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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참여

협력적 소비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거나 나누

어 쓰는 소비방식으로, 경기침체에 대처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상품 등을 공

유하는 소비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협력적 소비 유형 중에서도 드림/나

눔, 중고거래, 물물교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 59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를 파악하고, 혜택, 신뢰성, 친환경

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의도 수준을 파악하고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은 약 85%로 경험자의 비중이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한 횟수는 2회 미

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실

질적인 참여가 다소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적 소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드림/나눔은 품질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고거래는 전반적으로 거래방식에 대한 신뢰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물물교환에서는 물건의 품질문제와 더불어 정보 부족 문

제가 대두되었다.

둘째,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인

구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났다. 드림/나눔은 여자이면서 50대의 경험자 비

율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

균 가계소득에서는 300～500만원 미만의 중소득층이, 월평균 지출액에서

는 100만원 이상 소비하는 집단이,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경험자가 많은



- ii -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의 경우, 30대이면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

500만원 미만의 중소득층이, 월평균 지출액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소비

하는 집단이, 교육수준에서는 대졸이상이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물물교환은 10대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드림/나눔에 대한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거래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에서 낮게 인식되었다. 금전거래가 핵심인 중고거래와 달리, 드림

/나눔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유대가 다른 유형에 비해 끈끈하며 자원

을 재활용·재사용한다는 점에서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이 모두 높게 인

식 되었다. 반면 물물교환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협력적 소비를 경험

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드림/나눔의 경우,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사후처리 신뢰성을 제

외한 심리적 혜택,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해결 지향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중고거래는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 보다 정보 보안성에서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반면 물물교환의 경우, 비경험집단이 경험집단

에 비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앞으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거래과정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

다. 또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참여의도가 높았으며,

협력적 소비에 대한 혜택과 친환경성 인식이 높을수록 협력적 소비에 참

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기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소비를 한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이를 꾸준히 실

천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낮다. 실제로 참여 횟수가 2회 미만에 집중

된 것으로 보아 협력적 소비가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유경제를 통해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해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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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것을 알 수 있

다. 앞으로 협력적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흥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상소비로 확장하려는 움직

임이 필요하다.

둘째,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동기나 발생하는 어려움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림/나눔은 금전

거래 없이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건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전거래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물물교

환의 경우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

에서 정보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

비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건의 품질문제, 거래 상대방과의 신

뢰문제, 정보 부족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수준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성은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높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는 협력적 소비를 구성하는 여러 유형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존의 소비자인식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응답자들 중 약 90%가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여부와 혜택,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소비가 일

시적인 소비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시스템이라는 측면

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또한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은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제언함으로써 향

후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안심

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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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적 소비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가 구축되어야 하며, 거래되는 물건에 대해 적정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

전한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

다. 또한 전반적인 거래상황에 대해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각종

사기와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

련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에 대한 개념과 인식

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

력적 소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살려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관련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즉, 협력적 소비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한다. 또한 소비자단체 및 관

련 기관에서 제작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적 소비에 대한 불

확실한 정보를 줄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행태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가 현대 소비사회에서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 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

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협력적 소비가 보다

대중적인 소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소비현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실

증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협력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

다. 또한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 하에 지속가

능한 소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정량적 연

구와 더불어 정성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적 소비에

대한 자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측정변수를 다변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주요어 : 협력적 소비, 공유경제, 소비자인식, 소비자 참여, 드림/나눔

학 번 : 2013-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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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합리적인 소

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고 개인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해지면서 소

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생산된 제

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공유경제로 이어졌으며,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 공유경제가 도래한 이후, 이를 비즈니

스 모델로 발전시킨 공유경제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소비자들 사이에

서는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거나 나누어 쓰는 협

력적 소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협력적 소비가 확대된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은 자원고갈을 가속화

시켰으며, 환경오염,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직접적인 환경 문제

를 초래하였다. 둘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비용

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였으며, 재화의 소유가

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의미 있

는 소비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를 스마트 소비, 착한 소비로 변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윤리적 소비, 지

속가능한 소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망 확장

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의견, 생각, 경험 등의 정보공유를 촉진하면서 협

력적 소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소비의 주체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

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능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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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극적인 소비자를 양산하였다. Leadbeater(2009)는 “20세기 과잉 소

비 시대에 신용과 광고, 소유물이 우리를 규정하였다면, 21세기 협력적

소비시대에는 평판과 커뮤니티, 그리고 어디에 접속하고 있고, 어떻게 공

유하고, 무엇을 기부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2015 20대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2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가치소비

를 지향하는 ‘쏠로몬’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대학내일 20대연

구소, 2014). 또한 LG경제연구원의 황혜정 연구원은 “20대 소비자들이

소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중고도 마다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김미림·김보람, 2015). 최근 몇 년 동안 강

남, 이태원, 홍대 등의 지역에서 중고 벼룩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

는데, 이는 20～30대들의 합리적인 소비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고 할 수 있다.

Felson과 Speath(1978)는 협력적 소비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한편,

Botsman과 Rogers(2010)는 협력적 소비를 기술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상품, 서비스, 시간 그리고 공간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전

통적인 공유, 대여, 선물, 거래, 물물교환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John(2013)은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 온

라인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Web 2.0 기술이 사람과 사

람 사이를 연결하여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Belk(2013)는 협력적 소비가 사람들이 무상으로 혹은 다

른 보상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것을 조정한다고 보았으며,

Piscicelli 등(2014)은 협력적 소비를 공유, 대여, 기증, 물물교환, 빌리기·

빌려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소비를 완전히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간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 교환, 임대하는 거

래방식은 태초부터 있었던 소비 형태로, 이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매개 역할을 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놉·품앗이·두레 등의 이름으로 공동체문화가 발달하였으며,



- 3 -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운동을 통해 물자

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국민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는 소비트렌드 측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키워

드들 중 하나이지만, 예로부터 있어왔던 소비 형태가 경기침체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협력적 소비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유경제와 협력적 소비

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는 사람들이 낭비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하는 사업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동

에 참여하는 소비자들 모두가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소비자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

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전 세

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메가트렌드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일

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협력적 소비 ‘열풍’을 단순히 ‘경제위기에 기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와 평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기대보다

낮은 품질에 실망하거나 혹은 거래과정 자체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명확한 관리체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군과 마찰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협력적 소비를 활용한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며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가 해결해 주지 못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와 인식을 알아보고,

소비자의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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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례에만 초점을 맞춘 이전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간 거래

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소비자를 연구하고 이를 둘러

싼 환경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연구하는 소비자학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 소비자학연구의 외연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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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의 가치를 연구하고, 소비문화적으로 어떠

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소비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반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협력적 소비의 각 유형별

로 소비자들의 참여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협력적 소비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관련 활동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이해와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의

각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참여 현황과 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협력적 소

비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협력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소

비자들이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

고 있는지, 소비자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협력적 소비가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비롯된 자원고갈,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에 대한 대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협력적 소비가 사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간 거래를 주축으로 하는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는 현재 협력적 소비가 직면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를 왜 하는지 그 행동 이유(동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소비자들의 협력적 소비 참여 현황과 거래 행태뿐만 아니라, 협력적 소

비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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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협력적 소비의 거래방식과 시스템

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력적 소비가 자원고갈과 환경오

염 해결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

구통계학적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관련 변수들이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특

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유경제와 개념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의 기업 사례에만 초점을 맞

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 본연의 가치에 충실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본 연구는 소비자학적인 관점에서 향후 관

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치 소비를 지향함

으로써 소비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협력적 소비의 개념 및 특징

본 절에서는 소비자학적인 관점에서 협력적 소비의 개념과 특징을 살

펴보고, 소비자 중심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 협력적 소비의 개념

1) 협력적 소비의 등장

20세기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품을 구입해 소

유하는 방식으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소유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

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면서 물건

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협력적 소비를 도입하여, 이를 시

장에 적용한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세상을 바

꿀 10대 혁신 아이디어’로 꼽았으며, 2013년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

겔」에서는 “내 것이 네 것이 되는 소비트렌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협

력적 소비가 틈새에서 주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였다(유병

선, 2013).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과잉소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였고(김희경·김우

섭, 2012), 협력연구소 혁신총괄임원인 Anderson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가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협력적 소비트

렌드를 사업 전략에 빨리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뒤쳐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안상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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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소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먼저 전통적인 관점에서 Felson과 Speath(1978)는 협력적 소비를 공동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의 구조로 보았다. 그들은 협력적 소비를 여러 사

람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

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친구와 전화를 하고 맥주를 마시고 심지

어 피임도구를 이용해 섹스를 하는 등 소비자의 행동접근에 주안점을 두

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간

것과 같이 조직화된 소비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 협력적 소비를

설명하고 있다. 비록 Felson과 Speath(1978)의 연구에서 협력적 소비가

소비행위를 포함한 공동 활동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원의 획득과 분배를 충분하게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후 협력적 소비의 기틀을 마련한 Botsman과 Rogers(2010)는 협력적

소비를 “기술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상품, 서비스, 시간 그리고 공간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전통적인 공유, 대여, 선물, 거래, 물

물교환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는 재화의 소

유를 통해 충족시켰던 소비욕구를 공유에 접목시킴으로써 소비가 미덕이

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치소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Botsman과 Rogers(2010)는 협력적 소비가 ‘상품·서비스 시스

템’, ‘자원 재분배 시장’,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상품·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이란 소유하지 않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구처럼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해두는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 쓰는 서

비스 형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자원 재분배 시장(redistribution market)

은 말 그대로 상품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에서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쉽게 싫증을 느낀다. 우리나라 휴

대폰 교체주기가 약 16개월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품의 교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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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짧은 상황에서 버리긴 아깝지만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물건

들을 저렴한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물물교환을 통해 필요한 상품으로 교

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collaborative lifestyles)

은 시간이나 공간과 같이 약간은 추상적인 자원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자기 집의 남는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Botsman과 Rogers, 2010).

Botsman과 Rogers(2010)의 연구를 기반으로 협력적 소비와 정보통신

기술(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 사이의 관계를 조명한 John(2013)은

“협력적 소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경제의 일부이며, 소비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고, 대여하고, 공유하고, 거래하는 활동을 협력적

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협력적 소

비가 세 가지 측면에서 첨단기술 현상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첫째, 기술이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둘째, 기술이 협력적

소비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소비에

사용되는 용어나 비유적 표현이 첨단기술을 가진 신생업체들로부터 파생

되었다고 보았다. John(2013)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이 온라인상에

서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이 오프라인 공유 활동을 장려하며, Web 2.0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협력적 소비를 가능하게 만든

다.”고 주장하였다(John, 2013).

이 외에도 Belk(2013)는 협력적 소비를 “사람들이 무상으로 혹은 다른

보상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것을 조정하며, 물물교환과 거래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상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최근 연구인 Piscicelli 등(2014)은 “협력적 소비가

공유, 대여, 기증, 물물교환, 빌리기·빌려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

회-경제적 모델”로, 영국의 온라인 공유시장인 Ecomodo의 사례를 바탕으

로 안전, 전통, 순응, 쾌락, 성취 등과 같이 소비자의 가치가 어떻게 협력

적 소비의 수용, 채택, 전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난도 등(2012)이 「트렌드 코리아 2012」에서 향후

주목해야할 소비트렌드로 협력적 소비를 언급하였는데, “개방화의 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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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 일상사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차원을 넘어 공유소비라는 새로운 형

태를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적 소비란 “개인이 자신

의 소유물을 독점하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소비에서 벗어나, 개

방화의 공유정신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소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특히 협력적 소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경기불황과 기술발전을 언급하면서, 계속되는 경기불

황의 여파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바꿔 쓰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보았

다. 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협력적 소비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김난도 등, 2012).

협력적 소비에 대한 개념은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Botsman과 Rogers(2010)의 정의를

인용하여 협력적 소비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Botsman과 Rogers(2010)의 정의를 바탕으로 협력적 소비를 ‘상품 등

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등을 포함한

다.’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품, 서비스, 시간 등

다양한 자원을 개념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이동에만 집중하였으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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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제목 내용

Felson과

Speath
1978

Community structure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Hawley(1950)의 공동체 구조에 대한 인

간의 생태적 이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행동에 주안점을 둠. 구체적으로 일상생

활의 구조가 어떻게 협력적 소비 환경

을 만드는지를 조사함.

