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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1990년  기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 을 두었다. 특히 본고는 근  독서 

화 운동을 반 으로 검토하기 한 시론으로서 일제 강 기, 건국기, 1950년 , 1960년 , 1970년 , 1980년

 독서 화 운동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에 속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목 은 시기별 독서 상의 변화상을 

비교 분석하여,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의 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있다. 제반 인 독서 상에 한 

분석은 그에 따른 향후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개시키는 토 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본론에서

는 첫째, 1990년  기 독서 화 운동의 양상, 둘째, 1990년  기 독서경향 등으로 별하여 고찰하 다. 

특별히 독서경향에서는 사회 반 인 독서운동의 양상과 공교육 내에서의 독서교육 상을 비교하려는 목 에서, 

일반독서와 학생독서를 구별하여 살폈다. 

키워드: 독서 화 운동, 독서 경향, 독서교육, 도서 , 1990년  기, 일반독서, 학생독서

ABSTRACT

This research allows purpose to investigate aspect of reading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in 

the early period of the 1990’s. This is succession research that i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fter 

release, the 1950’s, the 1960’s, the 1970’s, the 1980’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search as current 

trend of opinion to examine moder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Such series research that reading 

phenomenon analyzing comparison, is to find present address of reading movement and reading 

education. accordingly all sorts correct judgment about reading phenomenon, hereafter that will be 

foundation that unfold reading education more effectively. In main discourse first, investigated, reading 

movement, and second, observed classifying distinguish reading of student from reading of ordinary 

people by readers' interest etc.

Keyword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aders' Interest, Reading Education, The Library, 

The Early Period 1990's, Reading of Student, Reading of Ordinar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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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Ⅰ. 머리말

본고는 근  독서 화 운동을 반 으로 검토하기 한 시론으로서 특별히 1990년  

기를 으로 다루었다. 참고로 이 연구는 근  독서 화 운동 연구의 한 부분임을 밝힌

다.1) 근 인 의미의 독서가 시작된 1920년 부터 2000년  오늘에 이르는 독서운동과 독서교

육의 주소를 찾아보려는 데 그 최종 목 을 두고 있다. 근 에 이르는 독서 상의 양상을 시

기별로 고찰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향후 독서운동과 독서교육을 보다 효과 으로 개시킬 수 있

는 토 가 될 것이다.

구체 인 연구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다. 첫째로는 1990년  기 독서운

동의 양상을, 둘째로는 1990년  기의 독서경향 등으로 별하여 고찰하 다. 1990년  기는 

‘책의 해’가 설정되고 ‘도서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도서상품권의 부활 등 거국 인 독

서 행사와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한 5차 교육과정기(1988~1992)가 끝나고 6차 교육과정기

(1992~1997)가 진행되던 시기로서 학계에서도 독서교육에 한 심이 지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 인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당  독서운동  독서교육의 제반 상들을 일종의 사회

사 인 측면에서 연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 상을 잘 드러내는 신문 자료를 토 로 기술했음을 

밝힌다.2) 

Ⅱ. 1990년  기 독서 화 운동

1. 도서 을 통한 독서운동

공공도서 의 독서운동은 1920년 부터 지속 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서 다양한 활동상을 보 다. 

먼  매년 실시되는 ‘독서주간’은 도서 의 빠질 수 없는 행사로서, 90년 에도 40여회를 기록하며 

정기 인 독서붐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행사는 ‘ 국 공공도서 ’, ‘한국도서 회’, ‘ 한출

 1) 윤 선, “1920-30년  독서운동 연구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12), 윤 선, “讀書新聞 고찰”, 국어

교육연구(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5집(2005. 6), 윤 선, “해방 이후 독서 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

연구(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6), 윤 선, “독서 화운동 연구-1960년 를 심으로”, 한

국도서 ㆍ정보학회지(한국도서 ․정보학회), 제38권 제2호(2007. 6), 윤 선, “독서 화운동 연구-1970년

 기를 심으로” 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회), 제124호(2007. 10), 윤 선, “1970년  독서 화운동 연구- 

․후반기를 심으로”, 국어교육연구(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20집(2007. 10) 등.

 2)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주로 1990년 에 발간된 ꡔ中央日報ꡕ이다. 기타 보도가 부족한 경우 여타 신문도 

참조했다. 사실 달의 매체라는 신문의 성격상, 당  독서운동의 보도 기사는 어느 신문이나 유사하다. 이런 

에서 어느 신문을 택해도 크게 차이지는 부분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당  독서 화 운동의 제반 상들

에 한 신문사의 분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를 비교하기 해서 차후 당시의 여러 신문들을 참조할 계획이다.

- 378 -



1990년   독서 화 운동과 독서교육  3

<그림 1> ‘움직이는 도서 ’ 

버스(ꡔ中央日報ꡕ,“이동 열람도서  

본격 운 ”, ꡔ中央日報ꡕ, 1991.7.14)

문화 회’가 공동 주 한 것으로 크게 독서토론회, 학

술 심포지엄 등 독서 권장행사와 독서지도 강화, 독서환

경 조성사업으로 구분 다. 구체 으로 보면 도서 에

서는 우수 독후감 모집, 문학강좌, 모범이용자 표창, 작

가와의 화, 어린이 짓기 회, 구연동화 발표, 독서

교실과 독서강연회 개최, 도서교환장터 개장, 도서 시

회, 독서 련 화상 , 시 낭송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펼침으로써 국민 독서의 생활화에 앞장섰다.3)

도서 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활동상을 보 는데, 지

역 주민을 상으로 한 “작은 도서 ”이 서울을 비롯한 

국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 다. 이러한 지역도서실에서는 무료 는 소액의 

여료만 받고 지역주민에게 도서 출을 해 주거나, 독서토론회와 각종 강습반 등 소모임 활동을 

통해 독서 풍토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 다.4) 국립 앙도서 의 경우 ‘도서  문학학교’를 열고 가

문뿌리 찾기(한국인의 계보), 자녀교육을 한 어머니 독서지도, 세계의 고 읽기 등 3개 강좌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시키기도 했다.5)

특히 90년 에 보다 활성화된 ‘이동도서 ’6)은 독서 인구를 보다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서울시립도서 ’, ‘남산도서 ’, ‘새마을운동 앙 의회’ 서울지부 등이 운 하 는데, 아 트 

단지 등 동네를 순회하며 책을 빌려주었다. 책을 싣고 다니며 회원들에게 즉석에서 필요한 책을 

빌려주고 반납도 받는 이동도서 은 공공도서 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

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동도서  출자의 75%가 주부들로 나타났는데7), 이 시

스템은 주부층 독서인구 개발에 효과 이었음을 반 한다.

 3) “제36회 독서주간 기념행사”(ꡔ中央日報ꡕ, 1990.9.27), “독서주간 맞아 강좌 등 행사”(ꡔ中央日報ꡕ, 1991.9.25), 

“알뜰 책 교환장터 개설”(ꡔ中央日報ꡕ, 1994.9.3).

 4) 당시 이러한 지역도서실은 서울의 경우 면목동의 ｢푸른 소나무｣, 신림 7동의 ｢난곡 주민도서실｣, 신림4동의 ｢책 

마을｣, 장안동의 ｢새빛 무료도서실｣, 홍은 2동의 ｢사랑방 주민 도서실｣, 호동의 ｢ 알의 집｣, 무학동의 ｢그루터

기｣, 구로동의 ｢두 방｣과 ｢한벗｣, 가리 동의 ｢반달｣, 당산동의 ｢새 날을 여는 집｣, 성수동의 ｢열린 방｣ 등 

잡아 20여 곳이었고, 이밖에 인천의 ｢ 서당｣, 안양의 ｢안양독서회｣, 경남 진주의 ｢책나눔 사랑나눔｣, 김제의 

｢새날문고｣ 등이었다. 이들 도서실의 공통 인 운 방식은 회원들에게 매달 2,000∼4,000 원의 회비를 받거나 

책 2∼3권을 기증 받는 형태 다.(“지역도서실 문화공간으로 정착”, ꡔ中央日報ꡕ, 1992.4.10).

 5) “잊 져가는 우리의 뿌리 찾는다”(ꡔ中央日報ꡕ, 1991.10.15),

 6) 이동도서 은 80년  기부터 시작되었다. 소  ‘자동차 이동도서 (Book Mobile)’이라 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마을순회 자동차도서 이 는다”, ꡔ中央日報ꡕ, 1984.8.29).

 7) 새마을 이동도서 은 91년 한햇 동안 397,923명이 이용, 하루 평균 1,737명이 이동도서 을 찾은 것으로 집계

다. 도서 출 권수는 1,057,533권으로 년도인 89년에 비해 약 44%가 늘어난 셈. 이용자의 60.8%가 주부로 

압도 이었는데, 특히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  후반∼40  반의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주부

들에 인기 높다”, ꡔ中央日報ꡕ, 1990.3.21, “구별로 이동도서  차량 3권까지 빌려줘”, ꡔ中央日報ꡕ, 1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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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어린이 용 도서  6곳 

겨울방학 로 다양”(ꡔ中央日報ꡕ, 

1994.12.13).

도서 에서는 91년도부터 보다 본격 인 이동도서

 운 에 나섰고, 지역을 순회하며 책을 출해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역, 터미 , 운동경기장 등에 기하

면서 인근 주민이나 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도서 은 형버스를 열람

실로 특수제작하여, 버스에 서가를 설치하고 열람석은 

물론 냉․온장고까지 비치해 무료로 음료까지 제공했

으며, 신간․우량도서와 VTR․TV까지 설치하여 비

디오 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정보자료도 비치했다. 열

람 도서 에는 항상 문 사서가 동승하여 이용에 따른 문의나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독서

지도 방법, 효과 인 독서방법, 책 고르는 법 등의 의문 사항에 해 직  이용자들의 자문에 응했

다.8) 이러한 시스템과 유사하게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화나 서신으로 여를 신청하면 직원이 

지를 출장하면서 각종 도서를 출․반납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다.9)

도서 에서는 와 마찬가지로 학생 독서운동에도 앞장섰다.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을 통해 학

부모 상으로 어린이 독서법, 쓰기 지도법, 독서지도법의 강좌를 개최했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2차례에 정기 으로 ‘독서교실’을 운 했다. 여기에서도 독서자료 선택법. 독서법. 독후감 작

성법 등을 지도했다.10) 지방의 경우 ‘순회 독서교실’이라는 이름 하에 도서 이 없는 지역을 돌며 

독서교육을 실시했다.11) 특히 어린이 용 도서 들은 다채로운 로그램들을 가지고 어린이 독서

운동을 개했다. 1994년 12월 당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 용 도서 은 ‘시립어린이도서 ’과 사

립 ‘인표도서 ’12) 다섯 곳 등 모두 여섯 개가 있었다. 이 도서 에서는 동화를 읽고 토론하는 ‘독

서교실’과 책을 원작으로 하는 화를 상 하는 ‘비디오교실’ 그리고 ‘유아동화구연교실’ 등을 운

하 고, ‘독서퀴즈 회’, ‘나도 작가라고요’ 등의 로그램을 마련했다.13) 한 90년  부터 미취

학 아동의 도서  이용율이 증가했다는 도 주목된다. 그것은 도서 마다 유치원 견학 로그램 

등을 통해 미취학 아동들에게 도서  이용을 극 유도하고 있는데다 조기교육 분 기에 따라 일

부터 자녀에게 독서습 을 길러주려는 은 어머니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14)

 8) “이동 열람도서  본격 운 ”(ꡔ中央日報ꡕ, 1991.7.14).

 9) “마포도서  무료방문 출”(ꡔ中央日報ꡕ, 1993.10.27), “도서 방문 출제 실시”(ꡔ中央日報ꡕ, 1994.6.22).

10) “全國 작은도서 大 ”(ꡔ中央日報ꡕ, 1994.3.10), “어린이 여름독서교실”(ꡔ中央日報ꡕ, 1994.6.27).

11) “여름 순회독서교실 운 ”(ꡔ中央日報ꡕ, 1994.8.1).

12) ㈜에스콰이아에서 운 하는 사립도서 으로 수도권에서는 상계동, 월곡동, 가양동 등과 인천 등 다섯 곳에서 

운 했다(“어린이 용 도서  6곳 겨울방학 로 다양”, ꡔ中央日報ꡕ, 1994.12.13).

13) “어린이 용 도서  6곳 겨울방학 로 다양”(ꡔ中央日報ꡕ, 1994.12.13).

