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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분석해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독서실태 조사 련 선행 연구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의 설문 문항 등을 참고하여 
성인  학생 응답자 특성을 반 한 설문지를 구성하 다. 그리고 고양시에 거주 인 성인 960명, 학생 54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 들을 도출하 다. 첫째, 독서 
자료의 범주를 통 인 종이매체에서 다양한 매체로 확 해야 한다. 둘째, 도서  장서 확충  실제 도서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 운  방식 등으로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를 늘여야 한다. 넷째, 독서 활성화를 한 시설  서비스 환경은 시민들의 생활 반경 내 근이 쉬운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독서문화진흥사업  ‘스마트도서 ’, ‘상호 차서비스’, ‘독서  문화 로그램 운 ’, ‘고양 북페이’ 사업 등은 지속․확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실효성 있는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해 실제 시민들을 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and analyze the actual state of reading in Goyang citizens, and to utilize it as 

a base data for Goyang City’s 2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To do this, including references related to reading 
survey and the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s, the questionnaires that reflected 
characteristics of adult and student respondents constructed. Then, the survey of 960 adults and 540 students in Goyang 
City condu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and several useful suggestions deduced for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First, the category of reading materials have to be expanded from the paper media to the various media. Second, 
the expandation of collections in libraries and the services that will help actually buy books are necessary. Third, various 
reading programs should develop, and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reading and club activities through 
online should also be increased. Fourth, the facilities and service environments for activating reading should ensure that 
the accessibility of everyday life. Finally, among the existing reading culture promotion projects, the ‘smart libraries’, 
‘Inter-library loan services’, ‘reading and cultural programs management’, and ‘Goyang Book Pay’ projects need to be sustained 
and expand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vestigated the actual reading situation of real citizens and has 
converged the opinions necessar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effective ‘Goyang City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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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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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목

OECD(2019)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해 갖춰야 할 핵심 역량들  하나로 문해력

(Literacy)을 제시하 다. 사 으로 을 읽

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해력(文解力)’

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해석해 받

아들이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써, 변하는 미

래 사회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의 문

제들을 해결하기 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문가들은 이러한 문해력을 향상시키

기 한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

근 보도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

부, 2021a)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지난 1년간(2020. 9. ~ 2021. 8.) 교과서․학

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수 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시작

한 이래 최  수 으로, 2017년 62.3%, 2019년 

55.7%에 이어 50% 미만으로 떨어진 첫 수치

이기도 하다. 

2006년 12월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입

법 배경도 우리나라의 낮은 독서율과 무 하지 

않다. 2005년 법안 발의 당시 미국의 여론조사

기 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독서 시간은 

세계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조사 상

국  평균 독서시간이 최하 를 기록할 정도

로 국내 독서문화가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이 

｢독서문화진흥법｣의 주된 제정 추진 이유 기 

때문이다(김수갑, 2015). 이후 ｢독서문화진흥법｣

은 부처명 변경 등의 사유로 몇 차례의 일부 개

정 작업은 거쳤으나 우리나라의 독서문화진흥을 

한 기본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문화체육 부는 이 법에 근거해 5개년 단 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민독서문

화 증진을 한 주요 사업들을 운 해왔고(문화

체육 부, 2021b), 2023년 재에는 제3차 독

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주요 지방자치

단체들 역시 이 법에 근거해 독서문화진흥 조

례 등 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각 

지역의 독서문화 실태와 실을 반 한 ‘독서

문화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으

로써 균형 있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

기 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역시 이러한 배경  련 법

규에 따라 지난 2017년 ‘제1차 독서문화진흥종

합계획(2017-2022)’을 수립해 독서동아리 활

성화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4  략  하

나인 ‘사회  독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바 있

다. 2022년 인구 100만 특례시의 자치단체로 

승격된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 이었던 2020년 

9월에 고양시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보다 체계

으로 기획․운 ․ 리하기 해 ‘고양시 독

서문화진흥에 한 조례’를 제정하 고, 2021년

에는 독서문화진흥 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2

년에는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한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고양시의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

합계획(2023-2027)’ 수립을 한 연구 방법의 

하나로,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악․분석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한 독서실태 조사 연구  287

해 계획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는 고양시민 1,500

명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응답자들의 

구성  조사 진행 방식 등은 국민독서실태조

사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 다.

1.2 선행 연구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2009년부터 5년 단 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고, 1993년 정부 

지정 ‘책의 해’ 사업 일환으로 ‘제1회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혹은 2년 주기로 

조사를 이어오다 2012년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조사 주기를 확정해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실시

해 오고 있다. 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지역별 특징을 반 한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행을 해 5년 주기로 ‘독

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단 별로 독서실태 조사를 수

행해 해당 결과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독

서 활성화를 한 정책에 활용한 연구는 연구보

고서 형태로 발행된 일부 사례들(진천군, 2019; 

주시, 2021) 외에는 많지 않으며, 부분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는 특정 계층의 독자들, 혹

은 특정 독서 매체들을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특정 독자층들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

사에 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을 상으로 수

행된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이하 독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권은경(2012), 김성

(2014), 오유리, 오정례(2020), 김혜정, 허모아

(2021)의 연구를, 학생 독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종문, 주용국(2016), 정 근(2022), 권

이은(2021) 등을 들 수 있다. 

먼 , 권은경(2012)은 연구자가 직  실태조사

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OECD에서 실시한 PISA 

2009의 데이터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된 국민독서실태조사  학생들의 응답 데이

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학교도서 의 독서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

고 김성 (2014)은 라북도 내 ․ ․고

등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독서

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독서 능

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오유리와 오

정례(2020)는 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수행해 독자 유형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김혜정과 허모아

(2021)는 수도권의 등학생과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해 독서 행 와 독서태

도를 기술하 다.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경우, 이종

문과 주용국(2016)은 A 학교 문과 학 학생

들의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학과별 독

서 역량을 분석해 공독서의 양과 질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정 근(2022)은 

학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독서태도와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 계를 분석하 다. 권이은

(2021)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  데이터를 수집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발행된 ‘읽는 사

람, 읽지 않는 사람-함께 읽는 2018 책의 해 독

자 개발 연구 보고서’의 설문과 FGI 조사 데이

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독서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 다.

