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유롭고 배움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 3-2-12

 도서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사업구분 임기 내 계속 총사업비 9,789백만원

❏ 사업개요   

○ 목  적 : 다양한 매체의 장서확충으로 시민들의 독서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 기  간 : 2018. 6. ~ 2022. 12.(임기 후 지속사업)

○ 예  산 : 9,137백만원

○ 내  용 : 신간ㆍ희망도서, 전자자료 등 613,966여권 확충 

❏ 목    표   

○ 체계적·효율적 장서확충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책읽기 좋은 환경 조성

○ 2022년까지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를 2,300원으로 확대

구분 목    표 ‘18년 ‘22년

목표
시민 1인당
도서구입비

 1,693원 ⇨ 2,300원

   ⇨ 경기도 평균 도서구입비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연차적 확대 추진

○ 최근 3년간 경기도 도민 1인당 도서구입비

  

1인당 도서구입비 ‘15 ‘16 ‘17 비고

경기도 1,517원 1,834원 1,930원 ‐ 용인시 2,462원
- 안양시 2,094원
- 파주시 1,886원
  <2017년 기준>고양시 1,072원 1,401원 1,506원

※경기도 공공도서관통계(2015-2017)

❏ 추진계획 

○ 고양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학술연구용역 보고(2016-2020)에 근거한 체계적 자료수집

○ 시민의 요구와 출판의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매체의 자료 확보

     - 디지털 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수요 확대

○ 지식정보취약계층(큰글자도서, 다문화도서 등)을 위한 장서 확충

○ 특성화 강화를 위한 4개 전문분야(예술, 꽃, 향토자료, 세계그림책) 장서 확충  

○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서확충

○ 지역의 중소서점을 통한 도서구입으로 지역 독서 공동체와 상생 ㆍ 발전  

○ 훼손자료 등은 선별하여 폐기하여 자료의 최신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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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12 ‘13 ‘14 ‘15 ‘16 ‘17 ‘18
장서 확충 수 1,883,612 1,969,724 2,099,300 2,190,858 2,291,502 2,343,888 2,441,717

도서구입비(천원) 1,140,140 906,575 1,248,520 1,101,865 1,456,384 1,569,634 1,766,886
1인당 

도서구입비(원) 1,176 915 1,241 1,072 1,401 1,506 1,693

1인당 장서수 1.94 1.99 2.09 2.13 2.20 2.25 2.33

⇨ 2017년 고양시민 1인당 자료구입비는 1,506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7위 수준  

❏ 사업기간 : 2018년 7. ~ ’2022년 12. (계속)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원>

단위사업 ‘18.6 ‘19 ‘20 ‘21 ‘22.6월 임기후
시민1인당

도서구입비(원) 1,693 2,000 2,100 2,200 2,300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구분 계 ‘18.6 ‘19 ‘20 ‘21 ‘22.6 임기후
9,789 2,160 2,475 2,515 2,639

장서확충

국비 0
도비 167 41 42 42 42
시비 9,622 2,119 2,433 2,473 2,597
기타

❏ 쟁점 및 대책 

○ 쟁점    

- 장서수 증가에 따른 자료 확보 및 활용 공간(자료실) 부족문제 발생 

- 각 도서관별 사서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의 한계

○ 대책     
- 장서의 체계적ㆍ집중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관 공동보  

존서고 건립 필요

- 열람실(공부방) 위주 시설에서 리모델링 및 공간 재구성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수행

- 사서인력 충원

총괄부서 덕양구도서관과장:윤경진☎ 8075-9010 화정도서관팀장:염선영☎ 9201 담당자:윤주영☎ 9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