14) “공공도서 마다 어린이 독서열기”(ꡔ中央日報ꡕ, 19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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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책의 해” 

선포식”(ꡔ中央日報ꡕ, 

1993.1.19)

90년  도서 의  다른 특징으로는 찾아오는 사람만을 상으로 한 소극 인 도서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이다. 즉 국립 앙도서 의 경우 도서

에 찾아오지 않고도 정보를 검색․수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국의 공

공도서 과 학도서 을 하나로 묶는 산망 구축을 추진하 다.  도서정보가 산화됨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는 도서정보의 표 화를 해 퍼스  컴퓨터  형컴퓨터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

고 보 하 다. 열람의 편의를 해서 앙도서 에 소장된 국내도서 량(全量)을 검색할 수 있

는 단말기를 늘려 기업정보 자료실, 어문학 자료실, 도서 문화 자료실 등도 폭 확충했다. 이와 

연결하여 당시 가장 획기 인 서비스로 심을 끈 것은 ‘ 방 화’ 다. 각종 서비스가 추가된 ‘

방 화’는 직  도서 에 오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소재에 해 궁 한 정보를 문의해 

볼 수 있었으며 팩스를 이용하여 구체 인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었다.15)  시기에 비하여 90년

의 도서 은 그 기능이 더욱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책의 해’와 도서  법 제정을 통한 독서운동

1993년은 ‘책의 해’로 선포된 연도이다. 이 한해는 ‘책을 펴자, 미

래를 열자’, ‘책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독서문

화를 보 하기 한 각종 행사가 펼쳐진 시기이다. ‘책의 해’ 조직

원회가 주최하는 각종 도서 시회, 도서 교환시장, 명작의 고향 탐

방, 국순회 독서강연회 등을 비롯하여 독서운동을 한 시민단체

가 결성돼 회원모집에 들어가는 등 독자들의 심에 따라 여러 가지 

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 앙도서 에서도 책의 해를 맞아 ‘어머니 책상갖기운동’을 

개했다. 기존에도 ‘샛별’, ‘샘물’, ‘아람’ 등의 동아리를 통해 ‘주부 

독서클럽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와 함께 맞물려 주부 독서

붐을 일으켰다.16) 형서 에서도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문화이

벤트를 가졌고, ‘구간명 ( 刊名著)’ 할인 매, ‘알뜰 도서 교환시

장’ 개장, 작가와의 화, 독서회원제 도입, 크 디트 카드 발행. 신

간정보․베스트셀러 안내, ‘홈쇼핑’을 통한 통신 매의 활성화 등을 

개했다. 이에 서 가의 매출이 폭 증가하는 등 책에 한 심

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서 들이 마련한 행사는 독자들과 만나는 

15) “도서 정보 수집 앉은 자리서 한다”(ꡔ中央日報ꡕ, 1993.4.18). 

16) “책의 해 이색 캠페인 독서 사색”(ꡔ中央日報ꡕ, 19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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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에서 특히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 다.17)

한편 ‘책의 해’를 기하여 책읽는 환경을 제도 으로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책의 해 조직 가 

‘도서   독서진흥법’을 추진했다.18) 정부 출연 과 개인의 기부 으로 독서진흥기 을 마련하

고, 형 건축물을 지을 때 ‘작은 도서 ’을 짓게끔 권장하며,  읍․면․동 단 의 행정기 에 

공공문고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고  기부 에 과세 특혜를 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 다. 당

시 논자들은 독서진흥법이 단순히 책읽기를 권장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정책의 요한 

기가 되기 해선, 도서실이 독서․독서실이라는 단순 개념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 개념으로 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 자치단체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작은 도서 ’을 짓고, 그 속에 

도서 과 컴퓨터실, 오디오실, 비디오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동네

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19) 2000년  오늘날 소  ‘정보도서 ’이 바로 이러한 기능

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90년  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바로 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듯 90년  기에는 특별히 ‘책의 해’가 설정되는 등 독서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으로 펼쳐진 시기라는 에서 주목된다.

3. 출 계와 문화단체를 통한 독서운동

1990년  기는 출 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던 시기이다. '책의 해’가 설정되어 독서붐

이 거국 으로 일어났고, 70년  이후 단되었던 ‘도서상품권’과 ‘서울도서 ’의 부활 등 출 문화 

육성 무드가 형성되었다. 도서상품권 제도는 1970년 3월 한국출 고가 500∼2,000원권 공통도

서권 4종을 발행․ 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 다. 그 후 재무부가 과소비 조장 등을 

이유로 75년에 상품권제 자체를 폐지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었다. 출 업계는 10여년 동안 당국

에 도서보   독서인구 증 를 한 유통구조 개선책의 한 방법으로 도서상품권 제도를 부활시

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20) 1991년 4월 드디어 문화부는 건  출 문화 육성과 국민의 

독서생활화를 해 도서상품권 5,000원권을 발행하 다.21) 이로써 가맹 이 늘고 선물로 도서상품

17) “책의 해 선포식”(ꡔ中央日報ꡕ, 1993.1.19), “ 형서  책의 해 행사 다양”(ꡔ中央日報ꡕ, 1993.2.6), “다양한 ‘책의 

해’ 행사”(ꡔ中央日報ꡕ, 1993.3.16).

18) 독서 진흥을 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최 로 ｢도서 법｣(법률 제1424호)

이 개정되었고, 1987년도에는 ｢개정도서 법｣, 1991년도에는 ｢도서 진흥법｣, 1994년도에는 ｢도서   독서진

흥법｣ 등이 제정되었다(한성택, "도서   독서진흥법 변천과정에 한 연구," 한국도서 ․정보학회지(한국도

서 ․〮〮정보학회), 제33권 제4호(2002. 12), p.307 참조).

19) “독서진흥법의 뜻 살리려면”(ꡔ中央日報ꡕ, 1993.8.7).

20) “도서상품권제도 부활 움직임”(ꡔ中央日報ꡕ, 1990.6.24), “도서상품권 15일부터 발매”(ꡔ中央日報ꡕ, 1991.4.11). 

21) “건 출 문화 육성 해”(ꡔ中央日報ꡕ, 19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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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 사, 서 , 

책 여 ”(ꡔ中央日報ꡕ, 

1994.12.26). 

권을 주고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독서인구 확 의 한 계기를 이루었다.22) 한 90년도부터 ‘ 한출

문화 회’가 주최하는 ‘90서울도서 ’이 다시 열렸는데, 이 도서 은 80년  에 방송국과 연합

한 인 도서 으로 책의 축 과 같은 행사 다. 그러나 85년 이후 단되었다가 무려 5년만에 

재개된 행사라는 에서 의미가 있었다.23)

한편 신문사는 물론 방송매체를 통한 독서운동도 보다 확산된 움직임을 보 다. 신문사는 독서

란을 통하여 다양한 독서 기사를 게재하여 여론 지도에 나섰고, 독후감 공모를 정기 으로 시행했

다. 방송에서도 신간 안내와 함께 서평을 곁들이고, 작가와 만나보는 로를 마련하고, 출 계 소식

과 독서요령을 알려주었으며, 독서토론회를 정기 으로 내보냈다. 때론 방송국 자체가 문학캠 를 

열고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24)

한 90년 에 들어서서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출  산업의 산화가 보다 시 하게 되었다. 출

계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93서울

도서 ’ 에서는 BOOK-NET 로그램을 마련하여 1. 국내외 각종 

출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타베이스 서비스  2. 독자와 출 사․서

을 계하는 통신 매  3. 독자들이 참여해 독후감 발표와 토론. 독서

클럽 운  등을 할 수 있는 자게시   4. 서 과 출 사 간의 거래

정보 처리를 자동화해주는 EDI( 자자료교환)서비스 등의 컴퓨터 

로그램을 선보 다.25) 책이 다른 매체와의 경쟁 속에서 존속하기 

해선 문화매체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멀티미디어 시 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독서습 을 만들어주기 해서는 책 뿐 아니라 모든 매체

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 다.26)

한편 9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독서교육을 문으로 하는 

기 이 생겨나 심을 모았다. 사단법인 한우리 독서문화 운동본부의 

‘한우리 독서 문화 학’이 그것이다. “독서를 통한 건 한 정신풍토와 

올바른 가치 의 정립”을 내걸고 직장인․주부들을 상으로 독서회

원을 모집하 다. 매달 필독도서 2권씩을 의무 으로 읽고 그때마다 

독후감 리포트를 제출함으로써 독서학 을 이수하게 되어 있었다. 독

서 운동의 지방 확산을 해 직할시․도청 소재지, 단  공업 단지 

22) “가맹  늘고 선물로 인기 도서상품권 뿌리 내린다.”(ꡔ中央日報ꡕ, 1991.9.6), "설날 세배선물은 도서상품권으로"

(ꡔ中央日報ꡕ, 1993.1.19).

23) “5년만에 부활 서울도서  다채로운 행사”(ꡔ中央日報ꡕ, 1990.10.7).

24) “출 계 소식과 독서 요령”(ꡔ中央日報ꡕ, 1990.8.17), “문학 강좌 무  녹음 방송”(ꡔ中央日報ꡕ, 1990.8.3), “사회․

교양”(ꡔ中央日報ꡕ, 1992.1.29), “E. H. 카 ꡔ역사란 무엇인가ꡕ”(ꡔ中央日報ꡕ, 1993.6.29). 

25) “출 산업 산화 더딘 걸음”(ꡔ中央日報ꡕ, 1991.6.21), “출 정보통신망 독자에 꼭 필요”(ꡔ中央日報ꡕ, 1993.5.9). 

26) “멀티미디어시  책의 진로와 망 주제 국제심포지엄”(ꡔ中央日報ꡕ, 1993.11.19).

- 383 -



8  한국도서 ․정보학회지(제39권 제1호)

등에 지부를 설치하는 한편, 각 기업체들과 직장 내 종업원들을 상으로 한 운 에도 주력하 고 

정기 으로 국민필독서를 선정하여 제시하기도 했다.27) 

90년  기에는 독서회도 다시 활성화되었다. 독서모임은 80년  에 활발했다가 후반기에 들

어 주춤한 상을 보 다. 그러나 90년  들어서 ‘한국애서가클럽’, ‘주부독서클럽’, ‘주부독서 학’, 

‘어린이독서클럽’. ‘독서동호인’ 등의 독서회가 곳곳에서 조직된 것이다.28) 한 각 지역 ‘구민회 ’

에서 주로 공공도서  도서 에서 행했던 독서경진 회․독서 학 등을 열고 주민 독서 분 기를 

조성했다는 도 주목된다.29) ‘독서새물결운동’ 추진 원회에서도 월간 ꡔ독서새물결소식ꡕ을 제작

하여 각  학교  도서 공서, 기업 등에 배포하여 독서하는 사회 분 기 조성에 기여하 고. 새마

을문고 앙회의 ‘독서토론 회’, 교보문고 등 형서 의 ‘책사랑운동’,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내

고장 책보내기 운동’30) 등의 독서운동도 개 다.  ‘고  읽기 백일장’을 통해 60～70년  이후 

소홀했던 고  읽기 운동이 다시  일어났다.31) 각 문화단체들이 방학마다 학생들을 한 독서캠

를 개최했고, 동네 주부들이 서재나 거실을 개방하여 독서지도, 동화구연 등을 하는 ‘동네 어린이

도서실’ 붐도 일었다.32)

이 시기에 헌책 바꿔읽기나 재고 도서 할인 행사 등이 잦아졌다는 도 한 특징이다. “안보는 헌책 

보고싶은 책과 교환”(ꡔ中央日報ꡕ, 1992.3.30), “할인매장 형서  증”(ꡔ中央日報ꡕ, 1992.7.24), 

“알뜰 도서교환 시장 개설”(ꡔ中央日報ꡕ, 1992.10.8), “책 바꿔 읽읍시다”(ꡔ中央日報ꡕ, 1994.10.11), 

“알뜰 책 교환장터 개설”(ꡔ中央日報ꡕ, 1994.9.3) 등을 보면 서 이나 백화 , 문화단체 등이 고서

의 교환과 할인 매를 자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0년 에 재고가 쌓일 정도로 서

이 축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 주목되는 것은 ‘도서 여업’이 서울을 심으로 한 수도권 일 에서 크게 번창했다는 

이다. 직원이 직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책을 배달하는 소  ‘가방 책돌리기’ 업이 큰 규모로 

자리잡았으며 체인 형태로 증하는 추세 다.33) 도서 여 은 1950년 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곧 

서 (貸書店)이라 하여 책이 귀하던 시  도서를 제공해 주는 한 창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60년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물론 경제성장과 무 하지 않다. 빌려 읽었던 사람들

이 사 읽는 추세로 바  것이었다. 그런데 90년 에 들어 새삼 국 으로 도서 여 이 번창하기 

27) “국내 첫 독서 문교육기  개설”(ꡔ中央日報ꡕ, 1991.3.10), “국민 필독도서 1차 50권선정”(ꡔ中央日報ꡕ, 1990.4.10).

28) “책의 해 이색 캠페인 독서 사색”(ꡔ中央日報ꡕ, 1993.5.11), “좋은 책 읽는 풍토 조성한다”(ꡔ中央日報ꡕ, 1992.2.20), 

“독서인구 확 에 앞장 한국 애서가클럽”(ꡔ中央日報ꡕ, 1991.9.27), “ 구지역 독서동호인회 호응 독서모임 늘

어”(ꡔ中央日報ꡕ, 1994.2.22).

29) “독서경진 회 등 열어”(ꡔ中央日報ꡕ, 1991.12.3), “선수 아 트 마을문고 인기”(ꡔ中央日報ꡕ, 1992.8.17). 

30) “내고장 책보내기 시민들 큰 호응”(ꡔ中央日報ꡕ, 1992.7.25),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ꡔ中央日報ꡕ, 1994.2.1), “ꡔ독

서새물결소식ꡕ창간”(ꡔ中央日報ꡕ, 1994.6.23), “독서 토론회 개최”(ꡔ中央日報ꡕ, 1994.9.22).

31) “고  읽기 백일장 회”(ꡔ中央日報ꡕ, 1992.6.20).

32) “자연을 벗삼는 여름캠  활짝"(ꡔ中央日報ꡕ, 1993.6.29), “동네 어린이도서실 붐”(ꡔ中央日報ꡕ, ꡔ中央日報ꡕ, 1993.9.20).