Botsman

과 Rogers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기존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소

비를 언급하며 관계와 협동의 필요성을

역설함.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사례와 근본원리를 분석함.

Schulist 2012

Collaborative

consumption:

A new form of

consumption in a

changing economy

인터넷/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협력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토대로 새

로운 형태의 거래를 장려할 수 있는 정

치적인 힘이 수반되어야함을 역설함.

Leismann

등
2013

Collaborative

Consumption: Towards

a Resource-Saving

Consumption Culture

자원 효율성에 근거한 소비문화를 정립

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실질적

인 아이디어를 제시함. 재화의 소유보다

사용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구조의 필

요성을 언급함.

John 2013

Shar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Web 2.0

협력적 소비가 세 가지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현상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밝힘.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와 같은 Web 2.0 기술이 협력적 소비

와 공유 시스템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함.

Belk 2013

You are what you can

access: Sharing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online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인 협력적 소

비(공유경제)의 개념정리를 통해 자체적

인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사

례를 들어 공유경제의 시사점을 언급함.

Piscicelli

등
2014

The role of values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Insights

from a product-service

system for lending and

borrowing in the UK

영국의 온라인 공유시장인 Ecomodo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가치가 어떻

게 협력적 소비의 수용, 채택,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 소비자 행동변

화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사회심

리학적 모델과 사회실천이론을 검토함.

[표 2-1] 협력적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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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유사개념 고찰

실제로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비슷한 의미의 단

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elk(2013)의

연구는 인류가 인터넷 세대로 접어들면서 공유경제 현상이 생겨났으며

오늘날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를 개념과 사례를 들어 평가

하였다. 특히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이 어떤

개념을 포인트로 사용하였는지 그 핵심 개념들을 나열하였는데, [표 2-2]

에서는 Belk(2013)의 연구에서 언급된 개념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연구자들이 협력적 소비와 관련하여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여 왔

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통용되기 전에 학자들은 ‘소비

자 참여’, ‘공동생산’ 등과 같은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역할을 더욱 확장시켰다. 특히 생산자에서 소비자

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면

서 협업과 상생에 기초한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법학자인 Lessig 교수는 2008년 그의 저서 「REMIX」에서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처음 등장시켰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상업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였으며, 이미 존재하던 개념을 확장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라, 아

예 새로운 경제 정의를 창조하였다. 이후 공유경제 개념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의 확장과 성장을 함께하면서, 공유경제를 비즈니

스 모델로 활용한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는 공유경제의 실 예

로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 서비스인 Wikipedia와 개인 대 개인간 거래인

P2P 서비스를 들면서, 소유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인터넷

현상이야말로 공유경제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칭하였다.

더 나아가 Botsman과 Rogers는 2010년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에서 다음 10년을 지배할 머니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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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소비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협력, 공유, 나눔, 신뢰와 같은 가치

들이 공공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이른바 ‘위 제너레이션(We

Generation)’을 탄생시켰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Lessig이 인터넷 현상으

로 지칭한 공유경제의 범주를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개념을

보다 폭 넓게 사용하였다. Botsman은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자원의

소유를 넘어 자원의 접근에 더 가치를 두게 되면 이미 생산된 자원의 효

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과잉 소비가 사라지고 쓰레

기가 줄어든다. 이런 사업 모델은 20세기형 자본주의 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박우진, 2013). 이는 경제학자 Rifkin(2000)이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연구

들이 협력적 소비의 개념에 공유경제 서비스 사례를 결합하여 연구를 진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협력적 소비가 아직 개념적인 부분에

서 독자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haring economy, mesh 등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활

동이 주를 이루다보니 명확한 예를 들어 나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연구하

는 학자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명확하게 사업적 구현이 가능

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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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개념 정의

Fitzsimmons 1985

소비자 참여

(consumer

participation)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를 가능

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개념을 변화시킴.

Mont 2002

제품-서비스

시스템

(product-service

system)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기업이 경쟁력

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지

원하는 시스템임.

Lanier와

Schau
2007

공동 가치창출

(co-creation)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생산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개방

형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공동가치를 창출함.

Humphreys

와 Grayson
2008

공동생산

(co-production)

전통적인 생산관리 시스템과 달리, 고객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

이 받게 될 서비스의 최소한을 직접 담당하

게 함.

Lessig 2008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

고,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는 공유와 협업의 의미를 담고 있음.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소유하는 것이 특

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대비됨.

Belk 2010
공유

(sharing)

공유란 사람들이 무상으로 혹은 다른 보상

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것을 조

정하며, 물물교환과 거래뿐만 아니라 비금

전적 보상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함.

Ritzer와

Jurgenson
2010

소비자생산

(prosumption)

생산(production)과 소비(consumption)의 합

성어로 생산자가 그 물건을 곧 다시 소비한

다는 의미임. 앨빈 토플러의 프로슈머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개념임.

Botsman과

Rogers
2010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기술과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상품, 서비스,

시간, 공간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소비활동

을 말하며, 전통적인 공유, 대여, 선물, 거

래, 물물교환 등을 포함함.

Gansky 2010
공유 서비스

(mesh)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유를 통해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사고팔거나,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정보 서비스임.

Bardhi와

Eckhardt
2012

접근기반 소비

(access-based

consumption)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상품

에 접근하고, 그러한 접근을 통해 얻게 되

는 일시적인 경험을 소비함.

[표 2-2]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유사개념 고찰

Belk(2013)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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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의 관계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는 서로 비슷한 개념만큼이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틀을 깨는 새로운 경

제체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무심결에 낭비하는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소유(ownership)’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

존의 것을 ‘이용(utility)’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Derek Thompson, 2011). 다음은 정지훈(2012)에서 제

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매년 10만 달러의 비용을 내고 17일을 이용하는 별장이나,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 뒤에 보험료와 주차료를 지불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가

동하지 않는 상태로 놓아두는 자동차,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보관되다가

버려지는 매일 수십조 원에 이르는 각종 먹거리들, 이들은 모두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지만 이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가치들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가치를 공유와 협업이라는 시스템을 이용

해 기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의 핵심이다(p.8).

그러나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서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개념을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비

즈니스 모델로 연결 짓는 사업자, 그리고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

비자들이 모호한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2-3]을 통해 소유와 사용의 관점에서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구분하는

과정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무엇이고,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중요

하지 않다. 실제로 소비자가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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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사용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 소비자 소비자

공유경제

서비스

렌탈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소비자

(사업자=platform)

이 없으나, 소유의 관점에서 재화를 소유하는 주체가 순수 소비자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를 명

백히 구분할 수 있다.

[표 2-3] 소유와 사용 관점에서 바라본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

협력적 소비는 소비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유, 대여, 선물,

거래, 물물교환 등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는 소비 형태로 사업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기존경제와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을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발생했다고 해서 새롭게 재화를 기획하거나

생산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충족시켜줄

재화를 다른 소비자로부터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에서 개인 소비자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던 유휴자원을 사용

가치와 교환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반면 공유경제 서비스를 소유와 사용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는 모두 공유경제 서비스에 포함되는 구조

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렌탈 서비스는 일반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에

게 상품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재화를 일정 수준의 대여료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빌

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사업자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여기서 사업자는 참여 구성원들이 활발하

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간

에서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형태를 취한다. SNS의 사용이 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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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의 사업구조

권애라 등(2013),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인용

지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었고, 이는

곧 플랫폼 참여자들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새로운 가치와 혜

택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

에서 필요한 재화를 서로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 열풍’과 맞물리게 되면

서 자연스레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 협력적 소비의 특징

협력적 소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체 구현

협력적 소비의 첫 번째 특징은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람들은 육중한

중앙 집중 방식의 통제를 받는 구식 소비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소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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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통해 결집하는 협력적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는 과학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

용은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습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소비활동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중고장터에 거래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기위해 관

련 글을 게재하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는 등 상품, 기술, 지식, 관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유하고 있다.

2) 거래 구성원간 신뢰

협력적 소비의 두 번째 특징은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점적으로 활

용하는 협력적 소비의 특성상 ‘그곳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과연 믿

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몇 년 전만해도 온라인상에서 이

름, 나이, 성별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낯선 사람들과 자

신의 물건을 교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보편화되

지 않은 현상이었다. 특히 협력적 소비와 같은 소비 형태는 자원을 소유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직접적인 거래방식을 원칙으로 하

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거래는 자칫 높은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간의 협동과

신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과 같

은 디지털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기술은 규모나

방법 면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유대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3)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적 소비의 세 번째 특징은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 가치 창

출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Botsman과 Rogers(2010)에서 제시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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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인용한 것이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과 같다면 평생 동안 전동드릴을 사용하는 시간

은 6～13분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 가정의 절반이 전동드

릴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역에서 약 5천만 개의 전동드릴

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다. ···· 이처럼 쓰지 않고 놔둔 전동드

릴 5천만 개의 잠재력을 가리켜 유휴생산력이라 부른다. 지금 바로 주

위를 둘러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쓰레기 매립

지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

는 물건들 말이다. 자동차는 하루 22시간 정도 놀고 있다. 여분의 침실

은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다. 이브닝드레스는 입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

리며 옷걸이에 걸려 있다. 사무 공간과 비품을 쓰는 시간도 반나절도

채 안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

는 물건이 전체 소유물의 80퍼센트나 된다(pp.118-119).

여기서 유휴자원은 자전거와 자동차, 전동드릴 같이 물리적인 제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시간, 기술, 전기와 같은 무형 자원에서부터 인간의

지식, 노동력 등과 같은 인적자원을 포함한다. 이처럼 협력적 소비는 물

건, 공간, 경험, 지식, 재능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쓰지 않고 놀리는 유휴자원을 최소화한다. 즉,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4)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

협력적 소비의 네 번째 특징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구매한 물건

의 약 99%가 6개월 이내에 쓰레기가 된다고 한다. 또한 환경운동가인

Moore는 “전체 바다의 약 40퍼센트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으며, 이 면적은

어림잡아 지구 면적의 1/4이다.”라고 주장한다(Botsman과 Rogers, 2010).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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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간 거래

유형 거래형태 사례

공유 여러 명이 공동구매·공동소유

대여 1인 → 다인 금전거래 O 까르르 백일상

드림/나눔 1인 → 1인 금전거래 X 맘스홀릭 베이비

중고거래
1인 ↔ 1인

금전거래 O
중고나라(시중화폐)

1인 ↔ 다인 한밭레츠(공동체화폐)

물물교환 1인 ↔ 1인 금전거래 X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빌리기·빌려주기 단순 대여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은 점점 더 많은 물건과 재화들로 넘쳐나고 돈

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실제

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량생산과 과잉소비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체제는 자원낭

비와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인류의 비극을 암시하고

있다. Botsman과 Rogers(2010)는 협력적 소비가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적

인 소비활동이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은 혜

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였다.

4. 협력적 소비의 유형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는 그간 개념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 혼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 서비스 사례가 곧 협력적 소

비 사례로 소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소비자간 거래만을 협력적 소비로 간주함으로써, Botsman과 Rogers(2010)

의 정의에서 협력적 소비가 포함하고 있는 공유, 대여, 드림/나눔, 중고거

래, 물물교환, 빌리기·빌려주기와 같은 소비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

형화하여 정리하였다.

