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는 알아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리:북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읽기 쉽고, 대화가 많아지는

매달 나오는 독서교육교재 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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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글과 

시각 자료

생활 정보부터 뉴스까지 

다양한 이야기 소재

다양한 질문거리로 내용 

이해부터 사고력 향상까지

매달 스스로 책 한 권을 

읽고 자존감 상승

생활 연령과 읽기 
유창성을 고려

다양한 
교육 주제

효과적인 
교육자료 활용

학습자의 읽기 
성취감 강화

Readable Book

독서교육이 즐거워집니다.

리:북은 읽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피치마켓이 만듭니다.

전국 특수학급, 도서관에서 매년 4,000여명의 학습자와 교사에게 독서활동을 교육합니다.

읽기 학습이 즐거워진다. 매달 나오는 책 리:북
약 150페이지 / B5 / 5개 카테고리로 구성 / 매월 발행

1권 : 월 18,000원 / 권당 18,000원
2권 : 월 34,000원 / 권당 17,000원
3권 : 월 45,000원 / 권당 15,000원
4권 : 월 48,000원 / 권당 12,000원 

5권 이상 : 월 50,000원~ / 권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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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적 주제

각각 주제의 융합과 생활

연령 및 동시대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슬로우 리딩과 함께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

수업활용에 좋습니다.

-장안고등학교 특수교사

계속 읽고 싶다

국어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아이들

인데 리북으로 수업하며

'선생님 재미있어요, 더

읽어요!'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뿌듯했습니다.

-안성중학교 특수교사

교사의 수업 준비 측면,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 

정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

이었습니다. 내용의 구성이 

자연스럽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호연초등학교 특수교사

자기주도 학습

통합 교과와 연계된 읽기 자료를
매월 제시합니다. 학생들의
배경지식과 관심사가 확대됩니다.

지역사회의 이슈에 관심을
가집니다. 토론거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합니다.

지식

여러분의 선택은?

냄비 안에는 미역국이 남아 있었다.

미역국은 아직 뜨거웠다.

내일도 미역국을 먹을 건데….

어떻게 해야 미역국이 상하지 않을까?

뜨거운 미역국이 남았다

냉동실

냉장실

냉장고 밖

뜨거운 미역국을

지금 바로

냉장실에 넣는다.

뜨거운 미역국을 

차갑게 식히고

냉장실에 넣는다.

미역국 냄비를

식탁 위에 둔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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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감자 요리를 해 먹었다.

그런데 껍질을 까지 않은 감자가 많이 남았다.

어떡하지?

감자가 남았다

감자를

시원한 냉장실에

넣는다.

감자를

햇볕이 있는 곳에 

둔다.

감자를

베란다

그늘에 둔다.

국이 뜨거워서

냉장실에 있던

음식들이 상했다.

국을 식히고

냉장실에 넣었다.

다음 날, 

맛있게 먹었다.

국을 식탁 위에

두었더니

국이 상해서

버렸다.

국을 차갑게 식히고 냉장실에 넣으세요. 국이 뜨거울 때 

냉장실에 넣으면 안 됩니다. 냉장실 안이 더워집니다. 

냉장실 안에 있던 다른 음식들이 상할 수 있습니다.

※ 냉장실에 두어도 3일이 지나기 전에 먹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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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나는 가수 A가 너무 미워졌어. 

앞으로 가수 A의 노래를 

듣지 않을 거야.”인기 가수 A, 중학생 때 학교폭력 저질렀다

B 씨 : “  가수 A는 중학생 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고 제 물건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수 A가 저를 괴롭힌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B 씨는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B 씨의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수 A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수 A는 B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A는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  하지만 가수 A는 B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 정말 끝났을까? 

B 씨는 지금도 힘들다고 

말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끝난 일이야.”

나는 가수 A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
여름

겨울

찬성 반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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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다시 입을 벌려 봐. 어디 보자. 이가 썩었네.”

“  정말요? 저 하루에 3번씩 양치했어요. 밥을 먹고 

이를 닦았단 말이에요.”

“  그래. 밥을 먹고 나면 꼭 이를 닦아야 해.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닦으면 이가 썩을 수 있어.”

“  헉, 이를 닦아도 이가 썩는다고요?”

“  그렇단다. 어떻게 이를 닦았는지 말해 줄래?”

이를 닦았는데 이가 썩었다

하루에 양치질을 몇 번 하나요?생각 말하기

양치질을 언제 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밥을 먹고 나서

활동하기

몸과 건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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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식주, 생활필수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다룹니다. 적합한
행동을 배우고, 스스로 바꿔갑니다.

매월 바뀌는 주제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기술과 소통 방법을
배워,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의사소통 역량을 기릅니다.

기획
퍼스트 펭귄! 누가 퍼스트 펭귄일까요?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든 펭귄이 있습니다. 

이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은 

두려워도 용기를 냅니다.

사람 중에도 ‘퍼스트 펭귄’이 있습니다. 두려워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 갑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니?”

교실 안은 조용합니다.

‘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하지만 친구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놀리면 어떡하지?’

그때, 학생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저요! 크릴새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생들도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퍼스트 펭귄은 누구일까요? 

“나는야, 퍼스트 펭귄!”

두려워도 용기를 냈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넘어질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전거를 탔다.

경험 말하기

다른 사람을 보고 용기가 생겼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생각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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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사람들은 서로 얼마나 멀리 있을 때 편안할까요? 

에드워드 홀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서로 얼마나 

멀리서 대화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로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거리가 

달랐습니다. 가족처럼 친한 사람일 때는 가까이서 

대화했습니다. 손님이나 고객처럼 친하지 않은 사람일 

때는 멀리서 대화했습니다.

친한 사이면 가까이, 모르는 사이면 멀리

친구, 동료처럼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46~120cm

가족이나 연인처럼

아주 친한 사이라면?

0~46cm

손님, 고객처럼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120~360cm

공연이나 콘서트처럼

주인공과 관객의 사이라면?

360cm 보다 멀리

출처: 에드워드 홀 저서 『숨겨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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