학생이 아닌 독자층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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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을 상으로 한 차미경, 송승섭(2006)

의 연구, 장애인을 상으로 한 이해균, 김성애, 

김정 (2007)의 연구, 근로자를 상으로 한 

황 숙, 김수경, 안인자(2014)의 연구 등이 있

다. 이  병 도서 의 장서개발 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 수행된 차미경과 송

승섭(2006)의 연구는 2개 사단 육군 병사를 

상으로 독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병사들의 

독서 환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병 도서 의 

독서 문화 조성을 한 제도  지원 등을 제시

하 다. 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개선을 한 목

으로 수행된 이해균, 김성애, 김정 (2007)

의 연구는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독서장애인들의 독서 환경 실태

와 만족도 등을 악하고, 그들의 독서율을 높

이기 해 도서 이 해야 할 역할 등을 제안하

다. 황 숙, 김수경, 안인자(2014)는 경기도 

시흥시에 치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해 산업체 근

로자들을 상으로 독서환경과 독서문화 실태

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도서 )가 수행해야 할 제도  환

경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한편, 특정 독서 매체를 주제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연구로는 로맨스 소설 자책 독서 실

태를 분석한 이종문(2019)과 고등학교 독자들

의 웹툰  웹소설 읽기 실태를 분석한 윤미

(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종문(2019)은 

로맨스 소설 문 자책 유통사인 A사 랫폼

을 토 로 장르별 구독 실태와 이용 책 수, 만족

도 등을 분석해 자책 독서를 활성화하기 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 고, 윤미 (2022)은 고

등학생들의 웹툰과 웹소설 읽기 실태를 분석해 

웹툰  웹소설 독서가 고등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이 두 연

구들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실을 반 해 

통 인 종이책이 아닌 자 형태 자료의 독서를 

독서 범주로 간주해 실제 독자들의 이용 실태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독

자층, 혹은 특정 독서 매체를 상으로 한 실태 

조사  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연구에

서 설정한 상 독자들의 독서 황을 악하고, 

그들의 독서 태도와 독서 만족도, 독서 환경 등

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으로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각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조사 내용들을 참

고해 고양시민들을 상으로 한 독서 실태 조사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실효성 있는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

획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2. 고양시 독서실태 조사

2.1 설문지 문항 구성  조사․분석

고양시 시민 상 독서 실태 조사를 한 문

항 구성은 2021년 수행된 국민 독서실태 조사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조사 내용의 주

요 측정 항목들(독서량․독서시간 등의 독서 

경험, 독서태도  목 , 독서 장애요인, 독서활

동, 독서효과, 도서  이용 등 독서환경 등)을 

참고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고양

시 도서  계자들의 의견을 반 해 비독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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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악을 한 항목(독서활동․동아리 참

여 유무, 독서활동 비참여 사유 등)까지 포함해 

작성하 다. 설문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960명

과 ․ ․고등학생 540명을 상으로 각각 

응답자 특성에 따라 구분해 진행하 기에 응답 

상에 따라 각각 응답자 황을 포함한 5개 범

주로 나 어 성인 28문항, 학생 36문항으로 나

어 질문을 구성하 다(<표 1> 참조).

조사 상 범주 구분 세부 조사 내용

고양시 거주
성인 

1.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여가 시간
∙독서 시간
∙독서 인식  이용 독서매체
∙독서 태도
∙문해력/독해력
∙독서 환경(가정/학교/사회)
∙독서의 유용성
∙독서량(독서 매체별), 독서량 만족도

∙독서 매체 선호 이유
∙독서 빈도
∙독서 목
∙독서 장애요인
∙독서 장소
∙책 선택 시 이용 정보
∙책 구입 경로, 책 구입처
∙직장 독서환경

2. 도서 이용
∙도서  이용 경험
∙도서  이용자: 도서  이용 종류, 도서  이용목 , 도서  방문 빈도, 도서  이용 만족도
∙도서  비 이용 이유

3. 독서활동  독서동아
리(독서 모임) 참여

∙독서활동 참여 유무
∙참여해 본 독서활동  만족도
∙독서활동 비참여 이유
∙희망 독서활동  희망 독서활동 종류
∙독서동아리 참여 유무

∙참여해 본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참여 이유  
만족도, 도서 에 바라는 서비스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희망 독서동아리 종류

4. 고양시 독서문화진흥
사업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 인지 여부(정보제공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 참여 여부(정보제공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
∙고양시 추진 독서진흥사업(정보제공  홍보/독서문화지원사업/독서시설 기반 마련)세 가지 

역  진흥사업에 미치는 향
∙독서진흥사업 정보 취득 방법
∙고양시에 바라는 정책  사업(자유의견)

5. 응답자 황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거주지, 거주기간, 동거 가족 구성, 월 평균 가구 소득

고양시 거주 
학생

1.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여가 시간
∙독서 시간
∙독서 인식  이용 독서매체
∙독서 태도
∙문해력/독해력
∙독서 환경(가정/학교/사회)
∙독서의 유용성
∙독서량(독서 매체별), 독서량 만족도

∙독서 매체 선호 이유
∙독서 빈도
∙독서 목
∙독서 장애요인
∙독서 장소
∙책 선택 시 이용 정보
∙책 구입 경로, 책 구입처

2. 학교도서  이용
∙학교도서  이용빈도
∙학교도서  이용목

∙학교도서  이용시 불편한 
∙독서활동 시 필요한 것

3. 공공도서  이용
∙공공도서  인식
∙공공도서  이용 경험
∙공공도서  이용 목

∙이용 공공도서  만족도
∙공공도서  비이용 이유
∙바라는 공공도서 의 모습

4. 독서 로그램  독서동
아리(독서 모임) 참여

∙아침독서시간, 아침독서시간의 유용성
∙독서지도 경험 유무
∙학교 독서 로그램 참여 유무, 참여 로그
램  만족도
∙독서활동 비참여 이유
∙희망 독서활동 유형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유무  만족도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희망 독서동아리 유형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구입 방법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한 독서활동 
∙독서생활을 해 부모님, 선생님께 바라는 
∙고양시 ‘친구야 책방가자’(고양 북페이)의 유용성
∙독서생활을 해 공공도서 에 바라는 

5. 응답자 황 ∙성별, 연령 , 거주 지역, 동거 가족구성

<표 1> 설문지 항목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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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진행은 성인의 경우 조사원에 의한 일

일 개별 면  조사로, 학생의 경우는 조사원

( 는 교사) 통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

식으로 진행하 으며, 2022년 5월 16일(월)부

터 6월 9일(목)까지 약 4주 간에 걸쳐 진행하

다. 조사 지역과 기간, 조사 상 분포, 자료 

수집 방법의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for Windows와 

MS Excel 로그램을 사용해 정리․분석하

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2.2 성인 상 설문 분석 결과

2.2.1 인구통계학  특징

성인 상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

을 분석한 결과, 남성(447명, 46.6%)에 비해 여

성 응답자 비율(513명, 53.4%)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 는 30 (218명, 22.7%), 

구분 내용

조사 지역 고양시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조사 기간
상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1년 간)

실시 기간 2022년 5월 16일 ~ 6월 9일

조사 상

성인(960명) 고양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960명(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각 320명)

학생(540명)
고양시 거주 학생 540명

등학교(4~6학년)*, 학교, 고등학교 재학생(각 180명)

자료 수집 방법
성인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 조사(타계식 조사)

학생 조사원( 는 교사) 통제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자계식 조사)

* ｢국민독서실태조사｣의 학생 조사 상 기 에 따라 선정함

<표 2> 설문 조사 개요

구분 응답수 응답률

체 960명 100%

성별
남 447명 46.6%

여 513명 53.4%

연령

20 174명 18.1%

30 218명 22.7%

40 180명 18.8%

50 166명 17.3%

60  이상 222명 23.1%

고양시 

거주 기간

1년 미만  20명  2.1%

1년 이상 ~ 3년 미만  86명  9.0%

3년 이상 ~ 5년 미만  91명  9.5%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명 21.9%

10년 이상 ~ 20년 미만 276명 28.8%

20년 이상 277명 28.9%

<표 3> 설문 조사 응답자(성인)의 인구 통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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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80명, 18.8%), 20 (174명, 18.1%), 50

(166명, 17.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

다.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은 20년 이상(277명, 

28.9%), 10년 이상 20년 미만(276명, 28.9%), 

5년 이상 10년 미만(210명, 21.9%), 3년 이상 

5년 미만(91명, 9.5%), 1년 이상 3년 미만(86

명, 9.0%), 1년 미만(20명, 2.1%)으로 악되

었다.