33) “ 여책방 가맹  서울에만 2백여 군데 성업 ”(ꡔ中央日報ꡕ, 19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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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게재
연월일

통계로 본 경향 비고

1
학생들 " 서 

읽어봤다"44% 
1990.4.15

서를 읽어본 경험(44%), 북한원  읽어보았다(20%). [연평균 
독서량] 평균 18.5권 [감명깊게 읽은 책] ① 어린왕자 ② 데미안 ③ 
지 ④ 태백산맥․삼국지․나의 라임오 지나무 ⑤ 죄와 벌 ⑥ 사

람의 아들․좁은문 ⑦ 지와 사랑․생의 한가운데․이방인 ⑧ 노인과 
바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천국의 열쇠․철학에세이․성경 ⑨ 
은날의 상․여자의 일생 ⑩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성자가 된 
청소부․수 바퀴 에서․어머니․제인 에어․탈무드․ 우스트 
등. [좋아하는 자] ① 헤르만 헤세 ② 펄벅 ③ 이문열 ④ 생텍쥐페
리 ⑤ 도스토 스키 ⑥ 조정래 ⑦ 앙드  지드 ⑧ AJ 크로닌․루
이제 린  ⑨ 헤 웨이 ⑩ 카뮈․톨스토이 순 [책을 못읽는 이유] 
①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② 공부 때문에 ③ 어떤 책을 읽어
야 좋을지 몰라서 ④ 읽고싶은 책을 사거나 빌릴 수가 없어서 등

한국출 연구소 
국 학생 670명 
상 실시 ｢ 학생독
서실태조사연구｣

2
한 권이라도 
끝까지 읽게

1990.7.19.
[한달 평균독서량] 1∼2권(41.4%),‘거의 읽지 않는다’(23.0%). 책
을 읽지 않는 이유: ‘학교공부 때문에’(46.2%), ‘TV가 재미있어
서’(29.1%), ‘독서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10.9%)

YMCA 서울지역 
고교생 2,000명 

조사

3
교육비부담 
힘겹다

1990.12.26.
일반서  1권 이상 보유가구(91.4%) 국민 1인당 읽는 책(잡지 제
외): 4.8권(84년 6.9권. 잡지구독률: 27.5%(85년에 비해 9.7%포인
트 감소)

기획원 조사 ｢올 한
국사회 지표｣

4
한국인 독서량 
한달 1.21권꼴

1991.9.27.

[1개월간 독서경험-잡지 제외] ‘있다’(39.0%) ‘한달에 단 한권의 책
도 읽지 않는다’(61%). 월간독서율: 89년(32.0%), 90년(40.2%) 
독서율: 나이가 을수록,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근로자가 최고. 
체월평균: 1.21권. [읽고싶은 책] 소설(23.0%), 역사․시 소
설(15.5%), 수필(14.9%), 사상(철학․종교 등)(14.2%), 사회과학
(정치․경제 등)(10.2%), 취미․실용서(10.2%), 추리공상소설
(9%) [성별선호도] 남자: 역사․시 소설, 소설, 사상, 사회 과
학 순, 여자: 소설, 수필, 취미․실용서, 사상 순 [도서구입 실

한국갤럽 국 만 20
세 이상 남녀 1,500
명 개별면 (제주도 
제외)

<표 1> 1990년  기 통계로 본 독서경향(ꡔ中央日報ꡕ 기사 자료)

시작한 상이 주목된다. 평자들은 이것은 ‘책은 읽고 보 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버리는 것’ 이라

는 일반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며, 일례로 개의 베스트셀러의 경우 비록 흥미있게 읽기

는 하되 장서(藏書)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그것을 반 한다고 지 했다.34) 

Ⅲ. 1990년  기 독서경향

1.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

1990년 의 독서경향에 한 조사 분석은 주로 출 계, 여론조사기 , 통계청 등 다양한 단체나 

기 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다음 <표 1>은 그  ꡔ中央日報ꡕ에 게재된 각종 통계들  표

인 것만을 정리한 것이다.

34) “책 여 문  인기”(ꡔ中央日報ꡕ, 1994.4.24), “출 사, 서 , 책 여 ”(ꡔ中央日報ꡕ, 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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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1개월간 구입여부(잡지 제외) 구입한 이 있다(28.3%) 구입 
권수: 1권(8.0%), 2권(7.4%), 3권(4.6%), 4(2.2%), 5권 이상
(6.0%) [월간책구입율] 87년(18.5%), 89년(25.2%), 90년
(27.6%), 9l년(28.3%) 책 구입율은 독서율과는 반 로 매년 조
씩 증가. 월평균 구입량(1.63권) 90년(1.08권)에 비해 0.55권 증가.

5

서울 고생 
"휴일에 
독서한다" 
9.7%

1992.5.28.

[최근 3개월간 독서량] 평균 2.7권, 한 권도 읽지 않음 14.5%고, 여
학생(82.5%) 〉남학생(61.8%), 평일 독서(34%), 휴일 독서(9.7%), 
cf) 휴일에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52.7%) 국내작가(25.7%)
보다 외국작가(74.3)를 선호, 하며, [좋아하는 작가] 황순원(5.3%), 
시드니 셀던(3.85), 헤르만헤세(3.1%), 생텍쥐페리(2.9%), 셰익스
피어(2.9%), 톨스토이(2.7%), 헤 웨이(2.2%), 이 수(2.2%) 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ꡔ삼국지ꡕ, ꡔ소설 동의보감ꡕ, ꡔ배꼽ꡕ, ꡔ양들
의 침묵ꡕ, ꡔ잃어버린 ꡕ 순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 ꡔ잃어버린 ꡕ, 
ꡔ소설 동의보감ꡕ, ꡔ죽은 시인의 사회ꡕ, ꡔ나의 라임 오 지 나무ꡕ, ꡔ스
무 살까지만 살고 싶어요ꡕ 순 [도서선택 요인] ▲친구․선배 의견
(24.9%) ▲책의 표지․제목(24.5%) ▲ 고나 책 소개 기사 ▲베스
트셀러 ▲가족의 의견 순. 조사 상 학생의 84.2%가 폭력 이거나 
성 인 충동을 일으키는 불량서 을 한 경험, 기회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76.6%)가 압도 이었다. 조사 상 9개 학
교  5개 학교만이 도서실을 구비, 비치도서  읽을 만한 책이 ‘많
다’(39.8%)〈 ‘많지 않다’(45.8%) 도서실이 ‘독서용’(9.4%)보다 
‘공부용’(56.5%)

한국 갤럽, 9개학교
서 면 조사 

6
물질에만 
심…정신투
자는 인색

1992.10.4.

[성인 월간독서량(주간지․월간지 제외)]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음
( 체61%: 20 (38%), 30 (57%), 40 (70%), 50 (87%) 87
년(62.1%), 89년(68%), 90년(60%). 91년도부터 독서부진율 다시 
증가

한국갤럽조사연구
소

7 책 보유량 1993.4.21.

[90년 가정 평균 책보유량] 81․1권(도시지역96․5권, 시골지역 3
7․2권) ‘한권도 없다’(8․6%), 20권 이하(25․2%), 50권 이하
(24․5%), 100권 이하(19․0%), 200권 이하(13․7%), 500권 이
하(7․5%), 501권 이상(1․5%) [학력별] 국졸이하(32․7권), 
졸(51․4권), 고졸(81․1권), 졸이상(207․1권) cf) 85년 75․5
권(도시지역 96․3권, 시골지역 39․1권)

통계청 조사

8

성인 하루독서 
시간 

TV시청의 
1/4불과

1993.11.10.

[성인 주말 소비 시간( 호안은 평일)] ▲TV.비디오 시청 1시간53
분(1시간45분) ▲라디오․음악듣기 45분(1시간3분) ▲책․만화읽
기 32분(33분) ▲신문보기 30분(32분) ▲ 화 람 23분(8분) ▲
잡지읽기 10분(10분)의 순
[여가활용 순 와 하루평균 소요시간] ▲고교생 ① TV․비디오 95
분 ② 공부 86분 ③ 라디오․음악 80분 ④ 놀기 ⑤ 독서 각 51분, ▲

학생 ① 공부 1백3분 ② TV․비디오 1백2분 ③ 학원․과외 78분 
④ 라디오․음악 64분 ⑤ 독서 46분의 순, ▲국교생① TV․비디오 
98분 ② 공부 93분 ③ 학원․과외 78분 ④ 독서 65분 ⑤ 놀기 [학생
들의 독서장애 요인] ▲국교생 ① 독서싫증 ② 학원․과외 ③ 공부 
▲ 학생 ① 공부 ② 독서싫증 ③ 학원, 과외 ▲고교생 ① 공부 ② 
독서싫증 ③ 책 선택 곤란 [책을 읽는 목 ](성인) ▲지식. 정보 
37% ▲교양. 인격26.2% ▲시간 보내기 15.7%(학생) ▲재미 즐거
움 36.8% ▲지식.정보 34.8% ▲학과 도움 12% ▲올바른 사람 
11% [좋아하는 독서분야](성인) 국내소설, 종교서 . 번역소설 순,
(국교생) 추리․모험․괴기소설,( 학생) 탐정․공상과학 소설,(고
교생) 번역소설 순. [국민독서진흥책에 바라는 것](성인 상) 속 
TV, 비디오, 출 물 규제가 20.6% ▲언론계 독서캠페인 18.9% ▲
입시 주 교육개선 16.1% ▲도서 ․문고 신설 기능강화 11.1% ▲
학교도서  신설 활성화 10.7%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8.3%의 순

'한국출 연구소'와 
'책의 해 조직 원
회'의<제1회 국민독
서실태조사>

9
학생 가장 

잘가는곳 술집 
35%

1994.12.18
여가 활용 방법: ‘독서’(27.4%), 연극․ 화 람(24.5%), 음악감상
(20.9%), 운동(12.2%) 등의 순. 공서  등을 포함한 한달간의 독
서량: 1~2권(31%), 3~5권(43.9%), 5권 이하(74.9%)

‘한국 학신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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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1),(2),(5),(9)는 학생 독서경향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고교생들은 학교 공

부나 TV 등으로 인하여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은 ‘한국출

연구소’가 국 학생 670명 상으로 조사한 ‘ 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 결과이다. 학생 부

분이 서라 칭한 책들을 읽었고, 외국 서와 외국작가들을 선호함을 볼 수 있다. 이 기사문에 게재

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가장 감명깊은 책을 읽었던 나이는 평균 18세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각  학교 시 로 환산하면 이들 책을 ․고교 시 에 읽었다는 비율이 체의 54%를 차지하

다. 청소년기의 독서가 한 개인의 일생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 독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했고, 입학 이후 독후감 숙제가 한번도 없었다는 비율도 체의 반

에 가까운 49%나 되었다. 책을 추천하거나 내용을 소개하는 등 독서지도를 통해 교수․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은 매우 미미했음을 드러낸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 독서교육의 부재, 

책에 한 정보의 결핍, 도서  장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9)는 국 20개 학 1,987명을 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이다. ․고등학생 시 의 독

서 부족으로 기본 인 책들인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같은 기사문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도서발행 부수는 늘어났으나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 이 89년 48.4%, 90년 49%, 91년 64% 

등이었다. 이것은 갈수록 실제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 한다. 평자들은 이 듯 낮은 독

서율은 사회 인 투자가 부족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당시 세계 주요 학 학생 1인당 도서

수(한국 학 교육 의회․92년)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가 48권인데 비해 일본 동경  296권, 국 

옥스퍼드  593권, 미국 미네소타  251권 등으로 학에서조차 책에 한 인식이 뒤처지는 실정

이었다.35) 한 선호하는 책을 보면 역사물, 명상록, 추리소설류 등 당시 일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며, 도서실은 미흡한 실정이고 여 히 ‘공부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3),(4)를 보면 가구당 교과서․참고서․잡지 등을 뺀 일반서 량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독서보다는 TV․비디오 시청과 같은 오락을 즐기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시기에 비하여 독서

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4)는 한국갤럽이 제37회 독서주간을 맞아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개별 면 하여 한국인의 독서  도서구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서 91

년도 국 독서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어 특징 이다. 

(6)에서도 성인들 60% 이상이 책을  읽지 않는 독서 부진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 시기

보다 더욱 조한 수치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독서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랑스의 경우 1년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 비율이 13%, 10∼24권이 38%, 1∼9권이 24% 으며 

한권도 읽지 않는 비율은 25% 다. 한 일본의 국민학생( 등학생)들이 1년에 평균 100권의 책

을 읽는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학생( 등학생)들은 2.8권에 그쳐 한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

학생( 등학생) 가운데 32%는 교과서 이외의 책은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원 

35) “물질에만 심…정신투자는 인색”(ꡔ中央日報ꡕ, 19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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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베스트셀러

1990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록 ꡔ배꼽ꡕ, TV 인기물과 련된 ꡔ소설동의보감ꡕ, 미래진단서 앨빈 토 러의 ꡔ권력이동ꡕ, 이
태형의 ꡔ2000년의 한국ꡕ, 기업경  련서 ꡔ시민을 한 경제이야기ꡕ(이 탁), ꡔ경제 에세이ꡕ(권오철), ꡔ  낮은 
경제학을 하여ꡕ(정운 ), ꡔ재미있는 경 이야기ꡕ(조동성 외), ꡔ작은 천으로 돈버는 이야기ꡕ(매일경제신문), 
ꡔ이런 직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ꡕ(조경동), ꡔ오퍼상으로 성공하는 방법ꡕ(박주로), ꡔ새로운 인생 내 가게ꡕ(심지
편집부) 등. ꡔ깊은 밤 깊은 곳에ꡕ, ꡔ게임의 여왕ꡕ 등 시드니 셀던의 연작시리즈. 노장사상류 ꡔ노자철학 이것이다ꡕ
(김용옥․통나무), ꡔ감산의 장자풀이ꡕ(감산덕청/오진탁 옮김․서 사), ꡔ감산의 노자풀이ꡕ(동) ꡔ도일성서와 함께 
읽는 노자ꡕ(노소 ․ 인들), ꡔ노자, 그 불교  이해ꡕ(감산덕청/송찬우 옮김․세계사), ꡔ장자(철학우화1)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ꡕ(윤재근․둥지), ꡔ장자(철학우화2) 털끝에 놓인 태산을 어이할까ꡕ(윤재근)

