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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본 설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의뢰로 국민의 독서 및 전자책 이용에 대한 실태와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전자책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 조 및 34 조 의거하여 관리 및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활한 
연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나 귀하의 가족 중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1. 출판업 (‐> 조사 중단) 

2. 이동통신사 (‐> 조사 중단) 

3. 시장/여론조사 회사 (‐> 조사 중단) 

4. 광고/홍보 회사 (‐> 조사 중단) 

5. 언론사 (‐> 조사 중단) 

6. 해당 없음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자             2. 여자  

 

SQ3. 귀하의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말씀해 주세요. 만 (_______)세  

1. 12 세 이하 (‐> 12 세 이하 조사 중단) 

2. 13~18 세 

3. 19~29 세          

4. 30~39 세 

5. 40~49 세 

6. 50~59 세 

  

자료번호 :  A1-2010-0039 
자 료 명 : 전자책 이용에 관한 조사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기 

3.  인천 

4.  대전 

5.  대구 

6.  부산 

7.  광주  

8.  그 외 지역 (조사 중단) 

 

SQ5. 귀하가 보유하고 계신 IT 기기를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1) 데스크탑 2) 노트북/넷북 3) 휴대폰  4) 스마트폰 5) 전자사전 

6)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7) 전자책 전용 단말기(아마존 킨들, 아이리버 스토리, 인터파크 비스킷, 북큐브등등  ) 

8) 아이팟 터치 등의 MP3 /MP4 플레이어   9) 태블릿 PC    

10) 기타 (___________) 

 

SQ6. 귀하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얼마입니까? 

1) 30 분 미만 2) 30 분 ~ 1 시간 미만 3) 1 시간 ~ 2 시간 미만 4) 2 시간 ~ 3 시간 미만 

5) 3 시간 ~ 4 시간 미만 6) 4 시간 ~ 5 시간 미만 7) 5 시간 이상 

 

SQ7.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을 주로 보십니까? 

1) 신문 (포털 포함)    2) 잡지   3) 인터넷 소설(블로그/카페 연재 소설 포함)     

4) 인터넷 만화 (웹툰 등)    ` 5) 블로그, 까페 글 읽기  6) 기타(_______) 

 

SQ8. 귀하의 가정에서 신문 혹은 잡지를 정기 구독하고 계십니까? 만약, 정기 구독을 하고 

계신다면 정기 구독을 하고 계시는 신문과 잡지의 매체 수는 몇 개 이십니까? 

 SQ8-1. 정기 구독 여부 SQ8-2. 정기 구독 매체 수 

신문 ( Y, N ) (      ) 개 

잡지(주간지, 월간지 등) ( Y, N ) (      ) 개 

 



 

A01. 귀하는 지난 1 년(2009 년 10 월 ~ 현재) 동안 독서(종이책 기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하고 대답하여 주세요. 직장인의 업무 관련 서적과 만화 잡지는 

포함하여 주세요) 

1) 1 권 이상 독서를 하였다    2) 독서를 하지 못하였다 

 
 
전자책의 정의  
 

전자책이란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하

며, 검색, 하이퍼링크, 북마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콘텐츠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서점에서 다운로드 받아 전용단말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 
 

전자책 전용 단말기란 e-ink 기술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텍스트를 읽는 데 최적화된 

단말기로서 킨들, 비스킷, 아이리버스토리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A02. 귀하는 이번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전자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었다  2) 잘 알고 있는 편이었다  3)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  
4)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A03. (A02 1), 2), 3)응답자만) 귀하는 지난 1 년간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경험이 있다    2) 경험이 없다 

  

먼저 전반적인 독서 실태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 A01 종이책 독서자만 
  

BB0011..  귀귀하하는는  지지난난  11 년년간간  독독서서를를  하하신신  분분야야에에  모모두두  체체크크하하여여  주주시시고고  해해당당  분분야야의의  독독서서량량을을  

작작성성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지지난난  11 년년간간  구구매매하하신신  도도서서  장장르르를를  해해당당  분분야야에에  체체크크하하여여  주주시시고고  구구매매량량을을  작작성성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B01-1 B01-2 B01-3 B01-4 

독서 여부 독서량 구매 여부 도서 구매량 

문학 

소설 (   ) 권 (   ) 권 

로맨틱, 무협, 판타지 

등 장르소설  
(   ) 권 

 
(   ) 권 

시/에세이 (   ) 권 (   ) 권 

인문/사회/과

학 

인문 (   ) 권 (   ) 권 

역사/문화/예술 (   ) 권 (   ) 권 

정치/사회 (   ) 권 (   ) 권 

과학/기술/공학 (   ) 권 (   ) 권 

실용&교육 

경제,경영 (   ) 권 (   ) 권 

컴퓨터 / 어학 / 

학습  
(   ) 권 

 
(   ) 권 

자기계발 (   ) 권 (   ) 권 

요리, 스포츠 등 

취미 / 여행  
(   ) 권 

 
(   ) 권 

잡지  

여성, 패션 (   ) 권 (   ) 권 

컴퓨터, 게임 (   ) 권 (   ) 권 

취미, 레포츠 (   ) 권 (   ) 권 

정치, 시사 (   ) 권 (   ) 권 

기타 (   ) 권 (   ) 권 

기타  

만화 (   ) 권 (   ) 권 

종교 (   ) 권 (   ) 권 

어린이책  (   ) 권 (   ) 권 

기타(      ) (   ) 권 (   ) 권 

  

