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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경제의 가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가치, 기술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5가지로 구분하여 공유경제의 잠재적 가치와 도서관의 역할, 기능, 가치가 유사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시대에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물건, 공간 공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교육, 콘텐츠 공유, 커뮤니티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경험·재능 공유, 기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신기술과 편리성의 공유,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친환경성으로 도출 및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유경제, 공유경제 가치, 도서관 공유가치, 공유경제와 도서관, 도서관의 역할
ABSTRACT

The study aims to present function and role of the library in the age of sharing economy. For this 
purpos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and benefits of the sharing 
economy, the potential and value of a sharing economy were analyzed and the role of libraries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value of a sharing economy. In this study, the values created 
from the sharing economy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Community 
value, Technical value, and Environmental value, showing that the potential value of a sharing economy 
is similar to the role, function and value of a library. Based on this, it presented a function and role 
to realize the sharing value of a library in the era of a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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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008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

, ICT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

. TIME(2011) 10유경제의특성으로더욱빠른성장을보이고있다 지에서는 ‘세상을바꾸는 가

(Collaborative Consumption)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의 대표적 특징인 협력적 소비

, 70%를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의 가 공유 플랫폼 경제를 표방하고 있

. 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또는 경제적 이

, 익 추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본래 가치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절약 비용

, , 절감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 Garlick 이러한공유경제의환경속에서도서관은과거부터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2014) , , 는 공유경제에 있어 진정한 개척자는 도서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

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의 경우 이용자들 간에 공유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는 무한하게 높아지

, . 고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공유경제 모델과 현 공유경

(Uber, Peerby, AirBnB )제비즈니스모델 등 의 유일한 차이는 배포매체와 기초자산의 궁극

. Mies(2014) 적인 소유권이라고 하였다 역시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도서관에

, (2015)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도서관협회 는 공유경제를 미래도

서관의 트렌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소개하는 등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트렌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처럼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공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부터 책을 바탕으로 정보

, 와 공간 등을 이용자와 공유·대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 . , 증대를 위해 도서관 간 관련 기관 간 협업과 협동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서 뿐 아니

, , , , , 라 물건 공유 주차장 세미나실 등의 공간 공유 상호대차서비스 참고서비스 등의 지식정보

. , 공유 등을 통해 공유경제를 오래전부터 실현하고 있다 즉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이미

. 추구·실현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공유경제형 서비

. 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 개념 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

.티·기술적·환경적 등의 가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공유경제의특징과편익·가치등에관한이론적논의와검토과정을통하

, 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공유경제의 가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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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2. 

, , 공유경제에 관한 연구는 공유경제의 개념 동향 사례연구 등과 같은 공유경제의 이론적 고

. , 찰과 다면적 효과 또는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공유경제

, 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공유경제가 주는 경제적⋅사

( 2014). 회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고윤승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해결과제로

, , , , 사회적 인식 신뢰형성 법제도마련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연구를 언급

. (2014)하였다 라준영 은 공유경제의 사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셰어하우스 사업을

(WOOZOO) . 수행하고 있는 ‘우주 ’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 비

즈니스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재무적인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 복제⋅확장이 용이한 모델이며 따라서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여 셰어하우스의 영

, . Gold Lorna(2010)역을 노인 도시빈민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는 종교적 신념

, Cusumano(2015)에근거한대안적사회운동의관점에서공유경제를개념적으로연구하였고

는 전통적기업들이 인터넷 기반의 공유기업스타트업과어떻게경쟁해야 하는가에관한사례

. , (2013) , 연구를통해제언하였다 강병준 최무현 은공유경제에대한탐색적연구로공동체주의

, , . 공유가치창출 협력적소비 전망이론에대해언급했다 공유경제를확산시키기위해성공모델

, , , 의 개발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개선 정부차원의 신뢰와 평판 시스템의 구축

. (2015)관련법·제도의지원과정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김묵한 은공유경제의특성을개괄

, 하고공유경제의확산에따른다양한비판을이론적으로고찰하여 이를토대로국내공유경제

. Juho, Mimmi Antti(2016)도시에서의도시정부의역할을제안하였다 와 는협력적소비의참

. 여동기에자기결정성이론을적용하여내부적요인과외부적요인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내

, , , 부적 요인으로 환경유지 가능성 즐거움이 해당하며 외부적 요인에는 외부적 평판 경제적 이

. 익등으로구분하였다 실증적분석에서는설정한가설에따라각요인들에대한협력적소비의

. ,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실제적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적 소비 참여

, , , 로인한환경유지가능성 즐거움은긍정적태도형성에정의영향을미쳤으며 즐거움 경제적

.이익이 궁극적으로 참여 행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 (Malhotra and Van 또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 과제 제시 공유경제 관련 법률 및 규제 연구

2014; Cannon and Summers 2014; Rauch and Schleicher 201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

. ( 2014) , 다 공유 주차장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 이광훈 가 있으며 또한 차량 및 숙박

( 2016). 공유 중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성엽 연

구를 통해 전통산업과 경쟁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수정하여 이들을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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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and See소규모의 개인적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 ’ 전

Negative략 내지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라는 ‘ ’ 규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Hamari et al. 2016; 2016; 2016; 이와 함께 공유경제에 대한 실증 연구 신수진 주덕

, 2013) , 김기연 김홍규 등도 이루어졌는데 카세어링 이용도에 대한 지역적 요인특성을 분석

( , 2014), 한 연구 최현수 박준태 지역별 카세어링의 수요분석을 통한 잠재이용수요와 이용 통

( 2013) .행량에 대한 추정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 박준식 외 등을 들 수 있다

4 , , , ICT마지막으로 최근 차 산업혁명 디지털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등 를 기반

. (2016) 4으로 하여 공유경제를 재조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경호 는 차 산업시대에서

,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여가시간을 이용해 재미와 문화 향유 건강한 삶을 누릴

, 수 있는 가치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을 더욱 즐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과 함께 이익

. ICT 을 나누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외에도 발달에

( 2014) ICT 따른 공유경제의 해결과제와 전망에 대한 연구 고윤승 와 기반의 지역 공유경제

( 2016) .형 사회적 기업사례에 대한 연구 노태협 등이 수행되었다

. (2016)도서관계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희 는

, 공유경제가 도서관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공유경제의 핵심모델로서 도서관은 공유경제 활

. 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해 도서관은

, 무한상상실 및 스마트워크센터 기능을 하는 장소 및 공간의 공유 도서관의 각종 자원은 물론

, 리틀프리도서관을 통한 물품의 공유 그리고 참고서비스 및 각종지식의 공유를 수행하고 있

. 는 것으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

, 며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정보 및 도구를 공유해 온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로서 도서관이

. 공유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역할을 적극적으

.로 해내고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서라고 주장하였다

. , ,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의 이해와 가치 효과에 대한 이론

, 적 고찰과 이를 적용한 사회의 공유 플랫폼 구축과 개선 사항 도출 활성화 방안 제시에 관련

. , 한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출현배경 개념 정

. , 의에 대한 소개를 사례 분석 방법으로 연구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 연구

, , , , , 는 관광 도시 교통 공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

, , . 업 패션 도서관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 가 폭넓은 학문분야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 , , , ICT 4이론적 측면 사례 측면 법률 및 규제 측면 실증 연구 측면 또는 차 산업혁명 측면

.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명확한 관계 규명을 바탕으

. 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공유

, 경제와 유사한 도서관 서비스가 이미 수행되고 있는지 또는 공유경제를 통해 도서관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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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수집·분석하여 공유경제의 잠재력과 가치를 도출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시대에서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를 한다는 점에 선행연구와 차별적 가치가 있다

공유경제의 배경. Ⅱ

공유경제의 출현1. 