[표 2-4] 소비자-소비자간 거래에서 살펴본 협력적 소비의 유형

Botsman과 Rogers(2010)의 정의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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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공유란 특정한 개인이 상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구매하여 그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소비 형태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소유를 권리주체 관점에서 보면, 한 명의 권리주체가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권리주체가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공유행위는 물건자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여러 명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특정 재

화를 사용하길 원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단독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제품이거나 혹은 부피가 큰 제품일 경우 지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나 혹

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모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관련 재

화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실생활의 예로 농지가 많지 않고

인구밀도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시스템을 통해 한 농가가 개

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농기계를 마을 사람들과 공동구매·공동소유 함

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2) 대여

협력적 소비에서 말하는 대여는 일반적으로 기업 혹은 사업체가 운영

하는 렌탈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이 소유

하고 있는 상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는 형태의 소비를

말한다. 협력적 소비에서 대여는 자동차, 정수기와 같이 전문 렌탈 업체

를 통해 대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격의 소비가 아니라, 백일잔치, 돌잔

치 등과 같이 일생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 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자를 순수 소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여자는 물리적인 점포 없이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대여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으로 보기엔 규모가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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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업 모델이나 거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존

재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금전거래를 통해 특정 재화를 대여하는 행

위는 엄밀히 말해 렌탈 서비스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간의 순수한 거래행위에 포함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3) 드림/나눔

드림/나눔이란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품을 특정한 대가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종의 ‘드림 활동’을 말한다. 드림 활동이란 용어

는 함께 나눠 쓰는 소비활동을 일컬어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

어로, 드림 활동에 참여하는 불특정 개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

면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말하는 드림/나눔의 대상은 비단 물리적인 제품에만 해당하지 않

는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예비엄마나 초보엄마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지식이나 경험과 같은 무형자산 또한 드림/나눔 활

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 다

른 사람에게는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작은 것 하나도 주

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드림/나눔 활동이야말로 온정의 미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중고거래

중고거래란 특정 개인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중고재화를 저렴

한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로, 거래에 사용하는 화폐가 시중화폐인지 아니

면 공동체화폐인지에 따라 소비 형태가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

업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특히 생활용품, 사무용품, 의료,

전자기기, 패션잡화 등 거래되는 물품이 다양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의 매매 방식이 쉽고 단순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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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구매하고자(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게시판에 들어가 구입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품정보와 희망가격, 그리고 연락받을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글을 올리면 된다.

5) 물물교환

물물교환이란 특정한 개인이 화폐 등의 매개 없이 1:1로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물물교환은 화폐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문

명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흔히 볼 수 있는 소비 형태로, 시대를 막론하고

시장에서 화폐를 대신하는 교환수단이었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물물

교환이 갖고 있던 기능이나 의미가 많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최근 들어 나

눔과 같은 소비트렌드가 활성화되면서 교환을 통해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물물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특정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맞교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 현금이나 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은 제외된다. 예로부터 오프라인 장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활동이 트위터, 페이스북의 등장으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실시간으로 물

건을 구하고, 나누는 이들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이현숙, 2014).

6) 빌리기·빌려주기

협력적 소비 유형에 포함된 빌리기·빌려주기는 물건이나 돈 등을 나중

에 돌려주거나 대가를 갚기로 하고 얼마 동안 쓰는 행위 혹은 물건이나

돈을 남에게 일정기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Belk(2013)는 그의 연구

에서 빌리기·빌려주기에 대한 일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

다. 다음은 Belk(2013)에서 제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종이를 빌리는 행위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교환 행위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유대를 형

성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면, 이는

일종의 공유 사례로, 히치하이킹을 하는 누군가와 운송 수단을 함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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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비자간 거래

유형 거래형태 사례

드림/나눔 1인 → 1인 금전거래 X 맘스홀릭 베이비

중고거래 1인 ↔ 1인 금전거래 O 중고나라

물물교환 1인 ↔ 1인 금전거래 X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비록 히치하이킹이 낯선 사람에게서 느끼는 두

려움에 의해 좌절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공유행위가 인터넷이라는 매

체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재생될 수 있다(p.1596).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공유경제 서비스와 구분하고 사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간 거래만을 연구의 범주로 선정하였다.

특히 협력적 소비 유형 중에서도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에 집

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협력적 소비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매개로 확산되

고 있으며(김희경·김우섭, 2012),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커뮤니

티가 구축되어야만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

구매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공유’나, 다수의 소비

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대여해주는 ‘대여’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주도하는

구성원들의 역할경계가 다소 애매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취지에도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고거래 안에서도 공동체화폐(지역화폐)를 통해 다자간 물물교

환을 하는 ‘지역화폐 운동’은 지역단위로 가입된 회원들 사이에서만 거래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공받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마지막으로 ‘빌리기·빌려주기’의 경우, 특정 거래행위라고 언급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 대여에 기초한 소비 형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의 유형 중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5] 연구대상으로 선별된 협력적 소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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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고물품 기부 사이트 ‘프리사이클’

출처: 프리사이클 홈페이지(https://www.freecycle.org/)

제 2 절 협력적 소비의 사례

1. 해외 온라인 사이트

1) 중고물품 기부 사이트 ‘프리사이클’

프리사이클은 아기 옷부터 대형가구와 전자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물건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트이다. 무료라

는 뜻의 ‘free’와 재활용이라는 뜻의 ‘recycle’을 합성해 생겨난 개념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공짜로 얻음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쓰레기 매립 양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리사이클은 이후

인터넷 상에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지역별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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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온라인 중고장터 ‘크레이그스리스트’

전역과 유럽, 아시아 등 총 1665개의 도시에서 57만 명이 프리사이클 활

동에 동참하고 있다. 프리사이클은 지역단위로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물

건을 가지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기증하고 싶은 물건이나 얻고 싶은 물건을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된

다. 최근 프리사이클 외에도 ‘리유즈잇’, ‘어라운드어게인’ 등 비슷한 목적

을 가지고 협력적 소비를 실천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프

리사이클 홈페이지).

2) 온라인 중고장터 ‘크레이그스리스트’

출처: 크레이그스리스트 홈페이지(http://www.craigslist.org/about/sites)

크레이그스리스트는 미국의 온라인 중고장터이면서 생활정보 사이트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물품을 거래하기도 하지만, 단순 커뮤니

티에서부터 구인/구직, 집구하기, 서비스 광고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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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물물교환 사이트 ‘바터퀘스트’

출처: 바터퀘스트 홈페이지(http://www.barterquest.com/)

용할 수 있다. 다른 사이트에 비해 텍스트 위주로 이루어진 사이트이지

만, 이용자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콘텐츠 중심이라는 점에서 협력적 소비

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그스리스트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중고장터이지만, 점차

다른 지역으로까지 인기가 상승하면서 현재 50개국에서 사이트가 운영되

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한번 씩 사이트를 방문할 정

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만 이용하는 작은 커

뮤니티에 비해 더 많은 이용자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한번 거래가 이루어

지면 잘 이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을 위한 ‘서울 버전’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크레이그스리스트 홈페이지).

3) 물물교환 사이트 ‘바터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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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퀘스트는 한국인 교포가 개설한 물물교환 사이트로, 가전제품, 운

동기구 등과 같은 유형 재화에서부터 세무 상담, 미용기술, 발 마사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물물교환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가입비나 거

래 수수료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

지를 받고 있으며, 오픈한지 2개월 만에 하루 12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재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바터퀘스트는 별도의

지출 없이 필요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

하는 것과 갖고 싶은 것을 사이트에 올리고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

가 손쉽게 거래 상대방을 연결해준다. 이후 당사자들끼리 흥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로 가진 것을 주고받으며 거래가 완성된다(바터퀘

스트 홈페이지).

2. 국내 온라인 사이트

앞서 [표 2-5]에서 제시한 협력적 소비 유형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

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먼저 드림/나눔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커

뮤니티로 유명한 ‘맘스홀릭 베이비’를 관련 사례로 다루었으며, 중고거래

의 경우, 국내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하는 중고거래 사이트로 개인간 거래

에 초점을 둔 ‘중고나라’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물물교환의 경우, 언

론과 방송보도를 통해 화재를 불러일으킨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

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단히 말해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가 오

천 명 이상이고, 소비자의 참여와 거래활동이 활발해야 하며, 이용수칙과

관련 지침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관찰 가능한 사이

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 베이비’

2003년에 개설된 맘스홀릭 베이비는 임신, 태교, 육아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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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 베이비’

출처: 맘스홀릭 베이비 홈페이지(http://cafe.naver.com/imsanbu)

를 공유하고, 필요한 유아용품을 함께 나누어 쓰는 드림활동 커뮤니티이

다. 현재 회원 수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2,333,292명이며, ‘드림방 이

용방법 및 규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카페 회원들이 자유롭게 드림

활동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드림을 이용하는 방법은 제공자가 드림 할 물건에 대한 정

보를 간략하게 게시글 형태로 올리면, 받고 싶은 회원이 댓글로 신청함

으로써 드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공유방식은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거나,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쓰지 않는 유모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일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로 안면이 있거나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

는 지인들 사이에서만 드림/나눔이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건과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의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맘스홀릭 베이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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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하시는 분들] [드림 받으시는 분들]

1. 드림 할 물건 게시

2. 드림 드릴 분이 한 분 이상일 경

우, 줄서달라는 글을 작성

3. 댓글 신청한 사람에 한해 ‘회원주

기’ 설정

4. 드림 후 제목에 누구누구 드렸다는

것을 명시

5. 문자, 쪽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

정은 자제

6. 되도록이면 발표시간을 미리 밝혀

주기

7. 드림 게시글에 2명 이상의 당첨자

가 나올 경우, 한 게시글에는 1명

의 회원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게시글을 하나 더 만들고 난 뒤 당

첨된 회원에게 댓글을 남겨주고

‘이 회원주기’ 완료하기

1. 어떤 물품이 필요한데 또는 생활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직접적인 글

은 쓰지 말 것

2.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공평하

게 댓글로 줄서서 받기)

3. 본인으로 드림이 완료되었음이 댓

글에 기재 되면 주소, 연락처, 성함

을 쪽지로 보내기

4. 드림 받으신 후 매너 있게 잘 받았

다는 문자나 쪽지를 후기 방에 남

기기

5. 댓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라는

글은 쓰지 말 것

[표 2-6] 드림방 이용방법 및 규정사항

출처: 맘스홀릭 베이비의 ‘운영수칙’을 인용

2)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중고나라는 시중화폐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

라인 커뮤니티로, 사업자의 개입 없이 소비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중고나라에 가입된 회원 수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3,704,118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패션잡화, 생활용품, IT기기 등 다양

한 종류의 물건이 거래된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에는 판매자(구매자)의

간략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판매(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진과 상품명,

희망가격, 거래방법 등을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금액을 입금하는 수단에는 크게 대면결제, 계좌이체, 안전결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면결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계좌이체는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선입금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안전거래는 제3자(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선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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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출처: 중고나라 홈페이지(http://cafe.naver.com/joonggonara/)

뒤 물품을 인도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문

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크나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구성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물품을 거래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간단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법에 저촉되거나 금지되는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할 물품을 허위로 기재하여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상대방에게 선입금

을 강요하는 경우, 물품대신 벽돌, 쓰레기 등을 보내는 경우, 직거래를 유

도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등의 경우 사이트 활동

정지 및 사기피해 신고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중고나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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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무통보 삭제 및 제재기준]

무통보 삭제

판매/구매/교환/무료 양식 미준수의 글. 각 게시판의 성

격에 맞지 않는 글, 제목에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한 게시글에 다양한 품목을 너무 많이 나열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판매목록이 없는 경우, 판매

글 중 글 제목이 2줄 이상인 글, 구걸 글, 나눔 요청 글

단기간 활동정지

이벤트 스크랩 글, 제목에 특수문자 및 자음·모음 남발 글,

제품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매유도 글, 덧글 비허용

게시글, 답글 판매 글, 도배기준 위배, 비매너 덧글 및 거래

방해 행위

중기간 활동정지

/장기간 활동정지

카페 내 자체규정사항, 법에 저촉되는 품목, 기타 거래금지

품목

재가입불가

강퇴의 경우

1년 후 해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영구 재가입 불가 경

우(각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카페 공지 참조)

[그림 2-7] 물물교환 장터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출처: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Facebook 그룹)

[표 2-7] 중고나라 이용방법 및 규정사항

                                           출처: 중고나라의 ‘운영수칙’

3) 물물교환 장터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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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이하 ‘콜라보’)는 화폐가치가 아니라 필

요가치에 따라 각자의 재능과 잉여살림을 교환하는 공간이며, 도시와 농

촌 간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그룹이

다. 콜라보는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가입한 회원 수가 5,024명이며 페이

스북 내에서 물물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비밀그룹이다. 상대방과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은 콜라보 그룹의 매뉴얼을 준수하되, 회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환에 사용되는 품목은 식품, 도서, 장난

감 등 다양하게 활용되며 관련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콜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물건의 가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받고 싶은 물품을

써놓음으로써 게시물을 작성한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배송을 통해 교

환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으며 간략한 후기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콜라보는 모든 물건이 화폐가치로 치환되는 자본주의 사회

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

가고 있다(김민화, 2014).

