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북스타트 도서 선정 안내

1. 취지

가) 북스타트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나눠 주고, 아가들이 책과 친해지게 하는 사회적 육아지

원 운동입니다.

① 북스타트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

② 영·유아를 위한 출판 진흥, 더 좋은 영·유아 그림책 제작·출판을 유도

③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독서·도서관 문화 진흥

나) 이번 도서선정은 2014년 11월 28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자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다) 북스타트는 3단계입니다.

① 북스타트: 0세부터 18개월까지

② 북스타트플러스: 19개월부터 35개월까지

③ 북스타트보물상자: 3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2. 도서선정 과정

1. 출판사

가) 2014년 11월 28일(금)까지 실물도서를 지역선정위 3곳에 발송 제출해주시고, 발송한 도

서리스트는 책읽는사회 이메일(bookstart@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나) 실물도서 및 리스트 보내실 때 유의사항

① 북스타트 취지에 맞고 국내 순수 창작물일 것

② 정치·종교·상업 등 특수 이해관계의 도서 배제

③ 학습 도서 배제(인지발달, 두뇌발달, 지능발달, 뇌발달 등)

④ 인종 또는 장애 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도서 배제

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출간된 도서만 신청 가능

     (2014년 안에 출간 예정인 책은 출간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출간

      된 책은 배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3곳의 지역선정위 주소

① 관악문화관도서관(전화 02-828-5825)

(151-019) 서울 관악구 신림9동 대학동 209-1 2층 사서과 북스타트 담당자 정선희 사서 앞

② 동해 발한도서관(전화 033-530-2480)

(240-802)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535 (발한동 241-9) 북스타트 담당자 정현주 사서 앞

③ 군산 늘푸른도서관(전화 063-454-5982)

(573-871) 전북 군산시 나운3동 153-8번지 늘푸른도서관 북스타트 담당자 김태은 사서 앞



2. 지역선정위

3. 북스타트 도서 선정위원회

4. 출판사+책읽는사회문화재단

5.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끝.

가) 각 출판사가 선별하여 보내온 북스타트 대상 도서 가운데 ①북스타트(0세부터 18개

월까지), ②북스타트플러스(19개월부터 35개월까지), ③북스타트보물상자(36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3단계에 따라 각기 30권 내외로 도서 선정

나) 30권 내외 도서의 우선순위를 리스트로 정리

다) 선정 사유 작성

라) 2014년 1월 24일(토)까지 우선순위 리스트와 선정 사유를 책읽는사회 이메일

(bookstart@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1 차 지역선정위 위원장과 전문가(아동문학, 유아교육, 그림책 등)로 

선정위원회 결성

나) 1 차 지역선정위에서 선정한 도서 목록을 취합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구입

다) 2014 년 2 월 선정위 개최하여 도서 선정

가) 2014년 2월 중 선정된 도서의 출판사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협약서 작성

가) 선정된 북스타트 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지(http://www.bookstart.org/)

나) 심사평 북스타트 홈페이지 및 전국통문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