. 공유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인 품앗이나 아나바

. 다 운동 등에서도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공유경제는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의 포콜라레

(Focolare)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 , . 공유경제의 출현배경은 크게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2008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공유경제 성장 배경 원인을 들 수 있다

(Owyang 2013). 세계경제위기로인해세계기업경기는하락하고개인의가계소득과소비력

, 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기업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은 소비 형태를 경쟁적 소유와 과소비의

. 형태에서필요한만큼만적정하게소비하는합리적인소비형태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 가계의입장에서는굳이재화를소유하기보다필요한만큼이용하고 낭비되고있는자원을대여

(Botsman and Rogers 2010a).또는재판매함으로써가처분소득을늘리는효과를거둘수있다

, , . 둘째 환경적 요인 즉 친환경 트렌드이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한 대량생산 및

. 소비로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원의 재활용을 기

본개념으로 하는 버려지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원을 공유해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공

, , , 유경제의 많은 서비스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Rothenberg 2007).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공유경제라는 것이다

, . IT셋째 기술적 요인이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 비즈니스

(Application) (Social Network Service)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의 등장과 성장은 공유경

. , (Apple inc.) App Store제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애플 사의 ‘ ’와 안드로이드

(Android) (Google Play Store)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를 기반으로 하여 모바일 인터넷 중

IT , 심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골라서 구매하도록 하는 거래모델이 확산되었고 이에

. 따라 누구나 쉽게 자원의 거래 및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개인정보 습득 및 제공이 용이

, 해짐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도 거래의 주체로

.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일상생활로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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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PC는데 기여하였다 즉 공유자원들은 플랫폼을 통해 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나 거

, ( 2013). 래가 가능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자원이든 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권애라 이

, , 처럼 유휴자원의 정보 확인 신용정보확인 온라인 결제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공유서비

(Owyang et al. 2014).스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1>다음 표 은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요인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로 세부적 요인

, , ( 2017).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남승윤

경제적 요인

� 접근권 또는 유휴 자산의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 경제적 유연성의 증가

� 소유에서 접근권으로서의 개념 이전

VC� 펀딩의 유입

사회적 요인

� 인구 밀집도 증가
� 지속가능성에 대한 동기

�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

� 이타주의

기술적 요인
� 소셜 네트워킹
� 모바일 디바이스와 플랫폼

� 결제 시스템

: . 2017. 출처 남승윤 디자인의 개념적 접근을 통한 국내 공유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표 공유경제 출현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정의2. 

2008공유경제라는 개념적 어휘는 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로렌스 레식

(Lawrence Lessig) REMIX . 의 저서 「 」를 통해 최초로 언급되었다 그는 경제를 상업경제

(Commercial Economy) (Sharing Economy) , 와공유경제 로구분하면서 공유경제를상업경제

. , , , 와대치되는개념으로이해하였다 즉돈 노동 수요 공업에따라작동하여생산과소비에초점

을둔상업적경제와달리공유경제는이미생산된제화를여러사람이함께공유하여사용하는

, . 협력적 소비로 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 그는공유경제를설명하기위하여위키피디아사례를근거로제시하였다 위키피디아가집단지

, 성을활용하여브리태니커보다방대한지식을쌓고있지만 만들어진위키피디아에대한참여자

. 누구도소유권을주장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공유경제에서거래되는모든재

, 화는누구의소유도아니고 비용등과같은경제적인도구만으로거래되는것도아니라고보았

(Lessig 2008). , 다 이런측면에서 공유경제는새로운유형의 생태계라고볼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과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상업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격적 요소라면 공유경제는 이와는 다른

. < 2> .사회관계가 동인이 된다 전통경제와 공유경제는 표 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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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공유경제

소유 공유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경쟁 , 신뢰 협력

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GDP(Price-Cost) (Value-Cost)후생

시장 네트워크

집중화 분산화

Company+Consumer People+Gig

: , 2013 ; 2018 출처 김형균 오재환 이민화 선행연구를 참조로 재구성함

표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2>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유·무형의 자원 제품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기존 자원을 지속

, 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으로서 소유경제의 비효율성

. 을 보완하려는 대안적 소비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한 크라우드산업연

(2013) < 1> .구소 의 공유경제의 모델은 그림 과 같다

그림 공유경제 모델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1> ( : , 2013)

( ), ( ), 공유경제의 비즈니스는 자원을 빌려주는 사람 제공자 자원을 빌려 쓰는 사람 대여자

( ) . 그 둘을 중개하는 온라인 공유플랫폼 공유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기업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과 유휴 자원을 보유한 대여자와 자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 연결한다 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이용자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존재하는 대여자의 자원 중 조

, . 건에 맞는 것을 고르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가격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상을 통하

. 10~20%여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 결제 금액 중 공유업체는

, . 의 수수료를 취하여 운영하며 나머지는 대여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용자는 공유경제 플랫

폼에 사용에 따른 후기를 통해 사용자원에 대한 만족도와 대여자의 신뢰수준에 대한 피드백

. 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대여자는 거래수익 확보와 자원판매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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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마케팅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유통마진이 제거된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기

. , 간만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의 신뢰와 플랫폼에 남겨

, 진 이용자의 후기 자원 대여자와 자원 보유자간의 공유된 상호간의 후기를 통한 피드백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ICT , 이처럼공유경제는기술적으로스마트폰기술을중심으로 를사용한다는점 경제적으로

, 는수요견인경제라는점과새로운생산이아닌기존의유휴자원을활용한다는점 운영에있어

, SNS서는플랫폼을매개로다수의서비스제공자와다수의이용자가참여한다는점 그리고 을

.통한 이용후기 정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레식의 정의 이후 국내외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유경제는 표 과 같이 정의되었다

연구자 정의

Botsman, 

Rogers

(2010)

자신이소유하고있는재화에대한접근권이나사용권을타인과공유·교환·대여함으로써새로운가
, 치를창출해내는경제시스템으로 공유경제의작동원리이자핵심적가치가되는 ‘협력적소비’를

바탕으로 함

Kim , Kim

(2013)

, 여러사용자가자원을공유하여기존자원을지속적으로가치있게활용하고 소유경제의비효율성

을 보완하려는 대안적 소비라고 정의함

Matofska

(2014)

, - (Socio-economic Ecosystem)인적 물적자원을공유하는사회 경제적생태계 를만드는것
, (Shared Creation), , , 이며 다른 사람과 조직에 의해서 공유의 창조 생산 분배 교환 및 용역의

소비를 포함함

김경호
(2016)

물품을소유의개념이아닌서로대여해주고차용해쓰는개념으로인식하여경제활동을하는것

, , 을가리키며 현재는 ‘물건이나공간 서비스를빌리고나눠쓰는인터넷과스마트폰기반의사회적
경제 모델’을 말함

Rifkin

(2011)

인터넷과다양한새로운통신기술 덕분에지구상 모든인간과인간의신경시스템의연결속도가

빨라져서우리는글로벌소셜공간의시대에접어들었으며세계어디서나동시에무언가를공유할

수 있게 됨

, 김형균 오재환

(2013)