[표 2-8]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이용방법 및 규정사항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 이용방법 및 규정사항

말머리 필수 ‘#거주지역’ ‘#물물교환(혹은 ‘#착불무료나눔’)’

가격표시 불가 물건가격표시는 원칙적으로 불허

게시물 작성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가급적 사진을 첨부.

교환하고 싶은 물건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

는 댓글을 우선으로 함. 거래가 끝나면 게시글 본문을 수

정하여 맨 윗줄에 ‘#교환완료’ 표기

연락처 교환 거래가 성사되면, 주소/연락처/이름을 메시지로 교환

배송기간
모든 거래는 1주일 이내 배송. 단, 외상거래의 경우, 거래

시작 시점에서 배송가능 시기를 밝혀야 함

택배비
교환의 경우, 상호간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무료 나눔의

경우 착불을 원칙

교환후기 작성 ‘#교환후기’로 말머리를 적고, 간략한 후기를 작성

출처: 재능기부와 물물교환의 콜라보의 ‘운영수칙’을 인용



- 34 -

제 3 절 협력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협력적 소비의 영향요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협력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1. 혜택(Benefit)

먼저 협력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혜택을 들 수 있다.

Gutman(1982)은 소비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자신이 얻고자 하

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Darden과 Dorsch(1990)는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소비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이나 정보획득,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여러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한 Gwinner 등(1998)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를 가진 소비자가 추후

에 만족스런 서비스의 전달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추가적

인 혜택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보았다. 또한 Hunt 등(2006)은 소비자가 서

비스 제공자와 관계적 교환을 하는 이유가 관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거래비용과 거래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한편,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위험을 감소시

킴으로써 경제적인 이득과 사회적인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장기

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양측 모두가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를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음과 같이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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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

소비자는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

다. Soellner(1994)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거래를 통해 일반적으

로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으로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혜

택이 있다고 보았다. 먼저,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 언급한 Peterson(1995)

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가격할인, 가격

파괴, 특별한 가격대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비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 언급한 Rosenblatt(1997)는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자와의 관계를 통해 구매 관련 의사결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대

안을 추가로 탐색하지 않더라도 대안 탐색에 따른 에너지와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 심리적 혜택(Psychological benefit)

일반적으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혜택이란 서

비스 제공자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감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뢰

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약속을 잘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되

기도 한다(Bitner, 1995). 특히 서비스 제공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음으

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며(Berry,

1995), 심리적 혜택을 자각한 소비자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Gwinner 등, 1998).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안우규 등(2002)은 “심리적 혜택이란 소

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느끼는 편안함 또는 안정감 등을 의미하

며, 장기적인 관계로부터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 감소, 신뢰

와 확신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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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

소비자가 인지하는 사회적 혜택이란, 서비스 제공자와의 친밀성, 개인

적인 친분, 우정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한다(Buttle, 1996). 또한 서

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는 소속감, 인지, 친근감, 우정,

그리고 사회적 지원 등을 느끼게 된다(Berry, 1995). 사회적 혜택은 특히

인적 의존도가 높고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나

타나는데 소비자와의 친밀감, 우정, 교감 등이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Gwinner 등, 1998). 서비스 산업에서

사회적 혜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Peng(2007)은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경쟁우위를 신속하게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혜택을 정의하면, 서비

스 제공자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지각하는 친밀

감, 사교성 등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2. 신뢰성(Reliability)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신뢰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목적이

나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신뢰를 거래 상대방

에 대해 의존하려는 의지로 본 Moorman 등(1993)은 신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행위의도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Mayer 등(1995)은 신뢰를 상대방의 감시나 통제능력에 상관없

이 신뢰자가 피신뢰자의 행동에 대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보았으며, Rousseau 등(1998)은 타인의 의지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

대에 바탕을 둔 취약성을 수용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신뢰성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형

태의 거래(이하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강성진, 1998),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는 장벽들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OEC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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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녕 등(2002)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 요인으로 거래

처리 안정성, 사후처리 신뢰성, 시스템 신뢰성, 정보 보안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거래처리 안정성은 제품 검색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과정이 안정적으로 성사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후처리 신뢰성

은 제품 구입 후 발생되는 문제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후처리체계(법·제도, 사후서비스, 취소, 교환, 반품, 환불 등)의 확보 정

도를 의미한다. 시스템 신뢰성은 거래 시스템이 처리속도나 결과 측면에

서 바람직하게 수행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보 보안성은 거래 과정에서

교환되고 저장되는 각종 정보들의 유출과 변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정

도를 말한다(장근녕 등, 2002).

3. 친환경성(Environment-friendliness)

환경문제를 소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시도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

면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가치나 태도, 그리고

행동에 반영하려는 친환경 소비가 등장하였다. 친환경 소비란, 개인의 사

적인 소비행위로 인해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변순희와 계선자,

2004).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소비

자는 개인의 소비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관심

을 가지며(Henion, 1972), 친환경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환경보존과 사회공

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민현선과 이기춘, 1999). 또한 친환경 행동이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사회·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김종흠과 박은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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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연구문제3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문제1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

경험 유·무 거래품목·거래행태

연구문제2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로, [연구문제1]

에서는 협력적 소비 각 유형별로 참여 행태를 파악하고, 협력적 소비 경험

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

구문제2]에서는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고,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에서는 협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형



- 39 -

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는 어떠하며, 경험자와 비경

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어떠한가?

1.1.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는 어떠한가?

1.2.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협력적 소비 유형별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하며, 경험자와 비

경험자의 인식차이는 어떠한가?

2.1. 협력적 소비 유형별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2.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협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의도 수준은 어떠하며,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3.1.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와 추천의도 수준은 어떠한가?

3.2.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각 요인

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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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협력적 소비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의 개념을 Botsman과 Rogers(2010)의 정의

를 바탕으로 ‘상품 등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

물교환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 협력적 소비의 유형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협력적 소비는 공유, 대여,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빌리기·빌려주기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혼

동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비자간 거래에 집중하여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협력적 소비의 영향요인

(1) 혜택(Benefit)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으로

구분하였으며, Gwinner 등(1998)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의하였다.

(2) 신뢰성(Reliability)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에 대해 장근녕 등(2002)의 신뢰성 요인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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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크게 거래 측면의 신뢰성과 시스

템 측면의 신뢰성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래 측면의 신뢰성에는

상호 신뢰성과 정보 보안성으로 나타냈으며, 시스템 측면의 신뢰성에는

거래처리 안정성과 사후처리 신뢰성으로 구성하였다.

(3) 친환경성(Environment-friendliness)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친환경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자원절약, 재

활용, 환경오염방지 등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유경아, 2008), 본 연구에서

는 크게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해결 지향으로 재구성하여 친환

경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

협력적 소비 각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참여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협력

적 소비 경험여부, 인지 경로, 참여 횟수, 거래품목, 참여 동기, 거래과정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이렇게 여섯 문항씩, 총 열여덟 개의 공통 문항으

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공통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한 이유는 협

력적 소비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경험여부나 소비 행태가 서로 다르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협

력적 소비 참여 행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2)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먼저, 혜택은 Gwinner 등(1998)에서 제시되었던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을 참고하였으며, 신뢰성은 장근녕 등(2002)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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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혜

택

경제적 혜택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혜택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사회적 혜택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

성할 것이다.

신

뢰

성

상호 신뢰성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신뢰할 것이다.

정보 보안성
교환되는 정보는 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처리 안정성
상품 검색, 주문, 인도에 걸친 거래 전 과정이

안정적일 것이다.

사후처리 신뢰성
취소, 반품, 교환, 환불과 같은 사후처리가 용이

할 것이다.

친

환

경

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억제할 것이다.

환경문제 해결 지향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인’을 참조하여 크게 거래 측면의 신뢰성과 시스템 측면의 신뢰성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상호 신뢰성, 정보 보안성, 거리처리 안정성,

사후처리 신뢰성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친환경성은 유경아(2008)의 ‘친

환경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설문을 구성하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해결 지향을 포함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각각 혜택 세 문

항, 신뢰성 네 문항, 친환경성 두 문항으로, 총 스물일곱 문항으로 측정

도구를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표 3-1]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측정 문항 구성

3)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의도는 손원목(2008)의 연구를 참고하여,

앞으로 협력적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향이 있거나, 혹은 협력

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하여 관련 소비활동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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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문항 개수

참여 행태

- 경험 여부

- 인지 경로

- 주고받은/사고판/교환한 횟수

- 주고받은/사고판/교환한 품목

- 참여 동기

- 관련 어려움

드림/나눔

18중고거래

물물교환

소비자인식

- 금전적인 혜택

- 심리적인 혜택

- 사회적인 혜택

- 상호 신뢰성

- 정보 보안성

- 거래처리 안정성

- 사후처리 신뢰성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환경문제 해결 지향

드림/나눔

27중고거래

물물교환

참여의도
- 참여 의도에 관한 문항

- 추천 의도에 관한 문항
6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 - 연령

- 결혼여부 - 월평균가계소득

- 월평균지출액 - 교육수준

- 직업 - 거주 지역

8

총 문항 수 59

지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총 여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전반적인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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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변수 문항 Cronbach’s α

혜

택

경제적 혜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0.78심리적 혜택 심리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사회적 혜택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다.

신

뢰

성

상호 신뢰성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 신뢰할 것이다.

0.68
정보 보안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거래처리 안정성 거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후처리 신뢰성 취소, 반품 등 사후처리가 쉬울 것이다.

친

환

경

성

자원및에너지절약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것이다.

0.92

환경문제해결지향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조사도구의 신뢰도

[표 3-3]은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리커트

척도문항에서 혜택의 Cronbach’s α값은 0.78, 신뢰성은 0.68, 친환경성은

0.92로 나타났다. 이 중 정보 보안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

다.”의 문항을 역코딩 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이면, 어느 정

도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측정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 45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와 소비자인식을 알아보고,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일반소비자

590명이며, 연구대상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 외에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이 때 성별 및 연령별 참여자 수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

조사의 인구비율을 근거로 할당표집 하였으며, 관련 내용과 설문지는 서

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인터넷 리서치 전문회사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온라

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15년 4월 27일

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었고, 최종분석에서는 총 590부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²검정을 통해 관련 변수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정(Duncan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통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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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유의도 검정은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0.05의 유의수준을 적용하였다.