1991

라즈니쉬의 잠언 ꡔ배꼽ꡕ, 외국의 추리소설 ꡔ양들의 침묵ꡕ, ꡔ쥬라기 공원ꡕ, 실용서 ꡔ컴퓨터는 깡통이다ꡕ,유머집 ｢최
불암 시리즈｣ 11종, ｢맹구 시리즈｣ 4종, ｢노사연 시리즈｣ 3종, ｢ 발이 시리즈｣ 3종에 ꡔ캠퍼스 유머 여행ꡕ, ꡔ사회주
의가 뭐 길래ꡕ, ꡔ화장실에서 보는 책ꡕ 등 30종. 국 고  역사  인물 ꡔ소설 제갈공명ꡕ, ꡔ소설 강태공ꡕ, ꡔ소설 
이태백ꡕ, ꡔ소설 맹자ꡕ, ꡔ소설 논어ꡕ, 일본 련서  ꡔ일본의 외교정책ꡕ(을유문화사), ꡔ일본 자본주의논쟁ꡕ(지식산업
사), ꡔ일본기업의 야망ꡕ(비 ), ꡔ돈많은 일본 가난한 일본인ꡕ(삶과꿈)

<표 2> 90년  기 연도별 베스트셀러(ꡔ中央日報ꡕ 기사 자료) 

는 집에서의 과외활동(38.4%)․학교공부(28%)가 독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7)은 93년도 통계청 조사로서 당시 우리나라 각 가정의 책 보유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가구주의 학력이 졸 이상인 경우 당시로부터 5년 에는 평균 234․7권이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207․1권으로 오히려 어든 것이다. 당시 평자들은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이 그동안 책 

사기에 얼마나 인색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단하 다.36)(8)은 ‘한국출 연구소’와 ‘책의 해 

조직 원회’가 실시한 “제1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의 성인과 학생

을 모집단으로 18세 이상 성인 2,000명과 ․ ․고 학생( 등학생은 4학년 이상) 2,700명을 표

본으로 뽑아 설문한 내용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를 표하는 독서지표로 평가된다. 그 이 에

도 독서실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상이 포 이지 못하고 독서에 을 둔 심도깊은 

조사와 분석이 없었다. 이 조사에서도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TV․비디오 보는데 쓸 뿐 독서에

는 심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37)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성인과 학생을 통틀어 

TV․비디오 시청이 단연 1 로 나타났다. 책 읽는 시간은 그것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

은 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경향을 보면, 90년 에 들어서 독서운동이 그 어

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났던 것에 비해 실제로 독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단된다. 

2. 내용으로 본 독서경향

가. 일반 독서경향

다음 <표 2>는 특별히 신문에 게재된 베스트셀러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아래

와 같다.

36) “책 보유량”(ꡔ中央日報ꡕ, 1993.4.21).

37) “성인 하루 독서시간 TV시청의 1/4불과”(ꡔ中央日報ꡕ,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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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역사인물 이야기 ꡔ소설 토정비결ꡕ, ꡔ소설 목민심서ꡕ, ꡔ소설동의보감ꡕ, 하소설 ꡔ단야ꡕ 5권 등과 ꡔ세상을 보는 지
혜ꡕ, ꡔ벽오 학도ꡕ, ꡔ스칼렛ꡕ, 미국의 추리소설․과학소설 아이자크 아시모 의 ꡔ 운데이션ꡕ, 마이클 크라이튼의 
ꡔ주라기 공원ꡕ, 토머스 해리스의 ꡔ양들의 침묵ꡕ등이 유행. 일본번역서 ꡔ 망ꡕ 1, 2권이 ꡔ질풍ꡕ, ꡔ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ꡕ, ꡔ야망은 꿈인가ꡕ, ꡔ덕천가강ꡕ등의 제명으로 재출간 나가오카 게이노스 의 ꡔ오다 노부다가ꡕ, 시바 료타로
의 ꡔ덕천가강ꡕ, ꡔ제국의 아침ꡕ( 8권), ꡔ언덕 의 구름ꡕ 10권, 오다 마코토의 ꡔ소설 임진왜란ꡕ, 미야모토 도쿠
조의 ꡔ왕사ꡕ, ꡔ질풍ꡕ(언어문화사간․허문열 역), ꡔ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ꡕ, ꡔ야망은 꿈인가ꡕ. 나가오카 게이노스
의 ꡔ오다 노부나가ꡕ, ꡔ일본문학․사상명 사 ꡕ등. 만화류 ꡔ장길산ꡕ(백성민), ꡔ객주ꡕ 10권(이두호), 한길사의 
ꡔ사군여 새벽을 노래하라ꡕ(이 세), ꡔ아마겟 돈ꡕ(이 세), ꡔ오! 한강ꡕ(허 만), 민 사의 ꡔ신의 아들ꡕ(박 성)

1993

복출 붐, ꡔ어린왕자ꡕ 63개사. ꡔ논어ꡕ 50개사, ꡔ데미안ꡕ 41개사, ꡔ명심보감ꡕ 37개사, ꡔ좁은문ꡕ 28개사, ꡔ삼국지ꡕ
27개사, ꡔ시티 오 조이ꡕ 5종, ꡔ연인ꡕ 9종, ꡔ제3공화국ꡕ 4종, ꡔ드라큐라ꡕ 2종, 60,70년  소설붐, ꡔ김약국의 딸들ꡕ, 
ꡔ서편제ꡕ, ꡔ 시ꡕ, ꡔ시장과 장ꡕ, ꡔ별들의 고향ꡕ, ꡔ부 ꡕ 등. 비문인들의 작품집, ꡔ여자의 남자ꡕ(김한길), ꡔ베니스의 
개성상인ꡕ(오세 ), ꡔ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ꡕ(김진명), ꡔ목민심서ꡕ(황인경), ꡔ과학원 아이들ꡕ(이 섭) 역사․
하소설류 ꡔ인간시장ꡕ 20권(김홍신), ꡔ토지ꡕ 13권(박경리), ꡔ세종 왕ꡕ 12권(박종화), ꡔ선도체험기ꡕ 16권(김태
) ꡔ장길산ꡕ 5권(황석 ), ꡔ태백산맥ꡕ 10권(조정래), 유주 의 ꡔ북극성ꡕ, ꡔ소설 원군ꡕ, ꡔ소설 조선총독부ꡕ 각 

5권, 유 종의 ꡔ 조 ꡕ 5권, ꡔ소설 임꺽정ꡕ, ꡔ소설 연개소문ꡕ 이상 7권씩, ꡔ바람과 구름과 비ꡕ 10권(이병주), ꡔ지리
산ꡕ 7권, ꡔ장군의시 ꡕ 5권, 정동주는 ꡔ백정ꡕ 10권, ꡔ단야ꡕ 7권, ꡔ민 ꡕ 5권, 홍성원의 ꡔ남과북ꡕ, ꡔ먼동ꡕ 이상 5권씩 
ꡔ달과 칼ꡕ 5권, ꡔ변경ꡕ 5권(이문열), ꡔ녹두장군ꡕ 7권(송기숙) 등. 논리시리즈 ꡔ논리야 놀자ꡕ, ꡔ고맙다 논리야ꡕ 등
(아동용)

1994

․풍수설류 ꡔ팔자 로 산다ꡕ(김병석 지음.무궁화), ꡔ알기 쉬운 역  길흉법ꡕ(김백만 지음. 음출 사), ꡔ믿거나 
말거나ꡕ(목정언.동양역의학 연구원), ꡔ터ꡕ(손석우.답게), ꡔ일터와 집터ꡕ(김두규 편역.포도원), ꡔ성공하는 집, 실패
하는 집ꡕ(송 미.참샘) 생활정보서 의료정보도서로는 ꡔ名醫ꡕ(웅진출 ), ꡔ명의 명클리닉ꡕ(21세기북스), ꡔ명의. 병
원 소 트ꡕ(사계 ), ꡔ병원정보 소 트ꡕ(21세기북스), 시장소개 서  ꡔ서울의 시장ꡕ(공간)과 민속 술행사소개 서
 ꡔ알뜰 시장 소 트ꡕ(장백) 본격소설류 ꡔ화두ꡕ(최인훈), ꡔ한 말 만 하소서ꡕ(박완서) ꡔ깊은 슬픔ꡕ(신경숙), ꡔ

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ꡕ(송기원) 역사소설류 ꡔ동학제ꡕ(한승원), ꡔ아리랑ꡕ(조정래), 김성동의 ꡔ길-어두운 숲속에
서ꡕ, ꡔ만다라ꡕ, ꡔ집ꡕ 책정보지 ꡔ책과 인생ꡕ ꡔ월간 책ꡕ, ꡔ출 정보ꡕ, ꡔ책이야기ꡕ, ꡔ문화라이 ꡕ, ꡔ圖書新聞ꡕ, ꡔ뿌리와 
날개ꡕ, ꡔ새책소식ꡕ, ꡔ북 네트ꡕ 등

<그림 5>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ꡔ中央日報ꡕ, 

1992.8.21)

(1) 오락과 실용, 추수의 출  상

<표 2>를 통해 먼  드러난 은 1990년 에 

기에는  시기와 달리 교양․지식 습득에서 오락 

쪽으로 독서 경향이 바 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

술․교양서 을 찾는 일반 독자들의 발길은 어

들고 유머집, 추리소설, 실용서 등 가벼운 읽을거

리들이 즐겨 읽혔다. 고학력자 간에도 어려운 책 

읽기를 기피하고 재미나 실용 인 정보를 얻기 

한 편의주의  독서가 세를 이루었다. 동구 공산

권의 붕괴 이후 시작된 이념 서 의 퇴조 상38)

이 학술․교양 서 에까지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구책을 찾아 나선 인문․사회과학 출 사들은 다른 분야로 을 돌리거나 문학술서 

발행을 꺼리는 분 기가 확산되었다.39) 반 인 사회 분 기가 안정을 잃은 채 혼미를 거듭함에 

38) “변신 바쁜 사회과학 출 사들”(ꡔ中央日報ꡕ, 1991.8.7), “읽는사람 없는 ｢사회과학｣서 ”(ꡔ中央日報ꡕ, 1991.11.6).

39) “독서-재미 주로 흐른다”(ꡔ中央日報ꡕ, 19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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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독자들도 사색을 요구하는 책보다 흥미 주로 책을 선택하거나 충동구매에 이끌렸으며, 한 

출간되는 책의 종류도 엄청나게 늘어나 고가 뒷받침이 안될 경우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치열

한 경쟁을 뚫지 못해 사장되는 경향이 높아졌다.40) 한 낙서나 개그 같은 시, 옛날 얘기 같은 소설

로 인해 본격 문학이 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도 높았다.41)

구체 으로 <표 2>를 보면 90년  반에 라즈니쉬의 수많은 담론집 가운데서 그럴듯한 잠언만 

골라 짜집기한 ꡔ배꼽ꡕ이 2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성이 강한 해외 번역서들도 

인기가 있었다. 특히 90년도를 시작으로 시드니 셸던의 작품들은 선풍을 일으킬 정도로 애독되었

다. 문학성보다 말 인 재미와 오락  요소만을 달하는 셀던의 작품들은 출 사마다 제목을 

달리하여 복출 했다. 한 로 ꡔThe Other Side of Midnightꡕ만 해도, 출 사마다 ꡔ한밤의 

쪽ꡕ, ꡔ깊은 밤 깊은 곳ꡕ, ꡔ배반의 축배ꡕ. ꡔ한밤의 축제ꡕ 등 다양한 제목으로 출 해 형서 에서 

따로 독립코 를 마련해야 할 정도 다.42) 셸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은 어느 것이나 베스트셀

러가 될만큼 독자들의 비상한 심과 인기를 끌었다. 이와 더불어 아이자크 아시모 의 ꡔ 운데이

션ꡕ. 마이클 크라이튼의 ꡔ쥬라기 공원ꡕ, 토머스 해리스의 ꡔ양들의 침묵ꡕ으로 표되는 미국의 추리

소설․과학소설들도 인기작이었다.43)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ꡔ中央日

報ꡕ, 1992.8.21)에서는 흥미 주의 외국 번역소설이 붐을 이루는 까닭은 기발한 착상, 엽기성 등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과, 동시에 당한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의 취향에 부합 기 때문이라 분석했

다.  문학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 하는 자본이 이 같은 소설들을 독서시장의 총아로 발돋움하

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44)

이에 반하는 본격소설은 90년도 반기로 향하는 94년도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는데, 최인훈의 ꡔ화

두ꡕ, 박완서의 ꡔ한 말 만 하소서ꡕ 등이 상업소설들을 물리치고 형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45) 

연이어 진작가들의 장편소설인 한승원의 ꡔ동학제ꡕ, 조정래의 ꡔ아리랑ꡕ, 김성동의 ꡔ길-어두운 숲

속에서ꡕ등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46) 90년  기의 말 인 문학에 한 회의가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47)

40) “ 매실  곤두박질 ｢인스턴트 책｣만 찾아”(ꡔ中央日報ꡕ, 1991.7.12).

41) “낙서․개그 같은 시 옛날 얘기 같은 소설”(ꡔ中央日報ꡕ, 1992.3.27).

42) “미 시드니 셸던 소설 복 출  극성”(ꡔ中央日報ꡕ, 1990.9.30).

43)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ꡔ中央日報ꡕ, 1992.8.21).

44) “외국 추리․과학소설 붐 본격문학소설 안 읽힌다”(ꡔ中央日報ꡕ, 1992.8.21)

45) “본격소설  출 街 강타 최인훈씨 화두 히트”(ꡔ中央日報ꡕ, 1994.4.6). 

