

련 문헌과 웹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며, 독

서운동의 배경과 운 방식  주요 활동에 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국의 독서운동 연구에 한 배경으로 국내

외와 국에서 이루어진 독서운동 련 선행연

구와 국과 미국  일본의 독서운동에 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선행연구

국내와 국외  국으로 구분하여 독서운동

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

외의 독서운동과 련하여 Panozzo(2002)는 

국의 신 인 독서운동 ‘북 스타트’를 소개하

며 호주의 ‘Moreland Reading Project’에 하

여 고찰하고 있다. 2008년 캐나다 퀘백에서 진행

된 IFLA의 WLIC(World Library and Infor- 

mation Congress)에서 국가  차원의 독서운동

이 도서 과 독서를 한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하나의 의제로 진행하 으며, 호주와 네

덜란드의 사례가 연구 발표되었다. Pyper(2010)

는 국가의 독서 책략에 하여 주시하며, 련 

원칙 외에 모든 독자와 연령에게 근되어야 성

공 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석(2004, 2005)은 

북스타트 운동 등 다양한 국의 독서진흥운동

에 하여 고찰하 으며, 윤정옥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 한 다양한 연구 외에 

미국의 국립 술지원기 이 지원하는 지역사

회 독서운동인 ‘TBR(The Big Read)’의 특성

을 살폈다(2009). 

국내의 독서운동과 련하여 조찬식(2013)은 

‘2012 독서의 해’ 로그램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북구에서 실시된 독서운동인 ‘원 북, 성북’ 

독서운동 사례를 연구하 다. 김명순(2012)은 

근래의 표 인 학교 독서운동으로 독서인증

제와 아침독서운동  독서토론를 살폈다. 한편, 

채 송(2014)은 1960년 와 1970년 에 발생

한 우리나라의 범국민  활동이었던 독서 운동

에 사용된 책을 정리하고 그 목록이 주는 시사와 

한계 을 고찰하 으며, 서창호(2008)는 1993

년 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 , 교육

계, 출 계, 독서 련 민간단체, 기업  언론계 

등 주체별로 구분하여 각 독서운동의 사례들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 다.

국의 경우 근래 들어 독서운동과 련하여 

아동을 상으로 하는 독서홍보운동 련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章亦倩(2008)은 아

동 독서홍보 운동으로 도서 의 다양한 역할을 

연구하 으며, 孙勤(2014)은 가정과 학교  지

역사회의 역할을 살피고, 아동 독서홍보와 련

하여 공공도서 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책임

을 고찰하 다. 王素芳 등(2013)은 도서 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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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서 홍보활동 평가에 한 문제 을 살피고, 

평가지표 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한편 张蓉과 王玲(2014)은 총칭시소년아동

도서 (重庆 年儿童图书馆)의 아동 상 경

독서 홍보활동의 실제를 바탕으로 도서 의 

아동 경 독서 홍보활동 의 과정과 방식  

요 효용에 하여 고찰하 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와 국에서 독서운동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

으로 독서문화진흥을 한 새로운 독서 로그

램 소개와 기존 독서운동의 사례 분석 외에 독

서홍보운동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독서운동

독서운동과 독서문화진흥을 한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독서운동을 개하여 왔다. 

우선 국의 경우 1990년  들어 으로 다

양한 독서운동을 개하 다. 표 으로 1992

년부터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

록 유도하기 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

어 주는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었다. 한 

1924년에 출 유통업 종사자들이 독서를 장려

하기 하여 창설한 단체인 북트러스트(Book 

Trust)의 ‘책 나눠 주기(Bookgifting) 로젝

트’가 있다. 이는 자선단체이지만 출 사는 책

을 기증하고 앙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산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학교와 도서 은 책의 

배포를 담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업 로

젝트이다. ‘여름 독서챌린지(Summer Reading 

Challenge)’는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운

동 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약 97%의 공공도

서 이 이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도

서 들은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동안 장서 에

서 6권 이상을 읽도록 장려하고 이를 완수한 어

린이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등학교에서 학생들

에게 독서를 여가로서 즐기는 문화를 장려하기 

해 새로 시행된 ‘북버즈(Bookbuzz)’ 로젝

트와 비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책 한 

권과 학부모를 한 독서지도 책자를 무료로 

나 어 주는 ‘북타임(Booktime) 로젝트’ 그

리고 재는 북트러스트가 국 으로 그 운

을 책임지고 있는 입양아들을 한 ‘우편함클럽

(Letterbox Club)’ 등의 다양한 독서운동을 운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시애틀에서 시작한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 운동이 

있다. 많은 도시  시카고에서 2001년부터 도

서 과 함께 실시한 ‘하나의 책, 하나의 시카고’

라는 지역 독서운동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

다. 당시 시카고 공공도서 은 시민과 함께 읽을 

책으로 앵무새 죽이기 라는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을 선정하고 리차드 데일리(Richard J. 

Daley) 시장이 직  시민 참여를 호소하면서 

부분의 시민이 독서열풍에 빠지게 되었다. 시카

고도서선정 원회는 ‘시민이 매일 하는 보편

인 문제를 반 한다’는 기  아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여 그 기 에 따른 한 책을 

선정하고 그 책을 통하여 공통의 화제를 찾아내

고 도시가 지닌 공통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로 만들어 특징 인 독서문화

를 이루어 냈다. 

