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협의회 수업 사례 연구 보고서

1

한문
수업 개요

본 수업을 통해 학생의 가치관, 진로 등을 담을 수 있는 서재(서가)의 이름을 한자로
지어보고 진로와 관련 있는 책,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 자신의 인생책 등을 선별하도
록 한다. 또한 친구들에게 서재 이름과 추천 책을 소개하고 다른 친구들과 추천 도서를 공
유하여 독서 경험을 나누고 독서 영역을 확장하는 경험을 해 본다.

학년

2학년

수업주제
수업목표

성취기준

총차시

3차시

나의 서재 이름 짓기
1.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한 서재 이름을 지어 발표할 수 있다.
2. 서재 이름에 맞는 책을 선별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12한문Ⅰ05-02]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수업 활동
서재의 의미, 선조들의 서재 이름 소개

담당
사서교사

1

차시별
수업 계획

2

교실
자신의 서재 이름 한자로 짓기

한문교사

- 자신의 서재 이름 소개하기

한문교사

- 서가에 꽂고 싶은 책 찾고 소개하기
- 학교도서관 자료 탐색

3

장소

도서관
사서교사

- 독서 경험 공유하고 확장하기

한문교사

- 전체 활동 소감 쓰기

사서교사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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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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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1

나의 서재 이름짓기 소개 활동지

나의 書齋(서재) 이름짓기
1. 서재의 의미
• 서재는 학문과 취향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
•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서재에서 시작되고 갈무리되었음.
• 서재 이름에는 삶의 방향과 시대에 대한 고민, 서재 주인의 기호가 담겨 있음.
• 서재 이름을 字號(자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음. 따라서 서재 이름은 그 주인의 삶을 이해하는
첫머리이자 당대를 이해하는 통로가 됨.

2. 조선 지식인의 서재 이름
인 물

서재이름

정조

홍재
(弘齋)

서재 이름의 의미
정조의 호(號)는 홍재(弘齋)이며 ‘큰 집’이라는 뜻이다. 정조는 ‘논어’ 태백
(泰伯)편에 나오는 증자의 말씀에서 ‘클 홍(弘)’을 따왔다.
정조의 서재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뜻을 품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담겨있다.
다산 정약용이 서재에 붙인 당호 ‘여유당(與猶堂)’에는 정쟁에 휘말려 숱한
시련을 겪은 다산이 스스로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여유’는 ‘여(與)가 겨

정약용

여유당
(與猶堂)

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하고, 유(猶)가 사방에서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
듯 하라’는 ‘도덕경’ 15장에서 따왔다.
- ‘여’는 큰 코끼리, ‘유’는 의심이 아주 많은 동물이다. 육중한 코끼리가 살
얼음이 언 냇물을 건너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의심 많은 짐승이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만 읽는 바보(看書痴: 간서치)로 불리던 이덕무의 서재는 팔분당(八分堂)
이다. 집이 작아 병풍으로 나누어 한쪽은 침실로, 한쪽은 서재로 사용했는

이덕무

팔분당
(八分堂)

데, 그 나눔(팔분八分)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선함을 10으로 본
다면 9나 10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5나 6에 머무는 것은 경지에 미
치지 못하니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여 공부를 통해 10분의 8까지는 가고
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유금(柳琴, 1741~1788)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중 한 사람인 유득공

유금

기하실
(幾何室)

의 숙부로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과 교우한 북학파 실학자 중의 한 명이
다. 유금은 휴대용 별시계를 만들 정도로 수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수학인 ‘기하원본’에서 따와 서재를
‘기하실’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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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2

나의 서재 이름짓기 활동지

나만의 書齋(서재) 이름 짓기
★ 서재 이름 짓는 방법
① 사는 집 또는 공부하는 곳
② 인격, 추구하는 가치관, 진로를 반영하여 짓는다.
③ ‘당(堂), 산방(山房), 재(齋), 서옥(書屋), 헌(軒), 정(亭), 노(盧), 각(閣), 누(樓), 실(室),
와(窩), 암(庵), 창(窓), 문(門)’ 과 같은 한자를 붙여 쓸 수 있다.

예시

서재 이름

의 미

(漢字, 한자의 음ㆍ뜻까지 기재)

(최대한 자세하게, 최소 15자 이상)

八分堂
(여덟 팔, 나눌 분, 집 당)

사람의 선함이 10이라면 9나 10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5나 6에 머무는 것은 경지에
미치지 못함. 공부를 통해 10분의 8까지는 가
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음.

나

다른 친구들의 서재 이름 알아보기
1. 친구 (
)의 서재 이름
(한자, 한자의 음과 뜻, 서재의 의미)

2. 친구 (

3. 친구 (

가장 특이하거나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서재 이름은?
친구 (
)의 서재 (
)

)의 서재 이름

)의 서재 이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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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3

나와 친구의 서재 구성 활동지

나의 서재‘(
순서

)’에 꽂고 싶은 책은?
책 제목

청구기호
(학교 도서관)

선정 이유

1
2
3
4
5

친구의 서재에서 찾은 책은?
순서 친구 이름
1

2

3

4

5

서재 이름

책 제목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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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4

소감쓰기 활동지

소감쓰기 ✍
나의 서재(서가) 이름은
그 이유는

나의 서재(서가)에 이런 책들을 꽂아두고 싶다.