넷째,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기 위해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협력적 소비 경험여부, 혜택, 신

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예측 변

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

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4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가계소

득, 월평균 지출액,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를 측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표 3-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293명(49.7%), 여자가 297명

(50.3%)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다. 연령은 10대(만

10～19세)가 119명(20.2%), 20대(만20～29세)가 112명(19.0%), 30대(만3

0～39세)가 121명(20.5%), 40대(만40～49세)가 119명(20.1%), 50대(만50～

59세)가 119명(20.2%)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 골고루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308명(52.2%), 기혼이 282명(47.8%)

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한편 월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233명

(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100만원 이상이 205명

(34.7%)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331명(5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206명(34.9%)으로 가장 많았

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의 경우, 지방중소도시 외 지역에서 214명(36.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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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 293(49.7)

연령

10대 119(20.2)

여 297(50.3) 20대 112(19.0)

결혼여부
미혼 308(52.2) 30대 121(20.5)

기혼 282(47.8) 40대 119(20.1)

50대 119(20.2)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300 미만 187(31.7)

300～500 미만 233(39.5)

직업

학생 172(29.2)

500 이상 170(28.8)
전업주부 69(11.7)

월평균

지출액

(만원)

30 미만 121(20.5)
전문직·자영업 113(19.2)

30～50 미만 111(18.8)

회사원 206(34.9)50～70 미만 81(13.8)

기타 30(5.1)70～100 미만 72(12.2)

100 이상 205(34.7)

거주지

서울특별시 203(34.4)

교육수준

고졸이하 152(25.8)
광역시 173(29.3)

대학재학 107(18.1)

지방중·소도시외 214(36.3)대졸이상 331(56.1)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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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다. 제1절에서는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를 파악하고, 협력적 소

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2절에

서는 소비자가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혜택, 신뢰성, 친환경

성 측면에서 차이를 비교하고,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수

준을 파악하고,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1 절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 및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1.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

1) 경험여부

협력적 소비를 전반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빈도

를 알아보기 위해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을 협력적 소비 경험자로 분류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

모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비경험자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협력적 소

비 경험자는 전체 590명 중 501명(84.9%), 비경험자는 89명(15.1%)으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이 약 85%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적 소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한 소비트렌드이지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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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대상자의 합계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경험자 501(84.9) 272(46.1) 436(73.9) 147(24.9)

비경험자 89(15.1) 318(53.9) 154(26.1) 443(75.1)

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드림/나눔을 경험한 사람은 272

명(46.1%),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318명(53.9%)으로, 비경험자가 경험자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고거래는 436명(73.9%)이 경험자, 154

명(26.1%)이 비경험자로,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물물교환의 경우 경험자가 147명(24.9%), 비경험자가

443명(75.1%)으로 중고거래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단히

말해, 협력적 소비 유형 중에서도 중고거래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많으

며, 물물교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협력적 소비 유형별 경험여부[N=590, 빈도(%)]

2) 참여 양상

협력적 소비의 참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인지경로에서는 드림/나눔이

123명(45.2%), 물물교환이 92명(62.5%)으로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

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블로그 및 SNS가 각각 75

명(27.6%), 26명(17.7%)을 차지하였다. 중고거래의 경우 145명(33.3%)이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주

변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135명(31.0%)이며, 해당 커뮤니티의 홍보

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121명(27.8%)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거래에

서 기타로 응답한 35명(7.9%) 가운데 TV 및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되었

거나, 직접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참여 횟수의 경우, 지난 1년간 0～2회 미만으로 참여한 사람이 드림/

나눔 159명(58.5%), 중고거래가 203명(46.6%), 물물교환이 107명(72.8)으

로 세 유형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5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드림/나눔이

30명(11.0%), 중고거래가 96명(22.0%), 물물교환이 14명(9.5%)으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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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협력적 소비에 참여

한 횟수가 0～2회 미만에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력적 소비

를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참여 횟수가 빈번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적 소비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율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드림/나눔에서 주고받은 품목의 경우, 패션의류/잡화가 116명(26.3%)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음반이 81명(18.3%), 생활용품이 75

명(17.0%), 출산/유아용품이 55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거

래의 경우, 생활용품과 IT기기가 동일하게 154명(19.1%)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음반이 146명(18.1%), 패션의류/잡화가 138명

(17.1%), 상품권/티켓이 63명(7.8%) 순으로 나타났다. 물물교환의 경우,

생활용품이 49명(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션의류/잡화가 42명(18.4%),

도서/음반이 34명(14.9%), IT기기가 28명(12.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세 유형 모두 생활용품, 패션의류/잡화, 도서/음반 카테고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세 유형에서 보여지는 차

이로는 드림/나눔에서 출산/유아용품이, 중고거래에서 IT기기와 상품권/

티켓이, 그리고 물물교환에서 IT기기가 일정 수준 이상 선택되었다는 점

을 주목할 수 있다.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는 드림/나눔이 178명(41.2%), 중고

거래가 295명(41.0%), 물물교환이 95명(43.6%)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처

분하기 위해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특히 주목할 점

은 드림/나눔이 물건이 필요한 타인을 돕기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159

명(36.8%)이며, 중고거래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240명(33.3%)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물교환의 경우 36명(16.5%)이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드림/나눔이 다른 유

형에 비해 이타적인 성향이 강하며, 중고거래는 경제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물교환에서는 희귀, 절판, 품절과 같이 쉽

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교환하게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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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인지

경로

주변 지인 123(45.2) 135(31.0) 92(62.5)

해당 커뮤니티의 홍보 58(21.3) 121(27.8) 17(11.6)

블로그 및 SNS 75(27.6) 145(33.3) 26(17.7)

기타 16(5.9) 35(7.9) 12(8.2)

참여

횟수

0～2회 미만 159(58.5) 203(46.6) 107(72.8)

2～5회 미만 83(30.5) 137(31.4) 26(17.7)

5회 이상 30(11.0) 96(22.0) 14(9.5)

거래

품목

(복수

응답)

생활용품 75(17.0) 154(19.1) 49(21.5)

패션의류/잡화 116(26.3) 138(17.1) 42(18.4)

뷰티/미용제품 33(7.5) 52(6.4) 20(8.8)

출산/유아용품 55(12.4) 37(4.6) 11(4.8)

IT기기 24(5.4) 154(19.1) 28(12.3)

도서/음반 81(18.3) 146(18.1) 34(14.9)

게임용품 8(1.8) 35(4.3) 14(6.1)

상품권/티켓 31(7.0) 63(7.8) 20(8.8)

기타 19(4.3) 28(3.5) 10(4.4)

참여

동기

(복수

응답)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178(41.2) 295(41.0) 95(43.6)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9(2.1) 83(11.5) 36(16.5)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18(4.2) 240(33.3) 25(11.5)

물건이 필요한 타인을 돕기 위해 159(36.8) 40(5.6) 35(16.0)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68(15.7) 62(8.6) 27(12.4)

[표 4-2] 협력적 소비 유형별 참여 양상[빈도(%)]

3) 경험하는 어려움

협력적 소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제 설문에서 연구대상자가 우

선순위로 응답한 결과에 1순위 2점, 2순위 1점,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하

여 결과값을 합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드림/나눔의 경우,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이 55명

(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와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각각 34명(12.4%), 3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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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물건에 대한 정보 부족 26(9.7) 46(10.6) 31(20.9)

원하는 물건의 부재 32(11.9) 28(6.3) 27(18.1)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 55(20.1) 62(14.1) 34(23.1)

거래과정에서 금전비용 발생 20(7.4) 16(3.7) 4(2.5)

정보탐색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28(10.4) 23(5.2) 10(6.6)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 34(12.4) 127(29.1) 22(14.7)

거래방식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 29(10.8) 71(16.2) 14(9.5)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33(12.1) 14(3.2) 1(0.9)

물품 불인도와 거래사기에 따른 손실 12(4.3) 50(11.5) 5(3.6)

기타 3(1.0) - -

거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가 127명(29.1%)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거래방식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이 각각 71명(16.2%), 62명(14.1%)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물교환의 경우,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이 34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건에 대한 정보 부족, 원하는 물건의 부재가 각각 31명

(20.9%), 27명(18.1%)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어느 정도 차이

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의 경우 금전적인 대가없이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건의 상태나 품질에 책임이 뒤따르

지 않는 다는 점에서 품질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금전

적인 거래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핵심인 중고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

라 거래방식 및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뢰 프로세

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물교환의 경우,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소비 형태이기 때문에

물건의 품질문제와 더불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

에서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협력적 소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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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1)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

협력적 소비 경험여부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4]에서 알 수 있듯

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지출액, 직업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2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여자가

164명(60.3%)으로 남자 108명(39.7)보다 많았으며, 비경험자는 남자가 185

명(58.2%)으로 여자 133명(41.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12.1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50대가 69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가 57명(21.0%), 30대가 55명(20.2%)으

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험자의 경우, 10대가 76명(23.9%)로 가장 많았으

며, 30대가 66명(20.8%), 20대가 64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영리 공유경제 단체인 ‘피어스(Peers)’의 조사에서 “협력적 소비에 참여

하는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가 대부분이며, 최근 들어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진우, 2014).

결혼여부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21.42로 유의수준 .001

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기혼이 158명(58.1%)

으로 미혼 114명(41.9%)보다 많았으며, 비경험자는 미혼이 194명(61.0%)

으로 기혼 124명(39.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9.35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118명(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85명(31.2%),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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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9명(25.4%)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험자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이 118명(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115

명(36.2%),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85명(26.7%)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액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20.46으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월평균 지출액

100만원 이상이 116명(42.7%)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른 범주의 경우

30～50만원 미만이 49명(18.0%), 50～70만원 미만이 39명(14.3%)으로 나

타났다. 한편 비경험자는 경험자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이 89명

(2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만원 미만이 83명(26.1%), 3

0～50만원 미만이 62명(19.5%)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드림/나눔 경험여부의 χ²값은 22.8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드림/나눔 경험자는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 94

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학생이 64명(23.5%), 전문직·자영

업이 52명(19.1%)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험자의 경우도 경험자와 마찬

가지로 회사원이 112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108명(34.0%),

전문직·자영업이 61명(19.2%)으로 나타났다.

2)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표 4-5]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지출액, 교육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중고거래 경험여부의 χ²값은 14.69로 유

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거래 경험자는 30대가 99명

(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80명(18.4%)으로 가장 작은 반면, 비

경험자는 40대가 39명(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9명(12.3%)으

로 가장 작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중고거래 경험여부의 χ²값은 7.3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거래 경험자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182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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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62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지출액에 따른 중고거래 경험여부의 χ²값은 12.1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거래 경험자는 월평균 지출액 100

만원 이상이 151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50만원

미만이 90명(20.7%), 30만원 미만이 77명(17.7%)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경

험자는 100만원 이상이 54명(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

만원 미만이 44명(28.6%), 30～50만원 미만이 21명(13.6%)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중고거래 경험여부의 χ²값은 17.82로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고거래 경험자는 교육수준에서 대졸이상

이 256명(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가 93명(21.3%), 대학재학

이 87명(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험자의 경우, 경험자와 마찬

가지로 대졸이상이 75명(48.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가 59명

(38.3%), 대학재학이 20명(13.0%) 순으로 나타났다.

3)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표 4-6]과 같다.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령과 결혼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물물교환 경험여부의 χ²값은 9.8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

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물교환 경험자는 10대가 39명(26.5%)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가 34명(23.1%), 40대, 50대가 공통으로 26명

(17.7%)씩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경험자는 30대가 99명(22.3%)

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0대가 공통으로 93명(21.0%)씩, 10대가 80명

(18.1%)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물물교환 경험여부의 χ²값은 4.61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물교환 경험자는 미혼이 88명(59.9%)으로 기

혼 59명(40.1%)보다 더 많았으며, 비경험자는 기혼이 223명(50.3%)으로

미혼 220명(49.7%)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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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드림/나눔 경험여부[빈도(%)]

경험자(N=272) 비경험자(N=318)

성별
남 108(39.7) 185(58.2)

여 164(60.3) 133(41.8)

χ²=20.01***

연령

10대 43(15.8) 76(23.9)

20대 48(17.6) 64(20.1)

30대 55(20.2) 66(20.8)

40대 57(21.0) 62(19.5)

50대 69(25.4) 50(15.7)

χ²=12.17*

결혼여부
미혼 114(41.9) 194(61.0)

기혼 158(58.1) 124(39.0)

χ²=21.42***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69(25.4) 118(37.1)

300～500만원 미만 118(43.4) 115(36.2)

500만원 이상 85(31.2) 85(26.7)

χ²=9.35**

월평균

지출액

30만원 미만 38(14.0) 83(26.1)

30～50만원 미만 49(18.0) 62(19.5)

50～70만원 미만 39(14.3) 42(13.2)

70～100만원 미만 30(11.0) 42(13.2)

100만원 이상 116(42.7) 89(28.0)

χ²=20.463***

교육수준

고졸이하 67(24.6) 85(26.7)

대학재학 40(14.7) 67(21.1)

대졸이상 165(60.7) 166(52.2)

χ²=5.39

직업

학생 64(23.5) 108(34.0)

전업주부 49(18.0) 20(6.3)

전문직·자영업 52(19.1) 61(19.2)

회사원 94(34.6) 112(35.2)

기타 13(4.8) 17(5.3)

χ²=22.82***

거주지

서울특별시 96(35.3) 107(33.6)

광역시 79(29.0) 94(29.6)

지방중소도시 외 97(35.7) 117(36.8)

χ²=.18

[표 4-4]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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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중고거래 경험여부[빈도(%)]

경험자(N=436) 비경험자(N=154)