일본의 경우 표 으로 ‘아침독서운동’이 있

다. 최 로 아침독서운동을 실시한 학교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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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츠시카구에 치한 가미히라이 등학교이

며, 이후 ․ ․고등학교에서 독서습 을 기

르기 해 1교시 시작  10-15분 정도 책 읽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는 1970년 부터 학교별 는 담임교사별로 

각지에서 개별 으로 행해져 오다가 1988년 치

바의 고등학교 교사 2명의 활약으로 국 인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네 가지 원칙(① 

모두 함께 읽자, ② 매일 읽자, ③ 좋아하는 책

이면 된다, ④ 읽기만 하자)을 기본으로 개

해온 이 운동은 독서 습 의 정착, 학생 독서량 

증진  독서시간 확보라는 성공  독서운동이 

되었다.

세계의 독서운동 시작의 배경은 독서습  

는 독서문화의 형성 등 다양하다. 그러나 오

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등의 출  등 

디지털 정보사회로의 변화로 독서에 한 국

민의 심이 조 씩 어들자 독서에 한 

심을 불러일으키기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운동이 재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국 독서와 독서운동의 황

국의 독서 황으로 국인의 독서 이유와

과 독서율  독서량을 살피고, 독서운동 황

으로 배경과 운 방식  주요 활동에 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3.1 독서 황

국의 독서에 한 사회  상 조사는 국

뉴스출 연구원(中国新闻出版研究院)에 의하

여 ‘ 국국민독서조사(全国国民阅读 查)’로 이

루어지며, 국출 사이트에 공개된다. 독서 이

유의 경우 1999년부터 이루어진 조사  1999년, 

2001년, 2003년, 2008년, 2011년의 데이터가 공

개되어 있으며, 독서율과 독서량의 경우 재까

지 11회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  2004년과 2006

년  2008-14년의 조사가 공개되어 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국인의 독서 이유와 

독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독서율  독서량은 다음과 같다.

3.1.1 국인의 독서 이유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13년 동안 조사된 

국인의 독서 이유와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를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1)

<표 1>, <표 2>와 같이 1999년부터 2011년까

지의 다섯 번의 독서 이유 조사에 따르면 국

인의 독서 이유는 지식과 견문 넓히기, 취미생

활과 오락  소일거리 그리고 수양 쌓기가 주

된 이유라면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 으로 

시간이 없거나 습 이 되지 않아서 는 독서가 

곤란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체 으로 불완

한 통계이나 4.6%의 국인이 독서습 을 가지

고 있는 반면 21.65%의 국인은 독서습 이 

되지 않아 독서하고 있지 않았다. 한 1999년 

이래 꾸 히 독서습 을 이유로 독서하지 않는 

 1) 1999년, 2001년, 2003년의 독서 황은 “我国国民的读书状况及其变化”  표 6-1-1과 6-4-1  6-4-2를 참고하

으며, 2008년과 2011년의 독서 황은 全国国民阅读 查报告 를 참고하 다. 조사에 한 회답은 복수응답으

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해의 편의를 하여 조사항목을 2011년의 순 별로 재편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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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목 1999년(%) 2001년(%) 2003년(%) 2008년(%) 2011년(%)

지식과 견문 넓히기 48.4 40.9 37.0 58 61.2

취미생활 17.6 14.0 16.9 41.6 42.9

오락, 소일 17.5 10.2 15.6 45.5 39.5

수양 쌓기 24.6 19.1 22.0 30.8

실용 기술의 습득 20.4 21.1 13.5 30.1

업무상 필요 15.9 13.4 15.5 26.4

타인과의 커뮤니 이션 5.1 7.0 4.8 19.5

시험 비 2.1 2.3 4.8

습 4.0 5.3 4.4

기타 0.5 0.1 0.4 0.8

<표 1> 국인이 독서하는 이유

독서하지 않는 이유 1999년(%) 2001년(%) 2003년(%) 2011년(%)

시간이 없어서 37.8 41.4 50.6 42.9

습 이 되지 않아서 20.8 17.6 14.5 33.7

독서가 곤란해서 23.6 19.5 14.9 12.2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5.6 1.1 3.0 10.5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2.6 4.5 6.6 10.1

독서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0.5 0.5 0.3 3.4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4.7 5.0 4.7 2.9

기타( 이 나빠서 등) 2.7 10.0 3.6

독서는 쓸모없는 일이라서 1.7 0.5 2.0 2.9

<표 2> 국인이 독서하지 않는 이유

국인은 감소하다가 근래 들어 폭 늘어나고 

있으며, 독서하는 이유로 2011년의 경우 습 의 

항목이 빠지고 습 이 되지 않아 독서하지 않는 

이유가 높아진 것은 독서습 의 형성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종합 으로 

국인의 독서 이유는 일부 들고나기가 있으나 

표 인 이유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1.2 국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국의 연평균 독서율과 독서량에 하여 성

인과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

선 국 성인의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평

균 독서율과 독서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의 

경우 2003년 48.6%이며, 2013년 57.3%로 11년

간 8.7% 상승했다.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2007

년은 4.58권이며, 2013년은 4.77권으로 6년간 

0.19권 증가했다. 이는 지속 으로 독서율과 독

서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편, 인터넷을 포함한 자책의 독서량은 

2011년 1.42권에서 2012년에 2.35권으로 0.93

권 증가하 으며, 2013년에는 2.48권으로 0.13

권 증가하 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책 

독서량은 각 년간 0,07권과 0.13권으로 2년간 

1.06권 증가한 것에 반해 종이책의 독서량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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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독서율(%) 독서량(권) 자책 독서량(권)

년도 2003 2007 2008 2013 2007 2008 2013 2011 2012 2013

내용 48.6 48.8 49.3 57.3 4.58 4.72 4.77 1.42 2.35 2.48

<표 3> 국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간에 0.19권 증가한 것은 자책의 독서량이 다

소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국

출 연구원(2013)은 망하고 있다. 