BB0022..  직직접접  구구매매하하지지  않않으으신신  책책은은  어어떤떤  경경로로를를  통통해해  보보십십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말말씀씀해해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선선물물로로  받받는는다다      22))  주주위위  사사람람에에게게  빌빌려려본본다다    33))  도도서서  대대여여점점에에서서  

빌빌려려본본다다    

44))  ((공공공공//학학교교))도도서서관관에에서서  빌빌려려본본다다    55))  ((사사내내//학학교교))  문문고고//작작은은도도서서관관에에서서  빌빌려려본본다다    

66))  은은행행//관관공공서서//미미용용실실  등등에에  비비치치된된  것것을을  본본다다        77))  기기타타((                  ))  

    

다음은 종이책 독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BB0033..  귀귀하하는는  주주로로  어어디디에에서서  독독서서를를  하하십십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말말씀씀해해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집집에에서서    22))  직직장장((학학교교))에에서서    33))  출출퇴퇴근근((통통학학))  등등  이이동동시시    

44))  도도서서관관에에서서    55))  외외부부에에서서  휴휴식식중중에에    66))  기기타타((                  )) 

 

BB0044..  귀귀하하는는  평평소소  읽읽을을  책책을을  선선택택하하실실  때때  주주로로  어어디디에에서서  정정보보를를  제제공공  받받으으십십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해해주주십십시시오오..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서서점점에에서서  직직접접  책책을을  살살펴펴보보고고      22))  베베스스트트셀셀러러  목목록록        33))    각각종종  추추천천//선선정정  

도도서서  목목록록    

44))  신신문문//잡잡지지의의  책책소소개개((기기사사//서서평평))    55))  신신문문//잡잡지지의의  광광고고      66))  TTVV,,  라라디디오오의의  

책책소소개개    

77))  TTVV,,  라라디디오오의의  책책광광고고    88))  인인터터넷넷의의  정정보보//도도서서소소개개      99))  인인터터넷넷의의  책책광광고고    

1100))  다다른른  독독자자들들의의  서서평평//추추천천    1111))  가가족족,,  친친구구  등등  지지인인의의  추추천천      1122))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    

 

BB0055..  귀귀하하는는  책책을을  구구입입하하실실  때때  어어떤떤  것것을을  가가장장  중중요요하하게게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11))  저저자자    22))  책책의의  내내용용    33))  베베스스트트셀셀러러  여여부부      44))  출출판판사사      55))  디디자자인인      66))  가가격격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B0066..  ((도도서서  구구입입자자만만))  귀귀하하는는  평평소소에에  주주로로  어어디디에에서서  책책을을  구구입입하하십십니니까까??    

((가가장장  많많이이  이이용용하하는는  두두  곳곳을을  말말씀씀해해  주주십십시시오오))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시시내내  대대형형서서점점      22))  소소규규모모  서서점점    33))  분분야야별별  전전문문서서점점    44))  

대대형형  할할인인점점    

55))  인인터터넷넷서서점점    66))  홈홈쇼쇼핑핑      77))  편편의의점점      88))  

통통신신판판매매//북북클클럽럽  

99))  지지하하철철역역  간간이이서서점점  1100))  기기타타((                          ))    

 

BB0066--11..  ((BB0066  55))  응응답답자자만만))  주주로로  구구입입하하시시는는  사사이이트트는는  어어디디이이십십니니까까??  

11))  인인터터넷넷  교교보보문문고고    22))  인인터터파파크크  도도서서    33))  YYEESS  2244  44))  알알라라딘딘  

55))  리리브브로로      66))  영영풍풍문문고고    77))  반반디디앤앤루루니니스스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  



  

BB0077..  귀귀하하는는  종종이이책책을을  읽읽으으시시면면서서  어어떤떤  점점이이  불불편편하하셨셨습습니니까까??  불불편편한한  순순서서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해해  

주주십십시시오오..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22))  구구매매하하기기  번번거거로로워워서서    33))  부부피피,,  무무게게  때때문문에에  휴휴대대하하기기  

불불편편해해서서  

44))  파파손손될될  수수  있있어어서서    55))  보보관관  장장소소를를  많많이이  차차지지해해서서    66))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  

    