성별
남 223(51.1) 70(45.5)

여 213(48.9) 84(54.5)

χ²=1.48

연령

10대 81(18.6) 38(24.7)

20대 93(21.3) 19(12.3)

30대 99(22.7) 22(14.3)

40대 80(18.4) 39(25.3)

50대 83(19.0) 36(23.4)

χ²=14.69**

결혼여부
미혼 226(51.8) 82(53.3)

기혼 210(48.2) 72(46.7)

χ²=.09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125(28.7) 62(40.3)

300～500만원 미만 182(41.7) 51(33.1)

500만원 이상 129(29.6) 41(26.6)

χ²=7.31*

월평균

지출액

30만원 미만 77(17.7) 44(28.6)

30～50만원 미만 90(20.7) 21(13.6)

50～70만원 미만 66(15.1) 15(9.7)

70～100만원 미만 52(11.9) 20(13.0)

100만원 이상 151(34.6) 54(35.1)

χ²=12.10*

교육수준

고졸이하 93(21.3) 59(38.3)

대학재학 87(20.0) 20(13.0)

대졸이상 256(58.7) 75(48.7)

χ²=17.82***

직업

학생 127(29.1) 45(29.2)

전업주부 55(12.6) 14(9.1)

전문직·자영업 84(19.3) 29(18.8)

회사원 151(34.6) 55(35.7)

기타 19(4.4) 11(7.2)

χ²=2.99

거주지

서울특별시 154(35.3) 49(31.8)

광역시 128(29.4) 45(29.2)

지방중소도시 외 154(35.3) 60(39.0)

χ²=.82

[표 4-5]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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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물물교환 경험여부[빈도(%)]

경험자(N=147) 비경험자(N=443)

성별
남 73(49.7) 220(49.7)

여 74(50.3) 223(50.3)

χ²=.00

연령

10대 39(26.5) 80(18.1)

20대 34(23.1) 78(17.6)

30대 22(15.0) 99(22.3)

40대 26(17.7) 93(21.0)

50대 26(17.7) 93(21.0)

χ²=9.83*

결혼여부
미혼 88(59.9) 220(49.7)

기혼 59(40.1) 223(50.3)

χ²=4.61*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43(29.3) 144(32.5)

300～500만원 미만 59(40.1) 174(39.3)

500만원 이상 45(30.6) 125(28.2)

χ²=.61

월평균

지출액

30만원 미만 24(16.3) 97(21.9)

30～50만원 미만 33(22.5) 78(17.6)

50～70만원 미만 23(15.6) 58(13.1)

70～100만원 미만 14(9.5) 58(13.1)

100만원 이상 53(36.1) 152(34.3)

χ²=4.82

교육수준

고졸이하 37(25.2) 115(26.0)

대학재학 31(21.1) 76(17.1)

대졸이상 79(53.7) 252(56.9)

χ²=1.16

직업

학생 52(35.4) 120(27.1)

전업주부 15(10.2) 54(12.2)

전문직·자영업 28(19.0) 85(19.2)

회사원 43(29.3) 163(36.8)

기타 9(6.1) 21(4.7)

χ²=5.19

거주지

서울특별시 58(39.5) 145(32.7)

광역시 37(25.2) 136(30.7)

지방중소도시 외 52(35.3) 162(36.6)

χ²=2.65

[표 4-6]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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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성별 20.01*** 1.48 .00

연령 12.17* 14.69** 9.83*

결혼여부 21.42*** .09 4.61*

월평균 가계소득 9.35** 7.31* .61

월평균 지출액 20.46*** 12.10* 4.82

교육수준 5.39 17.82*** 1.16

직업 22.82*** 2.99 5.19

거주지 .18 .82 2.65

4) 소결 : 협력적 소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차이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인구통계학적 차

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 4-7]로 정리하였다. 드림/나눔은 중

고거래와 물물교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인구통계학적 차이

를 보였다. 반면, 물물교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경험여부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 유형을 비교했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연령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드림/나눔은 50대 이상 중년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직업에서도 회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중고거래는 20～30대 젊은층의 이용률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력 변수에서 대졸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한편 물물교환에서는 1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미혼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4-7] 협력적 소비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차이(χ²)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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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

본 절에서는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혜택, 신뢰성, 친환

경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을 각각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

써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1. 협력적 소비 유형별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인식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혜택, 신뢰성, 친

환경성 측면에서 관련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혜택에서는 드림/나눔이

경제적 혜택을 제외한 심리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에서 각각 4.11, 3.96점

으로 높은 소비자인식을 보이는 반면, 중고거래에서는 경제적 혜택만

3.94점으로 높게 인식되었다. 이는 금전거래가 핵심인 중고거래와 달리,

드림/나눔이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유대가 다른 협력적 소비 유형에 비

해 끈끈하기 때문에 심리적 만족과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높게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신뢰성에서는 드림/나눔이 정보 보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서 모두 소비자인식이 높은 반면, 중고거래는 전반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개입 없이 소

비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종 사기로 인한 피해발생 정도가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성은 근소한 차이지만 드림/나눔과 물물교환에서 각각

3.98, 3.93점으로 모두 높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중고거래에서는 3.79점

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림/나눔

과 물물교환이 물품 그 자체를 재활용·재사용 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중고 거래 같은 경우, 금전적인 측면이 강하

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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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혜택

경제적 혜택 3.72(1.00) 3.94(.77) 3.67(.83)

심리적 혜택 4.11(.79) 3.53(.76) 3.64(.74)

사회적 혜택 3.96(.83) 3.17(.84) 3.66(.81)

합계 3.93(.67) 3.54(.59) 3.65(.62)

신뢰성

상호 신뢰성 3.78(.79) 2.98(.82) 3.51(.80)

정보 보안성 2.98(.91) 3.43(.87) 3.07(.85)

거래처리 안정성 3.45(.78) 2.89(.79) 3.13(.79)

사후처리 신뢰성 2.60(1.02) 2.14(.93) 2.41(.96)

합계 3.20(.44) 2.86(.42) 3.03(.43)

친환경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4.06(.84) 3.84(.81) 4.00(.81)

환경문제 해결 지향 3.91(.87) 3.74(.88) 3.86(.88)

합계 3.98(.78) 3.79(.78) 3.93(.78)

[표 4-8] 협력적 소비 유형별 소비자인식[평균(표준편차)]

2. 협력적 소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

1)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집

단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심리적 혜택, 사후처리 신뢰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해결 지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표 4-9]를 살펴보면, 심리적 혜택에서는 χ²값이 2.19로 유

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드림/나눔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이 소비자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후처리 신뢰성에서는 χ²값이 –2.60으로 유의수

준 .05에서 유의하며,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사후처리 신뢰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림/나눔이 단순히 물품을

주고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취소, 교환, 반품, 환불 등과 같은 일련의 사

후체계가 미흡한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χ²값은 2.6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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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드림/나눔

경험자

(N=272)

비경험자

(N=318)
t값

혜택

경제적 혜택 3.81 3.74 1.28

심리적 혜택 3.82 3.71 2.19*

사회적 혜택 3.44 3.41 .65

신뢰성

상호 신뢰성 3.44 3.41 .65

정보 보안성 3.18 3.14 .71

거래처리 안정성 3.20 3.12 1.50

사후처리 신뢰성 2.29 2.46 -2.60*

친환경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4.05 3.89 2.66**

환경문제 해결 지향 3.99 3.71 4.32***

의하며, 환경문제 해결 지향에 대한 χ²값은 4.3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

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드림/나눔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친환경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나눠 쓰는 드림/

나눔의 소비특성상 친환경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9] 드림/나눔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평균)

***p < .001, **p < .01, *p < .05

2)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

다음은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 집단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신뢰성에서는 정보 보안성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표 4-10]을 살펴보면, 정보 보안성에 대한 χ²값은 3.1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거래를 경험한 사람

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보 유출과 변조로부터 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중고거래 특성상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인식 수준이 혜택, 친환경성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거래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차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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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고거래

경험자

(N=436)

비경험자

(N=154)
t값

혜택

경제적 혜택 3.76 3.82 -.90

심리적 혜택 3.78 3.69 1.53

사회적 혜택 3.41 3.45 -.70

신뢰성

상호 신뢰성 3.41 3.45 -.70

정보 보안성 3.22 3.00 3.16**

거래처리 안정성 3.15 3.17 -.26

사후처리 신뢰성 2.36 2.45 -1.15

친환경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3.96 3.98 -.18

환경문제 해결 지향 3.83 3.87 -.54

[표 4-10] 중고거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평균)

**p < .01

3)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협력적 소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집단

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친환경성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표 4-11]을 살펴보면, 자원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χ²값

은 –2.05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물물교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에 비해 오히려 친환경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의 특성상 관련 소비활동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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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물물교환

경험자

(N=147)

비경험자

(N=443)
t값

혜택

경제적 혜택 3.73 3.79 -.86

심리적 혜택 3.74 3.77 -.45

사회적 혜택 3.39 3.44 -.87

신뢰성

상호 신뢰성 3.39 3.44 -.87

정보 보안성 3.11 3.18 -1.01

거래처리 안정성 3.20 3.14 .96

사후처리 신뢰성 2.41 2.38 .36

친환경성
자원 및 에너지 절약 3.85 4.01 -2.05*

환경문제 해결 지향 3.74 3.87 -1.49

[표 4-11] 물물교환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평균)

*p < .05

4) 소결 : 협력적 소비 유형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를 한 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표 4-12]로 정리하였다.

드림/나눔에 비해 중고거래와 물물교환은 경험여부가 소비자의 인식차

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거래와 물물교

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특성이 경험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일관

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드림/나눔의 경우 소

비자들이 인지하는 특성이 경험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

하는데, 대체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

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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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경제적 혜택 1.28 -.90 -.86

심리적 혜택 2.19* 1.53 -.45

사회적 혜택 .65 -.70 -.87

상호 신뢰성 .65 -.70 -.87

정보 보안성 .71 3.16** -1.01

거래처리 안정성 1.50 -.26 .96

사후처리 신뢰성 -2.60* -1.15 .36

자원 및 에너지 절약 2.66** -.18 -2.05*

환경문제 해결 지향 4.32*** -.54 -1.49

[표 4-12] 협력적 소비 유형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인식차이(χ²)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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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수준을 살펴보고, 참여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1. 전반적 수준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손원목

(2008)의 연구를 인용하여 참여의도 수준과 추천의도 수준으로 나누어 연

구를 진행하였다.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란, 앞으로 협력적 소비활동에 관

심을 가지고 참여할 의향을 보이며, 협력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함으로

써 관련 소비활동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 참여의도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59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

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확인 결과, 590명 중 90.3%에 해당하는

533명이 앞으로도 협력적 소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9.7%에 해당하는 57명만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련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표 4-13]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참여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36명(44.3%)은 경제적인 이득이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호 신뢰성이 145명(27.2%)을 차지하였으며, 심리적 만족이 62명(11.6%),

사회적 관계가 49명(9.2%), 친환경성이 41명(7.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0명(35.1%)은 거래과

정을 믿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5명(26.3%)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

어서, 10명(17.5%)은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7명(12.3%)은 협력

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리고 5명

(8.8%)은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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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구체적인 이유 빈도(%)

참여

의도

있음
533

(90.3)

경제적 이득 236(44.3)

심리적 만족 62(11.6)

사회적 관계 49(9.2)

상호 신뢰성 145(27.2)

친환경성 41(7.7)

없음
57

(9.7)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15(26.3)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10(17.5)

협력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12.3)

거래과정을 믿지 못해서 20(35.1)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 5(8.8)

종합해보면, 협력적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앞으로의

참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과정에서 수반되는 신뢰 문

제가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수준

2) 추천의도 수준

협력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590명

중 87.8%에 해당하는 518명이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12.2%에 해당하는 72명만이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련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표 4-14]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추천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21명(42.7%)은 경제적인 이득이

협력적 소비 추천의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호 신뢰성이 141명(27.2%)을 차지하였으며, 사회적 관계가 57명(11.0%),

심리적 만족이 55명(10.6%), 친환경성이 44명(8.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추천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25명(34.7%)은 거래과

