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과정에서 ‘아날로그’ 수업, 즉 ‘보는 것’보다 ‘읽는 것’

이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읽는 

것을 회피하려 하니, 곤혹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디지털 형태의 책은 보는 것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책은 ‘읽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

가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책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아날로그 형태의 책읽기

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저희 출판사에서는 ‘시각적 인식’, 즉 이

미지를 읽는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

면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최대한 전달하려는 뜻에서 책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즉, 

가로 23센티미터, 세로 29.5센티미터의 판형에 사진의 생생함을 살려 아이들의 몰입

도를 높아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소재들로 가려 뽑아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출간된 책은 『댕글댕글~ 세계의 수도를 읽다』, 『댕글댕글~ 외국에 없는 우리 민물고기』, 

『댕글댕글~ 독도에서 만난 바닷물고기』로, 모두 3종입니다.

초등 교육 과정에서 보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급문고용 도서를 소개합니다! 



01 댕글댕글~ 세계의 수도를 읽다

세계의 수도를 만나기에 앞서 해당 나라의 국기와 지구상 어디

쯤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를 마주합니다. 그 지도에서 그 나

라의 땅 모양이 어떤지, 어디에 수도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수도의 풍경을 담은 멋들어진 사진과 함께 

수도의 유래와 역사, 문화를 정리한 글로 수도를 읽습니다. 곁들여 

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덧붙이는 글을 배치하여 지리·문화적인 교양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꾸몄습니다. 

연경흠 지음 | 342쪽 | 30,000원 ( ISBN 978-89-7889-449-4 )

본문 미리보기 : 

헝가리 / 수도 부다페스트



02 댕글댕글~ 외국에 없는 우리 민물고기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57종을 소개

한 이 책에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가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

다. 우리의 크고 작은 강줄기 곳곳을 누비면서 필자들이 직

접 찍은 200컷이 넘는 물속 생태 사진과 각 개체의 표본 사

진에서 인식의 감도가 다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

다. 각 개체의 이름 유래, 형태와 생태 특징, 사는 곳 등, 물

고기 박사님들이 들려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김병직·안정현·양현·이완옥 지음 | 184쪽 | 23,000원 ( ISBN 978-89-7889-459-3 )

본문 미리보기 : 한강납줄개



 

       

 www.jisungsa.co.kr  우) 03458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68(녹번동) 2층(북측) | 전화 (02)335-5494 | 팩스 (02)335-5496 

03 댕글댕글~ 독도에서 만난 바닷물고기

우리의 해양영토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가는 과정이 무척 험난한데다 시간 제약도 뒤따라 늘 

그리움으로 가득 찬 섬, 독도입니다. 이 책은 독도에 관한 다채로

운 정보를 접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해 아이들이 자연스럽

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자연 생태

계의 보고인 독도, 그 푸른 바닷속에서 필자들이 직접 사진에 담

고 관찰했던 물고기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알찬 정보를 소개합니

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바닷속을 누비면서 물고기들을 만난 당시

의 현장과 분위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점이 돋보입니다.

최 윤·김동식 지음 | 216쪽 | 25,000원 ( ISBN 978-89-7889-458-6 )

본문 미리보기 : 저울베도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