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78 책읽는 성남을 위한 독서문화진흥도시추진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장기 명 984명

주관부서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독서진흥팀장 남영희, 담당 이향숙 ☎729-4673

협조부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신종욱, 자료정보팀장 남현정, 담당 권희연 ☎729-4633

협력체계 성남시작은서관협의회, 성남서점협동조합

시민참여 축제, 토론대회, 도서대출, SNS 등

□ 정책목표

·독서환경조성 및 장서확충을 통한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시민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문화진흥에 기여

□ 개    요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성남시민
  ❍ 추진부서 및 사업내용
    ∙ 도서관지원과: 첫출발 책드림 사업,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 중앙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북페스티벌 개최
  ❍ 추진근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2019년 연간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개정
∘첫출발 책드림 사업 계획 및 추진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연중)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연중)
∘북페스티벌 운영

2020년
이후 연간

∘첫출발 책드림 사업(연중)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연중)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연중)
∘북페스티벌 운영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6,957 　 6,090 - 1,811 1,798 1,615 866 867

도비 120 105 - 30 30 30 15 15

시비 6,837 5,985 - 1,781 1,768 1,585 851 85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사업계획 수립 10 사업계획 수립 8월 계획 수립 100

2019년
조례 개정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90 조례 개정

2월 조례개정
첫출발 책드림 사업
공도서관 장서 확충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북페스티벌 운영

100

2020년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계속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첫출발 책드림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100

2021년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계속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첫출발 책드림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북페스티벌 운영

100

2022년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계속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첫출발 책드림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북페스티벌 운영

25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방침 및 계획수림 기본방침
결정

도서관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개정 조례 개정

첫출발 책드림
(모바일상품권) 638명 참여 498명 참여 750명 참여 187명 참여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1인당 2.41권
(115,351권 구입)

1인당 2.51권
(118,181권 구입)

1인당 2.60권
(96,340권 구입)

1인당 2.61권
(20,670권 구입)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15,603권 14,683권 14,869권 4,251권

북페스티벌
(독서토론대회)

개최
(79팀 237명 참가)

코로나로
미개최

개최
(78팀 234명 참가) 준비중

    ∙ 사업추진상황 

첫출발 책드림 안내문 독서토론대회 독서토론대회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 8월: 추진계획 수립

2019년

조례 개정
첫출발 책드림 추진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독서토론 대회 개최

◦ 1월: 작은도서관 희망도서지원(분기별)
◦ 2월: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개정
◦ 2월: 첫출발 책드림 추진계획 수립
◦ 5~6월: 첫출발 책드림 홍보
◦ 7월: 지역서점전용 도서구입앱 개발완료
◦ 9월/12월: 첫출발 책드림 상품권 지급
◦ 9월: 작은도서관 연합 ‘책잔치한마당’ 추진
◦ 6~9월: 독서토론대회 개최
◦ 1~12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115,351권 구입

◦ 첫출발 책드림: 683명
◦ 도서대출 권수: 4,028,245권
◦ 독서토론대회: 79팀 237명
◦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71개소, 15,603권

2020년

첫출발 책드림 사업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독서토론 대회 개최

◦ 1월: 작은도서관 희망도서지원(분기별)
◦ 3월/6월/9월/12월: 첫출발 책드림 상품권 지급
◦ 7월: 첫출발 책드림 신청방법 온라인 추가
◦ 9월: 작은도서관 연합 ‘책잔치한마당’ 추진
◦ 1~12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118,181권 구입

◦ 첫출발 책드림: 498명
◦ 도서대출 권수: 2,571,688권
◦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77개소, 14,683권

2021년

첫출발 책드림 사업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독서토론 대회 개최

◦ 1월~12월: 작은도서관 희망도서지원(월별/분기별)
◦ 3월/6월/9월/12월: 첫출발 책드림 상품권 지급
◦ 1월~12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96,340권 구입
◦ 6~9월: 독서토론대회 개최

◦ 첫출발 책드림: 750명
◦ 총 장서보유현황: 2,426,331권
◦ 독서토론대회:  78팀 234명
◦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76개소, 14,869권

2022년

첫출발 책드림 사업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독서토론 대회 개최

◦ 1월~3월: 작은도서관 희망도서지원(월별/분기별)
◦ 3월: 첫출발 책드림 상품권 지급
◦ 1월~3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20,670권 구입
◦ 1~3월: 독서토론대회 준비

◦ 첫출발 책드림: 187명
◦ 총 장서보유현황: 2,430,968권
◦ 독서토론대회: 하반기 개최
◦ 작은도서관 도서지원:
   66개소, 4,251권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성남시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운영
◦2019년: 책잔치 한마당 개최
◦2020년: 코로나19로 미운영
◦2021년: 책잔치 한마당 개최

성남서점협동조합 지역서점 도서구입
◦2019년: 1,589백만원 구입
◦2020년: 1,600백만원 구입
◦2021년: 1,400백만원 구입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91.4 5,565 91.4 5,565 1,799 1,794 1,615 357

도비 85.7 90 85.7 90 30 30 30 0

시비 91.5 5,475 91.5 5,475 1,769 1,764 1,585 357

  ∙ 공모사업 추진

응모일시 공모기관 공모사업명 응모금액
(천원)

추진상황
응모결과 확정일시

 2019. 1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0,000 확정 2019. 1월
2020. 1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0,000 확정 2020. 2월

 2021. 2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0,000 확정 2021. 3월
 2022. 3월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00,000 추진중 -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12,943 6,074 6,869 867 1,715 1,715 1,715 857

도비 225 105 120 15 30 30 30 15

시비 12,718 5,969 6,749 852 1,685 1,685 1,685 842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해당없음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5년까지 고등·수내·대장도서관 

등 4개관 신규 개관 예정으로 장서구입비 확충

❍‘책 읽는 성남’ 구현을 위한 독서진흥 사업 개발 및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확산 기여

❍ 책 읽는 도시 이미지화로 성남시만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