BB0088..  귀귀하하는는  11 년년  평평균균  도도서서  구구입입으으로로  얼얼마마를를  지지출출하하십십니니까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원  

  
※ A04. 전자책 독서자만 
 
CC0011..  지지난난  11 년년간간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독독서서를를  하하신신  분분야야에에  모모두두  체체크크하하여여  주주시시고고  해해당당  분분야야의의  

전전자자책책  독독서서량량을을  작작성성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지지난난  11 년년간간  구구매매하하신신  전전자자책책  도도서서  장장르르를를  해해당당  분분야야에에  

체체크크하하여여  주주시시고고  구구매매량량을을  작작성성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C01-1 C01-2 C01-3 C01-4 C01-5 

독서 

여부 
독서량 

구매 

여부 

도서 

구매량 

향후 구입 

예상 장르

문학 

소설 (   ) 권 (   ) 권  

로맨틱, 무협, 판타지 

등 장르소설  
(   ) 권

 
(   ) 권  

시/에세이 (   ) 권 (   ) 권  

인문/사회/과학 

인문 (   ) 권 (   ) 권  

역사/문화/예술 (   ) 권 (   ) 권  

정치/사회 (   ) 권 (   ) 권  

과학/기술/공학 (   ) 권 (   ) 권  

실용&교육 

경제,경영 (   ) 권 (   ) 권  

컴퓨터 / 어학 / 학습 (   ) 권 (   ) 권  

자기계발 (   ) 권 (   ) 권  

요리, 스포츠 등 취미 / 

여행  
(   ) 권

 
(   ) 권  

잡지  

여성, 패션 (   ) 권 (   ) 권  

컴퓨터, 게임 (   ) 권 (   ) 권  

취미, 레포츠 (   ) 권 (   ) 권  

정치, 시사 (   ) 권 (   ) 권  

기타 (   ) 권 (   ) 권  

기타  

만화 (   ) 권 (   ) 권  

종교 (   ) 권 (   ) 권  

어린이책  (   ) 권 (   ) 권  

기타(     ) (   ) 권 (   ) 권  

  

CC0022..  귀귀하하는는  주주로로  어어디디에에서서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독독서서를를  하하십십니니까까??  

11))  집집에에서서      22))  직직장장((학학교교))에에서서    33))  출출퇴퇴근근((통통학학))  등등  이이동동시시  

44))  도도서서관관에에서서      55))  외외부부에에서서  휴휴식식중중에에  66))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 

  

CC0033..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를를  주주로로  구구입입하하는는  사사이이트트는는  어어디디입입니니까까??  

다음은 전자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1))  인인터터넷넷  교교보보문문고고      22))  인인터터파파크크  도도서서    33))  YYEESS  2244  

44))  알알라라딘딘        55))  누누트트((NNUUUUTT))          66))  모모비비북북        77))  

북북큐큐브브      

88))  QQooookk  북북카카페페        88))  와와키키  ((((구구))북북토토피피아아))  99))  아아마마존존  등등  해해외외  인인터터넷넷서서점점  

1100))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    



CC0033--11..  선선택택하하신신  사사이이트트((CC0033))를를  주주로로  이이용용하하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해해  주주십십시시오오..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콘콘텐텐츠츠의의  양양이이  많많아아서서    22))  콘콘텐텐츠츠의의  가가격격이이  저저렴렴해해서서    33))  무무료료  콘콘텐텐츠츠가가  

많많아아서서  

44))  콘콘텐텐츠츠  검검색색이이  편편리리해해서서    55))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에에  관관계계된된  정정보보가가  많많아아서서    

66))  종종이이책책을을  구구매매할할  때때  주주로로  이이용용하하던던  곳곳이이어어서서    77))  가가격격할할인인,,  쿠쿠폰폰  등등  할할인인혜혜택택이이  

많많아아서서      

88))  주주로로  이이용용하하는는  단단말말기기와와  연연계계성성이이  커커서서      99))  기기타타  ((________________)) 

 

CCQQ0044..  종종이이책책의의  가가격격을을  1100,,000000 원원으으로로  가가정정한한다다면면,,  이이  종종이이책책의의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의의  가가격격은은  얼얼마마가가  

적적당당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________________________))  원원  

  
CC0055--11..  전전자자책책((ee--bbooookk))  독독서서  시시  주주로로  이이용용하하는는  기기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모모두두  체체크크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PPCC((데데스스크크탑탑))    22))  노노트트북북//넷넷북북    33))  휴휴대대폰폰  

44))  스스마마트트폰폰    55))  전전자자사사전전    66))  휴휴대대용용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플플레레이이어어  ((PPMMPP))  

77))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  88))  MMPP33  //  MMPP44  플플레레이이어어  ((아아이이팟팟터터치치  등등등등))  