2.2.2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련

독서 생활에 한 질문에 앞서 고양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해 3순 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여가 시간  가장 많

이 하는 활동은 TV  화보기(554명, 57.7%), 

책, 만화책, 신문, 잡지 등의 독서(438명, 45.6%), 

휴식  수면(398명, 41.5%), 운동(290명, 30.2%), 

게임  SNS(250명, 26.1%) 등의 순으로 응답

하 다. 즉, 고양시민들은 여가 활동  ‘독서’

가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여가 시간  독서를 할 때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종이책 기 으로 평일 48.8분, 휴일

(주말 포함) 57.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평소 ‘독서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

택하도록 하고, 이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

는 매체를 3순 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체 응답자 반 이상이 ‘독서매체로 인식하

는 것’은 종이책(857명, 89.3%)과 자책(616

명, 64.2%)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

로 응답한 것은 ‘종이책(727명, 75.7%)’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응답 비율로 살펴보면 체로 

‘독서매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유형은 ‘종

이로 된’ 책, 신문, 잡지 으며, 종이가 아닌 형

태로는 자책, 웹소설, 오디오북을 독서매체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표 5> 참조). 

독서에 한 태도와 련해 응답한 내용을 

100  만 으로 환산해 보면, 고양시민들은 독서

에 해 ‘독서는 가치 있고 요한 일이다’(80.8

),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70.6 ), 

‘나는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65.4

구분 평일 휴일(주말 포함)

종이책 48.8분 57.5분

자책(웹소설/웹툰 포함) 38.4분 41.3분

오디오북 18.1분 17.8분

<표 4> 하루 평균 독서시간(성인)

구분 종이책 자책 웹소설
종이

신문

오디오

북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
웹툰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검색 

정보

블로그

/카페
웹진

소셜

미디어

챗북 

콘텐츠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
89.3% 64.2% 45.9% 40.4% 40.0% 39.9% 35.9% 32.9% 31.5% 20.9% 20.3% 20.0% 18.0% 5.5%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
75.7% 38.8% 23.0% 18.4% 16.1% 14.0% 13.2% 18.6% 19.6% 13.5% 9.6% 3.5% 8.0% 1.0%

<표 5>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과 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1+2+3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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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가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진다’(56.4 )

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서의 

유용성에 한 응답 역시 ‘도움이 된다’는 비율

이 84.7%(813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45

명, 4.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체로 독서에 

한 생각과 태도는 정 인 것으로 악되

었다. 

최근 1년 간 독서 경험에 해 질문한 결과, 

독서를  하지 않은 비독서자(458명, 47.7%)

보다 1년에 한 권 이상이라도 읽은 독자(502명, 

52.3%)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로는 여성(298명, 58.1%)이 남성(204명, 45.6%)

보다 독자 비율이 조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 보

면 독자가 많은 연령 는 20 (107명, 61.5%), 

40 (105명, 58.3%), 50 (96명, 57.8%), 30

(121명, 55.5%), 60  이상(73명, 32.9%) 순

인 것으로 악되었다(<표 6> 참조). 최근 1년 

간 독서량 평균의 경우는 종이책 3.0권, 자책 

2.1권, 오디오북 1.0권으로 응답되었는데, 종이

책은 40 가, 자책  오디오북은 20 가 독

서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해 1, 2순

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의 상  3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462명, 48.1%),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375명, 

39.1%), ‘심리 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315

명, 32.8%) 순으로 나타나 체로 업무 등의 

활동으로 독서에 할애할 물리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악되었다.

책 입수 경로(복수 응답)에 한 상  3순  

응답은 ‘직  구입해서 본다(서 , 인터넷 포

함)’(547명, 57.0%), ‘도서 에서 빌려본다’(465

명, 48.4%), ‘인터넷 유튜 를 통해 본다’(299명, 

31.1%)로, 고양시민들이 책을 입수할 때 도서

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2.3 도서  이용 련

최근 1년 간 도서  이용 경험에 한 질문에 

해서는 경험이 있는 경우(324명, 33.8%)가 없

는 경우(636명, 6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성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로는 60  이상 응답자(174명, 78.4%)가, 독

서경험 여부로는 비독서자(458명, 100%)가 도

서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표 7> 참조).

최근 1년 간 도서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자  주로 이용한 도서  유형을 복수 응답하

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960명 52.3% 47.7%

성별
남 447명 45.6% 54.4%

여 513명 58.1% 41.9%

연령

20 174명 61.5% 38.5%

30 218명 55.5% 44.5%

40 180명 58.3% 41.7%

50 166명 57.8% 42.2%

60  이상 222명 32.9% 67.1%

<표 6>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독서 경험(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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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체 960명 33.8% 66.3%

성별
남 447명 31.5% 68.5%

여 513명 35.7% 64.3%

연령

20 174명 39.1% 60.9%

30 218명 33.5% 66.5%

57.8%42.2%180명40

64.5%35.5%166명50

78.4%21.6%222명60  이상

독서 경험
독자 502명 64.5% 35.5%

비독서자 458명 - 100%

<표 7>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도서  이용 경험(성인)

도록 한 결과 공공도서 (292명, 90.1%), 작은도

서 (189명, 58.3%), 직장도서 (65명, 20.1%), 

학교도서 (52명, 16.0%), 문도서 (40명, 

12.3%) 순으로 많이 답하 다. 도서  이용 목

(복수 응답)에 한 상  3순  응답은 ‘독서

를 하거나 책을 빌리기 해’(249명, 76.9%), 

‘공부, 학습을 하기 해’(139명, 42.9%), ‘ 자

자료, 자료조사 등을 해’(88명, 27.2%)로 

악되었고, 도서  방문 빈도는 월 1~3회인 경

우가 50.9%(165명)로 가장 높았다. 