, , , 신뢰를전제로협력적소비 효율적인분배 자원절약의가치를창출하는경제적인활동이며 물건
, 이나 공간 지식을 소유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여 또는 교환하여 상호적인 편익과 적정의

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을 말함

(2013)권애라

공유경제를기존에생산된활용되지않는재화나지식·경험·시간등의무형자원을개인이소유하는

, 것이아니라대여하고 차용하여사용하는 경제개념이라고정의하면서 공유경제의 목적은 기존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 깁갑환 김학봉

(2017)우창훈

공유경제를특정한개인이나조직이소유하고있는자원에대한접근권이나사용권을타인이나타

, (SNS)회사와공유하고교환 대여를하는것을의미하며사회연결망 을이용한협력적소비의한

경제 형태로 정의함

, 강병진 최무현

(2013)

공유경제와사회적기업은핵심가치를공유하기때문에공유경제의원리를사회적기업의비즈니
, , , 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는 공동체주의 공유가치 창조 협력적 소비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노영희
(2016)

공유경제란물품을소유의개념이아닌서로대여해주고차용해쓰는개념의경제활동을하는것이

, , , 며 공간 물건 정보등을함께나누어편익을증진하는경제활동으로정보통신기술과협력적소비
, 를 기반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하며 신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경제활동임

표 공유경제의 정의< 3> 

 , , , , 공유경제 정의에 나타난 키워드를 살펴보면 협력적 소비 유휴자원 신뢰 전통적 경제

( ) , IT , , 소유 경제 와 비교되는 개념 기술과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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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있으며 다양한 정의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 와 협력적 소비를

, , , , , 기반으로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유휴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이 창출할 수 있는 이용가치와 혜택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

.적·환경적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가치 및 유형 분석. Ⅲ

공유경제의 가치 분석1. 

Owyang(2013)공유경제의 편익과 가치를 분석한 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유경제가 주목

, Botsman Rogers(2010a)받는 이유를 경제·사회·환경·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와 는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가계의 입장에

, 서는 굳이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대여 또는 재판

매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측면을 이야기하였

. Rothenberg(2007)다 는 버려지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원을 공유해 자원생산성을 높임

, , , 으로써 인구증가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 대안이라고 해석하여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의 잠재력 및 가치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 사회

, , , . , 적 커뮤니티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유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 . 한경제적측면에서의가치이다 서비스를바탕으로거래가이루어지기때문에무분별하게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경제적 측면

: , �경제적이익증대 돈과시간절약 가계경제도
, , 움 저렴한 사용 비용 상품소비 절감

: �수요시장수익증대 저렴한거래비용수요자수

익성 개선
: �공급시장수익증대 유휴자원을통한거래수익

, 창출 가계 부가수입 발생

: , �자산의활용도상승 물건이용도 시설활용도
등

, � 소유할 필요 감소

� / ( ) 새로운 일자리비즈니스 기회 신규시장 창출

, (2015), (2017),반정화 박윤정 최청정

Botsman and Rogers(2010a),

(2016), (2013),반정화 김형균
, , (2014),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5),김은란 외

2 1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 조 항
(2015),엘릭스스테파니

, (2017),강철구 전소영

One Earth(2015), (2014),경기도
(2016),주강진 외

(2017)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2014),심수진 김윤경
(2015), (2014),조경복 전수연

, (2015),차두원 진영현

(2013)크라우드산업연구소

표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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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될 수 있는 자원의 절약이 가능한 친환적경적인 면을 보임은 물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 창출해낼수있다 세부적으로공급자의입장에서는유휴자원을통하여뜻밖의거래수익을창

, 출할수있고 공유경제플랫폼의특성상비전문가인개인도거래참여가가능하기때문에소유

. 하고있는재화의활용도가상승하게된다 또한수요자의입장에서는소유하지않아도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 5>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언급한 연구는 다음 표 와 같다

, , ( )둘째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경제의 효과가 개인 참여자 에서 사회로 확

. 장된 형태인 사회적 측면의 가치가 있다 공유경제는 네트워크를 통한 대여 또는 교환하여

. 상호적인 편익과 적정의 이윤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

, , 유경제는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응 등의 사회문제에

, ( ), 대한 해결과 기여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약과 노동의 유연성 제고 새로운 직업·사

, 업모델 등장 창업 고취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과

. 지원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유경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 이 되기도 한다 마케팅 투자여력이 미흡하여 경쟁체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다양한 자원

, 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별도의 홍보

.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자원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지역거주

. , 자들이 현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에

, 서 소외된 인구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경제에서

, , 노인 비취업자 주부 등 비경제 인구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 2013).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 . 셋째 커뮤니티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의 하위 내용으로

, 커뮤니티 측면을 포함시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측면과 커

( ) . 뮤니티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치를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사회적 측면

: , , �사회문제해결에기여 교통문제 주차문제

, 재난대응 교육 등

: (�지역경제활성화 새로운일자리창출 계약
), /과노동의유연성제고 새로운직업사업

, , 모델 등장 창업 고취 사회혁신 자극 등

: � 취약계층 도움 고가의 상품이나 독점적인
, , 재능과서비스의공유기회제공 노인복지

소유에서 공유로의 전이에 의한 새로운 평

/ /등한 사회경제문화 구조
� 오프라인 이슈해결과 혁신 가속화

, (2015),반정화 박윤정

Owyang(2013), (2016),반정화
, , (2014),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2015),김은란 외

2 1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 조 항
(2015),엘릭스스테파니

, (2017),강철구 전소영

One Earth (2015), (2016),신은별
(2013),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4), (2016),경기도 주강진 외

(2017),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2014), (2015),심수진 김윤경 조경복

(2018), (2014), (2014),최세정 전수연 김기연

(2013), (2016), (2013) 성준호 이중원 양희동

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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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하였다 이는 최근 도서관에 대한 커뮤니티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상호적 네트워크를 통

, , , , 해 창출되는 가치 중 신뢰 관계 공동체 가치 의식 등의 요소를 사회적 측면의 가치와 구분

. 하여 독립적인 하나의 커뮤니티 가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들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미를

, , . 확장시켜 ‘사회적교류의장’ ‘정보 교환의장’ ‘친밀함을나누는장’ 의 측면으로도볼수있다

SNS여기에 의급속한진화는신뢰를기반으로한협력적소비를가능하게하였고가상공간에

( 2014). 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자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시켰다 김기연

, SNS , 또한 를통하여사용자들간에경험공유나평점을참조함으로써신뢰를쌓게되었고 이는

( 2013).공유경제의 가장 큰 장애요소였던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양희동

, 또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는 공유경제로 이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

. 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능동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연대의 누적을

,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산업화 이후로 계속적으

. 로 문제시 되어 왔던 해체되는 공동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서로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적극

( , 2017). 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한다 강철구 전소영 즉 공유경제는 개인에게 융합을 통한 새로

. 운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여행 공유경제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은 현지인의 여행 가이

, , 드 서비스를 통해 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행지에서

일반적으로 숙박하던 호텔 이외에 현지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 , 2015). 기회 혹은 가치를 얻게 한다 차두원 진영현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커뮤니티 측면

, ( )� 사회적 신뢰 향상 공유 상품과 서비스 교류 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향상

( ) , �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관계 강화
� 공유의식 향상

, � 공동체 의식 사회적 가치 회복

�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2016),심수진

, (2015),차두원 진영현

(2014),양희동
(2014),김기연

, (2017)강철구 전소영

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가치< 6> 

, 넷째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소셜공간의 시대가 더욱 활성화되는

Rifkin(2001) , 환경 속에서 은 공유경제는 더욱 널리 퍼져나갈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볼 때

. 공유경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잠재력의 증대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술발

. 전 환경에 부합함으로써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인터

, . 넷 정보통신기술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실시간 교류를 가능케 한다 이

를 통한 데이터의 유용성은 교류를 아주 값싸고 쉽게 만들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재화와

. IT . 서비스를 전달해 주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쉽고 편리하게 공유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2.0, 인터넷 웹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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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yang et al. 래비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거래의 편의성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아졌으며

2014), , , 그 결과 유휴자원의 정보 확인 신용정보확인 온라인 결제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

. , SNS져 공유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의 급속

한 진화는 사용자들 간에 자신의 경험 공유나 평점을 참조함으로써 향상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고 가상공간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

( 2014). 4자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시켰다 김기연 또한 차 산업혁명과 함께 요구되는 사물인

터 , , . 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는끊임없이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처럼공유

경제의 기술적 가치는 공유경제와 떼어 . ,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를 확

Sundararajan(2014) , 산시키는주요요소로 는디지털테크놀로지의개인화 디지털테크놀로

, , , 지 기반 플랫폼의 등장 도시화와 세계화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였으며 공유경제를 사람들이

, , , . 재산 자원 시간 기술을 유하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다

Wosskow(2014)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 ,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인터넷

, , , , 온라인 디지털테크놀로지라는수단과접목되어참여가능한인원 자원 시간 공간이확대될

. IT수 있었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의발전을토대로 개인간 공유경제모델이 등장하게되었으

, SNS, IT . 며 플랫폼에기반을둔비즈니스모델이다 공유경제참가자는온라인플랫폼에기반

, SNS (을두어거래에참여하고 를통하여참가자에대한신뢰를확인한다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기술적 측면

, 3.0, � 인터넷 웹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

신기술의환경을기반으로둔비즈니스모델

, �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온라인
, 이용향상 스마트 디바이스

Owyang(2013), 

(2013), (2014),성준호 전수연

Sundararajan(2014),

Wosskow(2014), (2016)반정화
(2015),엘릭스스테파니

(2018), (2013)최세정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표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 7> 

, .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경제적 가치와 유사한 맥락에서 창출되는 가치

, . 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강조한 가치이다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는 그동안의 소유경제에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선행 연구

환경적 측면

, , � 자원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제로인한지속가능성의위기를극복할

수 있는 대안

, � 자원낭비 최소화 자원절약
( ), � 환경오염 방지 최소화 환경보호

, �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실천

Rothenberg(2007), Owyang(2013),

2 1 ,｢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 조 항

, (2017),강철구 전소영

One Earth (2015), (2014),경기도
(2017),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2014),심수진 김윤경

(2014), , (2015)전수연 차두원 진영현

표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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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대량생산과 과잉소비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환경문제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 ,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배분 자원절약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를 환경친화적

.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적 욕구 등을 포함한다

공유경제의 유형2. 

, , , 공유경제자원은공간 교통수단 물품등유형적인것에서지식 경험등무형적인것에이르

. , 기까지다양하다 공유경제서비스유형은재화나상품의단기임대및대여 재화의재활용및

, 3 (Botsman and Rogers 2010a). 재분배 지식과 투자의 공유 등의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첫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가치만을 소비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 (Uber) (Airbnb)형태이다 우버 나 에어비앤비 와 같이 재화나

, 상품을 단기임대 및 대여하는 방식은 재화나 상품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 , , ), 운영방식은 한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제품을 공유한다거나 카세어링 태양열 발전 빨래방

(Zilok, Relayrides) .개인이 소유한 제품을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유형

(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
(product 

service 

systems)

이용자들이제품혹은
서비스를소유하지않

고이용할수있는방식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사용자

자동차 쉐어링

Uber�

Lyft�

Zipcar�

Streetcar�

GoGet�

� 쏘카
� 그린카

자전거 쉐어링

Velib�

ofo�

Barclays�

Cycle Hire�

,� 라이클
� 서울바이크

� 푸른바이크 셰어링

장난감대여
DimDom�

BabyPlays�

� 쏘시오

�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Chegg�

Zookal�

� 국민도서관책꽂이

태양에너지 공

급

SolarCity�

Solar�

Century�

-

표 공유경제의 유형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 9> : 

, 둘째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재분배시장

(redistribution markets) . , , , 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데 경매 물물교환시장

/ . 무료상품권 교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물품을 무료로 주고받거

, , , , , , , DVD 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액세서리 옷 책 장난감 게임 배냇저고리

, .등 비슷한 물품을 교환하는 것 값어치가 비슷한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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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형

(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재분배시장
(redistributio

n markets)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개별공급자
와

개별사용자

경매시장

ebay�

craiglist�

flippid�

� 옥션

� 지마켓
11� 번가

물물교환시장
Threadup�

Swapstyle�

� 키플

� 열린옷장

/무료상품권

교환

Freecycle�

Giftflow�

� 기브

표 공유경제의 유형 재분배시장< 10> : 

, 셋째 커뮤니티 내 개인 간의 협력을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협력적 라이

(collaborative lifestyles) (Botsman and Rogers, 2010b; Ko, 2014). 프스타일 형태이다

위키피디아나 클라우드펀딩 같은 지식과 투자의 공유 방식으로 제품 생산 시 아이디어를 협

. 력하거나 자금을 협조하는 등 선택적으로 공유 및 협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 , , , , , , 사무실 공유 물품 교환 과제와 시간 공유 심부름 기술 교환 음식 나눔 정원 공유 주차장

, P2P , .공유 대출사이트 여행 관련 공유 등이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서비스유형
(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참여자 공유자원
공유기업

국외 국내

공동라이프
스타일

(collaborative 
lifestyles, 
협력적

)커뮤니티

커뮤니티 내
( ) 개인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여러 자산을
공유하는 방식

다수의
개별공급자와
다수의
개별사용자

(P2P)

숙박
공간공유

AirBnB�

VRBO�

onefinestay�

HomeAway�

couchsurifng�

� 비앤비히어로
� 코자자

주자장
공간공유

Parking Panda�

� 페어스페이스
( ) 공간기부

� 모두의주차장

사무
공간공유

WeWork�

CospoT�

LIQUIDSPCE�

ShareDesk�

DesksNearMe�

Breather�

pivotdesk � 등

� 아이디어팩토리
D.Camp�

� 상상우리
� 더허브 등

택시 쉐어링
Taxi2�

TaxiDesk�

TexiStop�

-

여행경험 공유
Trips(Lonely�

Planet)�

� 마이리얼트립
�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
TeachStreet�

TradeSchool�

� 위즈돔
� 잇다

구인구직
Loosecubes�

Desksnearme�

� 알바몬
� 알바천국

크라우드 펀딩
Kickstarter�

Indiegogo�

� 씨앗펀딩
� 굿펀딩

: 2018 ; 2015, 2013 ; , , 2014 .출처 김빛나 송순영 오이씨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선행연구를 참조로 재구성함

표 공유경제의 유형 공동라이프 스타일 협력적 커뮤니티<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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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Business to Consumer) 그 외에도 공유경제 서비스를 크게 공유주체에 따라 모델