46) “ 견작가 한승원․조정래․김성동 장편 잇따라 출간”(ꡔ中央日報ꡕ, 1994.7.24). 

47) 종말론과 상업주의가 더욱 세를 떨치던 당시, 문단․독서시장에서 순수소설 수호에 나섰다. 권오룡․김사인․임

우기․황 산․ 만 등 자유주의 문학에서 진주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성향의 평론가 5명은 “소설

의 진실과 21세기 삶의 희망을 해 고 진실한 소설을 모아 읽히겠다”며 ｢21세기 작가총서 간행 원회｣를 구성, 

1차로 김성동․김원우․이인성․김 의 작품 선집 4권을 ｢도서출  솔｣을 통해 선보 다. 이문열․박범신․임

철우․오정희․이창동․김한길 등의 작가로 이어지며 매달 1∼2권씩 펴내 ｢21세기 작가총서｣는 상이 해방 이

후에 출생한 작가들로 제한된 것이 특징이다. 순수 한 세 의 작가들이 갖고있는 언어․문학의식을 역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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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의 91년도를 보면 ｢최불암 시리즈｣, ｢맹구 시리즈｣, ｢노사연 시리즈｣ 등의 유머집들이 

몇 종씩 출 되었는데, 인기 TV 로그램의 말장난을 모방했거나 인기 연 인을 주인공으로 한 

센스성 억지 웃음거리를 모은 것들이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

만권씩 팔려 나갔다.48) “소비풍조․ 은층 허탈감 반 ”(ꡔ中央日報ꡕ, 1992.4.24)에서 일부 평자

들은 아직은 생산 인 활동에 주력해야 할 사회가 무 일  량 소비 단계로 들어선 결과 과소비, 

오락, 향락을 부추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독서도 소비 , 오락  경향으로 흘 기 때문이라고 

지 했다. 한 주독자층인 20 가 명상 서 에서 우화 시리즈로 옮겼다가 다시 유머집으로 넘어

가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허탈감의 반 이라고 보았다. 

실용주의  서 도 인기가 있었다. ꡔ컴퓨터는 깡통이다ꡕ 처럼 100,000부 이상 팔린 실용서나  

ꡔ시민을 한 경제이야기ꡕ, ꡔ재미있는 경 이야기ꡕ, ꡔ작은 천으로 돈버는 이야기ꡕ, ꡔ땅․투기의 

상인가, 삶의 터 인가ꡕ 등 돈벌이와 련된 경제 련 서 들이 독서계의 주목을 끌었다.49) 그

러면서  한편에서는 노자․장자 등의 도가 철학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상당한 독자층

을 형성하 다는 도 아이러니하다. 노장 원 의 번역서 내지 역주본은 이미 70년  부터 여러 

출 사에서 나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었으나 90년 에 철학 우화 ꡔ장자ꡕ시리즈가 특별히 주목받

은 이유는 지은이의 주  에서 재해석하고 알기 쉬운  문체로 번안해, 장자의 철학사

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것에서 비롯되었다.50) 한 90년 에는 ꡔ만화로 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ꡕ, ꡔ만화와 함께 보는 음악사ꡕ라는 책처럼 재미와 지식을 주는 만화책이 나오면서 만화가 

정 으로 인식되었다는 도 주시할만하다.51) 이러한 무드에 힘입어 본소 심에서 서  심

을 겨냥한 성인용 장편만화가 출 되었다. 풀빛의 ꡔ장길산ꡕ(백성민), ꡔ객주ꡕ 10권(이두호), 한

길사의 ꡔ사군여 새벽을 노래하라ꡕ(이 세), ꡔ아마겟 돈ꡕ(이 세), ꡔ오! 한강ꡕ(허 만), 민 사

의 ꡔ신의 아들ꡕ(박 성) 등은 이미 본소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렸던 만화들인데 서 용으로 

재출간되었다.52)

(2) 일본 서 의 인기와 하 역사소설 붐

91년도부터 독서계에 드러난  다른 특징은 소련 공산당 몰락 이후 일본 련 도서가 증가하

다는 이다. 세계 각국이 일본의 성장을 경계하며 일본을 제 로 알려고 노력하는 반면 36년간 

지배를 받아온 우리만 유독 무모할 정도로 일본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온데 따른 반성에서 비롯

평론가들이 분석하여 독자들이 새 세 의 소설과 비평의 감각․의식을 더불어 할 수 있게 했다.(“ ｢참 소설｣을 

한 40  홀로서기”, ꡔ中央日報ꡕ, 1992.6.8)

48) “독서-재미 주로 흐른다”(ꡔ中央日報ꡕ, 1992.4.24).

49) “돈벌이 서  인기 높다”(ꡔ中央日報ꡕ, 1990.12.26).

50) “이야기로 풀어 쓴 장자철학”(ꡔ中央日報ꡕ, 1991.12.22). 

51) “두가지 출 의 경우”(ꡔ中央日報ꡕ, 1990.4.8), “클래식 입문서 출간 물”(ꡔ中央日報ꡕ, 1994.10.27).

52) “성인만화 ｢서 매시 ｣개막” ꡔ中央日報ꡕ,(19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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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출 계 일 련 서  

늘어난다”(ꡔ中央日報ꡕ, 1991.11.1) 

된 것이다. 일본을 제 로 알고 세계 질서 재편 흐름에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이 우리 민족번 의 건이라고 

생각한 것이다.53) 이에 따라 ꡔ일본의 외교정책ꡕ, ꡔ일본 

자본주의논쟁ꡕ, ꡔ일본기업의 야망ꡕ등 일본의 이해를 

돕는 서들이 속속 출간되었다. 여기에 무라카미 하

루키 등 일본 인기 작가들의 소설들, 즉 오다노부

나가․도쿠가와 이에야스․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일

본 웅소설들이 앞다투어 출 되었다. ꡔ 망ꡕ이 1, 2

권으로 축약돼 각기 다른 출 사에 의해 ꡔ질풍ꡕ, ꡔ울

지 않는 새는 죽여라ꡕ, ꡔ야망은 꿈인가ꡕ, ꡔ덕천가강ꡕ

등의 제명으로 재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시바 료타로의 3부작 하소설  1부 ꡔ제국의 아침ꡕ( 8

권), 3부 ꡔ언덕 의 구름ꡕ( 10권) 등과 ․추리문학 등도 번역 다.54) 

90년  기는 일본 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던 때이기도 한데 일본만화, 잡지, 가요 

등의 베끼기가 특히 문제시되었던 시기 다. 문학, 사상 등 정신  역에서마 도 일본 베끼기가 

논란이 되었다.55) 은 작가들이 일본 하루키 등의 인기소설에 감염된 것 뿐 아니라 그 윗세 들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작품, 평론, 학문에서 일본을 베끼고 있다는 비 의 소리도 일었다. 이러한 자

성의 분 기 속에서 일본 근․  100년에 걸친 문학과 사상의 흐름을 조감할 수 있는 ꡔ일본문

학․사상 명 사 ꡕ(고재석 )이 출간되기도 했다.56)

92년도부터는 하 역사소설 붐도 일었다. ꡔ소설 제갈공명ꡕ, ꡔ소설 강태공ꡕ, ꡔ소설 이태백ꡕ, ꡔ소

설 맹자ꡕ, ꡔ소설 논어ꡕ 등 국 고  역사  인물들에 한 소설들도 인기가 있었고.57) 이지함, 

정약용, 허 , 임꺽정, 연개소문, 황진이, 김옥균 등 한 시 를 풍미했던 역사  인물을 다룬 ꡔ소설 

토정비결ꡕ, ꡔ소설 목민심서ꡕ, ꡔ소설 동의보감ꡕ 등이 교보서  등 형서 에서 베스트 순 에 올랐

다. 출 사들은 이와 같이 90년  들어 역사  인물소설이 잘 읽히는 이유를 ‘당 의 삶을 총체

으로 그린 모범  장편 부재’, ‘후기자본주의의 편화된 삶에서 총체 인 옛 선인들의 삶의 형태에 

한 향수’, ‘다른 인물의 삶에 한 인간본연의 호기심’ 등에서 찾았다.58)

53) “출 계 일 련 서  늘어난다”(ꡔ中央日報ꡕ, 1991.11.1), “세 무장 미화시킨 일 시 소설 이상붐"(ꡔ中央日報ꡕ, 

1992.4.12).

54) “한일 ｢문학역조｣ 심각하다”(ꡔ中央日報ꡕ, 1992.5.14). 

55)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가 박일문의 수상작 ꡔ살아 남은 자의 슬픔ꡕ이 하루키의 표 로 시비거리에 올랐고, 이를 

게재한 ꡔ문학정선ꡕ 발행인 김수경 등은 출 물에 의한 명 훼손 등 의로 구지방검찰청에 고소 다.(“문단 

‘일작가 모방’ 일 만 ” ꡔ中央日報ꡕ, 1992.9.1).

56) “ꡔ일본문학․사상 명 사 ꡕ 근․ 사 흐름 한 에”(ꡔ中央日報ꡕ, 1993.5.31).

57) “서 가에 추리․ 국역사인물 소설 불티”(ꡔ中央日報ꡕ, 1991.8.16).

58) “황진이 김옥균 정약용 ꡔ역사인물 소설ꡕ 쏟아진다”(ꡔ中央日報ꡕ, 19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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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 출 과 본격문학 복고바람

앞서 인기 작품 출  상에서도 보았듯이, 출 계의 고질  병폐인 복출 은 90년 에 들어

서 더욱 성행했다. 그것은 문고 , 집류, 아동용, 단행본 등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93년 당시 

한출 문화 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개 이상의 출 사가 복출 한 책만 해도 50여권에 

이르 다. “ 복출  다시 기승”(ꡔ中央日報ꡕ, 1993.3.12) 보면 당시 최고 복출 은 ꡔ어린왕

자ꡕ로 무려 63개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ꡔ논어ꡕ 50개사, ꡔ데미안ꡕ 41개사, ꡔ명심보감ꡕ 37개사, 

ꡔ좁은 문ꡕ 28개사, ꡔ삼국지ꡕ 27개사 등으로 집계 다. 이밖에 시드니 셸던의  작품이 21개 출

사에 의해 번역돼 나왔다고 한다. 특히 화가 상 되면 같은 내용의 소설들이 하게 번역 혹

은 번안 구성돼 서 가에 나왔는데, 이 같은 로 ꡔ시티 오 조이ꡕ가 5종, ꡔ연인ꡕ이 9종, ꡔ제3공

화국ꡕ이 4종, ꡔ드라큐라ꡕ가 2종 나왔다. 이 기사문에서는 복출 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 사 입장에서 보면 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기본 부수는 쉽게 넘긴다는 사실을 인지함이며, 

지방의 경우 특히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출 사들이 쉽게 다가서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출  상은 시류에 편승한 조 출 이라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규제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 받기도 했다.59)

한편 독서계에 60, 70년  소설이 재발간되는 상도 나타났다. “독서계 60~70년  소설 복고바

람 분다”(ꡔ中央日報ꡕ, 1993.8.25)를 보면, 62년 발표된 박경리의 장편 ꡔ김약국의 딸들ꡕ과 64년 작

품 ꡔ 시ꡕ, 68년에 발표한 ꡔ시장과 장ꡕ 각 2권이 다시 나왔고, 70년 와 80년   발표된 이청

의 ㆍ단편 8편을 모은 ꡔ서편제ꡕ가 형서  집계 베스트셀러 수 를 오르내리며 독서계에 복고 

바람을 일으켰다. 여기에 최인호, 한수산 등의 작품으로 70년  발표작인 ꡔ별들의 고향ꡕ, ꡔ부 ꡕ 

등도 재출간되었다. 당시 비평계에서는이러한 상을 두 가지 원인에서 찾았다. 첫째, 독자들이 90

년  들어 풍미했던 역사인물 소설에 식상하 고, 둘째, 허황된 옛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을 내세

워 신변잡기  감상이나 털어놓는 소설에 식상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본격장편을 

원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 때문에 복고붐이 일었다는 

것이다.60) 이를 통해 당시 독서계는 환을 요구하는 시 음을 볼 수 있다.

(4) 유럽의 한국문학 붐, 오디오북과 자책, 기타 독서경향

93년도 “유럽 출 계 속계약붐"(ꡔ中央日報ꡕ, 1993.3.8)이라는 기사를 보면, 이문열, 최인호, 

김성동, 오정희 등 10여 명의 작품이 랑스와 이태리 등에서 잇따라 출간되어, 유럽 독서계에 한

국 문학붐이 일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랑스의 ‘악트쉬드’가 90년 이문열의 ꡔ 시조ꡕ를 처음으

로 번역, 출간하면서 한국소설에 손을 기 시작했고, 잇달아 이청 , 조세희, 이균 , 김승옥, 최인

59) “ꡔ 복출 ꡕ 다시 기승”(ꡔ中央日報ꡕ, 1993.3.12).

60) “독서계 60~70년  소설 복고바람 분다”(ꡔ中央日報ꡕ, 199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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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디오북(“독서도 

음악감상하듯 오디오북 출  

활기”, ꡔ中央日報ꡕ, 1994.2.23) 

<그림 7> 한국을 연구한 

서 들(“유럽 출 계 속계약 

붐", ꡔ中央日報ꡕ, 1993.3.8) 

호의 작품집을 펴냈다.61)  동구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 폴란드의 주요 문 지인 계간 ꡔ세계문학ꡕ에서 권을 한

국문학 특집으로 꾸미는 등 한국문학에 한 심이 고조되

고 있었다. 분단으로 양 체제의 긴장을 살아낸 한국문학이 

각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는 자본주의 문 사조에 경도

던 동․서구 문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유럽 독서계를 

고들었다는 것이다.62) 이에 문학계에서는 국내 작품의 해외 

소개가 요하고도 시 한 명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책 내용 체를 온

라인으로 읽는 PC ‘ 자책’ 이용이 늘기 시작했다. 문회사

들의 매 서비스, 유통망도 다양해져 국내 독서문화에 새로

운 바람을 암시했다.63) 자책은 당시 일반인에겐 아직 생

소한 개념이었으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책

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장 으로 당시로서는 

망을 지닌 분야 다.