그 이유는

다른 친구들의 서재에서 이런 책들을 찾았으며, 관심이 간다.

그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이)라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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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 참고자료

저자에 따르면 전통 시대의 서재는 학문과 아취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다.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서재에서 시작되고 갈무리됐다. 서재 이름을 별호로 사용하
는 경우도 많았다. 홍대용의 담헌, 박지원의 연암, 김정희의 완당, 정약용의 여유
당이 모두 그랬다. 서재 이름에는 삶의 방향과 시대에 대한 고민, 서재 주인의 기
호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서재 이름은 그 주인의 삶을 이해하는 단초이자 당대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정조의 홍재(弘齋)
정치, 경제는 물론 학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를 왕조의 전성기로 만든
정조의 호(號)는 홍재(弘齋)였다. 홍재는 ‘큰 집’이라는 뜻이다. 왕세손 시절 정조
의 스승이었던 서명응이 지은 ‘홍재기’에 따르면 정조는 ‘논어’ 태백(泰伯)편에 나
오는 증자의 말씀에서 ‘클 홍(弘)’을 따왔다.
정조는 조선 역사가 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실현시킨 인물이었다. 홍
재(弘齋)는 정조 이성의 서재이기도 하다. 홍재(弘齋)는 세상에서 가장 큰 뜻을 품
고 살았던 사람의 서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인정을 베풀기 위해 고뇌했던 정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박지원 연암산방(燕岩山房)
연암 박지원, 그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호다. 그리고 연암산방(燕岩山房)은
자로 그의 문학의 사실이다. 그의 서재는 산골짜기 연암골에 있었지만, 그곳은 그
의 일생을 지배한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곳엔 연암의 해학과 유머가 가득했고, 이
는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그는 19세기를 북학과 연행의 시대로 이
끈 선구자였지만 그의 삶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다. 그런 속에서 그이 문학은 탄
생했다. 그의 문학에 담긴 해학과 유머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웃음이 필요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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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무 팔분당(八分堂)
책만 읽는 바보(간서치 看書痴)로 불리던 이덕무의 서재는 팔분당(八分堂)인데,
그 의미가 심오하다. 집이 작아 병풍으로 나누어 한쪽은 침실로 한쪽은 서재로 사
용했는데, 그 나눔(팔분八分)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선함을 10으로 본
다면 9나 10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5나 6에 머무는 것은 경지에 미치지
못하니 많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여 공부를 통해 10분의 8까지는 가고자 하는 의
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팔분당은 이렇게 탄생한 이름이다.

장혼 이이엄(而已广)
장혼은 조선 시대 중인으로 조선 시대 책을 만드는 관아인 교서관(校書館)의 사
준(司准, 종8품)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쉽게 말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의 직
원으로 책을 교정하고, 만드는 일을 했던 분이다. 종8품, 비록 낮은 관직이었지만,
중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 국가의 일을 감당했다는 점이 뭔가 가슴을 뜨겁게 한
다.

정약용 여유당(與猶堂)
다산 정약용이 서재에 붙인 당호 ‘여유당(與猶堂)’에는 정쟁에 휘말려 숱한 시련을
겪은 다산이 스스로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여유’는 ‘여(與)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하고 유(猶)가 사방에서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하라’는 ‘도덕경’
15장에서 따왔다. ‘여’는 큰 코끼리, ‘유’는 의심이 아주 많은 동물이다. 육중한 코
끼리가 살얼음이 언 냇물을 건너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의심 많은 짐승이 사방
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재에 살다/ 박철상/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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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 참고자료

