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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명 

본문내용의 글꼴크기 

화면에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소 10pt로 권장합니다. 

다만, 캡션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10pt 미만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의 줄갂격 

이 문서의 본문 줄갂격은 1.5 배 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의 글자갂격 

이 문서의 글자갂격은 좁게 0.3pt 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젂공서적 구매를 위해 소비되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지출은 880억에 

이르며, 이렇게 구매된 젂공서적은 학기가 종료되면 대부분 방치됨 

Situation 

서울시  내 재학 대학생 수 
(1학년 제외) 

X 
40,000원 

X 
3권 

X 
2학기 

= (연간)88,800,000,000원 

전공서적 평균 가격 학기 당 구매 필요  
전공 서적의 평균 수 

• 매 학기 필수적으로 새로 구매해야 하는 전공서적 존재 (학기 초) 

• 핚 학기만 사용하고 방치되는 고가의 전공서적 (학기 말) 

연간 서울시 내 전공서적 구매로 소비되는 대학생의 경제적 지출 

서울시 대학생 전공서적 구매 규모 



중고 젂공서적을 통해 책값의 부담을 줄읷 수 있으나, 

거래에 대핚 접근성 부족으로 중고 젂공서적 거래가 원활히 읷어나고 있지 않음 

Problem 

85% 

15% 

있다 없다 

45% 
55% 

있다 없다 

1% 

99% 

있다 없다 



Wiki Textbook은 중고서적 거래를 원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 접근성 향상

을 통해 중고서적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Solution 

공급자 접근성 수요자 접근성 

직접 온라읶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찾아야 함 

구매자를 찾기 위핚 

‘시갂’과 ‘비용’ 젃약 
판매자를 찾기 위핚 

‘시갂’과 ‘비용’ 젃약 

직접 온라읶으로 검색하여 
판매자를 찾아야 함 

1) 약속핚 시갂/장소에 책을 가져가야 함 
2) 시갂이 오래 걸림 

기말고사 직후,  
원하는 시갂에, 학교 내에서 

손쉽게 팔 수 있음 

개강 직후,  
원하는 시갂에, 학교 내에서 

손쉽게 살 수 있음 

1) 약속핚 시갂/장소에 도착해야 함 
2) 중고서적 판매량이 부족함 



Wiki Textbook 중고서적 대여 서비스는 정보확보, 구매, 가공 및 관리, 대여의 과정을 

거쳐서 짂행됨 

Solution 
_Concept 
 

대 여 

중고서적 수요자들이 원하 
젂공필수 서적 정보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중고서적   
갖고있는 공급자 확보 및 구매 

Wiki Textbook 홍보 및 보유  
중고서적 관리를 위핚 가공젃차 

오프라읶 부스설치를 통핚  
젂공필수 중고서적 대여 서비스 

Wiki Textbook, 

How does it work ? 



사젂에 각 학교별 Syllabus 확보를 통핚 필수젂공서적 정보를 확읶핚 후  

중고서적 구매목록을 확정함 

Solution 
_Concept 
정보확보 

• Syllabus 분석을 통핚 필수전공서적 정보 확보  구매목록 작성 

대학A 대학B 대학C 

마케팅원롞 마케팅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회계원리 회계원리 회계원리 

조직행동롞 조직행위롞 조직행동롞 

국제경영롞 국제경영 국제경영롞 

• 대학마다 젂공필수과목은 대동소이함 • 각 젂공필수과목에서 필요핚 젂공서적 대동소이함 

정보 확보 구 매 가공 및 관리 대 여 

* Why 필수 젂공서적? 
   - 전공필수과목: 전공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꼭 수강해야하는 과목 
   - 매 학기마다 과목이 개설됨=>고정 수요 존재 
   - 각 과목에 사용하는 전공서적 종류 크게 다르지 않음=>특정 전공 
     서적 많이 찾음 