한편, 2008년 6차 조사부터 2013년 11차 조

사된 공개 데이터에 근거한 국 미성년자의 

각 연령별 독서율과 독서량은 <표 4>와 같다.

<표 4>와 같이 가장 최근의 황인 2013년을 

살펴보면 0-17세 미성년자의 독서율은 76.1%이

며, 평균 독서량은 6.97권이다. 2008년의 독서율 

81.4%보다는 하락하 고, 2010년 독서량 7.77권

보다는 증가하여 각 연령별의 독서율과 독서량

의 변동이 일률 이지 않음을 보여 다.

구체 으로 2013년 0-8세 유아의 독서율은 

66%이며, 9-13세 어린의의 독서율은 93.5%, 14-17

세 청소년의 독서율은 79.1%이다. 이는 2012년

도의 64.5%, 96.5%, 80.5%보다 각각 1.5% 상

승하 거나 3.0%와 1.4% 하락한 것으로 ․

․고 학생의 독서율이 다소 하락하 음을 보

여 다. 그러나 2008년도의 독서율을 보면 7.23%, 

9.35%, 7.0%와 같이 다른 연령 보다 유아는 

6.3% 하락하 고, 청소년은 변동이 없거나 0.1% 

증가하 다. 즉, 유아의 연평균 독서율은 낮아지

고, 청소년의 연평균 독서율은 크게 변화가 없음

을 보여 다.

종합 으로 국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의 독서율과 독

서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성인과 청소

년의 평균 독서율은 66.7%이며 평균 독서량은 

5.87권이다.

3.2 독서운동 황

국의 독서운동의 배경과 운 방식  주요 

활동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독서운동의 배경

1989년 앙수(江 )에서 지방의 독서운동

으로 독서교육활동이 시작되었으나 국의 실

제 인 독서운동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993년 국부녀자연합회에서 독

서를 통하여 지덕체미를 갖춘 새로운 인격체로 

교육할 수 있음에 주시하면서 교육사업의 하나

 내용 

연령

독서율(%) 독서량(권)

2008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0-8세 72.3 75.2 74.3 64.5 66 5.40 4.78 3.85 5.25

9-13세 93.5 93.5 92.1 96.5 93.5 7.24 6.32 6.04 8.26

14-17세 79.0 81.0 83.0 80.5 79.1 10.68 9.99 7.96 8.97

0-17세 81.4 82.7 83.1 83.1 76.1 7.77 7.03 5.95 6.97

<표 4> 국 미성년자의 연령별 독서율과 독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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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청소년독서교육을 추천하 다. 이에 국

공산당 앙선 부(일명 선부(中宣部)), 

앙정신문명건설지도 원회부서(일명 앙문명부

(中央文明办)), 교육부, 뉴스출 본부(新闻出

版总署), 국 공 (中国关工委) 등과 같은 정

부기 에서 극 으로 참여  지지하면서 ‘애

국주의 교육’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독서교육활

동이 시작되었다.

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국민의 소질 제고

를 한 기  사업이자 청소년의 이상, 신념, 인

생 , 가치  확립을 한 교육사업이다. 1994년 

8월 23일 선부의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爱

国主义教育实施纲要)’ 발표 이후 ․ ․고 

학생의 애국주의교육을 한 요 실천 방안으

로 100종의 애국주의 교육도서 추천과 함께 

국 독서운동을 개하게 되었다.

청소년독서교육활동은 기에는 일부 성(省)

과 시 등에서 추진하여오다가 2005년에는 국 

20여개 성과 자치구 등이 참여하 다. 이후 2006

년 정부 주도로 ‘ 민독서활동’이 운 되면서 청

소년독서교육활동은 주요 활동의 하나가 되었

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 으로 매년 개

최하고 있으며, 재 31개 모든 성 등에서 참여하

고 있다. 