P2P(Peer to Peer) . B2C과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모델은 특정기업이 소유한 자산·제품을

, . 이용자와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같은 방식이다 카쉐어링

(Zipcar), (oDesk) B2C . P2P온라인 인력중개업 등이 모델에 해당한다 모델은 개인과 개인

. , 의 거래를 말한다 즉 플랫폼 업체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품을 소유한 사람과 이용

, , 자들 즉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여 수령하는 중개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숙박 관련 서

비 (Airbnb), (Kozaza), (Getaround) . , 스 한옥대여 서비스 자동차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다만

B2C ICT 의 경우 전형적인 공유경제 서비스라기보다는 전통적 비즈니스가 적용으로 보다 진

. Schor(2015)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은 각 모델에 대하여

Profit (For-profit) B2P , (For-profit)추구여부를 더하면 이익추구형 플랫폼 이익추구형  

P2P , (non-profit) B2P , 플랫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플랫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non-profit) P2P 4 .플랫폼으로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자원별로 공유경제를 분류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학자마다 여러 형

. (2013) , 태로 분류하고 있다 오이씨 는 공간·물건·지식·교통 공유 등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Gold Lorma(2010) . Owyang 은 물건·공간·경험·재능·시간·정보공유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et al. (2014) ( , , ), (은 공유경제 대상에 따라 재화 중고재화 대여제품 주문제품 서비스 전문서

, ), ( , ), ( , ), ( , 비스 개인서비스 교통 교통서비스 대여운송 공간 사무공간 숙박 금융 대부업 크라우

) . One Earth(2015)드펀딩 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는 공유경제의 유형으로 교통수단공

, , , , , , 유 공간공유 상품·물품공유 식품공유 에너지공유 커뮤니티공유 정보 및 서비스 공유로 구

. , (2017) ( , , , 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철구 전소영 은 교통수단 공유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

, ), ( , , , , , ), 터 요트 공간 공유 여행자숙소 주차장 사무실·회의실 기숙사 레스토랑·카페 연습실 상

( , , , , , , , DVD), (품·물품 공유 유아용품 장비 기계공구 도서 스포츠용품 가구 장난감 식품공유 유

, ), ( , , , ), 휴음식 농장 에너지공유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에너지 커뮤니티 공유

( , , , , ), (물물교환시장 마을잔치 마을정비소 공동구매 구인구직 그리고 정보 및 서비스공유 지

, , , ), 6 . (2014)식 경험 재능 빅데이터 공유 등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김윤경 은 공유자원의

, , , , , 유형을 제품 장치 장비 공간 시설과 같은 문화적 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형자원 예술 문화

, , , , , , , , 콘텐츠 정보 아이디어 전통 언어 종교 제도 조직 정치 등과 같이 문화적 작용에 의해

, ( , ) , 생성된 무형자원 사람의 노동력 정신 육체노동 과 기술인 인적 자원 화폐 자원 등과 같은

, , , , , , , 재무 자산 광물 토지 수자원 동물 자연경관 태양열 등 자연물 자연력인 천연 자원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5본 연구에서는 가지 측면의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도서관에서 공유경제의 공유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악해 보

. 았다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공유자원의 분류를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 , , , , 물건 공간 공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교육 콘텐츠 공유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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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니티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네트워크 경험·재능 공유 기술적 가치를 지향하는 신기술

, .편리성 공유 환경적 가치를 지향하는 친환경성으로 제시하였다

공유경제형 도서관 서비스 도입 가능성3. 

, .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공유경

, 제의 세부적 구조와 내용은 사업모델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는 자

, , 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며 사회전체의 효용을 증대

. 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

. 능 및 역할과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사용가치

, , , , 제고를 통해 거래 비용 감소 가격 인하 품질수준 제고 선택 다양성 확대 새로운 수익원

.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 또한 공유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티 환경적 기술적 측면에서

. 이점과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

, 양한 자원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도서관의 자원은 산업전반을 넘어 인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서관이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당위성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경제는 유형 자원을 넘어 무형자원의 측면에서도 활성화되고

, ICT 있는데 정보나 아이디어 등이 기술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 , ,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었던 무형의 자원이 공유의 차원에서 시간 경험 생각 능력 등의 분야

. . 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기업에서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 , 들면 숙박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지방 및 해외로 서비스 확장이 용이하며 주요 고객군인 관광

, . 객을 대상으로 여행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면에는 무

형자원의 공유가 확대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무형자원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

. . 제가 야기되었다 무형의 자원의 경우 개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하

. 지만 도서관의 경우 사람책 등 무형자원의 공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자

원에 대한 공유를 위하여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이 중간 다리역할을 함으로써 무형자원에 대

, .한 신뢰성 및 전문성 적합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공유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보면 도서관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공유경제형 서비

, 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점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 및 재정립화를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공유경제 생태계

.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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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도서관. Ⅳ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 과정1.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가치 실현의 장으로서 도서관이 가지는 공유가치를 도출하고자 하

, 였으며 공유경제 가치와 도서관의 가치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

. < 12> .및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과정은 다음의 표 과 같다

연구절차 처리내용 도출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

�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통해 도서관의 추구 가치와 공유

경제에 대한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함

�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있는 또는 실현가능한 공유경제의 가치 검토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서관에서 추구 및 실현하고 있는 기

능 가치 역할은 유무형 자원의 공유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 ·

가치과 공유경제의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도출 및( )

강조함

공유경제의 가치와

도서관 기능과 역할의

연계성 제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

�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제시를 위하여 도서관

의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업무 검토

� 각 도서관이 공유가치에 대한 도서관 업무 제시

� 도서관을 공유가치 창출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도식화함

앞선 연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 제시

표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관계 도출 과정< 12>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첫째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 ·가치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 , 검토과정을 통하여 공유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고 둘째 도서관의 기능과 역

, , 할을 공유경제의 다양한 가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셋째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

.에서 도서관의 가치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2. 

.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사회·커뮤니티·기술·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도서관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도서관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유경제의 가치와 유

?, ? 사한가 또는 도서관은 이전부터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등의 관점에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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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앞서 논의된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도서관의 역할

.과 연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1 ( )｢도서관법｣ 제 장 제 조 목적 에서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

, , 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

. 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도서관에

.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 도서관은 ‘공유’를 실현하고 있다 공유

, , , 경제 또한 자원의 희소성이 야기하는 경제문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을 추구하며 사회전체의

.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경제모형이다 이처럼 공유경제와 도서관

. 5은 유사한 개념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앞서 공유경제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가지의 공유경제의 특징과 가치는 도서관의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이 일치함으로 살펴보았다

( , 2016) 4도서관의 기능·역할은 공유경제와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 노영희 을 기반으로

( , 2017; , 2017, , 2017) 차 산업시대와 미래 도서관에 대한 연구 박옥남 외 김용 외 조명대

. 등에서 공유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의 가치 측정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산출하는 결과와 그 가치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범

, (Aabo and Strand 2004; Elliott et al. 2007; Horton and Spence, 2006), 위 유형 공공도

, , (FItch and Warner 1998; Kerslake and 서관이 제공하는 문화 교육 사회적 혜택과 가치

Kinneli 1998; Poll, 2003)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공유경제의 세부적 잠재력과 가치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

. , 다 첫째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사 역

, , . 할 기능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

(Holt, Elliott and Moore 1998; Abend and McClure 1999; Horton 면으로 볼 수 있다

and Spence 2006). , , 먼저 개인의 소비 기업의 정보 획득에서 오는 금전 및 시간적 절약과

. , 이득이라는 개별적 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개인이 받는 경제적 혜택으로는 도서 신