나만의 서재, 나만의 전당
‘서재’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독립된 넓은 공간,
근사한 책상과 의자, 수없이 빽빽하게 꽂힌 책들이 있어야만 꼭 서재가 되는 건 아
닙니다. DIY로 조립한 3단짜리 작은 장 하나도 좋으니 나만의 서재를 만들면 됩니
다. (중략)
책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곧 독서라고 저 역시 생각해요. 책을 꽂아두는 순간, 책
을 빼서 보는 순간도 독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를 자기만의 방
식으로 만들고 꾸미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1만 7천여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들을 제대로 분류해서 꽂아두지 않
으면 필요할 때 찾지 못해서 같은 책을 또 사게 됩니다. 저는 주제별, 관심사별로
분류합니다. 시간에 대한 책, 건축에 관한 책 등으로 모아두기도 하고 한국 소설이
면 제가 좋아하는 작가별로 꽂아둡니다. 책이 몇 권이든 간에 이렇게 자신만의 방
법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영하 작가를 좋아하면 그의 소
설만 모아두거나 메디컬스릴러 팬이라면 한 칸에 그런 책만 꽂아두거나 하는 방식
으로요. (중략)
소소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팁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6단짜리 책장이 있다고
하면, 제일 아래 칸은 잘 안 보이고 손도 잘 안가죠. 그렇기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어떤 책을 꽂고 제일 아래 칸에 어떤 책을 두는가, 이것은
자기 마음과 선호가 투영된 결과예요. 저도 한국 소설을 꽂는 책장이 있는데 제일
잘 보이는 칸에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들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라면 아래쪽으로 두고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건 책이나 작가에 대
한 자신의 애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니 책장 안에서도 일종의 ‘명예의 전당’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략)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만 쭉 훑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보이지 않으면
읽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왕 자신만의 서재를 가질 거라면, 책장을 책의 폭에 맞게
좀 좁게 짜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 기성품 책장은 기껏해야 6단으로 되어있는데 각
단의 높이가 좀 낮더라도 딱 책 크기에 맞게 짜서 천장까지 닿게 8단이아 9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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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거죠. 그러면 책을 훨씬 많이 꽂을 수 있습니다. 책과 마찬가지로 책장을
많이 사보고 실패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니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가구점에 의뢰
해서 책장 짜느 비용이 예상보다 저려함 편이기도 하고요.
왜 책이 아닌 책장 이야기를 길게 하냐고요? 책을 사랑하는 행위를 다양하게 하
자, 그 행위를 확장 시키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샅샅이 사랑하면 책이 더 좋아집니
다.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동진 독서법/ 이동진/ 위즈덤하우스

학교도서관협의회 수업 사례 연구 보고서

수업 활동 장면

자신의 서재 이름 짓기 및 공유하기

자신의 서재를 구성할 책목록 작성하기

서재 이름 및 그 의미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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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 결과물

학생 서재 이름 짓기 및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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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서재에 구성할 책 탐색 하하 친구와 공유하기

서재 이름 짓기 소감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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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결과
<교사 후기>
* 익숙하지 않은 팀티칭 수업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서 선생님과 대
화를 많이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방향을 찾게 되었다. 학생들의 성장뿐
아니라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
소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책 읽은 경험과
도서 목록 등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한문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서관이라
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학생 후기>
* 〇〇〇: 사실 글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서재의 이름을 짓고
읽고 싶은 책들을 골라보니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樂登房(락등방)이라
는 서재에 있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곳에서는 나의
속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내 집이 생긴다면 락등방이
라는 서재를 만들고 싶다.
* 〇〇〇: 이번 활동을 하면서 나의 서재에 꽂을 책을 고민하고 찾는 활동이 많이
뜻깊은 활동이였고, 책을 찾는 활동이 오랜만에 여유를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좋
았다. 요즘에 도서관을 잘 안와서 새책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활
동을 통해 이런 점도 알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다.
* 〇〇〇: 이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간호, 의료 계열과 관련된 도서들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내가 선정한 책들이 다 대출 중이여서 너무 뿌
듯했다. 위의 선정한 도서들은 꼭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도록 하겠다. 나의 희망
진로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었고, 여러 사람에게 나의 희망 진로를
알리고 나니 나의 꿈을 꼭 이뤄야겠다는 다짐이 생겼던 유익한 시간이였다.
* 〇〇〇: 도서관에 다양한 책이 있다고 느꼈으며 친구들이 선정한 책을 보면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도 있어서 뭔가 그 친구와 통했다는 느낌이 들어다. 또 이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과도 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하여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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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Tip

· 학생 자신의 이름 소개 – 자호(字號)짓기 - 서재 이름짓기로 수업을 이어나
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 진로 등을 연속적으로 고려해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 학생들이 한자로 바로 짓기 어려워한다면 담고 싶은 뜻을 먼저 구상한 후에
한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고, 자신의 이름 뜻, 자호의 의미와 연관
성 있게 지어보도록 안내해주는 방법도 있다. 중고등학교 기차한자 목록표 또
는 인터넷 한자사전을 이용해 한자의 소리와 뜻을 찾아보도록 안내하고 오류
자가 없는지 교사가 살펴보며 조언해주었다.
· 특히 서재 이름을 지은 후 서재에 꽂고 싶은 책을 구성해보면서 자신의 꿈
과 진로에 필요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책을 찾으면서 자신 뿐 아니라 친구들, 교사의 독서 취향과 관심사를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 학생들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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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용 자료 목록
도서
연번

책 제목

저자

출판사

1

서재에 살다

박철상

문학동네

이동진

위즈덤하우스

김풍기

푸르메

2
3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조선 지식인의 서가를
탐하다

비고

비도서
연번

정보원
(유튜브, 신문, 기관
사이트, 블로그 등)

제목

주소

(세바시 904회) 자기 https://www.youtube.co
1

[유튜브]

서재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

m/watch?v=BBspiM6W
D8Q
https://post.naver.com/viewe

2

[사이트]

지금의 나를 만든

r/postView.nhn?volumeNo=3

서재는 무엇인가요? 1348044&memberNo=164322
81&vType=VERTICAL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