99))  태태블블릿릿  PPCC    1100))  기기타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QQ55--22..  가가장장  많많이이  이이용용하하시시는는  기기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CC0066..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ee--bbooookk))  독독서서  시시  이이용용하하기기를를  희희망망하하는는  단단말말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 순위 

(   ) - 2 순위 (   ) 

11))  데데스스크크탑탑  22))  노노트트북북//넷넷북북  33))  휴휴대대폰폰    44))  스스마마트트폰폰  55))  전전자자사사전전  

66))  휴휴대대형형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플플레레이이어어((PPMMPP))      77))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      

88))  MMPP33  //  MMPP44  플플레레이이어어  ((아아이이팟팟터터치치  등등등등))    99))  태태블블릿릿  PPCC((아아이이패패드드,,  갤갤럭럭시시탭탭  등등))    

1100))  기기타타  ((______________________)) 

  

CC0077..  ((SSQQ55  77 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  구구입입시시  주주요요하하게게  고고려려한한  요요인인은은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 순위 (   ) - 2 순위 (   )  



11))  단단말말기기의의  가가격격    22))  단단말말기기의의  디디자자인인    33))  전전자자책책  구구매매  편편리리성성    

44))  와와이이파파이이,,  33GG 등등  네네트트워워크크  이이용용가가능능      55))  전전자자책책  읽읽기기의의  편편안안함함    

    

66))  저저장장  용용량량    77))  지지원원  포포맷맷    88))  브브랜랜드드        

99))  화화면면의의  크크기기    1100))  페페이이지지  전전환환  속속도도  1111))  배배터터리리  지지속속  시시간간    

1122))  프프로로모모션션((단단말말기기  구구입입  시시  무무료료  콘콘텐텐츠츠  이이용용  등등))    1133))  기기타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0088..  ((SSQQ55  77 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현현재재  이이용용하하고고  계계신신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에에  어어느느  정정도도  만만족족하하십십니니까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 
단말기 만족도 5 4 3 2 1 

 

CC0088--11..  ((CC0088  44,,55  응응답답자자만만))  만만족족하하시시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저저렴렴해해서서    22))  디디자자인인이이  마마음음에에  들들어어서서  33))  해해당당  단단말말기기가가  

지지원원하하는는  포포맷맷이이  다다양양해해서서  

44))  책책  읽읽는는  느느낌낌이이  종종이이책책과과  유유사사해해서서    55))  페페이이지지  전전환환이이  빨빨라라서서    

66))  단단말말기기  사사용용  환환경경이이  편편리리해해서서    77))  저저장장  용용량량이이  커커  많많은은  콘콘텐텐츠츠를를  담담을을  수수  있있어어서서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0088--22..  ((CC0088  11,,22,,33  응응답답자자만만))  만만족족하하지지  못못하하시시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만만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22))  단단말말기기  디디자자인인이이  별별로로여여서서    

33))  단단말말기기가가  지지원원하하는는  포포맷맷이이  다다양양하하지지  못못해해서서      

44))  화화면면  전전환환시시  깜깜박박거거리리는는  등등  단단말말기기  화화면면이이  책책  읽읽기기에에  불불편편해해서서  

55))  페페이이지지  전전환환이이  느느려려서서        66))  단단말말기기  사사용용  환환경경이이  복복잡잡하하여여  불불편편해해서서  

77))  많많은은  콘콘텐텐츠츠를를  담담을을  수수없없어어서서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0099..  ((SSQQ0055  77 번번  응응답답자자))  현현재재  보보유유하하고고  계계신신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를를  얼얼마마에에  구구입입하하셨셨습습니니까까??  

((______________________))  만만원원    

CC1100..  ((SSQQ0055  77 번번  비비응응답답자자))  전전용용단단말말기기를를  구구입입하하지지  않않으으신신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 22 가가지지))  



11))    이이미미  보보유유하하고고  있있는는  단단말말기기에에  만만족족하하기기  때때문문에에    22))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33))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의의  기기능능이이  제제한한적적이이어어서서      44))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가가  지지원원하하는는  포포맷맷이이  

다다양양하하지지  못못해해서서  

55))  단단말말기기  화화면면이이  책책  읽읽기기에에  불불편편해해서서      66))  페페이이지지  전전환환이이  느느려려서서  

77))  단단말말기기  사사용용  환환경경이이  복복잡잡하하여여  불불편편해해서서      88))  저저장장용용량량이이  충충분분하하지지  못못해해서서  

99))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1111..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  할할  의의향향이이  있있으으십십니니까까?? 