정을 믿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7명(23.6%)은 협력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명(18.1%)은 심리적인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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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구체적인 이유 빈도(%)

추천

의도

있음
518

(87.8)

경제적 이득 221(42.7)

심리적 만족 55(10.6)

사회적 관계 57(11.0)

상호 신뢰성 141(27.2)

친환경성 44(8.5)

없음
72

(12.2)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12(16.7)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13(18.1)

협력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7(23.6)

거래과정을 믿지 못해서 25(34.7)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 5(6.9)

느끼지 못해서, 12명(16.7%)은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그리고 5명

(6.9%)은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제기된 참여의도와 동일한 결과로, 협력적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앞으로의 추천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래과정에서 수반되는 신뢰 문제가 협력적 소비 추천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협력적 소비 추천의도 수준

3) 경험여부*참여의도*추천의도 수준 비교

[표 4-15]를 통해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여부와 참여의도, 그리고

추천의도 수준을 2x2x2 분할표로 정리하였다.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501

명 중에서 참여의도와 추천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447명

(89.2%)이며, 참여의도는 있으나 추천의도가 없는 사람은 18명(3.6%)으

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적 소비 경험자 중에서 참여의도는 없으나 추천

의도가 있는 사람은 7명(1.4%)이며, 참여의도와 추천의도가 모두 없는

사람은 29명(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적 소비를 경험하지 않은 89명 중에서 참여의도와 추천의도

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62명(69.7%)이며, 참여의도는 있으나 추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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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여부 참여의도 수준 추천의도 수준 합계 χ²검정

경험자

있음
있음 447(89.2)

231.13***

없음 18(3.6)

없음
있음 7(1.4)

없음 29(5.8)

합계 501(100)

비경험자

있음
있음 62(69.7)

52.96***

없음 6(6.7)

없음
있음 2(2.2)

없음 19(21.4)

합계 89(100)

도가 없는 사람은 6명(6.7%)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소비 비경험자 중에서

참여의도는 없지만 추천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2.2%)이며, 참여

의도와 추천의도 둘 다 없는 사람은 19명(21.4%)인 것을 알 수 있다.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집단의 χ²값은 231.13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적 소비에 경

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참여 의도와 추천 의도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경험집단의 경우, χ²값은 52.96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집단과 마찬가지로 참여의도

와 추천의도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5] 협력적 소비 경험여부*참여의도*추천의도 수준 비교[빈도(%)]

***p < .001

2.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성공/실패, 합격/불합격과 같이

이분형으로 나누어진 값을 가질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이다(성태제, 2011; 최지혜(2013)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영향요인을 찾는

것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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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측 확률치를 비교함으로써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의 상대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분석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였다. 일반적으로 Pearson 상관계수가 0.7～1.0일 경우,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0.7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4-16]과 같다. 먼저 χ²값은 94.80이며,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를 예측하는

본 연구의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향후 협력

적 소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관측치와 예측

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분류 정확도가 91.0%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협력적 소비 경험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으

며,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혜택과 친환경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확률이 5.84배 증가하였다. 또한

협력적 소비 혜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확률이 5.03배 증가하였으며,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확률이 2.11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

람에 비해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협력적 소비에 대한 혜택과 친환경성 인식이 높을수록, 협력

적 소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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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

(참여의도가 있는 경우=1)

B S.E.  Exp(B)

상수 -8.65 1.88 .00

경험 여부 1.76*** .37 5.84

소비자

인식

혜택 1.61*** .38 5.03

신뢰성 .06 .54 1.06

친환경성 .75** .27 2.11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56 .34 1.76

연령 .01 .02 1.01

결혼 여부 -.24 .51 .79

월평균

가계소득

300～500만원미만 .05 .38 1.05

500만원이상 .11 .44 1.12

월평균

지출액

50～100만원미만 .38 .42 1.47

100만원이상 .60 .45 1.83

대졸이상 .51 .42 1.66

직업有 -.08 .49 .92

서울특별시 .28 .36 1.32

-2 로그 우도 279.93

chi-square 94.80 (df=14, p<.000)

Cox와 Snell의 R-제곱 .15

분류 정확도 91.0

[표 4-16]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p < .001, **p < .01

더미변수: 경험여부(비경험자기준), 성별(남자기준), 결혼여부(미혼기준), 월평균가계소득

(300만원미만기준), 월평균지출액(50만원미만기준), 교육수준(대학재학이하기준), 직업(직

업無기준), 거주지(지방기준)



- 72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요약

전통적인 관점에서 협력적 소비는 사람들이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일로 정의되었으나,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현대에 들어 협력적 소비는 소유가

아닌 사용의 관점에서 자원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으로 소개되고 있다. 협

력적 소비에 대한 개념은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소유와 사용의 관점에서 협

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서비스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구분하였으며, 협력

적 소비를 ‘상품 등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으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

교환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

는 협력적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에 집중하

였으며, 네 가지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상품,

서비스, 시간 등 다양한 자원들을 개념 범주에 포함시킨 대부분의 연구

들과 달리, 상품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 59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여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참여 행태를 파악하고,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협

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의도 수준을 파악하고,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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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들 중 약 85%로, 열의

여덟이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참여 횟수가 2

회 미만에 불과했다. 가장 경험자가 많았던 중고거래의 경우, 다른 유형

과 달리 블로그와 SNS가 인지경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드림/나눔과 물물교환은 주변지인을 통해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는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한다는 공통

적인 동기 외에 드림/나눔에서는 이타적인 성향이, 중고거래에서는 경제

적인 성향이, 그리고 물물교환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교환하

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드림/나눔은 품질문제가, 중고거래는 신뢰문

제가, 그리고 물물교환은 품질문제와 더불어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간에 인구통계

학적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드림/나눔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지출액, 직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드림/나눔

경험집단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았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

에서는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지출액

에서는 100만원 이상 소비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다른 직업에 비해 드림/나눔

을 경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고거래는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지출액, 교육수준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고거래 경험집단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이 300～500만원 미만인 중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월평

균 지출액의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집단이 많았으며, 교육수준

에서는 대졸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물교환의 경우,

연령과 결혼여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물물교환 경험집단에서

는 1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기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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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드림/나눔에서는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거래에서는 경제적인 혜택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에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드림/나눔에서는 심리

적인 혜택과 사회적인 혜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거래에서는 경제적인 혜택만 높게 인식되었다. 신뢰성에서는, 드림/

나눔이 정보 보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소비자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중고거래는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친환경성은 근소한 차이지만 드림/나눔과 물물교환에서

모두 높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중고거래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협력적 소비를 경

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

저 드림/나눔의 경우 심리적 혜택, 사후처리 신뢰성, 자원 및 에너지 절

약, 환경문제 해결 지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드림/나눔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이 경험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사후처리 신뢰성에서는 비경험집단이 오히려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성의 경우,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함께 나눠 쓰는 드림/나눔의 특성상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 보다 친환경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에서는 정보 보안성이, 물물교환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보 보안성의 경우, 실제

로 중고거래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보 유출 및

변조로부터 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 및 에너지 절

약의 경우, 물물교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에 비해 오히

려 친환경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협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의도와 추천의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

적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협력적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

는 경제적인 혜택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

람들 중 약 35%는 거래과정을 믿지 못하는 등 신뢰성 문제를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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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여섯째,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여부와 혜택,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이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결과,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

해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확률이 5.84배 증가하였으며, 혜택과 친환경성

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확률

이 각각 5.03배, 2.11배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참여의도가 높으며, 협력적 소비에 대한 혜택,

친환경성 인식이 높을수록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협력적 소비를 한번 이상 경험한 사람은 많아도 이를 꾸준히 실

천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

안 드림/나눔과 물물교환을 5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약 10% 정도이며,

참여 횟수가 대부분 2회 미만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협력적 소비가 활

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유경제를 통해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 해외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소

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협력적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순히 흥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일상소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둘째,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동기나 발생하는 어려움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드림/나눔

은 이타적인 성향이 강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간의 유대가 다른 협력적

소비 유형에 비해 끈끈하지만, 물건의 품질은 보장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중고거래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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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기로

인한 피해발생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물교환의 경우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 주로 참여하지만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를 높이

기 위해서는 물건의 품질문제,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문제, 정보 부족 문

제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수준이 협력적 소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험자와 비경험자 사이에서도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성은 세 가지 유형에서 모두 높게 인식

되고 있는 반면, 신뢰성은 낮게 인식되었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물물교환과 달리, 드림/나눔은 심리적인 혜택과 사회적인

혜택이, 중고거래는 경제적인 혜택이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협력적 소비 경험여부에 관계없이 진행된 소비자인식 조사가 실제 경

험자로만 진행된 참여 행태 조사와 일맥상통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소비를 구성하는 여러 유형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비자인식을 발전시키거나 혹

은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응답자들 중 약 90%가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

며, 협력적 소비에 대한 경험여부와 혜택,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혜택과 친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높을수록, 협

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

적 소비가 일시적인 소비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시

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또한 협력적 소비에 대

한 경험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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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절에서는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주체들의 역할과 관점에 대해 제언함

으로써 향후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소비자정책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안심

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협력적 소비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법적·제도

적인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행 초기 단계

에 있는 협력적 소비가 국내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소비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래

되는 물건에 대해 적정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거래상

황에 대해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각종 사기와 피해로부터 소비

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소비자교육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협력적 소비에 대한 개념과 인

식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협력적 소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살려 보다 많은 소비자들

이 관련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국내에서 협

력적 소비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이해와 공감을 이

끌어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협력적 소비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높을수록, 관련 소비활동에 대한 참여

의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협력적 소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한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제작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적 소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줄이고, 부정적인

소비자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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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비자행태 측면에서 협력적 소비가 현대소비사회에서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 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

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협력적 소비에 대한 참여의도와 추천의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협력적 소비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소비활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협력적 소비가

보다 대중적인 소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소비

현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협력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

가야 한다. 또한 협력적 소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력 하에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정량적 연

구와 더불어 정성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협력적 소비가 보편

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념, 태도, 동기와 같

이 소비자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단순히 기업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경영 보고서만으로는 협력적 소비의 진정한

내면을 탐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비가 소비문화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관련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적 소비에 대한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관련 척도를 개발

하는데 힘써야 한다. 협력적 소비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유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적 소비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결

여되어 있다. 또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거의 없기 때문

에 협력적 소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판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협력적 소비의 유형으로 언급된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

환과 소비자인식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혜택, 신뢰성, 친환경성 변수는

협력적 소비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

에서는 협력적 소비에 대한 자체적인 개념과 유형 정립이 필요하며, 측정

변수를 다변화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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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관한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지영(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에서는 경기악순환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는 협력적 소비의

가치를 연구하고 이러한 소비 행태가 소비문화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

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협력적 소비의

각 유형별로 소비자들의 인식과 참여 행태를 파악하며, 협력적 소비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소비활동이 활발한 20대에서 50대 일반 소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연구 기간은 2015년 4월 30일까지이고, 응답시간은 약 10분 정도

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

며, 만일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하는 도중 연구 참여를 중단하길 원하신

다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귀하

가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치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소비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수집된 정보는 학술적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

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

생한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원에게 즉

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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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

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

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이

지영이며,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일 본 연구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경

우 귀하의 개인정보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본 연구

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

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

고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문

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연구 도중 문제가 생길 시 연구 책

임자인 이지영(010-9711-9085)에게 연락하시고, 만약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02-880-51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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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로 답한 경우에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2) ‘중고거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주변 지인을 통해 ② 해당 커뮤니티의 홍보를 통해

③ 신문 및 TV광고를 통해

➃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➄ 기타( )

첨부 2. 설문지

★ 협력적 소비란?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물건 등을 공유하는 소비활동이다.

★ 협력적 소비의 유형

1. ‘중고거래’ : 금전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

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안마기기를 일정 금액에 구매한다/판매한다.

2. ‘드림/나눔’ : 금전적인 대가 없이 물건을 주고받는 활동

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엄마에게 안 쓰는 유모차를 무료로 준다.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필요한 유아용품을 무료로 받는다.

3. ‘물물교환’ : 1:1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활동

예) 물물교환 장터를 통해 유기농 비누를 열무김치와 교환한다.