94년경에 독서계의 새로운 상으로 성인용 도서에도 듣

는 책 즉 ‘오디오북’ 출간이 차 늘어났다는 도 주목된다. 

이미 89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으나 일반화되지 못하다가. 

이 시기에는 그 종류와 출간량이 늘어나는 추세 고 그 로 

ꡔ어린 왕자ꡕ, ꡔ동 스님이 엮은 오디오 반야심경ꡕ, ꡔ한국사 강의ꡕ, ꡔ음악의 이론ꡕ, ꡔ음악의 역사ꡕ 

등이 나왔다. 특히 오디오북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듣기라는 형식과 가까운 낭송

시집 분야로서, ꡔ화사집ꡕ(서정주), ꡔ만남에서 동반까지ꡕ(박열), ꡔ동반에서 원으로ꡕ(박열) 등이 

꾸 히 팔렸다.64)

‘책의 해’인 93년도에 논리 입문서와 에세이집이 각각 1, 2 를 다투는 특이한 상을 보 다는 

도 특기 사항이다. “논리입문. 에세이 베스트셀러 1. 2 석권”(ꡔ中央日報ꡕ, 1993.12.6)에서 밝

힌 바, ꡔ반갑다 논리야ꡕ(사계 )와 ꡔ여보게 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ꡕ(고려원)가 그 이다. 자

는 어린이 도서로 출간되었는데, 논리  사고력을 시하는 학수학능력 시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 ․고생 모두에게 애독되었다. 논리학, 즉 철학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우리나라 출 사

상 처음이었다. 수필집 역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67년 혜린의 ꡔ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ꡕ

61) “유럽 출 계 속계약 붐"(ꡔ中央日報ꡕ, 1993.3.8). 

62) “한국문학 해외소개 힘쓸때”(ꡔ中央日報ꡕ, 1993.12.2).

63) “ 자책 서비스다양 독서계 새바람”(ꡔ中央日報ꡕ, 1994.8.27).

64) “독서도 음악감상하듯 오디오북 출  활기”(ꡔ中央日報ꡕ, 19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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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26년만의 일이었다. 솔직하고 친근한 분 기로 엮어나간 이 책은, 정신 으로 기  곳 없

는 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내용과 지속 인 고 효과가 맞물려 베스트셀러

가 된 것이다.65) 

한 94년도 말에는 ꡔ팔자 로 산다ꡕ, ꡔ알기 쉬운 역  길흉법ꡕ, ꡔ믿거나 말거나ꡕ 시리즈, ꡔ사주

ꡕ, ꡔ터ꡕ 등 이나 풍수 련 서 들이 인기를 얻었는데, 미신에서라도 안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

의 고달  삶의 반 이라고 보았다.66) 정보를 효과 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종합 안

내서도 속속 출간되었다. ꡔ93 비즈니스 정보백과ꡕ(매일경제신문사), ꡔ은행소 트ꡕ(한빛), ꡔ경제정

보 소 트ꡕ(의암출 ), ꡔ경제기사 읽는 법ꡕ(거름), ꡔ경제기사 소 트ꡕ(사계 ) ꡔ알뜰 시장 소 트

ꡕ(장백) 등 경제를 포함한 체 인 정보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과, 의료정보 도서 ꡔ名醫ꡕ(웅

진출 ), ꡔ명의 명클리닉ꡕ(21세기 북스), ꡔ명의․병원 소 트ꡕ(사계 ), 서울의 유명 문시장을 

소개한 ꡔ서울의 시장ꡕ(공간), 민속 술 행사 등을 소개한 ꡔ알뜰 시장 소 트ꡕ(장백) 등 주제도 세

분화되어 다양하게 선보 다.67) 각종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와 

그 수집  정리, 활용 방법을 알아야겠다는 소  ‘정보 마인드’가 차 확산되고 있었음을 반 한다.

나. 학생 독서실태

(1) 아동68) 독서실태

(가) 독서실태

“서울시 국교 3분의 1 도서실 무"(ꡔ中央日報ꡕ, 1993.3.11)에 따르면, 1993년도 서울시 교육

청의 조사 결과 서울 시내 국민학교( 등학교)의 반 이상이 도서실이 없거나 도서실이 있는 경

우에도 장서수가 법정 기 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책의 해’를 무색  했다. 당시 시내 

490개 국민학교( 등학교)  34․5%인 169개교가 아  도서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시설 설비기 령’에 규정된 학 당 100권 이상의 단행본을 비치한 학교도 체의 54.9%인 269

개교에 불과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들 학교가 보유한 도서의 상당수는 발간한 지 5년 이상돼 88년 

고시된 새 맞춤법  표 어규정에 맞지 않아 어린이들의 독서교육용으로 합하지 않은 실정이었

다.69) 한 등학생 부분이 공부 스트 스에 시달리고, 학원을 마친 어린이들은 독서보다는 

TV나 비디오 시청, 운동에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밝 졌다.70) 한편 한국간행물 윤리 원회가 92

65) “논리입문. 에세이 베스트셀러 1.2  석권”(ꡔ中央日報ꡕ, 1993.12.6).

66) “ , 풍수 련서  날개돋쳤다”(ꡔ中央日報ꡕ, 1994.2.12)

67) “정보수집.활용 안내서 물”(ꡔ中央日報ꡕ, 1993.9.26), “생활정보서 주제 세분화 내용도 짭짤”(ꡔ中央日報ꡕ, 1994.2.16).

68) 본고에서는 특별히 수 별 독서경향을 살피는데 있어 아동․ 고생․ 학생 등으로 층 를 두고 살폈다. 아동은 

등학생보다 범주가 넓은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등학생 심의 논의이되 아동 반 인 독서경향을 함께 살

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에 ‘아동독서’라 쓰고 있다.

69) “서울시 국교 3분의 1 도서실 무"(ꡔ中央日報ꡕ, 1993.3.11).

70) “국교생 69%가 성  고민”(ꡔ中央日報ꡕ, 19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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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 선정 

국 돌며 책 시 

독서강연”(ꡔ中央日報ꡕ, 

1994.10.28). 

년도에 12개 등학교 4, 5, 6학년 614명을 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독서경향  독서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좋아

하는 책이 명랑소설(23.5%)과 공포추리소설(22.1%)로 나타나 흥미

주의 독서경향을 보 다.  책의 구입면에서 어린이가 직  사는 

경우(42.3%)가 어른이 사주는 경우(20.8%)보다 훨씬 많아 범람하

는 아동 도서시장 속에 어린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71)

한편 90년   “책읽기”(ꡔ中央日報ꡕ, 1992.8.1)라는 기사를 보

면, 당시 국민학교( 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인기있는 책으로 꼽은 

것이 ꡔ드래곤 볼ꡕ, ꡔ닥터 스럼 ꡕ, ꡔ북두신권ꡕ 등 일본 번역 만화들

이었다. 한 개 집집마다 부모가 사  50∼100권 한 질로 된 동화

책, 인  등 아동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잘 읽

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양이 무 많아 보기도 에 질리고, 

씨가 작고, 책표지도 딱딱하고 모두 같은 모양인데다, 실제로 시 에 

뒤떨어진 내용이 많아 재미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인 은 

실감이 없고 재미가 없어 끝까지 읽어본 이 없다고 말했다. 부

분의 아이들은 인 을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 등으로 내줘 강제로 읽은 몇 권을 빼고는 끝까지 

읽은 것은 외국 인  1∼2권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숙제로 읽는 인 도 부분은 어린 시  

이야기는 건 뛰고 숙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기사문에서 밝힌 바, 어린이들이 그래도 읽은 것  가장 재미있게 읽은 인 은 에디슨과 

같은 외국의 인들이었다. 이순신 장군, 세종 왕 등 우리 선조 인을 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 에는 훌륭한 과학자도 없고 순 히 장군이나 정치가 뿐이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80년  학생독서 경향과 비교해 보면 그 변화상을 감지할 수 있다. 82년도 

‘동방생명’의 ‘학생독서실태’ 조사72)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종류가 인 (국민학생 

51․9%, 학생 42․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존경하는 인은 국민학생( 등학생)의 경우 이

순신 장군을, 학생은 세종 왕을 들었고, 84년 ‘MBC, 어린이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들이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ꡔ이순신 기ꡕ 등 국내 인들을 꼽았다.73) 이와 다르게 90년  들어서서 

어린이들이 인 을 별로 읽지 않는다는 , 그리고 외국 인들을 선호한다는  등이 상반 이

다. 여기에다 참고로 어린이들이 꼽은 재미있는 동화로는 ‘안데르센 동화’를 꼽았고 학교에서 읽으

71) “국내창작 물 외국작품 풍성 래동화 발굴 어린이 책 다양해졌다”, ꡔ中央日報ꡕ, 1992.5.4).

72)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인 ”(ꡔ中央日報ꡕ, 1982.11.17).

73) “MBC, 어린이 의식 조사 ”(ꡔ中央日報ꡕ, 19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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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우리나라 동화는 가장 재미없는 책74)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와 같은 서구 추수의 독서풍토를 바꾸려는 의도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의 독서운동이 일어

났다. 국을 돌며 ‘어린이와 책’ 문화 행사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국내 작가가 쓴 책들을 읽도록 

하는 행사를 펼쳤으며, 어린이 책 시와 매, 책그림 시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까”를 주제로 한 학부모 상 독서강연회, 가족신문 시회, 그림책 슬라이드 상  등 그 내용도 

다양했다.75) 더 나아가 각종 문화 단체에서는 어린이 독서 안내를 한 양서 목록을 제시했다. 학

생독서 실태는 학생들 스스로 어떤 책을 애독하는가도 요하지만 어떤 책이 양서로 추천되고 있

는가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 독서 자료는 부모, 혹은 학교나 교육 단체에서 선택․지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주로 선정된 도서를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1) ▲동시= ꡔ어린이 낭송 시집ꡕ( 림당) ꡔ한국 명작 동시ꡕ(가나) ꡔ착한 것 찾기ꡕ(미리내) ꡔ바람

과 빈병ꡕ(아동문 ) ꡔ어린 떠돌이ꡕ(창작과 비평) ꡔ 사람의 휘 람ꡕ(늘푸른) ꡔ장미 스님ꡕ(아동문 ) 

ꡔ꽃보다 별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ꡕ(윤성) ꡔ헨리와 말라깽이ꡕ( 암사) ꡔ잿빛 토끼와 란 장화ꡕ(신구미

디어) ꡔ두만강 해란강 설ꡕ(지경사) ▲ 기= ꡔ할아버지 손은 약손ꡕ(소년한국일보) ꡔ  월계 을 

향하여ꡕ(백호) ▲역사= ꡔ흥미로운 국보여행ꡕ(산하) ▲수기= ꡔ안녕할 수 없는 세월ꡕ(지경사) ▲과

학= ꡔ 르 곤충기ꡕ(고려원미디어) ꡔ참붕어의 사랑 고백ꡕ(웅진) ꡔ재미있는 발명 여행ꡕ(명지) ꡔ뇌 

속의 여행ꡕ(서 사) ▲체험담= ꡔ이럴 때 아빠가 좋아요ꡕ(아동문  작가회․어린이재단)

“우수도서 20권 발표”(ꡔ中央日報ꡕ, 1992.12.26) 

(2) ▲방정환: ꡔ사랑의 선물 1,2ꡕ(신구미디어) ▲마해송: ꡔ사슴과사냥개ꡕ(창작과 비평사), ꡔ떡배 

단배ꡕ(신구미디어) ▲이원수: ꡔ갓난 송아지ꡕ(삼성미디어), ꡔ꼬마 옥이ꡕ ꡔ해와 같이 달과 같이ꡕ(창작

과 비평사) ▲이주홍: ꡔ피리부는 소년ꡕ(상, 하), ꡔ못나도울엄마ꡕ ꡔ사랑하는 악마ꡕ(창작과 비평사) ▲

권정생: ꡔ짱구네 고추밭소동ꡕ(웅진출 ), ꡔ하나님의 물ꡕ ꡔ하나님이 우리 집에 살고있네요ꡕ(산하), 

ꡔ몽실언니ꡕ ꡔ 득이네ꡕ(창작과 비평사) ▲이 주: ꡔ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ꡕ(웅진출 ), ꡔ날개달린 

아 씨ꡕ(창작과 비평사) ▲손춘익: ꡔ새를 날려보내는 아 씨ꡕ ꡔ어린 떠돌이ꡕ(창작과 비평사), ꡔ도도

새와 카바리아 나무ꡕ(웅진출 ) ▲윤기 : ꡔ해가 뜨지않는 마을ꡕ ꡔ서울로 간 허수아비ꡕ ꡔ회 리와 

훈장ꡕ(산하) ▲장문식: ꡔ 나와 징검다리ꡕ(창작과 비평사), ꡔ도둑마을ꡕ(산하) ▲이 이: ꡔ가슴으로 

크는 나무ꡕ(계몽사), ꡔ밤티마을 큰돌이네ꡕ( 교출 ), ꡔ 구랑 흑구랑ꡕ( 암사)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선정 국 돌며 책 시 독서 강연”(ꡔ中央日報ꡕ, 1994.10.28).

74) “책읽기”(ꡔ中央日報ꡕ,1992.8.1).