, 문 잡지와 같은 자료의 구매를 대신하여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절약되는 금전적 혜

택이 가장 대표적인데 플로리다주의 공공도서관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혜택

, 을 취업 새로운 사업의 착수 등 개인의 사업 발전이나 재정적 이득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

(McClure et al. 2000).다

, , , ,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 소비 수입 재소비의 증대 및 새로운 고객의 유입 재정적 지원이

증대되는 것과 같이 지역 경제지표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의 결과로 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 다 이러한 개인적 경제적 혜택은 직접적이며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혜택을 얻기 위한 지출의 절약으로 개인의 자산 증가나 많은 정보를 접함으로써

( , 2008). 해박한 지식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순희 정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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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1990표순희 고영만 심현식 은 년 후반부터 시작된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 연구

, 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혜택 즉 영향력이나 가치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측정하게 된 계기를

. 마련하였다 공공도서관 분야세서 수행된 일련의 가치측정 연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

치는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및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무형적

.인 가치를 유형의 데이터로 가시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이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뚜렷

. , , 이 나타난다 경기 침체 시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인터넷 접근 직업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등

(Griffiths and King 2011; Carlton 2009; Yates 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요구가 높아진다

2009; Gwinn 2009; Jackson 2009; Sigler et al., in press; Van Sant 2009). , 또한 공공

,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과 표현할 수 있는 분야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교육 기술 문

, , (Jaeger et al. 2011). 맹 퇴치 구직 활동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있다

, , 이처럼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하여 지역경제 가치 향상 경제 활성화 인력개발

, . 및 일자리 창출 공유로 인한 사회적 투자 환원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 13> .기능과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경제적 가치

: � 경제적 이익 증대 가계경제 도움

/ : �자산의활용도상승자원의효율성 물건이용도·시설

활용도 제공
( )� 소유할 필요 감소 편리함

, � 상품소비 절감 저렴한 사용 비용

/ ( ) � 새로운 일자리비즈니스 기회 신규시장 창출
� 돈과 시간 절약

� 세계 도처의 쉽고 저렴한 여행

: � 수요시장 수익증대 저렴한 거래비용 수요자 수익성
개선

: �공급시장수익증대 유휴자원을통한거래수익창출

가계 부가수입 발생

물건
� 도서관 소유 물건의 무료

이용을 통한 금전적 혜택

공간
�도서관의모든장소제공·
공유

표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3> 

, < 14> . 둘째 도서관의 기능과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와 같이 제시하였다

, , Fraser경제적 영향은 개인 지역의 개별기업 지역 전반에 걸친 것으로 등과 유사하게 보았

, , . 고 사회 문화 교육적 혜택도 개인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나누어 보았다 개인적 혜택으

, , , , , , 로 여가 시간 이용 정보화된 개인적 결정 수행 교양 교육 지원 평생 교육 지역 역사 족보

, , , , 로 나타났으며 지역 사회 측면의 혜택으로 사회적 교류 지역 사회 인지도 상승 교양 민주

(Matthews 2004). 사회 형성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임무에

, , , , , , , 대한 발전적 역할을 주창하며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문해 교육 평생학습 고용 가족 빈곤

, , (Matarasso 1998). , 건강 민주주의 지역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 ,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지역 사회 개발 지역 사회의 연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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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로 구분하

. 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이용과 장서구축 등의 전통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 ( 2017). 문화행사와 콘텐츠 그리고 평생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으로 기능한다 노영희 이

, 러한 역할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

( 2017; 2003). 가치와 영향력을 가진다 노영희 차미경 공공도서관은 지역경제 또는 기업과

, 인력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커뮤니티

. 활동을 통한 교류와 의견교환 등은 주민들 간의 통합과 민주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 , 일반 주민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능력 향상을 통해 사회적응력

. 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의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각종 문화행사 또는 전시 관람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Rasmussen and Jochumsen 2003; 2017; 2003). 노영희 차미경 이처럼 공유경제의 사회

. 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사회적 측면의 3공유가치 실현하기 위해 크게 가지로 구분하여 그 기

. , . 능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서비스이다 도서관은 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수용하

여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정보원을 구축하고 도서관이 전통적 정보서비스와 최신의 디지털

.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함을 도서관법에 명시하

( , 2007). 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고영삼 조용완 다음

. -으로 도서관은 교육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도서관의 미시적 인지적 측면인

. 개인 계발 영역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지역 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개

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영역으로 지역민이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적응하고 창의력을 개발함으

( , 로써 개인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우 장

2009). , 우권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콘텐츠 즉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문화적 향유와 활동을 독려하여 문화와 예술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

한 관심의 폭을 확장시켜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도서관의

- ( , , 2009).거시적 인지적 측면의 사회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박성우 장우권

20 5 ,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조 항에는 “공공도서관은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최하고 장려한다 ”라고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 및 교육적 기

, 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 , , ,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 기능 강화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증진 지

, 역적인 문화격차 해소 지역의 잠재적 이용자나 비이용자들에 대한 도서관 유인·유입 기회 제

공 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적인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

( 2004). 다 김홍렬 공공도서관은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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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문화생활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도서관

. (의 사회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사회의 기여를 크게 문화적 콘

), , .텐츠 교육적 정보제공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사회적 가치

: , , �사회문제해결에기여 교통문제 주차문제 재난대

, 응 교육 등
: (�지역경제활성화 새로운일자리창출 계약과노동

), / , 의유연성제고 새로운직업사업모델등장 창업

, 고취 사회혁신 자극 등
� : 취약계층 도움 고가의 상품이나 독점적인 재능과

, , 서비스의공유기회제공 노인복지 소유에서공유

로의 전이에 의한 새로운 평등한 사회·경제·문화
구조

� 오프라인 이슈해결과 혁신 가속화

지식

정보
서비스

� 정보화 시민 양성

교육

� 개인학습지원

� 평생교육기능

� 연구 및 학술활동 기여
� 교육자료 제공

� 교육환경조성

� 독서역량강화

콘텐츠

, � 문화 예술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동 독려

, � 지역 역사 족보

� 지역문화 계승 및 홍보

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4> 

, <셋째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에 대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연결하여 표

15> . . 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가치

설명에 있어 공유경제로 이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과

, 정에서 신뢰와 연대의 누적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산업화 이후로 계속 문제시되어 왔던 해체되는 공동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

, . 대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에게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 같은 경우 여행지에서 일반적으로 숙박하던 호텔 이외에 현지인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즐

( , 2015) . 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치를 얻게 한다 차두원 진영현 고 언급하였다

, 다음의 커뮤니티 가치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개개인이

, , , 만나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신뢰 관계를 공유하며 각각의 개인은 참여자인 동시에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도서관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

, 관은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공동체의 모임장소이며 공동체의 정보 및 오락의 중심지로 묘

. , 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고화된 연결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 인터넷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확대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 (Farkas, 2007). 사람들의 소통과 협력 커뮤니티 구축하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측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로 공공도서관은 지역

, , , , , 의 정체성 공동체 결속력 민주적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교양 평생교육 어린이의 학습 정보

, 기술 학술과 전문적인 성공에 기여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다수의 문헌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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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no 2002; Kerslake and Kinneli 1998; Fitch and Warner 1998; Poll 되고 있다