3.2.2 독서운동의 운 방식

국의 민독서활동의 운 방식은 정부의 주

, 시기별 추진과정, 주제의 선정, 필독서의 집

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주

국의 민독서활동은 2006년부터 정부주

으로 선부와 뉴스출 사총서가 연합으로 추진

통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2009년의 각 주  

정부기 과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문화부, 교육부, 국노동총연

합회, 청년단 앙 원회, 군   국부녀자연

정부기 활동내용

문화부

∙부속의 국도서 학회, 각지의 도서 학회와 도서 에서 다양한 독서활동 개 

∙ 국도서 학회는 2009년을 ‘ 국소년아동독서의 해’로 정하고 ‘독서하며 함께 성장하자’를 주제로 활동 

∙ 국도서 학회와 분회의 소아과학도서보 도서 , 소아독서이야기 회, 주요작품쇼, 교내극공연 회, 학 독

서회 등 활동 개최

교육부
∙‘ 화경 통독’을 독서운동의 핵심으로 활동

∙2009년 ‘경 통독으로 고교 입학 활동’ 운 으로 ‘경 통독’ 열기 고취

국노총 ∙노동자독서방을 근거로 독서운동 개

청년단

앙 원회

∙주제화 독서교육활동의 조직

∙향 이동도서차를 활용한 청소년 독서서비스

∙재난지구, 빈곤지구  농 지구 청소년에게 도서 기증활동

군 ∙ 군 상 문학 원고공모 활동

국

부녀자연합회

∙‘가정독서운동’ 운

∙‘가정독서의 날’ 운

∙민정부, 문화부, 국가환보총국(国家环保总局), 국가라디오․TV총국(国家广电总局) 원회공동의 

학습형도시, 학습형지역사회 랫폼 구축

<표 5> 민독서활동의 주  정부기 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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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 등과 같은 정부기 에서 도서 , 학교, 공

장, 청소년, 군인, 가정 등의 각 기 과 상에 

따른 독서운동을 개하고 있다. 

2) 시기별 추진과정

시기별로 추진되는 각 정부기 의 독서활동 

추진 내용에 하여 2009년의 경우를 참조하여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3월 7일 - 4월 15일

민독서활동조직 조부
- 국 으로 년도의 독서활동 

개상황 조사

⇩

3월 하순

선부, 뉴스출 본부, 문화부, 
교육부, 라디오TV총국, 
국총공회, 공청단 앙, 
국부연. 총정선 부 등

- ‘ 독서독활동의 진일보 추진에 
한 통지’ 기안 작성

북경시의 련 기
- ‘ 앙 련부문과 북경시의 
2009년 민독서활동 계획’ 

기안 작성

각 성(구, 시)당 선 부, 
뉴스출 본부와 

민독서활동조직 조부
- 각지 기 의 다양한
독서활동 지도를 해 
이상의 안 발

시독서활동조직 원회의 구성 

⇩

4월 23일

민독서활동 개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 상무인서 과 국가도서 에 

방문, 독서운동 호소

선부, 뉴스출 본부
- 국 휴 화 사용자에게 공인 

문자메시지 송

CCTV, 명일보, 뉴스출 보, 
화독서보 등

- 세계 책의 날 련 
공익 고 방송

국 신화서
- 도서 매 활동 개

⇩

`
`

5월 13일

시진핑(习近平) 부주석
- 앙당교 2009년 춘계학기 연수반과 문세미
나반 개학식에서 독서 이유와 방법 등 연설

⇩

7-8월

뉴스출 본부
- 청소년 100종 우수도서 추천  보도

⇩

10월 3째주 토요일

- 각지의 독서  등 활동

⇩

1-2월

- 춘  명 기간의 도서 기증 활동

<그림 1> 민독서활동의 시기별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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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같이 앙과 지방의 정부기 이 

각 시기별로 민독서활동을 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당해년도의 민독서활동 개최

를 하여 년도 독서활동 개사항을 조사하

고 앙정부기 과 지방정부의 활동추진 통지 

안 작성  발 에 이어 활동 당일 총리와 주

최기  등의 직  호소와 방송 등과 같은 민

독서활동을 한 극 인 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년도 민독서활동에 한 조사는 

2008년의 경우 3월 부터 실제 활동이 추진되

기 약 일주일 까지 국 31개, 성, 시, 자치주의 

홍보부문, 문화부문, 신문출 행정 리부문, 공

청단, 국부연, 신화서 , 도서   일부  

학교 등을 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내용

은 각지의 독서활동, 새로운 활동과 성공사례, 독

서 매카니즘 등을 상으로 인터넷과 화  휴

화 문자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의 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이는 뉴스출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한편, 각 시 차원의 민독서활동의 효과  추

진을 하여 시독서활동조직 원회( 读书活动

组委会)가 구성되며, 구체 으로 시 원회선 부

( 委宣传部)를 선두로 시교육국, 시부연, 시뉴

스출 국, 신화서 시분  등으로 구성된다. 체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조 원회 회의를 개최하

고 독서활동 운  련 세부 차를 연구하고 실제 

실행 가능한 활동 실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3) 주제의 선정

1993년 처음으로 청소년독서교육활동을 개최

할 때부터 매해 주제가 선정되어 왔다. 1993년 

‘청소년애국주의독서교육활동’ 이래 선정된 주

제는 <표 6>과 같다. 선정된 주제는 선부에 보

고  통과된 후 ‘교육시리즈’에 포함되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화사랑, 나의 고향사랑’

이었으며, 10회 주제는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융화와 청소년의 세계화 지도를 하여 ‘세계로 

향하는 국’을 주제로 선정하 다. 2009년은 

국 건국 60주년으로 특별히 ‘조국’을 주제로 선

정하 다. 즉,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제

행사나 국내 행사 는 정부의 활동을 고려하여 

주제가 선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독서활동 

회 년도 주제 비고 회 년도 주제 비고

1 1993 화사랑, 고향사랑 10 2002 세계로 향하는 국 WTO가입

2 1994 조국사랑, 사유신인 11 2003 산층사회( 康) 건설

3 1995 조국사랑, 입지성재 12 2004 조국과 함께 건강히 성장

4 1996 조국사랑, 과학사랑 15 2008
조국 

독서하며 올림픽을 알자

건국 60주년

북경올림픽

5 1997 조국사랑, 문명추구 16 2009 홍색의 여행

6 1998 찬란한 50년 건국 50주년 17 2010 조국과 함께 한권의 양서 읽기

7 1999 신세기를 향하여 18 2011 행복한 국 건설

8 2000 공덕추구, 법규 수 19 2012 국 문명화

9 2001 과학숭상, 문명 20 2013
이펑을 배우고, 

도덕 인 사람이 되자

<표 6> 민독서활동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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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   추진되어 왔다.