75) “방정환 등 국내작가 동화선정 국 돌며 책 시. 독서 강연”(ꡔ中央日報ꡕ,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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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좋은 만화 잔치“(ꡔ中央日報ꡕ, 

1993.4.23). 

(1)은 ‘한국어린이 독서문화회’에서 92년 후반기 우수도서 20권을 선정한 것이고. (2)는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선정한 10명의 국내 동화작가와 그 작품이다. 이를 보면 주로 국내 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시기까지의 추천 도서 목록에서는 주로 인 이 다수인 경

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틀을 깨고 있음이 주목된다.

(나) 출 물의 경향

90년  기에는 학습만화가 다수 출 되었다. 어린

이에게 친숙한 만화라는 형식으로 어려운 역사나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생에 인기 

높은 학습만화 마구잡이 해  요주의"(ꡔ中央日報ꡕ, 

1990.12.10)의 보도에 따르면, 계몽출 사의 ꡔ학습만

화한국사ꡕ, 웅진출 사의 ꡔ애니메이션 한국의 역사ꡕ

등의 집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같은 학습만화 붐

이 불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풍물사를 담은 이원복의 

ꡔ먼 나라 이웃나라ꡕ가 1,000,000부 가량 팔리면서부

터이며 이후 다수의 출 사들이 학습만화 시장에 뛰

어들었다. 학습만화의 내용도 범 해져 기의 명심보감, 삼강오륜, 고사성어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고 물이나 과학, 수학 등 학습만화에서 역사, 인 , 성교육을 주제로 하는 것, 교과서를 

만화화한 것까지 다양했다.76) 이러한 붐과 함께 ꡔ겨 의 인걸 100인ꡕ을 비롯해 ꡔ떠돌이 검둥이ꡕ, 

ꡔ공룡나라 우리엄마ꡕ 등 교훈을 주는 만화들도 출 되었다. 90년 에 들어서 만화가 정 인 측

면에서 아동들의 독서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ꡔ드래건 볼ꡕ, ꡔ시티 헌터ꡕ 등 불법 일본만

화 추방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77) 한 93년 어린이날에는 서울 YWCA에서 “어린이날 선물은 

좋은 만화로 합시다”를 내걸고 교보문고에서 ‘좋은 만화 잔치’가 열렸다. 불량․폭력 만화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주부 모니터 요원들이 꼼꼼히 가려 뽑은 만화들을 골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

기 한 행사 다.78)

한편 출 사들은 국내 창작동화, 외국  명작동화, 래동화 등은 물론 교양, 교육, 철학 동화

류 등을 장기 기획물로 출 했다. 그 결과 아동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 으로도 향상되었다. 

민음사에서는 ‘어린이책’ 기획 시리즈로 ꡔ서정주 세계 만화집ꡕ 5권. ꡔ 랑스동화ꡕ 10권, ꡔ

국․미국동화ꡕ 9권 등을 펴냈고, 국민서 에서는 래동화․세계동화․생활동화 등 주제별로 

76) “ 생에 인기 높은 학습만화 마구잡이 해  요주의"(ꡔ中央日報ꡕ, 1990.12.10).

77) "교훈주는 만화만 펴낼 생각"(ꡔ中央日報ꡕ, 1992.9.30).

78)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좋은 만화 잔치“(ꡔ中央日報ꡕ, 19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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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컴퓨터시  어린이들 독서풍속 

바꾼다”(ꡔ中央日報ꡕ, 1993.2.9)

나눠 이야기를 모은 유아용 그림동화 ꡔ어린이 나라ꡕ 9권, 창작동화 ꡔ어린이와 함께 보는 창작동

화집ꡕ 13권을 펴냈으며, 신구 미디에서는 한국의 표  동화작가들의 작품집인 ‘어린이를 한 

사랑의 선물’ 시리즈로 방정환의 ꡔ사랑의 선물ꡕ을 비롯하여 마해송의 ꡔ떡배 단배ꡕ, 강소천의 ꡔ나는 

겁쟁이다ꡕ 등을 펴냈다. 이와 함께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아동도서 출 도 늘었다. 도서출  

랑새에서는 세계 인 만화 제작사인 미국의 월트디즈니와 자권 계약을 하고 ‘월트디즈니 문고’

로 ꡔ디즈니의 인어공주ꡕ, ꡔ디즈니의 미녀와 야수ꡕ 등을 펴냈고, 동학사는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토

스사와 계약하여 아벨산타크루스의 ꡔ천사들의 합창ꡕ 10권을 완간하 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아동 도서시장도 안데르센으로 표되는 세계 고  아동문학의 틀을 벗어나게 되었다.79) 

한 컴퓨터 시 에 발맞춘 출  형태들도 나타났다. 종이에 인쇄된 책 신 컴퓨터 화면의 그림

동화와 연재만화를 즐기는 PC 독서문화가 개된 것이다. 93년 2월 한국 PC통신은 한국 래동화

와 세계명작, 그림동화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연재하기 시작했고 호응도 좋았다.80) 이와 함께 스크

린북, 게임북, 하이퍼북 등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길을 끄는 어린이 도서들이 잇따라 선보 다. 

종래의 책 개념과 다른 이런 종류들은 TV나 

자오락에 탐닉하는 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인기

가 높았다. 그 한 로 ꡔ월리를 찾아라ꡕ 시리즈나 

ꡔ슈퍼마리오ꡕ 시리즈는 선풍 인 인기를 얻었

다.81) 한편에서는 이러한 상에 해 흥미 주

의 오락성이 높아 차분히 정독하는 습 을 들이

지 못하게 한다는 평가를 내렸다.82)

(2) 고생과 학생의 독서실태

사회나 학교에서 벌이는 학생 독서운동은 실제로 취학  아동이나 등학생 시기에 거의 집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생의 경우는 입시로 인한 교과 공부로 독서 시간이 으

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기별 독서양상을 보면, 정책 인 변화로 인해 독서교육이 강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70년  후반의 경우, ․ ․고생들의 독서생활을 보다 체계 으로 지

도하기 한 정책이 서울시 교 당국에 의해 추진되기도 했다. 즉 시교  당국은 각  학교별로 

79) “국내창작 물 외국작품 풍성 래동화 발굴 어린이 책 다양해졌다”(ꡔ中央日報ꡕ, 1992.5.4).

80) “컴퓨터시  어린이들 독서풍속 바꾼다”(ꡔ中央日報ꡕ, 1993.2.9).

81) “흥미 고드는 어린이 게임북”(ꡔ中央日報ꡕ, 1993.12.6).

82) 한편 어린이들만을 한 어린이 문책방이 생기기도 햇다.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 문책방은 유아

용 그림책과 동화책,교육용 만화책, 백과사 류만 취 하며 오락 만화책과 참고서류는 팔지 않았다. ｢ 방｣. ｢산

샘｣, ｢여우오 ｣, ｢동화나라｣ 등이 그 다.(“어린이 문 책방 성업”, ꡔ中央日報ꡕ, 1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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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청소년 독서문화 

변화-수능 향 독서길잡이책 

불티”(ꡔ中央日報ꡕ, 1993.12.29). 

우량도서 20권씩을 선정하여 1주 1시간씩 일제히 독서

시간을 갖고 학생들로 하여  이 책들을 반드시 읽도록 

지시했다. 독서지도를 정규 교과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83) 1980년  에는 

특히 공교육 내에 큰 변화가 일었던 시기로서 학입시

에서 본고사가 폐지되고 과외수업이 지되었다. 소  

‘7․30교육개 ’이라고 불리운 이 교육개 은 ‘입시 주

교육’에서 ‘ 인교육’으로 환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

었다. 달라진 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교육 반에서도 변

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 수학, 국어에만 치 했던 

종 의 교육에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한 독서, 수 , 

서 , 운동 등의 교육으로 비 이 옮겨갔다.84)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80년   정부

의 ‘국민독서생활화’ 운동 추진 방안에서는 특별히 학교교육을 통한 독서생활 정착에 가장 큰 역

을 두고 있었다. ․ ․고교에서 학년별로 알맞는 필독도서를 선정하고 독서결과를 학습성  평

가에 반  했으며, 학에서도 각기 도서선정 원회를 두고 독서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 다.85) 

한 86학년도부터 학입시에 논술고사를 포함한다는 보도가 있자 독서의 필요성이 더욱 실한 

실정이 되었다. 그러다 88년도에 논술시험이 없어지게 되자 학교에서 독서지도 시간을 폐지하는 

등 독서교육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86) 

그런데  다시 90년 에 들어서서 학수학능력 시험의 경향이 바 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어 역의 경우 어휘력, 문장독해력, 언어추리력 등을 특정 과목에 편 하지 않고 통합교과 인 

소재를 사용하여 출제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학력고사 국어처럼 국문학, 국문학사, 문법 등 지식 

주의 문제는 묻지 않고 교과서 밖의 문장도 폭넓게 출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과서

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학, 사회, 과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평소 두루 읽어 폭넓은 

교양을 쌓아야만 했다. 교사들도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토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는 수업을 진행하 다. 학생들에게 신문․잡지는 물론 문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

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이해력․사고력․추리력․비 력 등을 길러주는 것

이 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87) 고교 수업에서 독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 되자 부분 

83) “독서지도”(ꡔ中央日報ꡕ, 1978.4.26)

84) ｢과외없앤건 아주 잘한 일 본고사 폐지엔 찬반 갈려｣(ꡔ中央日報ꡕ, 1980년 9월 22일자), ｢인간교육의 여건｣(ꡔ中央

日報ꡕ, 1980년 10월 14일자).

85) ｢독서의무화 교육｣(ꡔ中央日報ꡕ, 1981.11.7)

86) ｢어린이에겐 책과 사랑을｣(ꡔ中央日報ꡕ, 1987.4.30.)

87) “ 학수학시험 다양한 독서 통해 ｢생각하는 힘｣배양”(ꡔ中央日報ꡕ, 19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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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주 1시간 정도 의무 으로 책을 읽게 하는 ‘독서교실’을 운

하기도 했다.88)

결과 으로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 사이에 독서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독서 경향도 신간 

베스트셀러에 한정되던 것이 종합 인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학, 고 , 철학, 과학 분야에

까지 확 되었다. 이에 따라 형서 들의 문학, 일반상식, 과학서  코  등은 청소년들로 크게 붐

볐다.89) 그 결과 종래의 문제집이나 참고서 매량이 어든 신 수학능력 시험을 치루어야 할 

청소년들이 리 읽어야 할 교양도서들이 출 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한 단행본 도서가 드물

던 실에서 ꡔ한국인의 과학정신ꡕ(평민사), ꡔ내 작은 인생이 흔들려요ꡕ(한아름), ꡔ상식속의 철학, 

상식밖의 철학ꡕ(새길), ꡔ환상의 수리탐구여행ꡕ(장백), ꡔ그 산하 그 인걸ꡕ(배 사), ꡔ 의 용기만큼 

큰 산ꡕ(사계 ) 등이 출 되었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빼고는 달리 읽을만한 책도, 읽을 시간도 없다

시피 하던 청소년들에게 수능시험의 향으로 독서문화가 형성된 것이다.90) 

한 “수능 비에 더 도 잊고”(ꡔ中央日報ꡕ, 1993.7.21)에 제시된 바, 고등 학생들을 한 독

서교육 잡지들이 독서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표방하고 잇따라 선보 다. 그 로 지학사의 ꡔ고교 독

서평설ꡕ, ꡔ 학독서평설ꡕ, ꡔ 학생 독서친구ꡕ, ꡔ만화 독서 장ꡕ, ꡔ디딤돌ꡕ, ꡔ고교 독서평설ꡕ, ꡔ 과 

생각ꡕ, ꡔ독서 장ꡕ 등 고교생 상 독서잡지 뿐만 아니라 학생 상의 잡지까지 출간되었다. 한편 

ꡔ즐거운 독서여행ꡕ 1, 2(내일을 여는 책) 등 청소년을 한 독서 지침서, ꡔ놀면서 하는 공부ꡕ ꡔ웃으

면서 하는 공부ꡕ(한민사) 등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 방법 안내서 등이 인기를 모았고, 

그런가 하면 ꡔ교과서 속의 숨은 이야기ꡕ(동쪽나라)처럼 교과서와 련된 근본 원리  사실을 심

으로 상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도 출 되었다.9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간행물 윤리 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읽어야할 ‘좋은 책 30종’을 선정하

여 발표하기도 했다. 간행물윤리 는 각계 문가들의 추천  서평 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4회 

선정도서를 추천했다. 참고로 선정된 권장도서 30종은 다음과 같다.

(4) ▲ꡔ꽃과 소녀와 달과ꡕ(김동리/제3기획) ▲ꡔ미술의 길ꡕ(임 방/벽호) ▲ꡔ사랑하는 사람을 

하여ꡕ(정호승/제3기획) ▲ꡔ시간의 종말ꡕ(크리슈나무르티/고려원) ▲ꡔ새로운 철학이 열리다ꡕ(한스 라

이헨 바하/새길) ▲ꡔ노벨상을 가슴에 품고ꡕ(오길록外/동아일보사) ▲ꡔ과학과 근 세계ꡕ(화이트헤드/

88) “고교마다 독서․ 어듣기 비상”(ꡔ中央日報ꡕ, 1993.6.22).

89) “수능 비에 더 도 잊고”(ꡔ中央日報ꡕ, 1993.7.21).

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도서실이 제 구실을 못한다. 인교육의 바탕으로 독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특히 

입 수능시험과 논술시험 도입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독서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부분의 학교 도

서실이 학생들의 이같은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94년 4월 당시 서울 시내 

학교도서실의 학생 1인당 보유 장서수는 학교 1.71권, 고교 3.01권. 그나마 낡거나 오래된 책이 부분이었

다.(“中ㆍ高校 도서실 유명무실-장서 낡고 신간 거의 없어 외면”, ꡔ中央日報ꡕ, 1995.4.18).