2003; Berryman 2005). , Berryman(2005)특히 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지역 정체성과

, 공동체에 대한 의미의 강화 학습 취약자나 실업자와 같은 공동체의 주변 구성원 간의 교류

, , . 증진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안전한 환경의 제공 공동체 통합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노영

(2017) . 희 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영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서관의 사

회적 역할로 간주되는 커뮤니티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적인 가치로 구성한 공유경제의 커뮤니

. 티 가치는 다음의 연구에서 측정된 평가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평가 영역은 지역 사회 개

( , ), 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제공 사람과 아이디어 연결의 중개자 지역 사회의

( , , ), 연계 지역커뮤니티의 생성과 강화 지역주민의 연계성 강화 기여 대인관계 향상에 기여 지

( , , ),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레크리에이션 강화 건강증진 기여 삶의 질 향상 기여 지역 주민의

( , ), 평등화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 지역주민의 평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로 구

.분하고 있다

2 (2014~2018이러한도서관은커뮤니티가치를지향하기위해서제 차도서관종합발전계획 )

. 에서 다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용자 간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앱 ‘무한상

( ) , , 상장터 가칭 ’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민의

, .커뮤니티 기능 강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커뮤니티 가치

, ( )� 사회적 신뢰 향상 공유 상품과 서비스 교류 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향상

( ) �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 � 공유의식 향상 공동체 의식
� 사회적 가치 회복

� 사회적 관계 강화

�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네트워크
� 모임의 장소
�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강화

경험
·

재능

� 새로운 경험 제공
� 각 개인의 재능을 공유

표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5> 

, 넷째 산업혁명의 다양한 최신 기술은 모두 사람이 중심이며 인간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

. , , 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지능형 데이터 개인화 스마트 디바이스와 같은

신기술를 바탕으로 상시 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사서들의 신기술

.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도서관에 신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 시 정책

및 제도 조직 및 인력 공간 및 시설 등 행정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설계 및 지원방안도 병행되

. , 어야 한다 구체적인 신기술로는 이용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책봇 스마트 그리

, ( , 2017). , 드 로봇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용 외 또한

, ,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서의 업무도 디지털 정보관리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개발 디지털 정

, ( , 보시스템 운영 네트워크에 의한 도서관 상호협력 등으로 변화·추가되고 있다 안인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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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처럼 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 4 , , , , 일어나고 있다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디지털

, , RFID 콘텐츠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서비스 지능형스택내비게이션서비스 셀프순환시스템 등

.을 제공하며 미래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단순한 기술적 성장을 통한 효과적인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2017b)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

, . 획 또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의 정보차원의 대응은 시

, . 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해외주요국에서는 이미 도서관에서의 대응이 빠르게 시작되었다 미

, , , ( , 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주요국 도서관에서의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 박태연 외

2018). 미국의회도서관의 경우 국민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Technology) , 위해 필요한 주요전략중 하나로 기술 을 선정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최신의 기

술인프라를 효율적 , (National Library of 으로 사용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중국국가도서관

China, NLC)에서는 ‘선진기술로강화되는도서관’이라는전략을기반으로사서의전문성을개

( , 발하기 위한 탐구를 수행하고 현대 정보기술의 적용을 가속화하고자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2017a). Living Knowledge: The British Library 2015-2023영국국립도서관은 ｢ ｣에서 정

2030 .보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년까지 달성해야 할 도서관의 비전을 제안하고 있다

4 , 이처럼 차산업시대에서도서관에서는기술적향상을요하고있으며 사람중심의신기술을

바탕으로이용자의도서관활용에있어혁신적변화를가져옴으로써편의성을증진시키는것을

. (2018) 4주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박옥남 은제 차산업혁명은기존영역의경계를넘어다양한

, , 기술융합을통해나타나는지능화된사회변화를의미하며초연결성 초지능화 맞춤화를키워드

. 4로 제시하고 있다 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른바 ‘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라고

. 불리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고있다 사물인터넷및클라우드를통해초연결성에기반

(Sharing Economy) (On Demand Economy) 을 둔 플랫폼기술은 공유경제 및 주문형경제 등

.데이터중심 또는 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등장시키고 있다

Goman 5 (1995)의 ‘신 도서관학 법칙 ’에서도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 (2016)지적으로 이용하라’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남태우 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들의 웹 자원

, , , 을 모든 웹 자원은 그들의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웹은 성장하고 있는 유기

. 체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는 도서관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

, 4비스 첨단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차 산업시대의 기술융합을 통해 나타는 사회변화에

, . 발맞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 시간 절약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2 (2014~2018)제 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관서비스 기술 연구·

, , , SNS , 개발 필요 디지털자료 발굴·확충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개인화서비스 전자식별

(RFID) U- , IT ,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구축 도서관 자원의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에 적

합한 미래 도서관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술 도입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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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신기술 적용 및 이에 따른 이용자의 편리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기능·

< 16> .역할과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와 연계하여 표 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의 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기술적 가치

, 3.0, �인터넷 웹 모바일소셜네트워크등신기술의환
경을 기반으로 둔 비즈니스 모델

, , �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온라인 이용향상 스마

트 디바이스

신기술
4� 차 산업 시대에 대응

정책 마련

편리성
4� 차 산업 관련 기술
도입

표 공유경제의 기술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6> 

, . 다섯째 공유경제의환경적가치와도서관의역할이다 환경과도서관의관련성은보는시각

, . 에 따라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도서관은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재생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물과 에너지의

, , 사용을줄이는것 건물및도서관부지디자인에실제녹음과식물을통합하는것 가급적가뭄

, 저항이있는원시식물을사용한것 그리고도서관이용자들의건강에도움이되도록실내공기

( 2015). 품질에대해높은표준을유지하는것이등이있다 노영희 이처럼도서관의변화를통

, 해도서관의친환경을추구할수있고 보다발전된형태의도서관녹색화를위해새로운시도

. 를 해 볼 수도 있다 도서관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 대한연구도이루어졌다 도서관의친환경성을평가하는항목으로서비스·자료·교육적요인등

으로구분할수 (Miller 2010), , , , , 있으며 도서관자원절약 공간활용 도서관용품및장서 기증

, , , , , , 실내환경 생태환경 유지관리 물순환관리 재료 및 자원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

, , , 오염방지 친환경교육프로그램및캠페인 친환경적직원및운영 전산화로범주화하여제시

( 2015). LAPL Lake View ATerrace 할수있다 노영희 실제도서관의사례를통해살펴보면

Branch Library는 입구와 커뮤니티 방을 덮는 광발전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으

, LAPL Harbor City - Harbor Gateway Branch Library며 의건물은기존의나무바닥빠른

. 재생이 가능한 대나무를 사용하여 건설되었다 이외에도 특수수도관 시설을 통해 실내에서

20% , 이상의물을절약하고있으며 오염물질을방출하지않는휘발성유기화합물질발생정도

, , , ( , 2012).가 낮은 페인트 스테인 접착제 카페트 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노영희 안인자

공유경제의가치 가치에 의한 편익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환경적 가치

, , � 자원생산성을높임으로써도시화 자원고갈 환경문

제로인한지속가능성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대안

, � 자원낭비 최소화 자원절약
( ), � 환경오염 방지 최소화 환경보호

, �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실천

친환
경성

, � 녹색도서관 친환경도서관

� 도서관 건물의 친환경 적용
� 도서관 에너지사용과 녹색화

표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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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 가치를 정리하였으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공유경제 환경에서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 18> .업무를 제시하면 표 과 같다

