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책날개 운동 소개 

■ 책날개 운동이란? 

 어린이·청소년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독서문화 운동 

 입학생들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책날개 입학식’과 다양한 후속 활동 지원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지원합니다” 

■ 책날개 운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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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이래서 좋아요 

■ 즐겁고 의미 있는 입학식입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입학식이 아닌, 따뜻하고 유쾌하게 신입생을 맞이합니

다. 아이들은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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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는 학교’의 시작입니다 

책날개 입학식은 ‘책 읽는 학교’임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아이들뿐만 아

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책을 읽어 ‘책 읽는 학교’를 만드는 데 동참

합니다. 

■ 소통의 장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밝은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책날개 꾸러미는 소통의 계기이며 가교입니다” 



북스타트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시행처 등록 후 

꾸러미 신청 

배송 

수령 후 

입학식 날 전달 

대금 결제 

www.bookstart.org 
혹은 검색창에 ‘북스타트’ 입력 

도서, 가방, 가이드북 각각 배송 

3월 중 전자계산서 발급, 
행정실 통해 결제 

가급적 2월 15일까지 신청 

책날개 꾸러미 구성 

책날개 꾸러미 신청하기 

내 용 물 금 액 구 분 

초등 
책날개 가방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없음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무상 지원 

중등 
지퍼파일 

독서수첩 

신입생 1명 당 도서 2권 
22,000원 내외 
(정가의 90%) 

교육청 

혹은 학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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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꾸러미 중등 꾸러미 



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입학식 식순 예시 

순서 내   용 비   고 

1 개식 

2 입학 허가 선언 

3 입학 기념 선물 증정 

4 교장선생님 말씀 

5 신입생 재학생 상견례 

6 학급 담임 발표 및 직원소개 

7 책날개 꾸러미 소개 학교장 

8 책날개 꾸러미 선물 전달 학교장 

9 그림책 읽어 주는 교장 선생님 학교장 

10 얘들아, 책놀자! 
지역 도서관 자원활동가 

(혹은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의 책놀이 

11 교사와 학부모 독서 서약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 

12 교가 제창 

13 폐식 

14 1학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학교도서관 둘러보기 지역의 도서관도 함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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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작은 학교라면 학교도서관에서 입학식을! 

◀ 그림책 읽어 주는 교장선생님 

▼ 학부모 자원활동가의 그림책 읽어 주기 

◀ 교장선생님과 재학생이 함께 읽어 주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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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언니가 동생에게  ▲ 형이 동생에게 

안아주세요 ▶ 

◀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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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교장선생님이 직접 발을 닦아 주는 세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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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식장에서 함께 하는 책놀이 

함께 촛불로 ‘우리’ 만들기 ▶ 

◀ 학부모 독서 서약 “책 읽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 입학식 다음 날 
    공공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의 책놀이 



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교사 독서 서약 예시 

 

 

교사 독서 서약 
 

첫째, 학생들에게 책을 읽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둘째, 독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을 좋은 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책에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책 읽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독서교육의 경험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겠습

니다. 

2017년 월 일 

책 읽는 멋진 교사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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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이렇게 해 보세요 

■ 학부모 독서 서약 예시 

 

 

학부모 독서 서약 
 

 

 

첫째, 책 읽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을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셋째, 잠자기 전 10분 책 읽어 주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넷째,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책 읽는 멋진 엄마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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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책날개 입학식 

■ 신청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실이나 관리실에서 수령 후 담당선생님께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북스타트 홈페이지에 로

그인 후 배송조회를 하시거나, 담당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예산이 2016학년도 예산이라 2월말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꾸러미 신청하실 때 ‘추가요청사항’란에 2월 중 결제해야 한다고 적어주세요. 

구분 물품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초등 

도서(경남, 전북) (주)도서유통서당    김정현 팀장 031-975-1193 

도서(이외 지역) (주)책이랑    이정민 과장 02-2677-6200 

가방 
가이드북 

(주)아미상사    전후근 대표 02-434-3734 

중등 

도서 (주)책이랑    이정민 과장 02-2677-6200 

지퍼파일 
독서수첩 

(주)아미상사    전후근 대표 02-434-3734 

■ 입학식 날 꾸러미를 어디서, 어떻게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큰 학교는 대표 학생만 입학식장에서, 다

른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나눠

주시거나, 담임선생님 혹은 선배가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꾸러미를 건네실 

때 따뜻한 인사와 함께 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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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책날개 입학식 

■ 입학식 날 어떤 책을 읽어 주면 좋을까요? 

누구나 재미있어할 책이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

는 책도 좋습니다. 가르치고 훈육하려는 책은 지루할 수 있으므로 삼가 주세

요. 선생님들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입학식 후 꾸러미 도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간에 돌려 읽게 하거나 학급문고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급문

고로 활용할 경우, 선물 받은 책을 감상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도서에 이

름을 써서 제출하게 하고 학년 말에 돌려줍니다. 중등의 경우 선물 받은 책으

로 독서동아리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선

물 받은 책으로 한 줄 소감 쓰기, 책 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서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계속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책 읽고 실천하는 교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교사·학

부모 교육 실시, 작가 추천과 섭외 지원, 도서목록 제작, 독서교육 관련 자료 

제작과 수집 등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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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방송보도 

2015.03.02. KBS뉴스 보도 

2014.03.04. 광주MBC 보도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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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28950
https://youtu.be/Taq8bRIk8q4


책날개 입학식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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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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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날개 입학식 보도기사 

16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동숭동 일석기념관) 

전화: 02-3675-8783~4 / 070-4348-1154(책날개 전용) 

전송: 02-3675-8788 

전자우편: bookread3@daum.net 

재단 누리집: www.bookreader.or.kr 

북스타트(책날개) 누리집: www.bookstar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