 
반드시 
구입 할 
것이다  

구입 의향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구입의향이 
없는 편이다 

전혀  
구매 의향이 

없다 
구입 의향 5 4 3 2 1 

  

CC1122--11..  ((CC1100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향향후후  구구매매하하고고  싶싶은은  단단말말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    

11))  노노트트북북//넷넷북북  22))  스스마마트트폰폰  33))  전전자자책책전전용용단단말말기기    44))  태태블블릿릿  PPCC((아아이이패패드드,,  갤갤럭럭시시탭탭  등등))  

55))  전전자자사사전전    66))  휴휴대대형형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플플레레이이어어((PPMMPP))    77))  MMPP33  //  MMPP44  플플레레이이어어  

((아아이이팟팟터터치치  등등))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     

  

CC1122--22..  ((CC1100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  한한다다면면  얼얼마마가가  적적정정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11))  1100 만만원원  미미만만      22))  1100 만만원원  이이상상  ~~  2200 만만원원  미미만만  33))  2200 만만원원  이이상상  ~~  3300 만만원원  

미미만만    

44))  3300 만만원원  이이상상~~  4400 만만원원  미미만만    55))  4400 만만원원  이이상상~~5500 만만원원  미미만만      66))  5500 만만원원  

이이상상  

  

CCQQ1122--33..  ((CC1100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  단단말말기기  구구입입시시  가가장장  중중요요한한  요요소소는는  무무엇엇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디디자자인인      22))  가가격격      33))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  읽읽기기  편편리리성성      44))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기기능능  

지지원원    

55))  휴휴대대  편편리리성성      66))  저저장장용용량량    77))  배배터터리리  사사용용시시간간        88))  무무선선통통신신  

지지원원여여부부    



99))  다다양양한한  포포맷맷의의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  지지원원    1100))  기기타타      

  

CC1122..  ((CC1100  11)),,  22)),,  33))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하하지지  않않으으시시려려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이이미미  보보유유하하고고  있있는는  단단말말기기에에  만만족족하하기기  때때문문에에  

22))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33))  단단말말기기의의  기기능능이이  제제한한적적이이어어서서  

44))  단단말말기기  화화면면이이  책책  읽읽기기에에  불불편편해해서서  

55))  단단말말기기  사사용용  환환경경이이  복복잡잡하하여여  불불편편해해서서  

66))  볼볼만만한한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가가  많많지지  않않아아서서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1133..  귀귀하하는는  전전자자책책  이이용용에에  있있어어서서  전전반반적적으으로로  어어느느  정정도도  만만족족하하십십니니까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아주 

불만족한다

전반적 만족도 5 4 3 2 1 

  

CC1133--11..  [[CC1133  44)),,  55))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의의  이이용용에에  있있어어서서  만만족족하하시시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종종이이책책에에  비비해해  콘콘텐텐츠츠  가가격격이이  저저렴렴해해서서    22))  콘콘텐텐츠츠를를  구구입입하하기기  편편리리해해서서  

33))  책책  보보관관이이  용용이이해해서서      44))  책책을을  휴휴대대하하기기  편편리리해해서서  

55))  사사전전,,  검검색색,,  북북마마킹킹  등등  부부가가  기기능능이이  좋좋아아서서  66))  동동영영상상,,  음음성성  등등  종종이이책책에에  없없는는  기기능능을을  

이이용용할할  수수  있있어어서서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1133--22..  [[CC1133  11)),,  22)),,  33))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의의  이이용용에에  있있어어서서  만만족족스스럽럽지지  못못한한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전전자자책책을을  읽읽을을  수수  있있는는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22))  콘콘텐텐츠츠가가  눈눈에에  잘잘  들들어어  오오지지  않않아아서서  

33))  읽읽을을  수수  있있는는  콘콘텐텐츠츠가가  다다양양하하지지  않않아아서서  44))  느느린린  화화면면  전전환환,,  깜깜박박거거림림  등등  단단말말기기  기기능능이이  

만만족족스스럽럽지지  못못해해서서      

55))  콘콘텐텐츠츠  구구입입이이  불불편편해해서서      66))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C1144..  귀귀하하는는  전전자자책책  이이용용에에  있있어어서서  다다음음의의  각각  항항목목에에  대대해해  어어느느  정정도도  만만족족하하십십니니까까??  

  
매매우우  

만만족족한한다다  
만만족족하하는는  
편편이이다다  

보보통통이이다다  
불불만만족족하하는는  

편편이이다다  
아아주주  

불불만만족족한한다다  

11))  콘콘텐텐츠츠의의  가가격격  55  44  33  22  11  

22))  콘콘텐텐츠츠의의  다다양양성성  55  44  33  22  11  

33))  콘콘텐텐츠츠의의  최최신신성성  55  44  33  22  11  

44))  
콘콘텐텐츠츠의의  

구구입입//대대여여  편편리리성성  
55  44  33  22  11  

55))  
콘콘텐텐츠츠의의  보보관관  

편편리리성성  
55  44  33  22  11  

66))  

콘콘텐텐츠츠의의  호호환환성성  
((여여러러  

단단말말기기에에서서의의  
콘콘텐텐츠츠  읽읽기기  가가능능  

정정도도))  