91) “청소년 독서문화 변화-수능 향 독서길잡이책 불티”(ꡔ中央日報ꡕ,199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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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문화사) ▲ꡔ아원자입자의 발견ꡕ(스티  와인버그/민음사) ▲ꡔ한국인이여 잠에서 깨어나자ꡕ(조규

하/고려원) ▲ꡔ21세기 경제정책의 환ꡕ(이형구/고려원) ▲ꡔ유럽을 움직이는 사람들ꡕ(정 수 外/

암사) ▲ꡔ발로 쓴 세계청소년의 생활과 미래ꡕ(이재욱, 신명신/실록) ▲ꡔ  흙 속에도 신바람을ꡕ(성

진근/을유) ▲ꡔ조지워싱턴ꡕ( 랙스터/고려원) ▲ꡔ우리의 선사문화ꡕ(이융조 外/지식산업사) ▲ꡔ민요

와 민 의 삶ꡕ(한국민속학회/우석) ▲ꡔ상 식속의 상식ꡕ(도  에이 리스/장택) ▲ꡔ그래도 바람개비

는 돈다ꡕ(이어령/동화서 ) ▲ꡔ자기를 팔만큼 가난하지 않고 남을 살만큼 부유하지 않은ꡕ(피천득 

外/범우사) ▲ꡔ재미있는 고 여행ꡕ(김창 /김 사) ▲ꡔ가정교육ꡕ(조선일보 사회부/우석) ▲ꡔ부끄

런 A학 보다 정직한 B학 이 낫다ꡕ(박 철/비 ) ▲ꡔ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ꡕ(하태성/갑인) ▲

ꡔ마음의 샘ꡕ(박제천/문학아카데미) ▲ꡔ인간 계개선훈련ꡕ(유동수/청년문화사) ▲ꡔ생활에서 수학을 

이해하는 책ꡕ(안재구/일월서각) ▲ꡔ다섯개의 창이 있는 집ꡕ(유경환/동아) ▲ꡔ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

서ꡕ(이 / 교) ▲ꡔ숨어서 빛나는 이야기ꡕ(편집부/국민서 ) ▲ꡔ어린이 상식백과ꡕ( 경재/동화문

학사)

“이런 책이 마음의 양식-간행물윤리  30권 선정”(ꡔ中央日報ꡕ, 1994.4.20)

지 까지 다룬 학생독서 경향은 주로 ․ ․고생 심으로 다루었다. 20세 이상인 학생들

의 독서경향은 거의 일반인 독서경향과 일치한다. 앞서 다루었기에 따로이 그 목록들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가지 특기 사항을 들자면, 70년  학의 교양과목에서 시했던 독서 련 과

목은 80년 에 들어서서  감소하는 추세 고, 그 결과 80년  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

은 당시 선진국 학생들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92)

이에 “ 학정신을 되찾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학교수들이 ‘작은 학운동’을 개했다. 지

․도덕 ․문화 으로 황폐화된 학을 살리기 해 소  ‘작은 학’이라는 독서 강좌를 열었

는데, 우선 이 학의 수강생들은 1년간 어도 20권의 책을 읽어야만 했다. 학생들은 2주 1권 

독 를 원칙으로 라톤의 ꡔ국가론ꡕ, 아리스토텔 스의 ꡔ정치학ꡕ, 칸트의 ꡔ실 이성비 ꡕ, 헤겔

의 ꡔ법철학ꡕ, 마르크스의 ꡔ공산당선언ꡕ 등이 포함된 필수도서 15권과 역사, 문명론, 술  

미학 련 선택도서 5권을 섭렵하게 되어 있었다. 20권의 책을 읽은 후엔 6개월에 걸쳐 연구 논문

을 작성하고, 역시 토론으로 진행되는 논문 심사에 통과해야만 졸업하게 되었다.93) 이 듯 학

에서도 새롭게 독서 분 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

히 해 왔던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즉 학의 교양 과정에서 독서 련의 강좌를 마련하

고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주며, 독서 결과를 심도있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방식이 빨리 정착되고 확산되기 해서는 고 (古典)에 국한된 교재

92) “ 국 학생 1년에 공서  3권도 안 읽어”(ꡔ中央日報ꡕ, 1989.11.3).

93) “지성인배출 모토 교수들 앞장 ｢작은 학｣”(ꡔ中央日報ꡕ, 19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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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텍스트를 개발해야 하고, 강의 방식도 보다 면 히 연구해야 한다는 주

장도 보 다.94)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다시  독서(읽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과 유사

한 내용이다. 

Ⅳ. 1990년  기 학계의 독서교육 연구

마지막으로 90년  기의 독서운동과 비교하여 학계에서의 독서교육(읽기교육)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1990년  기는 5차 교육과정기((1988~1992)가 끝나고 6차 교

육과정기(1992~1997)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응

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지향하 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

장을 궁극  목표로 하여 기능 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교수, 학습 상황에서

의 주체를 학생으로 하고 언어 사용의 결과(product)보다 과정(process)을 시하 다. 그리고 이

러한 교육과정의 정신이 보다 효율 으로 장 교육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교수학습

의 실제성을 시하고 교육과정 ‘내용’의 진술 속에 구체 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95) 

한 1992년에 개정 고시된 6차 교육과정기(1992~1997)의 구성 방향은 첫째,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 을 두는 교육. 둘째, 변화에 한 창조  응력을 배양하는 교육. 셋째,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 넷째, 학습자의 경험 세계가 시되는 교육 등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러한 이념  지향을 고려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한 

사항을 일 된 축으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 인 국어과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국어

과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  내  구조화, 지도  평가 지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96) 한 6차 교육과정기는 실용 심 교육을 지향하던 시기로서, 

학문 심 교육과정과 활동 심 교육과정의 통합 충을 통해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 다. 즉 

련 분야의 학문이 제공해 주는 지식 는 개념을 구조화해서 가르치는 교육에 역 을 두는 한편, 

국어사용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을 강조하 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 필수 

과목으로 ‘국어’를, 그리고 과정별 필수 선택 과목 는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설정되었다는 이다.97) 결과 으로 기존에 없던 ‘화법’과 ‘독서’ 과목이 신설된 것

이다. 이러한 국어과 상황에서 당시 독서교육(읽기교육) 련의 단행본은98) <표 3>과 같다.99)

94) “교양교육이 필요한 까닭”(ꡔ中央日報ꡕ, 1994.11.12).

95) 손 애.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2002. p.32.

96) 박 순.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학(한국어학회), 6집(1997). pp.122∼123 참조.

97) 정 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서울 : 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p.213.

98) 학계의 련 연구물들은 학술지 게재 논문, 석박사 학 논문 등도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면상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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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 제목 연도 출 사 범주

1 녹진 편집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90 녹진 독서방법

2 김수남 책나라로 가는 길 1991 암사 독서일반

3 임성훈 독서학습 1992 읽음사 독서일반

4
국교직원노동

조합
책마을로 가는 징검다리 1992 돌베개 독서일반

5 정범모 학생활과 독서 1992
서울산업 학 
학생생활연구소

독서 상

6 조혜정 탈식민지 시  지식인의 읽기와 삶읽기(1) 1992 하나의문화 독서 상

7 김기 리더빌리티: 읽기의 이론과 실제 1993 일진사 독서이론

8 신헌재 외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 1993 서 학술자료사
독서이론 
빛 방법

9 안도섭 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 1993 소나무 독서방법

10
이유선(역)/

Wolfgang Iser
독서행 1993 신원문화사 독서일반

11 차 희 독자반응비평 1993 고려원 독서 상

12
한겨 신문사

문화부
책 이야기 1993 한겨례신문사 독서일반

13 허병두 열린교육과 학교도서 1993 고려원 미디어 독서 상

14 고은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94 민음사 독서방법

15 박수자 독해와 읽기지도 1994 국학자료원
독서방법 

 지도

16 오연희(역)/ Adler 논리  독서법 1994
한국독서
교육연구원

독서방법

17 조동일 독서․학문․문화 1994 서울 학교출 부 독서일반

18 허재 고교독서의 길잡이 1994 서 학술자료사 독서 상

19 이 규 수사학: 독서와 작문의 이론 1995 신구문화사 독서이론

20
최진(역)/ E. 버니스 

컬리
독서왕이 성공한다 1995 스빌 독서일반

<표 3> 1990∼1995년도 독서교육(읽기교육) 련 단행본 

<표 3>의 독서 련 단행본을 내용 인 측면에서 범주화 하면, 독서일반(김수남, 임성훈, 국교

직원노동, 이유선 역, 조동일, 최진 역), 독서방법(녹진 편집부, 신헌재 외, 안도섭, 고은, 박수자, 

오연희 역), 독서 상(정범모, 조혜정, 차 희, 허병두, 허재 ), 독서이론(김기 , 신헌재 외, 이

규), 독서지도(박수자) 등 다양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서교육(읽기교육) 분야의 단행본은 3차 교육과정기(1973~1981)부터 심을 보이기 시작했

다. 이후 계속해서 이 분야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100) 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범주별 권수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그림 13>과 같다.

총체 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행본만을 살폈다. 

 99)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2)(서울: 서울 학교출 부. 2006), pp.449-452 참조.

100) 윤 선. “근  국어교육 양상2,” 국어교육연구(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3집(2004), pp.482-4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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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교과서
/교재

국어
교육사

국어
교육론

국어지
식교육

쓰기
교육

읽기
교육

말하기
듣기

문학
교육

매체
교육

합계

1차교육과정기 3 0 0 2 7 2 0 0 6 0 20

2차교육과정기 6 10 0 16 4 4 1 3 3 0 47

3차교육과정기 10 9 2 45 4 4 21 1 1 0 97

4차교육과정기 2 3 2 15 2 3 18 7 2 2 56

5차교육과정기 2 2 2 14 3 6 12 7 5 1 54

6차교육과정기 10 1 1 26 17 7 25 11 12 0 110

<표 4> 1차∼6차 교육과정기 범주별 단행본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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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교과서/교재

국어 교육사

국어 교육론

국어지 식교육

쓰기 교육

읽기 교육

말하기 듣기

문학 교육

매체 교육

합계

<그림 13> 1차∼6차 교육과정기 범주별 단행본 비교 그래

<표 4>와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독서교육(읽기교육) 분야는 국어교육론을 제외하고 가장 

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계에서도 독서교육에 한 심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지 했음을 보여주며, 사회 인 독서 화의 움직임과 함께 독서교육의 이론 정립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근  독서 화 운동을 반 으로 검토하기 한 시론으로서 특별히 1990년  

기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 으로 첫째, 1990년  기 독서 화 운동의 양상, 둘째, 

1990년  기의 독서경향 등으로 별하여 고찰하 다. 

첫째의 경우는 크게 1. 도서 을 통한 독서운동, 2. ‘책의 해’와 ‘도서   독서진흥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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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 3. 출 계와 문화단체를 통한 독서운동 등으로 나 어 살폈다. 그 결과 도서 에서는 매

년 ‘독서주간’에 다양한 행사로 ‘책의 축제’를 마련하 고 이를 통해 정기 으로 독서붐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각종 로그램을 통해 일반인과 학생들의 독서를 유도했음 알 수 있었다. 

특별히 93년도는 ‘책의 해’로서 거국 인 독서운동이 펼쳐져 독서계가 활성화된 계기가 된 시기이

다. 출 계나 여러 문화단체들의 독서운동도 활발했다.

둘째의 경우는 1. 통계에 나타난 독서경향, 2. 내용으로 본 독서경향으로 나 어 고찰하 다. 1의 

경우에서는 통계 수치로 다양한 측면의 독서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90년 는 그 어느 때보

다 독서운동이 활발했던 데 비해 실제로 독서율은 조했다는 이 에 띈다. 2의 경우는 일반독

서와 학생독서로 구별하여 분석했는데, 일반의 경우는 1) 오락과 실용, 추수의 출  상, 2) 

일본 서 의 인기와 하 역사소설 붐, 3) 복 출 과 본격문학 복고바람, 4) 유럽의 한국문학 

붐, 오디오북과 자책, 기타 독서경향 등으로 살폈다. 여기에서 1990년  기에는 교양․지식 습

득에서 오락 쪽으로 독서 경향이 바 어가고 있었고, 일본을 제 로 알고 효과 으로 응하려는 

풍토에서 일본서 이 거 출 되었으며, 과거를 들어 당 를 경계하게 하는 역사물이 시  요구

에 의해 읽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고질 인 복출  상이 90년 에 풍미했으며, 90년  

반기 흥미 주의 독서가 90년  기로 가는 시기에는 본격문학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한 유럽에 한국문학 붐이 일던 시기로 주목되며, 오디오북과 자책 등 기타 독서경향은 

매체가 변하는 시  요구에 의한 흐름으로 단된다. 학생독서 경향은 1) 아동독서 실태, 2) 

고생과 학생의 독서실태 등으로 살폈다. 사회나 학교에서 벌이는 학생 독서운동은 실제로 취학 

 아동이나 등학생에 거의 집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생의 경우는 입시로 인한 

교과 공부로 독서 시간이 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기별 독서양상을 보면, 정책

인 변화로 인해 독서교육이 강화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지 까지 1990년  기 독서 화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는 5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6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던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읽기교육에 

한 심과 함께 연구서들도 다수 발간되었다. 이것은 사회 인 독서운동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독

서교육에 심이 많았던 시기 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교육 내의 독서교육과 사회 독서운동과 

어떤 향 계에 있었는지 등에 한 고찰도 필요할 것이다. 지면 계상 이는 차후의 과제로 돌

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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