4) 필독서의 집필과 보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를 반 하는 독서자료

인 필독서가 집필  보 된다. 특히 매년 문

으로 등학교 학년과 고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한 권의 필독서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필독서의 내용은 청소

년 수 에 부합하게 하고, 과학 이고 지식 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

도록 구성된다. 한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살 수 있도록 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왔다. 

참고로 2012년의 민독서활동의 주제는 모범

병사 던 이펑(雷 )을 기리는 내용으로 

련 필독서는 주제와 동일하게 이펑을 본받아 

도덕 인 사람이 되자(学雷  做有道德的人)

다. 일 로 시(广西) 쑹쓰시(崇左 )의 

경우 체 고학교에서 총 192,350권을 약 

구독하 으며, 이는 체 시 고학생의 90% 

이상에게 보 된 것이다. 

3.2.3 주요 활동

국의 민독서활동은 다양한 활동으로 운

되는 데, 주요 독서활동과 지방의 독서활동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독서활동

국이 민독서활동을 하여 운   추진

하는 주요 독서활동은 <표 7>과 같다. 

<표 7>과 같이 다양한 독서활동이 구축  추

진되고 있는데, 그  도서기증활동의 경우 조직

원회가 빈민지구에 교육도서를 기증하는 것

으로 각지의 조직 원회 역시 극 으로 기증

활동을 추진한다. 일 로 안훼이성(安徽省)은 

활동제목 내용 비고

도서기증활동 ∙춘제 명 기간에 기증 활동의 운  
∙음력 1월1일
∙빈민지구 상

도서추천활동 ∙출 기 의 100종 도서 추천활동의 운

원고모집활동 ∙‘한권의 양서를 읽자’를 주제로 원고모집  포상 활동의 운

도서 매활동
∙ 국의 신화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  도서 매활동 통지 

 운

∙‘세계 책의 날’ 기간에 집

으로 추진

청소년독서교육활동
∙추천목록의 지정  지도
∙청소년 상 교육  독서활동의 운
∙주제특성화 독서활동의 운

∙ 국청소년 독서활동

∙여름방학 등을 활용

특별활동

∙‘독서하여 올림픽을 알자’와 같은 올림픽을 주제로 도서 시 

매회
∙ 국도서박람회 기간에 올림픽도서우수작품 과 아동 상의 
증서 활동

∙개 개방30주년 기념 독서 원고모집 활동

∙2008년의 특별활동

∙ 선부, 앙문명부, 뉴스출 본부의 제1회 민독서활동경험
교류회를 개최  표창

∙ 민독서활동과 농민독서방공정 구축을 연계하여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된 한권의 책’을 주제로 시문공모 활동

∙2009년의 특별활동

<표 7> 주요 독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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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빈곤지구에 도서 10-30만권의 책을 기증

하고 교육시설도 배치하고 있다. 

원고모집 활동의 일 로 2008년의 경우 첫 

번째 단계의  활동은 뉴스출 본부 도서사

(图书司)와 선부출 국 주최의 춘제(春节) 

야에 ‘한권의 양서를 읽자’ 주제의 원고 모집으

로 약 두 달간 국각지에서 2,300여 편이 수집

되었다. 우수 원고 100편이 선별되었으며, 이들 원

고 상의 도서 종류는 주로 호루몽(红楼梦) , 

서유기(西游记) , 본 강목(本草纲目) , 고

문 지(古文观止)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읽  

온 고  명 들이었다.

각종 활동  청소년 상으로 운 되는 독

서교육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한 추천도서목록의 지정  

지도: 뉴스출 본부는 여름 방학 에 매

체를 통해 ‘청소년 100종 우수도서’를 추천 보도

하며,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독서를 할 수 있

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상 교육  독서활동의 운 : 

각 성과 시 등에서 웅변 회, 원고공모 회, 

지식 회, 참 , 사회조사, 주제여름캠 , 웹상

지식 회, 자보 회, 촬 회, 게양의식 등

의 다채로운 활동을 운 하여 청소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  추진하고 있다. 일 로 

쑹쓰시의 경우 2013년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

도하기 하여 청소년 서 회와 작은 기자의 

굳 뉴스 회 등과 같은 활동을 새로이 편입하

다. 

셋째, 청소년 상 주제 특성화 독서활동의 

개: 각지에서 청소년 성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 특성화 활동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를 들면 독서감상문쓰기, 웅변 회, 서 회, 경

통독, 문 공연 등이 운 되고 있다. 1994년 

이래 안훼이성은 매해 주제를 특성화하여 청소

년 독서교육활동을 운 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와 포상 등을 시도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연인원 약 9,500만 명의 고학생이 

참여토록 지도 운 하여 왔다.