55  44  33  22  11  

77))  
단단말말기기의의  가가격격  

((단단말말기기  보보유유자자만만))  
55  44  33  22  11  

88))  
주주  이이용용  기기기기  

((CC0055--22  응응답답))의의  
휴휴대대  편편리리성성  

55  44  33  22  11  

99))  

주주  이이용용  기기기기  
((CC0055--22  응응답답))의의  

전전자자책책  사사용용((조조작작))  
편편리리성성  

11  22  33  44  55  

1100))  

주주  이이용용  기기기기  
((CC0055--22  응응답답))의의  
전전자자책책  관관련련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기기능능  

55  44  33  22  11  

1111))  

주주  이이용용  기기기기  
((CC0055--22  응응답답))의의  
전전자자책책  독독서서  

편편안안함함  
((가가독독성성,,  

화화면면전전환환,,  무무게게,,  
그그립립감감  등등))  

11  22  33  44  55  

  

  

  

 

  

※ 전자책 비독서자만 
  

다음은 전자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DD0011..  귀귀하하가가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하하지지  않않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중중요요한한  순순서서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22))  읽읽을을만만한한  콘콘텐텐츠츠가가  없없어어서서  

33))  이이용용이이  불불편편해해서서        44))  전전자자책책을을  어어디디에에서서  구구입입하하는는지지  잘잘  몰몰라라서서    

55))  종종이이책책만만큼큼의의  소소장장  가가치치가가  없없어어서서    66))  활활용용도도가가  높높아아  보보이이지지  않않아아서서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D0022..  귀귀하하는는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  할할  의의향향이이  있있으으십십니니까까??  

 

 

반드시 

이용 할 

것이다  

이용 의향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이용 의향이 

없는 편이다 

전혀  

이용 의향이

없다 

이용 의향 5 4 3 2 1 

  

DD0022--11  ((  DD0022  11)),,  22)),,  33))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  귀귀하하께께서서는는  전전자자책책의의  어어떤떤  점점이이  보보강강된된다다면면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하하실실  것것  같같습습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  인인하하      22))  콘콘텐텐츠츠  양양  증증가가      33))  콘콘텐텐츠츠  

가가격격  인인하하  

44))  전전자자책책  이이용용  독독서서  느느낌낌이이  조조금금  더더  종종이이책책에에  가가까까워워지지게게  개개선선      55))  이이용용의의  

편편리리성성    

66))  무무선선인인터터넷넷  통통신신비비  지지원원        77))  다다양양한한  부부가가기기능능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  

  

DD0022--22  ((  DD0022  44)),,  55))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  귀귀하하께께서서는는  전전자자책책에에  있있어어서서  더더  보보강강되되어어야야  할할  점점은은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  22 순순위위  ((      ))    

11))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  인인하하      22))  콘콘텐텐츠츠  양양  증증가가      33))  콘콘텐텐츠츠  

가가격격  인인하하  

44))  전전자자책책  이이용용  독독서서  느느낌낌이이  조조금금  더더  종종이이책책에에  가가까까워워지지게게  개개선선      55))  이이용용의의  

편편리리성성    

66))  무무선선인인터터넷넷  통통신신비비  지지원원        77))  다다양양한한  부부가가기기능능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  



DD0033..  ((  DD0022  44)),,  55))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보보고고  싶싶은은  장장르르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해해당당  되되는는  장장르르를를  모모두두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D03 

향후 전자책 독서 희망 장르 

문학 

소설  

로맨틱, 무협, 판타지 

등 장르소설 
 

시/에세이  

인문/사회/과학 

인문  

역사/문화/예술  

정치/사회  

과학/기술/공학  

실용&교육 

경제,경영  

컴퓨터 / 어학 / 학습  

자기계발  

요리, 스포츠 등 취미 / 

여행 
 

잡지  

여성, 패션  

컴퓨터, 게임  

취미, 레포츠  

시사, 잡지  

기타  

기타  

만화  

종교  

어린이책   

기타(    )  

 
  
DD0044..  ((  DD0022  44)),,  55))번번  응응답답자자만만  ))  귀귀하하는는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  이이용용시시  이이용용하하기기를를  희희망망하하는는  단단말말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  순순위위대대로로  두두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 순위 

(   ) - 2 순위 (   ) 

11))  데데스스크크탑탑  22))  노노트트북북//넷넷북북  33))  휴휴대대폰폰    44))  스스마마트트폰폰  55))  전전자자사사전전  

66))  휴휴대대형형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플플레레이이어어((PPMMPP))  77))  전전자자책책  전전용용  단단말말기기      

88))  MMPP33  //  MMPP44  플플레레이이어어  ((아아이이팟팟터터치치  등등))  

99))  태태블블릿릿  PPCC((아아이이패패드드,,  갤갤럭럭시시탭탭  등등))  1100))  기기타타  ((______________________)) 

 
DD0055..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  할할  의의향향이이  있있으으십십니니까까?? 