한편, 도서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게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복 선택

하도록 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 에 갈 시간

이 없어서’(378명, 59.4%), ‘도서 에 갈 필요

성이 없어서’(360명, 56.6%), ‘집으로부터 거리

가 멀어서’(146명, 23.0%), ‘개 시간이 맞지 않

아서’(80명, 12.6%), 기타(74명, 11.6%), ‘원하

는 자료가 없어서’(37명, 5.7%), ‘이용방법을 몰

라서’(36명, 4.7%), ‘원하는 서비스( 로그램)가 

없어서’(30명, 4.6%), ‘도서  직원이 친 하지 

않아서’(13명, 2.0%) 순으로 나타나, 도서  비

이용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질문했던 독

서를 하지 않는 이유인 ‘시간이 없어서’와 유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사

유로 꼽은 ‘물리  거리’  ‘개 시간’, ‘원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없는’ 문제  ‘기타’ 내용 등

에 해서는 도서  계자들이 좀 더 극

으로 의견을 수렴해 도서  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2.2.4 독서활동  독서 동아리(독서모임) 

참여 련

최근 1년 간 독서 련 활동이나 행사 참여 

경험에 해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1%(145명)인데 비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4.9%(815명)로 나타나 독서활동 경험이 체

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악되었다. 독서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상으로 참여해 

본 활동의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독서

행사( 시, 강연, 세미나 등)(77명, 53.1%), 독후

활동(독후감, 서평, 독서토론 등)(50명, 34.5%), 

독서캠페인(북스타트, 책 읽는 가족 등)(43명, 

29.7%), 독서치유(43명, 29.7%), 독서교육(36

명, 24.8%) 순이었으며, 참여한 활동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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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족(103명, 71.0%), 보통(28명, 19.3%), 불

만족(14명, 9.7%)으로 응답해 체로 참여 독

서 활동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

에게 미참여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참

여하고 싶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서’(219명, 

26.9%), ‘어떤 로그램이 있는지 알지 못해

서’(169명, 20.7%),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

서’(163명, 20.0%), ‘참여하고 싶은 로그램이 

없어서’(130명, 9.4%), ‘책 읽기에 심이 없어

서’(77명, 5.2%),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

서’(42명, 5.2%) 순으로 응답해, ‘도서 을 이

용하지 않는 이유’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와 마찬가지로 ‘시간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악되었다. 하지만 향후 

독서 활동 참여 의향에 한 응답이 ‘참여하겠

다(557명, 58%)’로 불참 의사(403명, 42%)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독

서 활동이 무엇인지에 한 응답 내용(<표 8> 

참조)을 참고해 도서  등 련 기 들에서 

극 으로 독서활동  련 행사를 유치․홍보

한다면 고양시민들의 독서활동 진흥에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최근 1년 간 독서동아리(독서모임) 참여 경

험 역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6%(131명)인

데 비해 경험이 없는 경우가 86.4%(829명)로 

나타나, 응답자 부분의 동아리(모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 경험이 있

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동아리 유형은 직장(학교) 

독서동아리(43명, 32.8%), 지역(동네) 독서동아

리(42명, 32.1%), 온라인(인터넷 카페 등) 독서

동아리(42명, 32.1%), 도서  독서동아리(26명, 

19.8%), 가족 독서동아리(22명, 16.8%), 유료 

독서동아리(21명, 16.0%), 서  독서동아리(18

명, 13.7%), 출 사 북클럽(16명, 12.2%) 순이

었고, 참여한 동아리 활동 만족도는 만족(81명, 

61.8%), 보통(37명, 28.2%), 불만족(13명, 9.9%)

으로 다수가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독서 동아리에 미참여하는 이유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272명, 32.8%), ‘참여하고 싶

은 모임이 없어서’(201명, 24.2%), ‘독서동아리에 

한 정보  방법을 알지 못해서’(121명, 14.6%),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어서’(93명, 11.2%), ‘책 

읽기에 심이 없어서’(88명, 10.6%), ‘다른 동

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35명, 4.2%), ‘기타’(19

명, 2.3%) 순으로 앞서 다른 활동들의 미참여 사

유와 유사한 것으로 악되었다. 한 앞으로

의 참여 의향에 한 응답의 경우, 정(422명, 

구분 사례수 독서치유 독서행사 독서교육 독서캠페인 독후활동 기타 활동

체 557명 51.3% 50.6% 30.3% 27.3% 27.1% 5.0%

성별
남 240명 42.1% 52.5% 29.2% 30.0% 27.1% 5.0%

여 317명 58.4% 49.2% 31.2% 25.2% 27.1% 5.0%

연령

20 110명 52.7% 54.5% 20.9% 29.1% 30.0% 4.5%

30 143명 46.9% 49.7% 35.7% 37.1% 27.3% 7.0%

28.7% 28.7% 3.0%46.5% 50.5% 24.8%101명40

17.0% 23.9% 8.0%58.0% 47.7% 31.8% 88명50

20.0% 25.2% 2.6%54.8% 50.4% 36.5%115명60  이상

<표 8> 향후 참여해보고 싶은 독서 활동(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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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보다 부정(538명, 56%) 응답이 높아 독

서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독서 활동이나 문화생

활에 미칠 수 있는 정  효과에 한 련 기

의 극  홍보 활동과 함께 기존 동아리 참

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제

도  지원 방안 등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2.2.5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 련

고양시민들이 고양시 도서 에서 추진 인 

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한 정보를 취득하는 채

은 도서  홈페이지, SNS(블로그, 밴드 등)(372

명, 38.8%), 길거리 수막(140명, 14.6%), 지인, 

이웃 등(119명, 12.4%), 지역 신문  TV 

고(112명, 11.7%), 도서  문자 메시지(82명, 

8.5%), 단지  홍보지(78명, 8.1%)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방식

이 효과 인 것으로 악되었다.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한 인지도와 

참여 여부(복수 응답)에 해 질문한 결과, 인

지도가 높은 사업의 상  5개 항목은 스마트도

서  9개소 운 (42.4%), 작은도서  운  지

원(41.5%), 상호 차 서비스(39.5%), 도서  

SNS(36.0%), 도서  리모델링  공공도서  

건립(35.8%)으로, 참여가 많은 사업의 상  5

개 항목은 도서  홈페이지 개편(66.3%), 상호

차 서비스(58.3%, 도서 통 서비스(54.4%), 

친구야 책방가자(48.7%), 스마트 도서  9개

소 운 (45.9%)으로 답하 다(<표 9> 참고).