Part 1.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 행태에 관한 설문

* 다음은 협력적 소비 유형별 소비자의 참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

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중고거래(금전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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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1년간 ‘중고거래’를 통해 몇 번이나 물건을 사고팔았습니까?

① 0-2회 미만 ② 2-5회 미만 ③ 5-7회 미만

➃ 7-10회 미만 ➄ 10회 이상

4) 지난 1년간 ‘중고거래’를 통해 사고판 물건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생활용품(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등) ② 패션의류/잡화

③ 뷰티/미용제품 ④ 출산/유아용품

⑤ IT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등) ⑥ 도서/음반

⑦ 게임용품 ⑧ 상품권/티켓 ⑨ 기타( )

5) ‘중고거래’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여가 선용 및 새로운 경험을 위해

②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③ 절판/품절/희귀 등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④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⑤ 주위칭찬, 자부심 등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⑥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⑦ 물건이 필요한 타인을 돕기 위해

⑧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⑨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⑩ 기타( )

6)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물건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원하는 물건의 부재

③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

④ 거래과정에서 금전비용 발생 ⑤ 정보탐색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⑥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 ⑦ 거래방식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

⑧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⑨ 물품 불인도 및 거래사기에 따른 손실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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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나눔’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로 답한 경우에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2) ‘드림/나눔’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주변 지인을 통해 ② 해당 커뮤니티의 홍보를 통해

③ 신문 및 TV광고를 통해

➃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➄ 기타( )

3) 지난 1년간 ‘드림/나눔’을 통해 몇 번이나 물건을 주고받았습니까?

① 0-2회 미만 ② 2-5회 미만 ③ 5-7회 미만

➃ 7-10회 미만 ➄ 10회 이상

4) 지난 1년간 ‘드림/나눔’을 통해 주고받은 물건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생활용품(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등) ② 패션의류/잡화

③ 뷰티/미용제품 ④ 출산/유아용품

⑤ IT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등) ⑥ 도서/음반

⑦ 게임용품 ⑧ 상품권/티켓 ⑨ 기타( )

5) ‘드림/나눔’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여가 선용 및 새로운 경험을 위해

②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③ 절판/품절/희귀 등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④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⑤ 주위칭찬, 자부심 등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⑥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⑦ 물건이 필요한 타인을 돕기 위해

⑧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⑨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2. ‘드림/나눔(금전적인 대가 없이 물건을 주고받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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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6) ‘드림/나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물건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원하는 물건의 부재

③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

④ 거래과정에서 금전비용 발생 ⑤ 정보탐색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⑥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 ⑦ 거래방식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

⑧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⑨ 물품 불인도 및 거래사기에 따른 손실 ⑩ 기타( )

1) ‘물물교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예’로 답한 경우에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2) ‘물물교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주변 지인을 통해 ② 해당 커뮤니티의 홍보를 통해

③ 신문 및 TV광고를 통해

➃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➄ 기타( )

3) 지난 1년간 ‘물물교환’을 통해 몇 번이나 물건을 교환하였습니까?

① 0-2회 미만 ② 2-5회 미만 ③ 5-7회 미만

➃ 7-10회 미만 ➄ 10회 이상

4) 지난 1년간 ‘물물교환’을 통해 교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생활용품(전자제품, 가구, 주방용품 등) ② 패션의류/잡화

③ 뷰티/미용제품 ④ 출산/유아용품

⑤ IT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등) ⑥ 도서/음반

⑦ 게임용품 ⑧ 상품권/티켓 ⑨ 기타( )

3. ‘물물교환(1:1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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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물교환’에 참여하게 된 이유(동기)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여가 선용 및 새로운 경험을 위해

② 필요 없는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③ 절판/품절/희귀 등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

④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⑤ 주위칭찬, 자부심 등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⑥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⑦ 물건이 필요한 타인을 돕기 위해

⑧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⑨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⑩ 기타( )

6) ‘물물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물건에 대한 정보 부족 ② 원하는 물건의 부재

③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음

④ 거래과정에서 금전비용 발생 ⑤ 정보탐색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⑥ 상대방에 대한 신뢰문제 ⑦ 거래방식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문제

⑧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⑨ 물품 불인도 및 거래사기에 따른 손실 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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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심리적인 만

족과 행복을

느낄 것이

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를

형성할 것이

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Part 2. 협력적 소비 유형별 소비자인식에 관한 설문

* 다음은 협력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협력적 소비 경험 여부에 관계없이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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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래 당사자

들은 서로

신뢰할 것이

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

을 것이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래 전 과

정이 원활하

게 이루어질

것이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취소, 반품,

교환, 환불

과 같은 사

후처리가 쉬

울 것이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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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원과 에너

지의 낭비를

줄일 것이

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드림/나눔’

‘중고거래’

‘물물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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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관한 설문

* 다음은 소비자의 협력적 소비 참여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3번 문항으로)

2.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

입니까?

① 경제적 이득 ② 심리적 만족 ③ 사회적 관계 ④ 상호 신뢰성 ⑤ 친환경성

3. 향후 협력적 소비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②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③ 협력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거래과정을 믿지 못해서 ⑤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

4. 협력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5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6번 문항으로)

5. 향후 협력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인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이득 ② 심리적 만족 ③ 사회적 관계 ④ 상호 신뢰성 ⑤ 친환경성

6. 향후 협력적 소비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② 심리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③ 협력적 소비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거래과정을 믿지 못해서 ⑤ 친환경 소비에 관심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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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자녀 없음) ③ 기혼(자녀 있음) ➃ 기타(사별, 이혼 등)

4. 귀하의 월 평균 총 가계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⑤ 700만원 이상

5. 귀하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① 30만원 미만 ②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➃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➄ 100만원 이상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 이하 ② 대학재학 ③ 대학졸업 ➃ 대학원 재학이상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➃ 전문직 ➄ 사무직 ⑥ 서비스/판매직

⑦ 노동직/생산직 ⑧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⑨ 무직 ⑩ 기타

8.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6개 광역시 ③ 지방중소도시 ➃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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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umer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Ji Young, Lee

Dept. of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rm ‘collaborative consumption’ refers to a consuming method

in which goods are borrowed and shared instead of being owned, just

enough to satisfy consumers’ needs. It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way of consumption to cope better in the time of recession and to

solve the current pollution problem.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term ‘collaborative consumption’ as a consumption activity of sharing

go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consumption patterns: gifting, trading and barter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onsumers’ participation behavior

regard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their percept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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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reliabil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Also, we looked

into the level of consu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investigated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it. To do

this, we conducted a survey of 590 ordinary consumers across Korea,

ranging in age from in their teens to in their 50s. used panel by an

on-line survey company.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said they had experienced

collaborative consump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at 85

percent. However, when asked about the number of times they

engaged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the responses were highly

concentrated in ‘less than two times’. This means that although there

are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s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it is still quite lacking. Difficulties

confronted in the process of engaging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are: problems with product quality in gifting and lack of trust among

consumers during transaction in trading. As for bartering, problems

with product quality and lack of information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Second, there were demographic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d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the group that had

not. For gifting, women in their 50s showed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ose with experience in gifting and they were more

likely to be married than unmarried. Under the categorization of

monthly household income, those with a monthly income of between

3 mil. Won and 5 mil. Won in middle-income bracket showed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experienced. In terms of monthly expense,

those who spend more than 1 mil. Won a month had the largest

proportion of people with experience in gifting. For trading, peop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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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30s with a monthly income of between 3 mil. Won and 5 mil.

Won, people who spend more than 1 mil. Won a month, and those

with a college degree had the biggest proportion of those with

experience in trading. As for bartering, teens was found to be the

group with the biggest proportion of the experienced and more

married people than unmarried were found to have participated in

bartering.

Third, for gifting, consumers’ perception about ‘benefit’, ‘reliabil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was found to be high in general.

However, when it came to trading, all the aspects except for

economic benefit showed low recognition among consumers. Unlike in

trading, gifting was carried out in close-knit communities where

consumers generally placed high emphasis on recycling and reusing

resources. For this reason, gifting was highly regarded in terms of

‘benefit’, ‘reliabil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bartering in terms of

consumer perception.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consumers’

perception about ‘benefit’, ‘reliabil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between the group that had experienced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the group that had not. In the case of gifting, the experienced group

had higher recognition of the psychological benefit, resource & energy

saving, and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than the inexperienced group.

For trading, the experienced group had higher recognition of

information security than the inexperienced group. As for bartering,

however, the inexperienced group had higher recognition of resource &

energy saving than the experienced group.

Fifth, most of the respondents who said that they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the future considered

economic benefi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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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s who were unwilling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voiced distrust over transaction process as the biggest

reason. Also, intention to participate was found relatively high in the

group of people who said they had experienced collaborative

consumption.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group

scored in the categories of ‘benefit’ and ‘environment-friendlines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them participating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got.

The key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present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are many people who engaged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more than once,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regularly

practice this form of consumption is quite low, suggesting it may

take a while to boost collaborative consumption. This point is backed

up by the finding that the number of times consumers engaged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was highly concentrated in ‘less than two

times’. Unlike in many other countries where they are expanding the

scale of the market by promoting ‘sharing economy’, consumers’

awareness about collaborative consumption is still lacking in Korea.

In order to boost up the practic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the

future, we need to put more efforts into expand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into the ‘realm of everyday life’.

Second, it should be noted that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difficulties faced were found to differ

according to types that comprise the collaborative consumption.

Gifting has a disadvantage of not having the quality of goods

guaranteed as there is no monetary transaction involved in this

exchange. For trading, however, it has higher chances of achieving

trust because actual monetary transactions take plac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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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Finally, for bartering, problems may break out due to

information shortage as it is normally impossible for consumers to

access information on goods in advance. Thu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consumers about collaborative consumption, we need to draw up

measures to complement the quality problem of goods, trust issues between

consumers and information shortage problem.

Third, the level of consumers’ perception about ‘benefit’, ‘reliability’,

and ‘environment-friendliness’ was found to vary in different types

that comprise the collaborative consumption.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people who had experienced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the people who never had. Especially,

‘environment-friendliness’ was recognized highly by all the three

types, but recognition of ‘reliability’ was relatively low. This study

helps us get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each typ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it may become an

important base data that has potential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xisting awareness about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to alleviating

downsides.

Fourth, about 9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the future. Also, the level

of experienc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consumers’ perception

about ‘benefit’ and ‘environment-friendliness’ were found to have a

decisive effect on consumer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llaborative consumption

should not be a temporary consumption trend but a system to be

practiced continuously. In addition, to draw the positiv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collaborative consumption, related stakeholders’

efforts are need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boost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by offering suggestions on the role and the perspective of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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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gents.

As previously stated,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ways to enhance reliability so

that people may feel safer and get more involved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To do so, the government should work on building

infrastructure to develop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on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on goods being traded. Also,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consumers fundamental rights by restricting the

flow of incomplete inform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on comprehensive trading conditions

to the public and draw up institutional strategies that can provide

consumers with protection from various scams.

Second, we should provide education programs to consumers so

that they can properly develop concepts and perceptions about

collaborative consumption. Also, we should encourage more consumers

to participate in related consumption activities by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enefit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other

words, we should expand the pool of information that consumers can

use to navigate and to make judgment autonomously. To do so, we

must provide more places in which consumers may experience

collaborative consumpt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Furthermore,

we should strive to cut down on uncertain information and to

alleviate negative perceptions through education programs for

consumers made by consume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s.

Third, we should have in-depth studies on the following topics:

‘what does collaborative consumption mean about today's consumption

society?’, ‘why is collaborative consumption necessary for

consumers?’, and ‘how to develop it?’. In the future, we need to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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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relevant phenomena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in order

to develop collaborative consumption into a popular form of

consumption. In other words, we need to reach a consensus on

collaborative consumption by enhancing empirical researches which

would enable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In additio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collaborative consumption should make joint efforts into

building a sustainable consumption environ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Here are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First, in order to proceed with in-depth studies on consumer

behavi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es on focus groups

must be conducted. Second, we should try to come up with

distinctive concepts on what collaborative consumption is and focus

on enhancing the validity of studies by diversifying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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