 
반드시 
구입 할 
것이다  

구입 의향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구입의향이 
없는 편이다 

전혀  
구매 의향이 

없다 
구입 의향 5 4 3 2 1 

  

DD0055--11..  ((DD0055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향향후후  구구매매하하고고  싶싶은은  단단말말기기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    

11))  노노트트북북//넷넷북북  22))  스스마마트트폰폰  33))  전전자자책책전전용용단단말말기기    44))  태태블블릿릿  PPCC((아아이이패패드드,,  갤갤럭럭시시탭탭  등등))  



55))  전전자자사사전전    66))  휴휴대대형형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플플레레이이어어((PPMMPP))    77))  MMPP33  //  MMPP44  플플레레이이어어  

((아아이이팟팟터터치치  등등등등))  

88))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     

  

DD0055--22..  ((DD0055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  한한다다면면  얼얼마마가가  적적정정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11))  1100 만만원원  미미만만      22))  1100 만만원원  이이상상  ~~  2200 만만원원  미미만만  33))  2200 만만원원  이이상상  ~~  3300 만만원원  

미미만만    

44))  3300 만만원원  이이상상~~  4400 만만원원  미미만만    55))  4400 만만원원  이이상상~~5500 만만원원  미미만만      66))  5500 만만원원  

이이상상  

  

DD0055--33..  ((DD0055  44)),,  55))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  단단말말기기  구구입입시시  가가장장  중중요요한한  요요소소는는  무무엇엇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디디자자인인      22))  가가격격      33))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  읽읽기기  편편리리성성      44))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기기능능  

지지원원    

55))  휴휴대대  편편리리성성      66))  저저장장용용량량    77))  배배터터리리  사사용용시시간간        88))  무무선선통통신신  

지지원원여여부부    

99))  다다양양한한  포포맷맷의의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  지지원원    1100))  기기타타      

  

DD0066..  ((DD0055  11)),,  22)),,  33))  응응답답자자만만))  전전자자책책을을  볼볼  수수  있있는는  휴휴대대용용  기기기기를를  구구입입하하지지  않않으으시시려려는는  이이유유는는  

무무엇엇입입니니까까??  우우선선순순위위대대로로  22 가가지지를를  선선택택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11 순순위위((      ))  --  22 순순위위((        ))  

11))    이이미미  보보유유하하고고  있있는는  단단말말기기에에  만만족족하하기기  때때문문에에  

22))  단단말말기기  가가격격이이  비비싸싸서서        33))  단단말말기기의의  기기능능이이  제제한한적적이이어어서서  

44))  단단말말기기  화화면면이이  책책  읽읽기기에에  불불편편해해서서  

55))  단단말말기기  사사용용  환환경경이이  복복잡잡하하여여  불불편편해해서서  

66))  볼볼만만한한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가가  많많지지  않않아아서서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D0077..  종종이이책책의의  가가격격을을  1100,,000000 원원으으로로  가가정정한한다다면면,,  이이  종종이이책책의의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의의  가가격격은은  얼얼마마가가  

적적당당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________________________))  원원  

DD0088..  향향후후  전전자자책책  콘콘텐텐츠츠를를  구구입입하하고고  싶싶은은  곳곳은은  어어디디이이십십니니까까??  



11))  인인터터넷넷  교교보보문문고고      22))  인인터터파파크크  도도서서    33))  YYEESS  2244  

44))  알알라라딘딘        55))  누누트트((NNUUUUTT))          66))  모모비비북북        77))  

북북큐큐브브    88))  QQooookk  북북카카페페  88))  와와키키  ((((구구))북북토토피피아아))    

99))  아아마마존존  등등  해해외외  인인터터넷넷서서점점      77))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  

  

  

    



 

F01. 다음의 항목에서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F0022..  전전자자책책이이  활활성성화화  되되면면  향향후후  귀귀하하의의  독독서서량량이이  어어떻떻게게  변변화화할할  것것이이라라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11))  증증가가  할할  것것이이다다        22))  감감소소  할할  것것이이다다        33))  변변화화가가  없없을을  것것이이다다    

  

FF0022--11..  ((FF0022  11))  응응답답자자만만))  현현재재  독독서서량량을을  110000%%로로  가가정정할할  때때  향향후후  본본인인의의  독독서서량량이이  몇몇  %%가가  될될  

것것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예예::  2200%%  증증가가면면  112200%%라라고고  기기입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FF0022--22..  ((FF0022  22))  응응답답자자만만))  현현재재  독독서서량량을을  110000%%로로  가가정정할할  때때  향향후후  본본인인의의  독독서서량량이이  몇몇  %%가가  될될  

것것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예예::  3300%%  감감소소면면  7700%%로로  기기입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전자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이책이 