재 추진 인 고양시 도서 의 사업들  

독서활동 진흥에 미치는 향이 클 것으로 

단되는 세부 사업을 3개 범주(정보제공  홍

보, 독서문화지원사업, 독서시설 기반 마련)로 

사업 구분 인지도 참여도
독서진흥에 

미치는 향 정도

정보제공  
홍보

도서  홈페이지 개편 27.5% 66.3% 20.6%

도서 통 서비스(카카오톡 활용 정보제공 서비스) 25.8% 54.4% 40.7%

상호 차 서비스(책 리, 책바다 등) 39.5% 58.3% 55.1%

도서발굴단(어린이/성인)의 도서 추천  책꾸러미 서비스 20.6% 33.3% 27.9%

도서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36.0% 43.9% 30.6%

고양 라이 러리(독서문화 로그램 안내지) 24.2% 42.7% 25.0%

독서문화지
원사업

독서동아리 지원(도서  동아리, 서 동아리, 외부동아리 지원) 19.7% 30.2% 22.0%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로그램 21.3% 36.3% 38.9%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20.2% 38.7% 25.8%

독서진흥 행사(도서 주간, 독서의 달, 독서토론 한마당 등) 30.1% 26.6% 33.6%

독서  문화 로그램 운 34.2% 27.4% 42.7%

친구야 책방가자(고양 북페이 도서교환권 지 ) 20.3% 48.7% 37.0%

독서시설 
기반 마련

도서  리모델링  공공도서  건립 35.8% 41.6% 45.8%

스마트도서  9개소 운 42.4% 45.9% 55.2%

특성화 도서  4개소 운 27.5% 42.4% 24.2%

작은도서  운  지원 41.5% 45.7% 45.6%

지역 서 , 출 사, 작가 력사업 19.1% 35.0% 18.6%

메이커스페이스, 웹툰 창작실 운 12.5% 33.3% 10.5%

<표 9>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한 인지도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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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정보제공  

홍보’에서는 상호 차 서비스(528명, 55.1%)

가, ‘독서문화지원사업’에서는 독서  문화

로그램 운 (410명, 42.7%)이, 마지막으로 ‘독

서시설 기반 마련’에서는 스마트도서  9개소 

운 (530명, 55.2%)가 독서활성화에 향을 

 수 있는 주요 사업인 것으로 지목되었다.

2.3 학생 상 설문 분석 결과

2.3.1 인구통계학  특징

고양시에 거주하는 ․ ․고등학생 상 설

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인 응답자와는 반 로 여학생(252명, 46.7%)

에 비해 남학생의 응답 비율(288명, 53.3%)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 ․고등

학교)  거주 지역별(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

구) 응답자는 각 180명(33.3%)씩 동일하게 배분

하 고, 가족 구성 유형 구분의 경우는 <표 10>과 

같이 악되었다.

2.3.2 독서생활과 독서환경 련

고양시 ․ ․고등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해 3순 까지 복수 선택하

도록 한 결과, 여가 시간  가장 많이 하는 활

동은 TV  화보기(283명, 52.4%), 게임  

SNS(251명, 46.5%), 책, 만화책, 신문, 잡지 등

의 독서(210명, 38.9%), 휴식  수면(208명, 

38.5%) 등의 순인 것으로 악되었다. 성인 응

답자들의 경우 ‘독서’가 여가 활동  2순

던 데 비해 학생들은 3순 로 나타났으며, ‘게

임  SNS’ 항목의 경우는 성인(5순 )에 비

해 학생 응답자(2순 )의 순 가 높아, 여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PC 이용 비율이 성인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가  독서를 할 때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종

이책 기  평일 52.8분(성인 48.8분), 휴일(주

말 포함) 60.7분(성인 57.5분)인 것으로 응답

해, 학생들의 평균 독서시간이 성인에 비해 평

균 3-4분 가량 더 긴 것으로 악되었다(<표 11> 

참조).

학생들이 평소 ‘독서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이  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를 3순 까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체 응답자 반 이상이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은 종이책(456명, 84.4%)과 자

책(292명, 54.1%)이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

서매체’로 응답한 것은 ‘종이책(401명, 74.3%)’

구분 응답수 응답률

체 540명 100.0%

성별
남 288명 53.3%

여 252명 46.7%

가족구성

부모님과 거주 501명 92.8%

형제자매와 거주  85명 15.7%

조부모님과 거주  11명  2.0%

부모님, 조부모님과 거주  20명  3.7%

기타  10명  1.9%

<표 10> 설문 조사 응답자(학생)의 인구 통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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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일 휴일(주말 포함)

종이책 52.2분 60.7분

자책(웹소설/웹툰 포함) 40.0분 46.9분

오디오북 22.2분 24.2분

<표 11> 하루 평균 독서시간(학생)

구분 종이책 자책
종이 
만화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
북

종이
신문

종이
잡지

인터넷 
신문

인터넷 
검색 
정보

소셜
미디어

웹진
블로그
/카페

챗북
콘텐츠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

84.4% 54.1% 40.9% 38.7% 38.0% 36.3% 33.1% 32.0% 30.2% 23.9% 20.9% 18.7% 18.3% 5.9%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

74.3% 29.3% 18.3% 19.4% 27.4% 16.1% 11.3% 13.0% 15.6% 15.7% 11.9% 4.3% 10.4% 1.9%

<표 12>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것과 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1+2+3순 )(학생)

으로 성인 응답자와 같은 양상을 보 다. 하지

만 다른 응답 항목들을 살펴보면 성인들이 

체로 ‘종이로 된’ 책, 신문, 잡지를 독서매체로 

여기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학생들은 종이책

과 종이 만화책을 제외하면, 자책, 웹소설, 웹

툰, 오디오북 등을 종이신문이나 잡지보다 독

서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표 

12> 참조). 

독서에 한 태도와 련해 응답한 내용을 

100  만 으로 환산해 보면, 학생들은 독서에 

해 ‘독서는 가치 있고 요한 일이다’(75.3 ), 

‘독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65.6 ), ‘나는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61.2 ), 

‘독서가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진다’(50.0 )와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독서의 유

용성에 한 응답 역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77.8%(420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25명, 

4.6%)’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체로 독서에 

한 생각과 태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 인 

것으로 악되었다. 

최근 1년 간 독서 경험에 한 질문에서는 

독서를  하지 않은 비독서자(60명, 11.1%)

에 비해 1년에 한 권 이상이라도 읽은 독자(480

명, 88.9%)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독자와 

비독서자의 비율 차이(4.6%)가 크지 않았던 

성인에 비해 상 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232

명, 92.1%)이 남학생(248명, 86.1%)보다 독자 

비율이 조  더 높았으며, 학년별로 보면 고등

학생(163명, 90.6%), 학생(160명, 88.9%), 

등학생(157명, 87.2%) 순으로 고학년일수록 

독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최근 1년 간 독서량 평균은 종이책 10.9

(성인 3.0)권, 자책 5.9(성인 2.1)권, 오디오

북 2.3(성인 1.0)권으로 답해 학생들이 성인 응

답자에 비해 독자가 비율이 높은 만큼 독서량

도 많았다.