공유경제의 가치
공유자

원

공유경제 관련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기능 및 역할 세부 예시

경제적
가치

�자산 활용도 상승 물건
�도서관 소유 물건
의 무료 이용을
통한 금전적 혜택

� , , , , 도서 멀티미디어 영화및영상자료 학술웹정보 아카이브자
료 등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원

�컴퓨터·프린터·스캐너·복사기 등 장비·기계

�아나바다의 공유물건

� , , 악기 스포츠도구 가정용품 등 각종공구

�시설 활용도 제고 공간
�도서관의 모든 장
소 제공·공유

�열람실·그룹스터디실·세미나실·서가·멀티미디어실·시청각실·

소강당·대강당·전시실 등

� , , , , 창업공간 실험실공간 스토리텔링공간 작업공간 최첨단세
, , 미나실 무한상상실 다양한 목적별 가상공간

� , , 도서관 주차공간 휴게실 북카페 등

� Information Commons (디지털 도서관 및 서비스 강화 디
)지털 도서관 모바일 앱 서비스 강화

� , , 정보광장 디지털 체험존 전국 도서관의 정보화 공간 마련

사회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식
정보
서비스

�정보화 시민 양성

�도서관의 모든 정보 자원에 있는 지식

� , 참고서비스·대출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원문제공서비스

�각종콘텐츠·주제별특성화자료·각종주제의 지식

� ( )전문지식정보서비스 전문적인 학술연구자료

� : , CS 실무자교육훈련 지능정보화기능에기술적인서비스
교육 강화

� : , 개인서비스 큐레이션기반의맞춤화서비스 독서치유서비스

� , 세대별 평생학생 프로그램 구축 이용자 유형별 단계별 도서
( )추천 코디네이터

�취약계층 도움 교육

�개인학습지원

�평생교육기능

�연구 및 학술활동
기여

�교육자료 제공

�교육환경조성

�독서역량강화

� ( )취약계층을 포함한 교육 환경 조성 노년층 대상 교육

�전문인력

� , 정보활용교육 신기술 활용 능력 교육을 통해 재능과 서비스
의 공유 기회 제공

� : 어학정보프로그램 외국어 한문 컴퓨터 정보 등

�독서교육·도서관이용교육·도서관행사 프로그램

�정보공유 활성화 콘텐츠

� , 문화 예술 관련
문화적 향유와 활
동 독려

� , 지역 역사 족보

�지역문화 계승 및
홍보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이용자 참여지원

�지역주민 공유 프로그램·장기적 프로젝트

� , , 공동워크숍 행사 교육전시문화프로그램 개최 및 확대

� : , 자산의 교환 구조 개인이 공유 경제 활동의 누적치를 공유
평판의 자산화·사회적 자산 은행 소셜 브랜드에 대한 공유를
국가의 인프라화

커뮤니티
가치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대

�공동체 의식 회복

네트
워크

�모임의 장소

�지역 정체성과 공
동체 강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연결망이자 정보교환의 장
마련

� SNS 소셜 미디어 활용 아웃리치 서비스·목적별 서비스 공
SNS 유· 서비스활성화로이용자들간의소통과경험공유의

( )장 마련 이용자의 공유의식 향상

�참여기관 등의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의식 향상

�공유를 통한 신뢰관
계 구축 및 향상

�공동체 의식 회복

경험
·

재능

�새로운 경험 제공

�각 개인의 재능을
공유

�전문가멘토링·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재능기부·교육노하우

�창업아이디어·각종주제별오픈강의공유·각종채용정보

� ( , 도서관 사회 교육 기능 및 서비스 제공 중점 주제문헌도입
)미성년자 등 특수 그룹에 대한 서비스

표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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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가치

�4차 산업을 고려한

기술적 측면
신기술

�4차 산업 시대에

대응 정책 마련

�4 6 : , , 차 산업 혁명시대의 대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

, , , 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휴먼로봇

� 4도서관은 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기술이나 정보의 격차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ICT와 접목되어 기

, 능적 향상 수요견인

역할

�온라인 이용 향상

�기술 향상에 따른 편

리함 증가

�시간 절약 효과

( )이용의 편리성

편리성
�4차산업 관련기

술 도입

� , 3.0, 인터넷 웹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 기술발전 환경에 부

, 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 추구 정보비대칭성 해

, 소 거래비용 감소

� BookMachine 전자책리더기· 등 자가출판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향상

�온라인 이용향상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확보

� One-Stop 온오프라인 자료와 프로그램의 통합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적

가치

� , 자원생산성을 높임

(자원낭비 최소화 자

)원절약

�환경오염 최소화

(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친환경성 실천

친환

경성

� , 녹색도서관 친환

경도서관

�도서관 건물의 친

환경 적용

�도서관 에너지사

용과 녹색화

�도서관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서비스·자료·교육적

, , , , 요도서관 자원 절약 공간 활용 도서관 용품 및 장서 기증

, , , , , 실내환경 생태환경 유지관리 물순환관리 재료및자원 토

, , 지이용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방지 친환경교육 프로

, , 그램및 캠페인 친환경적 직원 및운영 전산화측면에서 친

환경 추구 및 도서관 녹색화 추진

결론 및 제언. Ⅴ

? 세계의 트렌드 중 하나인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또는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의미

, , 하는 것이 아닌 자원의 본래 가치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자원절약 비용 절감 지속가능한

, 발전 공동체의복원과활성화등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술적·환경적부가가치를창출할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 , 도서관은 공유의 시작이다 도서관은 설립부터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유

, 경제와 그 가치를 도서관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

, .고자 하며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특징과 편익·가치 등에 관

, 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의 추구 가치와 공유경제에 대한 관련성을

,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도서관에서 지향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사회적·커뮤니

. 티·기술적·환경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실현하고 있는 또는 실현가능한 공

유경제의 가치 검토하여 각각의 공유경제의 가치와 도서관의 기능을 매칭하치 하여 제시하였

. , 다 즉 도서관에서 추구 및 실현하고 있는 기능·가치·역할은 유무형 자원의 공유를 통해 얻어

. 지는 이점 및 잠재적 가치와 공유경제의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유

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제시를 위하여 도서관의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 도서관의 업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공유가치 창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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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5이연구에서는공유경제로부터창출되는가치를경제·사회·커뮤니티·기술·환경적등 가지로

구분하여도서관이추구하고있는유사가치를제시함으로써공유경제와도서관의유사한지향

. 점을기반으로공유경제시대에도서관의공유가치를실현을위한역할을제시하였다 이연구의

, 결과는도서관의가치를공유경제를투영하여재인식하며 공유경제시대의도서관의기능과역

, 할을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환경에발맞추어공유경제와유사한도서관의서비스를활성화시

. , 킬 수 있는 기회가가 되고자 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실행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 있을것이며궁극적으로공유경제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이나 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모두의

, ,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 공유경제와 도서관은 공유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커뮤니티·기

. 술적·환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매칭하여 도표화할 수 있었다 공유경

, , 제의 빠른 확산과 함께 도서관 측면에서 공유경제시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 해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금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관련

.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와 도서관 사이의 가치와 역할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가치와 역할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환경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용자의

, , , , , 인지정도 선호도 요구도 이용경험 및 만족도 기대태도 사용의향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공유경제와 도서관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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