매우 우수함

종이책이 

약간 더 

우수함 

둘 다 

비슷함 

전자책이 

약간 더 

우수함 

전자책이 

매우 우수함

F01-1 눈이 편하다 -2 ․․․․․․․․․ -1 ․․․․․․․․․․ 0 ․․․․․․․․․․ 1 ․․․․․․․․․ 2 

F01-2 
독서 시 책을 손에 

잡기 편하다 
-2 ․․․․․․․․․ -1 ․․․․․․․․․․ 0 ․․․․․․․․․․ 1 ․․․․․․․․․ 2 

F01-3 
이동 시 휴대가 

편리하다 
-2 ․․․․․․․․․ -1 ․․․․․․․․․․ 0 ․․․․․․․․․․ 1 ․․․․․․․․․ 2 

F01-4 구매가 편리하다 -2 ․․․․․․․․․ -1 ․․․․․․․․․․ 0 ․․․․․․․․․․ 1 ․․․․․․․․․ 2 
F01-5 경제적이다 -2 ․․․․․․․․․ -1 ․․․․․․․․․․ 0 ․․․․․․․․․․ 1 ․․․․․․․․․ 2 
F01-6 보관이 용이하다 -2 ․․․․․․․․․ -1 ․․․․․․․․․․ 0 ․․․․․․․․․․ 1 ․․․․․․․․․ 2 

F01-7 
오래 보관 할 수 

있다 
-2 ․․․․․․․․․ -1 ․․․․․․․․․․ 0 ․․․․․․․․․․ 1 ․․․․․․․․․ 2 

F01-8 친환경적이다 -2 ․․․․․․․․․ -1 ․․․․․․․․․․ 0 ․․․․․․․․․․ 1 ․․․․․․․․․ 2 

F01-9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 ․․․․․․․․․ -1 ․․․․․․․․․․ 0 ․․․․․․․․․․ 1 ․․․․․․․․․ 2 

F01-10 
북마킹/메모가 

편하다 
-2 ․․․․․․․․․ -1 ․․․․․․․․․․ 0 ․․․․․․․․․․ 1 ․․․․․․․․․ 2 



  

  

FFQQ0033..  향향후후  초초,,  중중,,  고고교교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교교과과서서를를  전전자자  교교과과서서로로  대대체체할할  경경우우,,  다다음음  조조건건들들  중중  

어어떠떠한한  것것이이  가가장장  중중요요하하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11))  전전자자교교과과서서  단단말말기기  무무상상  제제공공    22))  교교과과내내용용을을  손손쉽쉽게게  설설명명하하는는  멀멀티티미미디디어어  참참고고자자료료  

33))  게게임임  등등  엔엔터터테테인인먼먼트트  요요소소를를  전전자자출출판판  이이용용  시시스스템템에에  부부가가  

44))  교교사사,,  학학생생간간  11::11  지지도도  등등  학학습습관관리리  시시스스템템      55))  시시범범  사사업업  시시행행  후후  점점진진적적  추추진진  

66))  기기타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FQQ0044..    전전자자책책이이  활활성성화화되되면면  이이산산화화탄탄소소  배배출출  감감축축에에  어어느느  정정도도  도도움움이이  될될  것것이이라라고고  

생생각각하하십십니니까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통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1 2 3 4 5 
  

 

DDQQ11..  실실례례지지만만  귀귀하하의의  최최종종  학학력력은은  어어떻떻게게  되되십십니니까까??  

  11))  중중졸졸이이하하      22))  고고졸졸      33))  대대재재  이이상상    

  

DDQQ22..  귀귀하하의의  직직업업은은  어어떻떻게게  되되십십니니까까??  

①①  자자영영업업          ②②  서서비비스스직직    ③③  기기능능//생생산산직직    ④④  일일반반사사무무직직    ⑤⑤  전전문문직직//프프리리랜랜서서      

⑥⑥  전전업업주주부부    ⑦⑦  중중학학생생  //  고고등등학학생생  ⑧⑧  대대학학생생//대대학학원원            ⑨⑨  무무직직    1100))  기기타타((____________))  

    

DDQQ33..  귀귀하하의의  보보너너스스를를  포포함함한한  개개인인  월월평평균균  소소득득은은  얼얼마마입입니니까까??  ((학학생생의의  경경우우  월월  평평균균  용용돈돈을을  

기기준준으으로로  작작성성하하여여  주주세세요요))  

①①  9999 만만원원  이이하하            ②②  110000～～119999 만만원원    ③③  220000～～229999 만만원원            ④④  

330000～～339999 만만원원      

⑤⑤  440000～～449999 만만원원      ⑥⑥  550000～～559999  만만원원      ⑦⑦  660000～～669999 만만  원원        ⑧⑧  

770000 만만원원  이이상상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으로 자료 분류를 위한 몇 가지를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