독서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해 1, 2순

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의 상  3개 항목

을 살펴보면 ‘다른 활동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

서’(315명, 58.3%), ‘공부 때문에 마음의 여유

가 없어서’(270명, 50.0%), ‘책 읽는 것이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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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아니오

체  54명 88.9% 11.1%

성별
남 288명 86.1% 13.9%

여 252명 92.1%  7.9%

학년

등학생 180명 87.2% 12.8%

학생 180명 88.9% 11.1%

고등학생 180명 90.6%  9.4%

<표 13> 최근 1년 간(2021년 5월 - 2022년 4월) 독서 경험(학생)

습 이 들지 않아서’(147명, 27.2%) 순으로 응

답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독서를 할 시간과 마

음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3순  응답의 경우 ‘마음의 여유가 부족

하다’고 한 성인과 다르게 ‘책 읽기’의 선호도에 

한 답변이 두드러져, 학생들을 상으로 하

는 독서 교육이나 활동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

고 생활 속에서 습 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책 입수 경로(복수 응답)에 한 상  3순  

응답은 ‘도서 에서 빌려본다’(297명, 55.0%), 

‘직  구입해서 본다(서 , 인터넷 포함)’(245

명, 45.4%), ‘집에 있는 것을 읽는다’(134명, 

24.8%)로, 성인들의 도서 입수 경로 1 가 ‘구

입’, 2 가 ‘도서  출’이었던 데 비해 학생들

의 도서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악되

었다.

2.3.3 학교도서  이용 련

학생들의 학교도서  이용과 련해 이용 빈

도와 목 을 질문한 결과, 이용 빈도는 일주일

에 1~2번(231명, 42.8%), 한 달에 1~2번(190

명, 35.2%), 일 년에 1~2번(45명, 8.3%), 거

의 매일(43명, 8.0%), 방문하지 않는다(31명, 

5.7%) 순으로 답했으며, 학교도서 을 이용하

는 주 목 은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기 해’ 

(183명, 36.0%), ‘학교 공부나 숙제를 하기 

해’(71명, 13.9%), ‘독서하기 한 공간 활용’ 

(62명, 12.2%) 등인 것으로 악되었다.

학교도서 에서 독서활동을 하기 해 필요

한 것에 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도서를 많이 

구비하는 것’(189명, 35.6%), ‘다양한 독서 로

그램’(108명, 20.0%), ‘독서할 수 있는 공간’(71

명, 13.1%), ‘이용 시간의 확 ’(70명, 13.0%)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독서 활동 증

진을 해서는 학교도서 의 도서구입비  

로그램 운 비 등의 련 산 확보가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2.3.4 공공도서  이용 련

학생들에게 ‘공공도서 ’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해 질문한 결과, ‘책을 빌리는 

곳’(182명, 33.7%),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123명, 22.8%), ‘문화생활을 리

는 곳’(110명, 20.4%) 등의 순으로 답하 으며, 

‘거주 지역 인근에 공공도서 이 어디에 있는

지 알고 가본 이 있는지’에 해서는 ‘알고 있

고, 가본  있다’(410명, 75.9%), ‘알고는 있지

만, 가본  없다’(106명. 19.6%),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본 도 없다’(24명, 4.4%)의 순으로 

응답해 많은 학생들이 공공도서 의 이용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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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 을 이용해 본 학생들의 공공도서

 만족도는 만족(257명, 62.7%), 보통(143명, 

34.9%), 불만족(10명, 2.4%)으로 체로 만족

하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도서  이용 목

에 한 추가 질문에는 ‘책을 보거나 빌리기 

해’(276명, 67.3%), ‘시험공부를 하기 해’(60

명, 14.6%), ‘학교 숙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해’(43명, 10.5%) 등의 순서로 답해, 공공도

서 에 한 인식에 한 질문에 답변한 ‘책을 

빌리는 곳’,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과 

동일한 목 으로 공공도서 을 방문․이용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공공도서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

한 도서 에 불만족하다고 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에 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학원/과

외로 바빠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22.9%), ‘집

에서 멀어서’(17.1%), ‘학교도서 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12.1%)가 가장 높은 3가지 사유

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한 학생들이 원

하는 공공도서 의 모습에 해 복수응답하도

록 한 질문에서는 <표 15>와 같은 의견들이 제

시되어, 고양시 공공도서 에서 해당 의견들을 

참고해 장서 확충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한다

면 학생 이용자 유입을 늘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3.5 독서 로그램  독서동아리(독서모

임) 참여 련

학생들에게 재 다니는 학교에 ‘아침독서’ 시

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없다(394명, 73.0%)

는 응답이 있다(146명, 27.0%)는 데 비해 매우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없다’고 답한 비율이 고

등학생(153명, 85.0%), 학생(127명, 70.6%), 

등학생(114명, 63.3%) 순으로 나타나 고학

년일수록 아침독서 시간이 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침독서 시간이 있다고 한 학생들의 경

우, 해당 시간이 책 읽는 습  형성에 도움이 

된다(103명, 70.5%)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침독서 시간이 없는 경우는 ‘아침독서 시간

이 있으면 좋겠다(217명, 55.1%)’는 응답이 과

구분 응답수 응답률

체 140명 100%

학원/과외로 바빠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32명 22.9%

집에서 멀어서  24명 17.1%

학교도서 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17명 12.1%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10명  7.1%

책을 찾는 것이 복잡해서  10명  7.1%

책이 낡고 지 분해서  10명  7.1%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10명  7.1%

유익한 로그램이 없어서   9명  6.4%

일  문을 닫아서   7명  5.0%

시설이 낡고 불편해서   6명  4.3%

사서/직원들이 불친 해서   4명  2.9%

기타   1명  0.7%

<표 14> 공공도서 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만족하는 이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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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응답률

체 540명 100%

읽고 싶은 책이 많은 공간 279명 51.7%

다양한 자료가 있는 공간 242명 44.8%

안락한 독서 공간 201명 37.2%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 공간 173명 32.0%

필요한 공부를 하는 공간 169명 31.3%

카페 같은 곳 135명 25.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서  직원이 있는 공간 108명 20.0%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스터디룸)  97명 18.0%

체험, 시 공간  71명 13.1%

책을 읽어주는 공간  55명 10.2%

<표 15> 학생들이 원하는 공공도서 의 모습

반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책 읽는 습  형

성을 해 학교에서 ‘아침독서’ 시간 편성을 고

려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련한 질문에서는 해당 수업 후 책 읽

기에 한 생각이 좋아졌다(235명, 43.5%), 보

통(282명, 52.2%), 싫어졌다(23명, 4.3%) 순

으로 응답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책 읽기에 한 선호도를 좀 더 

높이기 한 추가 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단

된다.

이 외에 학생들이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

았던 독서지도 내용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질

문에서는 독후감  서평 쓰기(206명, 38.1%), 

독서 토론  발표(178명, 33.0%), 교과 연계 

독서를 통한 과제 해결하기(174명, 32.2%), 정

보  매체 활용 교육(122명, 22.6%), 책의 선

택과 읽는 방법(122명, 22.6%), 도서  이용 

 도서분류(116명, 21.5%), 작권 교육(74

명, 13.7%) 순으로 응답하 다. 반면,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진행한 독서 로그램에 한 참여 

경험은 없다(340명, 63.0%)는 응답자가 좀 더 

많아 참여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200명, 37.0%)

이 가장 많이 한 활동의 상  3가지 유형은 ‘

쓰기(내용요약, 독후감, 서평, 보고서 등)’(83명, 

41.5%), ‘독서교실(책읽기와 다양한 독서활동)’ 

(54명, 27.0%), ‘말하기 활동(책 화, 독서토

론, 발표 등)’(52명, 26.0%)인 것으로 악되었

으며, 참여 활동에 한 만족도는 만족(120명, 

60.0%), 보통(72명, 36.0%), 불만족(8명, 4.0%)

으로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답했다.