한편, 매해 추진되는 독서활동 외에 특별한 

경우에 운 되는 특별 독서활동이 있다. 2008년

은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던 해로서 올림픽을 주

제로 하는 도서 시  매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 다. 즉, 기본 인 주요 독서활동 외에 특별 

독서활동의 경우 당해년의 국가  행사나 기념

일, 국가사업  국제행사 등을 민독서활동과 

연계하여 특별하게 개최하고 있다.

2) 지방의 독서활동

민독서활동을 하여 각 도시들은 자발

으로 독서 , 독서월 등과 같은 활동을 개하

는데,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

운동의 하나는 ‘독서 ’이다. 독서 의 경우 

부분 매해 10월 3번째 토요일을 당해년의 독서

로 정하여 독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8

년 충칭(重庆) 등 도시에서 처음으로 독서

을 개최했고, 2009년에는 창사(长沙), 쉬 우

(徐州) 등의 도시에서 ‘도시독서 ’을 시작하

다. 선쩐(深圳), 청두(成都), 쑤 우(苏州), 

항 우(杭州), 칭다오(青岛) 등 일부 도시는 

자체 으로 실시하여 오던 기존의 독서 을 더

욱 다채롭게 개최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독서

을 성 한 기념일로 정하여 독서가든 티, 

도서나눔 회, 도서유랑활동, 신시민독서방, 기

독서회, 경 통독활동 등과 같은 차별 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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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도시명 독서활동의 종류 독서활동의 형식 비고

杭州 독서 서호(西湖)독서

苏州 독서 책나눔 회

成都 독서 독서가든 티

深圳 독서월 독서유랑활동

重庆 독서월 경 통독활동 2008년 시작

广东 독서 서향 남(书香岭南)

江苏 독서 농민독서

长沙, 徐州 독서 도시독서 2009년 시작

广州 독서 남국서향 (南国书香节), 도서

东莞 독서

厦门 독서월 서향노도(书香鹭岛)활동의 달

青岛 독서월

浙江 독서 2005년 시작

湖北 화혼독서운동 2005년 시작

北京 시민독서방(益民书屋) 건설

<표 8> 지방의 독서활동

식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

고 있다. 

한편, 농민독서 과 농가독서방 건설은 각지

의 독서운동  농민을 한 독서운동의 하나이

다. 농민독서   앙수의 농민독서 이 가

장 표 이며 체계 이다. 농민 독서원고모집, 

농민 독서웅변, 농  독서스타선발, 농 이야기 

강연 등과 같은 활동을 개최하여 농민들이 책을 

읽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농 의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여 독서생활과 문

화를 릴 수 있도록 운 하고 있다. 한 북경

의 ‘시민독서방건설’ 사업을 계기로 농 의 독

서생활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 ‘시민독서방’

은 북경시개발 원회선 부(北京 委宣传部)

와 시뉴스출 국( 新闻出版局) 등의 여섯 개

의 기 이 연합하여 2005년부터 추천  추진

해 온 ‘독서익민공정(读书益民工程)’의 하나

이다. 2008년말 북경시에는 이미 약 1,000개의 

시민독서방이 건설되었으며, 각 독서방에는 상

당한 장서와 음향  상 제품 등이 구비되어 

있다. 

4. 국 독서운동의 분석

‘청소년애국주의독서교육활동’으로 시작되어 

‘ 민독서활동’으로 운 하고 있는 국의 독서

운동에 한 황 조사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

제 을 살펴보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4.1 특징

이상으로 살펴본 국의 독서와 독서운동 

황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 독서운동의 특

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의 독서운동 개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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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개입: 앙정부뿐만 아리라 각 지방정

부 차원에서 민독서활동에 극  개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  운 은 민

독서활동을 집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 다양한 운 방식 채용: 기본

인 국가차원의 운 방식에 따르되 각 성과 시에

서도 다양한 운 방식을 시도  추진하고 있

다. 한 각 성과 시에서 시조직 원회를 구성

하여 실 가능한 활동방안을 계획  추진하고 

체 독서활동 련 진행을 조정  지도하고 

있다.

셋째, 주제특정화 독서활동의 운 : 1993년 

청소년 상 독서교육활동 시작 당시부터 매해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련 다양한 독서활동을 

운   추진하고 있다. 한 국내외 행사와 기

념일 등 련 주제특성화 독서활동을 운 하고 

있다. 

넷째, 필독서의 집필과 보 : 당해년에 선정

된 주제 련 필독서를 집필하여 매  기증 

방식으로 보 하여 집 으로 독서운동을 

개하고 있다. 특히 약 90%의 ․ ․고 청소

년에게 필독서를 보 하고 집 으로 독서하

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독서활동의 

개: 표 으로 원고공모, 동화이야기 회, 

어단막극, 독서만화 회 등과 같은 다양화 활

동, 각종 이색 인 심사  선발 활동, 도서기증 

 특별활동 등 매해 차별 으로 는 계속

으로 다양한 독서활동을 계획  운 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 독

서교육활동의 개: 청소년 독서교육활동은 

국 교육사업의 기본 사업이자 민독서활동의 

시발 이다. 청소년을 독서를 통하여 교육하기 

한 것으로서 국의 청소년을 상으로 각종 

문 회와 포상을 실시하여 독서를 장려하고 

독서목록을 추천하고 여름 방학 주제캠  등을 

운 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별 독서활동과 지역문화와의 융

합: 각 지역별로 독서 , 독서의 달 등을 지정하

여 독서활동을 개하고 있다. 한 국은 다

민족 국가로서 민족문화의 차이가 비교  크므

로 각 지역별로 독서의 성향과 독서활동 호응에

도 차이가 있다. 이에 민독서활동 개  

지 시민에게 친 한 독서활동을 운 하고 지역 

문화 특징과 융합되도록 운 하고 있다. 

