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과 함께”…도시•사람•시간 그리고 가족을 읽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영향으로 유치원과 초•중•

고교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에서도 문

학 도서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가에 따르면 개학 연기로 인해 늘어난 방학 기간 동안 어린

이•청소년들의 ‘집콕' 생활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책

을 보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교육부의 첫 개학 연기 발표가 있었던 2월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3주 동안 어린이•청소년 문학 도서 판

매량을 파악한 결과 어린이 문학도서는 15만8,340권, 청소년 문학

도서는 5만680권 가량이 팔렸다.

어린이 문학도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9만6,570권보

다 64% 많이 판매됐으며 청소년 문학도서는 전년 동기 판매량 2만

5,800권의 두 배 가까이 되는 96.4%가 팔렸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매 학기마다 국어 시

간에 한 권의 책을 읽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문학 도서 판매량은 꾸준히 늘

어왔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현상이 이어지면서 증가 추

세가 더욱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집콕 기간 예스24에서 많이 팔린 청소년 문학 도서는 ‘시간을 파

는 상점'이다. 

다음으로 ‘페인트',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위저드 베이커

리', ‘기억 전달자',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모모', 

‘우아한 거짓말', ‘독고솜에게 반하면', ‘아몬드' 순이었다.

이중 ‘위저드 베이커리', ‘기억 전달자',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우아한 거짓말', ‘아몬드' 등은 모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 활용되는 도서들로 알려졌다.

어린이 문학 도서 역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도서로 자주 언

급되는 ‘아홉살 마

음 사전', ‘117층 나무 집', 

‘만복이네 떡집', ‘푸른 사

자 와니니' 등을 비롯해 꾸

준한 인기를 얻는 시리즈물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

당',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이 순위권에 포진됐다.

예스24 관계자는 “방학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아이들이 국어 

과목 학습에 필요한 문학 작품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려

는 학부모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놀이법을 소개하는 도서들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예스24 기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놀이교육 카테고리 

도서 판매량은 4,500여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90권)과 비교하

면 75.3%가 증가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그림 그리기', ‘진짜 진짜 쉬운 그림 그리

기',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이야기 그리기' 등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 놀이책과 ‘창의 폭발 엄마표 실

험왕 과학놀이',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엄마표 과학놀이' 등 집 안

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과학실험 안내서가 인기를 끌었다.

이외 ‘아빠 놀이 백과사전'이나 ‘김영만 종이접기놀이 100' 등 직

접 몸으로 하는 놀이 방법을 소개한 책도 인기였다.

예스24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녀들의 놀이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장기화되면서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라며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문학 도서 

판매 증가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서 기자

“쉴겸 공부겸”…

  어린이•청소년, ‘집콕’에 문학도서 많이 읽어

2020년 3월 30일 월요일14 문화

잡지 에디터 박찬용 씨가 도시와 도시인의 삶에 대해 쓴 에

세이집이다. 화려하고 세련된 잡지의 지면에는 싣지 못했

던 도시 곳곳의 이야기가 담겼다. 유명하지 않은 동네 식당

에서 도시인들을 관찰하고, 성수동•을지로 등 서울의 힙플

레이스를 체험하며 종이와 서점의 미래를 고민한다.

이 산문집 전반에서 제안하는 도시인으로 삶의 태도

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

다. 열정이나 체념을 이야기하지 않고도 세속에 대처하

는,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생활방식이 녹아 있다. 저자는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품위

와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 분들 덕분에 나도 힘

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336p / 1만5,000원 / 웅진지식하우스

◆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 넘어져도 상처만 남진 않았다 ◆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 ◆ 소란

‘이적의 별이 빛나는 밤에’(MBC) ‘유희열의 라디오 천

국’(KBS) 등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활약했던 김성

원 씨의 에세이집이다. 그는 그동안 접한 수많은 사연 속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본인을 둘러싼 관계망에서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도 관찰한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 

과거의 자신처럼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조심스레 

위로한다. 온몸이 마비되어 병상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

신 어머니를 간병하던 때와 군만두만 먹으며 추위와 절

망에 떨던 학창 시절 등 평생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상처

를 담담하게 나눈다. 힘겨운 지금 이 순간이 결국 지나갈 

것이라며 응원한다. 

 260p / 1만3,800원 / 김영사

미국의 계관시인 도널드 홀이 죽음과 나이 듦에 관한 생

각을 썼다. 있는 그대로 현재를 응시하고 맞이하는 자

세, 지금을 잘 살아가는 방법 등을 넌지시 알려준다. 

시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책이다. 2018년 89세를 일기

로 타계했다. 

우리들 각각이 생의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는 매일매

일 나이 들어가는 존재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담보물이 

아닌 마땅히 지금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다. 인생에서 가

장 치열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던 시간들이 지난 후에도, 

인생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고 삶은 계속된다고 시인은 

말한다. 

240p / 1만5,000원 / 조현욱•최희봉 옮김 / 동아시아

박연준 시인이 2014년 처음 낸 산문집 ‘소란’의 개정판이

다. 책 제목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다. ‘시끄럽고 어수선

함’의 소란(騷亂)과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바로 찾아들

도록 둥지에 넣어두는 달걀. 밑알’라는 소란(巢卵)이다.

구성을 새로 하면서 화두로 잡은 키워드는 사랑과 일

상•시•가족이다. 시인은 개정판 서문에서 “소란은 어림

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고 밝혔다. “어림에는 

여림•맑음•유치•투명•슬픔•위험•열렬•치졸•두려움 그

리고 맹목의 사랑 따위가 쉽게 들러붙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비껴 앉게 되는 것, 피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떨어

뜨려 두려고 하는 것들이요. 진짜 삶은 ‘어림’이 깃든 시절

에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림에서 멀어집니다” 

 224p / 1만3,000원 / 난다

유행 아니어도…국내 첫 여성이발사의 추억

온화·상서로운 기운…
평온함의 여유

무엇이든 빠른 것을 요

구하는 요즘, 67년 동안

이나 묵묵히 자신의 자

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

에 보람이 가득. 

성북동 새 이용원. 우리

나라 첫 여성 이발사. 이

덕훈 할머니(86세).

최신 유행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50년 단골이 1시간 거리에서도 찾

아올 정도로 특별한 이야기와 추억이 있는 곳이다.

할머니는 하루의 마감을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의 이야기를 일기로 

남긴다.

김현순 서예가가 세계로컬타임

즈의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써 준  

작품이다. 

 에세이 신간

 작가 노트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영향 도서 판매량 늘어
변성진 사진작가

화기치상 장락무극-온화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집 앞에 이르러 그 즐거움이 끝이 

없도록 계속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