독서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활

동 불참 이유는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  여유

가 없어서’(33.5%),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

서’(21.5%),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나 로그

램이 없어서’(20.3%),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

지 못해서’(13.5%), ‘책 읽기에 심이 없어서’ 

(11.2%)로 답해 ‘시간  여유가 없다’는 사유 

외에는 다양한 독서 로그램을 늘이고 극 으

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악되어, 학

생들이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다고 한 <표 16>

의 독서 활동들을 참고해 독서 련 로그램을 

활성화하기 한 학교 측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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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독서

교실

독서

퀴즈 

회

탐방

활동
쓰기

그리기 

활동

독서

캠
강연회

말하기 

활동

독서

동아리

매체 

제작 

활동

도서

바자회, 

책기증

아침

독서

시

활동

체 540명 27.8% 23.9% 22.6% 21.5% 18.5% 18.3% 16.7% 16.3% 15.7% 15.0% 13.9% 13.3% 13.3%

성별
남 288명 28.5% 22.9% 24.0% 19.4% 15.3% 19.1% 16.7% 20.1% 14.6% 14.9% 11.1% 13.9% 12.5%

여 352명 27.0% 25.0% 21.0% 23.8% 22.2% 17.5% 16.7% 11.9% 17.1% 15.1% 17.1% 12.7% 14.3%

학년

등학생 180명 29.4% 23.3% 20.0% 18.3% 21.1% 18.9% 12.8% 16.7% 11.7% 12.2% 13.3% 12.8% 18.9%

학생 180명 28.3% 25.6% 20.6% 27.2% 15.6% 19.4% 12.8% 13.9% 18.9% 13.3% 16.1% 16.1% 8.3%

16.7% 19.4% 12.2% 11.1% 12.8%25.6% 22.8% 27.2% 18.9% 18.9% 16.7% 24.4% 18.3%180명고등학생

<표 16> 향후 참여해 보고 싶은 독서 활동(학생)

학생들의 최근 1년 간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과 련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77.2%(417명)

로 응답자 부분이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불참 이유에 해

서는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  여유가 없어서’ 

(144명, 34.5%),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110명, 26.4%), ‘독서동아리에 한 정보  

방법을 알지 못해서’(62명, 14.9%),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62명, 14.9%), ‘독서에 

심이 없어서’(39명, 9.4%)로 답해, 독서 로

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서동아리를 주

하는 곳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참여 유도를 한 극 인 홍보가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독서동아리에 한 질문에 한 응답이 

학교 독서동아리(216명, 40.0%), 온라인 독서

동아리(153명, 28.3%), 학교 밖 도서  독서동

아리(138명, 17.9%), 가족 독서동아리(92명, 

18.7%), 서  독서동아리(85명, 17.1%), 동네 

독서동아리(76명, 15.4%)로 나타나, 학교  

도서 에서 온․오 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

요도 있다고 단된다.

동아리 경험이 있는 학생들(123명, 22.8%)

의 경우, 학교 독서동아리(54.5%), 온라인 독서

동아리(22.0%), 가족 독서동아리(18.7%), 학

교 밖 도서  독서동아리(17.9%), 서  독서동

아리(17.1%), 동네 독서동아리(15.4%) 순으로 

참여해 보았고, 동아리 참여 경험에 한 만족

도는 만족(76명, 61.8%), 보통(39명, 31.7%), 

불만족(8명, 6.5%)로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4 성인  학생 설문 결과 요약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한 주요 시사

고양시에 거주 인 성인(960명)과 학생(540

명)들을 상으로 한 독서실태 설문 조사 결과

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시 독

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반 해야 할 주요 

시사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과 학생 응답자들이 ‘독서매체’라

고 인식하는 자료 유형의 1, 2순 는 모두 ‘종이

책’과 ‘ 자책’으로 악되었으나, 성인의 경우 

체로 ‘종이로 된’ 책이나 신문, 잡지를 독서매

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학생들은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등을 종이신문이나 잡

지보다 독서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

게 나타났다. 체 응답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책’의 형태를 주된 독서 매체로 인식하고는 있



30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7권 제1호 2023

으나, 그 외에도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인터

넷 신문, 인터넷 검색 정보와 같이 통 인 종

이매체가 아닌 자매체를 독서매체의 상으

로 생각하는 비율이 2-30% 수 으로 악되어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있어 독서 상 자

료의 범주를 통 인 종이 매체 외에도 웹툰, 

인터넷 검색 정보 등으로 확 해야 할 것이며, 

각 자료별 콘텐츠 형태에 따른 독서 진흥 활성

화 방법 역시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고양시민들이 독서자료를 입수하는 경

로를 살펴보면 성인은 ‘직  구입’ 다음으로 ‘도

서 에서 빌려본다’고 답하 고 학생은 ‘도서

에서 빌려본다’ 다음으로 ‘직  구입’이라고 응

답해,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  

 학교도서 들의 장서량을 지속 으로 증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해, 독서문화진흥사

업의 주요 기 인 고양시 도서 들은 다양한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  간 상호 차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필요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도록 련 산 증액과 함께 연차별 장서 

확보에 한 구체 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 ‘직  구입’의 응답 비율도 높기 때문에 아

직까지 고양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높은 ‘지역서  연계 바

로 출서비스’의 개발을 검토하거나, 기존에 운

하고 있던 고양 북페이 사업을 확 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태도와 련해서는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는 가치 있고 요한 일이다’, ‘독서

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응답이 많았

고, 독서의 유용성에 한 질문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7-80% 수 으로 높게 나

타나 고양시민 부분이 독서에 한 인식은 

정 인 것으로 악되었다. 다만 성인 응답

자의 47.7%, 학생 응답자 11.1%를 차지하는 

비독서자들의 경우에는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며, 독서활동이 공부나 숙제같이 느껴

진다고 답해 이들이 독서에 해 쉽고 편하게 

인식하고 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비독서자들이 일상에

서 책 읽는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

록 하기 한 ‘친독서환경’ 조성을 한 종합계

획 수립이 요구되며, 기존에 지속 으로 추진

되어 왔던 고양시민들의 연령 별 생애주기에 

맞춘 ‘북스타트’, ‘어린이 도서발굴단’ 같은 사

업들을 확 하고, 상 으로 독서활동에 소외

되어 온 5․60  장년층을 상으로 한 독서

문화 행사  문화 로그램 등의 다양화가 필

요하다.