여덟째, 농민을 한 독서운동 운 : 농민이 

민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농

민독서  운 과 농민독서방의 건설 외에 기

의 조정, 신화서  등의 독서기증 활동, 이동도

서 매, 신농  심의 문  테마 독서활동 

등을 운 하고 있다. 특히 북경의 ‘독서인민공

정’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독서방건설’은 특기할 

만한 사업이다.

아홉째, 도서 과 련 학회의 참여: 문화부 

부속의 국도서 학회와 각 지방의 학회와 분

회 한 민독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도서 의 독서활동 홍보  투입으로 2009년 

7월, 국도서 학회 과학보 독서지도 원

회(科普与阅读指导委员会)를 독서홍보 원

회(阅读推广委员会)로 개명하고, 이하 문 

원회를 6개에서 15개로 확 , 원을 2배로 

증원하는 등 독서운동 홍보에 참여하고 있다. 

국의 독서운동은 1993년부터 청소년 독서

교육활동으로 시작하여 2006년부터 정부주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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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독서활동’으로 운 하고 있다. 국 독서운

동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정책  차원의 

종합  근으로, 매해 공통 주제로 개하되 

각 지역별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문제 과 제언

이상으로 살펴본 국의 독서와 독서운동 

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한 국 독서운동의 

문제 과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운동 리 시스템의 미흡: 국의 

민독서활동은 1993년 청소년 독서교육활동

으로 시작된 이래 23년에 이르고 있다. 2008년

의 보고에 의하면 3월 부터 실제 활동이 추진

되기 약 일주일 까지 주로 31개, 성, 시, 자치

주의 해당 기 을 상으로 주요 독서활동, 성

공사례 등을 인터넷과 화  문자를 통한 설

문조사와  인터뷰 등의 다  방식으로 조

사하고, 이후 뉴스출 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다. 부분 당해의 민독서활동 운 을 하여 

해의 활동을 상으로 설문이나 인터뷰와 같

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상으로 

주요 활동과 특징  문제  등으로 간략히 보

고하므로 내용의 락이나 평가의 부재, 메카니

즘 구축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리

으로 범 하고 지역별로 활동내용이 다양

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니 해당년에 각 지

역과 해당 기 에서 활동을 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인 자원, 독서자료, 활동의 내용과 형식, 

평가, 개선  등에 하여 기록 리 체계를 갖

추고, 주  부서인 민독서활동조직 조부에

서 종합 으로 리  보고하는 방식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주제 특정과 독서자료의 한정: 매해 

주제가 정해지고 선부의 승인과 국  통지

에 이어 주제 련 필독서가 집필되고 보 되

는 방식으로 독서자료가 한정된다. 이처럼 매

해 독서자료를 정하고 매  기증하는 방식

은 독서습  형성이 환경 으로 취약하고 독서

자료를 하기 어려운 독자와 지역의 경우 도

움이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도서 이

나 서 에서 다양한 독서자료를 하며 스스로 

읽을 책을 고르고 선택하도록 하는 상황의 부

재가 아쉽다. 국의 민독서활동은 국민을 

상으로 하되 청소년 상의 독서교육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독서교육은 지식의 생

산 능력과 활용 능력, 창의  사고력과 문제 해

결력 그리고 투철한 가치 과 건 한 인성 등

의 함양을 목 으로 하므로 독서자료의 한정은 

 사회의 집  독서에는 효율 이나 자율성

과 창의력 형성에는 어느 정도 단 으로 작용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독서자료의 폭 넓은 선

정과 추천  선택 기회의 확   교육 등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지역 간 독서활동의 차이: 국은 

국 으로 독서활동을 개하기 때문에 각 성과 

시마다의 정책, 심, 인   물  자원 등의 

향으로 련 행사의 개와 분 기의 격차가 

비교  있다. 일부 형식 인 행사나 일회성 행

사로 머물 여지가 있으므로 앙정부  지방 

정부 차원의 실제 인 실행 방안과 차 등의 

정책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독서 매카니즘의 부재: 22년을 운 하

여 오면서 다양한 운 방식과 활동  참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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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계속 으로 시도하고 있고, 각 지방 도

시마다 독서 과 독서월 등과 같이 집  독

서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기

인 다양한 방법의 시도에 따른 기  장기

단계의 추진 계획과 평가체계를 갖추어 국민 

독서의 장기  효과 매카니즘의 구축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도서  독서활동의 미흡: 근래 들

어 앙과 지방의 도서 과 학회의 민독서

활동 참여도 시작되었으나 특히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을 통한 독서운동의 개가 요구된

다. 학교도서 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과와 연계된 독서 로그램을 제공하고, 공

공도서 의 경우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독

서환경을 제공하고 독서 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 다양한 독서자료를 

도서 에 구비하여 다양한 독서를 하도록 유

도하는 도서  주 의 독자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독서 련 조력자와 문가의 지도 

 공  부족: 독자로서 성장하기 해서는 가

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  도서 의 사서와 

같은 독서조력자  문가의 도움이 수반되어

야 하며, 이들의 력 인 지도가 제공될 때 보

다 성숙한 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로 국 북스타트의 ‘Bookgifting’ 로젝트는 

어린이들에게 읽을 책을 나 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한 안내책자를 

같이 배포한다. 이는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에 부

모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서를 통

해 가족 간의 친교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독서를 가정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한 작

업인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독서 교육에서 

부모가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

우 큰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독

서조력자로서의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해 안

내  지도 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독서 문가 양성의 부족: 최근에 

국은 보다 효과 인 민독서활동의 운 을 

하여 독서활동 홍보 련 담당자에 한 지원  

양성을 주시하기 시작하 다. 독서활동 홍보를 

한 문가를 통한 효과 인 민독서활동 

개 외에 독서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독서 련 

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는 특히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의 사서의 역

량 강화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

로 사서 양성기 의 교과 커리큘럼의 재편성

과 직 사서의 계속 교육  문 교육과 같은 

방법이 권장된다. 

여덟째, 독서 련 법제화의 지연: 2006년 정

부 주도의 독서운동 개 이래 국은 2013년부

터 독서정책의 일환으로 독서 련 입법화의 필

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2015년 2월 재 일부 

쟝쑤, 후베이(湖北), 선쩐 등의 지방에서 독서

련 조례 등을 발표하 으나 앙차원의 입법

화는 지연되고 있다. 국  차원으로 개되고 

있는 민독서활동의 보다 체계 이고 효과

인 개를 하여 앙 차원의 독서  독서교

육 련 법제화가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국의 독서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국

민을 상으로 집 으로 운 되고 있다. 이

상으로 살펴본 일부 문제 들이 지속 으로 평

가  보안되면 국의 민독서활동이 보다 

효과 인 독서운동으로 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국의 독서운동에 한 연구  339

5. 결론  제언

국은 독서교육의 요성을 인식하면서  

1993년부터 청소년 교육활동의 하나로 ‘청소년

독서교육활동’을 개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 민독서활동’으로 운   추진

하여 왔다. 국은 민독서활동에 하여 

국 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청소년이 

참가하고, 사회  향력이 가장 범 하며 

교육효과가 가장 좋은 교육활동으로 자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 황 조사에서도 보여

주듯이 국인의 독서하는 이유는 지식과 견문 

넓히기와 같은 자기교육과 취미와 소일  수

양을 한 자아성취가 주요 이유라면 독서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생활상의 이유와 습

과 독서 곤란이라는 개인  이유가 주요 이유

이다. 이는 즉 국 독서운동의 가장 큰 특징으

로 개별  근이 아니라 사회   국가  

근으로  사회의 집  독서운동의 개라는 

장 이 있는 반면 개개인의 독서습 과 독서환

경 조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독서문화 진

흥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차원의 집  독서운동의 개: 

국 독서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차원의 집

 독서운동의 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  1960-70년  정부의 지도하에 인 독

서운동으로 ‘책 읽기 운동’을 개하기도 하고, 

2008년에는 ‘책 읽기, 정부가 나선다’라는 제목으

로 문화체육 부에서 독서문화진흥운동을 펼

쳤었다. 한 문화체육 부는 책 읽는 사회 풍

토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력 향상과 

독서에 한 범국민  심 제고를 해 2012년

을 ‘독서의 해’로 지정 운 하 다. 다만 각각 

인 독서문화 토 와 집  독서 개에 일

정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일회성 운동으로 그쳐 

장기 인 독서 매카니즘 형성에는 미흡할 수밖

에 없다. 다양한 기 과 단체에 의하여 분산 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독서 련 활동들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 이고 장기 인 

독서문화진흥 로그램이 구축  개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공통 주제를 통한 집  독서 운동: 

국 독서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해 주제를 

정하고 주제 련 독서자료를 집필  보 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미국의 성공  독서 운동

의 하나인 ‘한 책 한 도시’ 독서 운동과 어떤 면

에서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

다. 청소년과 성인 등 국민을 상으로 매해 

하나의 는 공통의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련 독서자료를 수 별로 선별  보 하여 독

후감쓰기, 북토크, 토론 회 등 다양한 독서 

로그램으로 연결하면 보다 효과 인 독서 운동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기교육과 인성개발을 한 청소년 독

서교육: 국은 기부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독서교육활동을 운 하여 왔으나 2013년

까지의 국국민독서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청소년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상 독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체 으로 입시의 한 방안으로 변형 운 되고 

있다. 이는 가정과 학교  학원을 통하여 다방

면으로 독서와 논술이라는 방향으로 개되면

서 많은 필수 독서자료를 읽는다는 장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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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습과 입시라는 분명한 목 을 지

니고 있어 독서방법 습득에 그치거나 효과 이

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단 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목 성 교

육과 입시의 수단보다는 독서의 즐거움을 리

면서 다양한 간  경험으로 자기교육과 인성개

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아침독서운동’의 

원칙처럼 그  읽기만 하는 기본에 충실한 독

서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함께 빠

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각국은 가장 아날로그

으로 감을 읽으며 생각하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독서의 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독서

운동을 구축  운 하고 있다. 이상으로 조사 

분석한 국 독서운동에 한 연구가 해외 독

서운동 이해의 일조가 되고 독서진흥 로그램 

구축의 참고가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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