넷째, 독서 장애 요인과 련해 성인과 학생 

모두 ‘다른 활동이나 공부(일) 때문에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는데, 학생의 경우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 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3순 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된 내용과 마찬가지

로 생활 속 독서 활동에 해 정 으로 생각

할 수 있고 습 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교육

이나 로그램 활성화에 한 정책 마련이 필

요함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

이 책을 즐기고 자발 으로 독서 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 주간’, ‘가정의 달’, ‘독

서의 달’ 등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기획이 필요

하며, 코로나19 이후 비 면 활동에 한 요구

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련 행사는 면․비

면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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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서  이용의 경우 학생들은 학교도

서   공공도서  이용 경험이 비교  많았으

나, 성인의 경우 최근 1년간 도서  이용 경험에 

해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있다고 한 응답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도서  이용 경험

이 없는 응답자들은 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주

요 이유에 해 ‘시간이 없어서’는 답변을 가장 

많이 택했으나, 그 외에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라는 응답도 많았다. 도서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  유형은 

① 공공도서 , ② 작은도서 , ③ 직장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학교도서 과 공

공도서 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답해 성인과 

학생 모두 생활 반경 내 근이 편리한 도서

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고양

시는 독서진흥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지역에 독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서  등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확충하

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근 독서활동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과 련해서는 학생과 성인 모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특히 학교 비교과 활

동 등을 통해 독서 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나은 학생들에 비해 성인들의 참

여 경험 응답 비율이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악되었으며, 독서활동  독서동아리 활동 불

참 이유와 련해 성인은 ‘시간이 없어서’ 외에 

‘ 련 정보 부족’, ‘기회 부족’을, 학생은 ‘시간이 

없어서’ 외에 ‘기회 부족’, ‘ 로그램 부족’을 꼽

아, 독서활동과 독서동아리  련 로그램

들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 채 들

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로그램 마련으로 참

여 계기를 확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

은 독서 활동( 로그램)에 해 성인은 ‘독서

치유’, ‘독서행사’, ‘독서교육’을 학생은 ‘독서교

실’, ‘독서퀴즈’, ‘독서탐방활동’ 등을 언 해, 연

령별 특성에 따른 독서 로그램 다양화가 필

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동아리 유형과 련해서는 성인과 학생 

모두가 ‘온라인 독서동아리’를 높은 순 (성인 

1 , 학생 2 )로 답해 독서동아리 운 에 있어 

온라인 방식을 확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독

서문화진흥사업과 련해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은 상  5개 항목에서 공통으로 언

된 사업은 ‘스마트도서  9개소 운 ’, ‘상호

차서비스’로 나타났는데, 이 두 사업은 독서

활동 진흥에 미치는 향력이 클 것으로 단

된다고 꼽은 사업들에도 포함되었다. 이 두 사

업 외에 고양시민들이 독서활동 진흥에 향력

이 큰 사업으로 선택한 것은 ‘독서  문화 로

그램 운 ’으로, 이는 앞서 독서활동에 불참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  하나로 언 한 ‘ 로그

램 부족’에 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련해 도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연령 별 로그램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실질 으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독서 문화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한편, 학생들의 경우 ‘고양 북페이’ 사업이 

독서생활에 도움이 된다(62.8%)고 응답하

고, 해당 사업은 참여도가 높은 독서문화진흥

사업  4번째 순 로 꼽힐 정도로 시민 호응도

도 높았기에 향후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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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고양 북페이 사업 운 에 한 극 인 

확  검토가 요구된다.

3.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독서 실태를 조사․

분석해 고양시 ‘제2차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목 으

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양한 독자층  

특정 독서 매체 등을 상으로 진행되었던 독

서실태 조사 련 선행 연구  2021년 국민 독

서실태 조사의 설문 문항 등을 참고하여 성인 

 학생 응답자 특성을 반 한 설문지를 구성

하 다. 그리고 1,500명(성인 960명, 학생 540

명)의 고양시민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해 그 결과를 분석하고, 고양시에서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

들을 도출하 다.

첫째, 독서매체에 한 인식의 경우 아직까

지는 성인과 학생 모두에서 ‘종이책’과 ‘ 자책’

이 주요 독서매체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체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독서자료의 범주

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련해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의 독서자료 범주

에는 다양한 독서매체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독서자료 입수 경로가 ‘직  구입’과 

‘도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 도

서 들의 장서 확충과 함께 기존 독서문화진흥

사업  호응도가 높았던 ‘고양 북페이’를 확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 고양시

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지역서  연계 바

로 출서비스’에 한 신규 도입 검토도 필요

하다.

셋째, 성인 응답자  비독서자 비율이 높은 

과 독서 장애 요인에 한 학생 답변  ‘책 

읽기가 싫고 습 이 들지 않아서’라는 응답 비

율이 높은  등을 고려했을 때, 성인 비독서자 

외에도 학생들이 성장해 성인이 되었을 때 독

서에 해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독서를 쉽고 편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습 화 하기 한 독서 교육  로

그램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한 고양시민

들의 독서활동  독서동아리에 한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주요 불참 사유로 련 정보나 참

여 기회 부족 등을 언 했기에, 시민들이 원하

는 다양한 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 형태의 

운 을 통해 참여 기회를 늘이고, 련 정보들

을 홍보할 수 있는 채 들을 확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도서  이용과 련해 이용 경험이 있

는 응답자들은 주로 생활 반경 내에 치한 도

서 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이

용 경험이 없는 이들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답

변 외에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라는 이유 등으

로 도서 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독

서진흥 계획 수립과 련해 독서를 활성화시키

기 한 시설  서비스 환경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반경 내에 쉽게 근할 수 있는 곳으로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독

서문화진흥사업들에 한 인지도,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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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활동 진흥에 향력이 클 것으로 단되는 

정도를 악한 결과, ‘스마트도서  운 ’, ‘상

호 차서비스’, ‘독서  문화 로그램 운 ’ 등

의 사업은 지속․확 하는 것이 향후 독서활동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다. 앞서 도서 

입수 경로와 련한 시사 에서도 언 되었던 

‘고양 북페이’ 사업 역시 성인  학생 응답자에

게 정 으로 평가받은 사업으로 나타나, 앞

으로 고양시민들의 독서활동을 확산시키기 

해 지속․확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특정 독자층(학생, 직장인, 

장애인, 병사 등)이나 독서매체( 자책, 웹툰 

등)를 상으로 독서실태를 악하고 련 함의

들을 정리․제시하 던 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진천군(2019)  주시(2021)의 지역 특

성을 반 한 독서활성화 정책 연구처럼 고양시

의 차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시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토 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

요한 시사 들을 도출하기 해 수행되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인구 100만 특례

시로 승격한 고양시 체 시민들의 의견을 

표하기에는 1,500명 상의 실태 조사 결과만

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

만,  국민을 상으로 추진되는 국민 독서실

태 조사가 약 9천여명(성인 6천명, 학생 3천여

명)을 상으로 진행된다는 을 고려했을 때, 

고양시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이번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고양시에서 앞으로 국민 독서실태 조사와 같이 

정기 인 실태 조사 연구를 정례화한다면 향후 

고양시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  사업 운  등에 있어 실질

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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