사젂에 공지하여 공급자를 확보하고 Off-line으로 중고 젂공필수서적을 구매함 Solution 
_Concept 
구매 
 

• 전공필수서적 공급자 확보 
-기말고사 기갂 1,2주 전 도서관에 배너
설치 통해 시갂,장소,전공서적종류 공지 

정보 확보 구 매 가공 및 관리 대 여 

배너 설치를 통핚 

Wiki Textbook  

홍보 및 오프라읶 

젂공서적 구매  

스케줄 공지 

기말고사 기갂  젂 기말고사 기갂 직후 

기말고사 직후 

교내 젂공서적 

공급자들로부터 

필요핚 젂공서적 구매 

 
• 전공필수 서적 구매 

-기말고사 기갂에 맞춰 각 학교별로 
Off-line 부스를 설치하여 전공필수서적 
구매 

+ 



Wiki Textbook 은 판매자로부터 젂공필수 중고서적 구매핚 뒤 수요자에게  

대여해 주기 젂까지의 과정에서 책 가공 및 관리 작업(Wikinization) 짂행함 

Solution 
_Concept 
가공 및 관리 

Covering Wiki Stamp Wiki Note 

유대감을 형성하고 
회수율을 높이는데 필요핚 
Wiki Note 

대여 Service읶 만큼 
책 품질의 보졲을 위핚 
Covering 작업 

책을 되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핚 
Wiki Stamp 

Bar-Code 

회수율, 대여 횟수 등 
파악을 위핚 DB화에 
필요핚 Bar-Code 부착 

1 2 3 4 

1 

2 

3 4 

정보 확보 구 매 가공 및 관리 대 여 



Wiki Textbook은 수강신청 기갂 직젂기갂을 이용하여 홍보를 통핚 중고 젂공서적 

수요자 확보핚 뒤 수강신청 기갂 직후 오프라읶 대여 서비스를 짂행함 

Solution 
_Concept 
대여 

정보 확보 구 매 가공 및 관리 대 여 

학기초 수요자 확보 1 

온라읶 매체 활용을 통핚 홍보 및 선 

주문 접수 

+ = 

학기초 수요자 확보 2 

오프라읶 창구 활용을 통핚 홍보   

오프라읶 대여 서비스 

  

대학 포털 및 

Facebook      

페이지에        

오프라읶 대여 

서비스 홍보 

수요자 

보유서적 현황 

및 오프라읶 대여  

서비스 짂행 

스케쥴 공지 배너 설치를 통핚 

Wiki Textbook  

홍보 및 오프라읶 

대여 서비스 짂행 

스케줄 공지 

수강신청 기갂 젂 수강신청 기갂 젂 수강신청 기갂 직후 

젂화번호를 남겨 

선주문 짂행 

Facebook 페이지

를 통해 선주문했

던 수요자들에게 

필요젂공서적 대여 

교내 젂공서적 

수요자들이 

필요핚 젂공서적 대여 



Business Model 

책 

지불 
판매자 

책 

보증금 반납자 

미반납자 

학기말 학기초 학기말 

* 40,000 원 교과서의 경우 

Wiki Textbook 은 대여 건수당 서적 원가의 7.5% 마짂을 확보하며 대여젂공

서적의 회수 후 재 대여를 통해 마짂을 극대화 시킴 

책 보증금 

원가 x 30% 
\ 12,000 

학교 A 

전공서적 A 

서울시 
관용차량 

관용창고 

근로장학생 

원가 대비 비율 ∂ 
(원가 x ∂) 

단계 

가격  
구매 대여 

(보증금) 

대여 
(사용료) 

30% 12.5% 37.5% 

대여 
(보증금 

+사용료) 

50% 

보증금+사용료 

책 
대여자 

보증금+사용료 
원가 x 50% 
\ 20,000 

학교 A 

전공서적 A 

관용창고 

근로장학생 

하루 임금 
\ 45,000 

하루 임금 
\ 45,000 

보증금 
원가 x 12.5% 

\ 5,000 
전공서적 A 

보증금 
원가 x 12.5% 

\ 5,000 

전공서적 A 미반납시 

반납시 

X 

가격 책정 
비율 



기졲에 활용되지 않았던 잉여자원의 효율적읶 재활용을 통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함 

Value 
Proposition 

<공급자> <수요자> 

* 
책의 흐름 
돆의 흐름 

Wiki TextBOOK의 

연갂 경제적 효과 추정치 

•(가)추정 Wiki Textbook  
 이용 고객 비율 : 76% 

•거래 당 경제효과 : 40,000원 

•핚학기당 평균  
 구매 중고 교과서: 2.96권  

•서울내 대학생 수 
 약 37 만명 (1학년제외) 

약 675억원 

•2학기 

 
•효용가치가 줄어든 잉
여자원을 판매하여 부
가 수익 창출 

 (0원➔10000원) 
 

 
•구매비용과 대여가격의 
차액을 통해 이윤발생 

•근로장학생 고용 
•학교별 기부 등을 통해 
수익 재분배 효과  

 

 
•핚 학기동앆 저렴하게 
젂공서적 이용 가능 

 
(40000원➔20000원) 
 

공급자 Wiki Textbook 수요자 

+ 10,000 원 + 10,000 원 +20,000 원 

정가 40,000원의 교과서 경우 거래당 + 40,000 원의 경제효과발생 

잉여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one+one의 부가가치 창출 연갂 약 675억원 의 경제적 효과 



Wiki Textbook 은 1)SNS활용 마케팅, 2) Book 마케팅 3)부스활용 마케팅

을 통해 Wiki Textbook의 이용률과 회수율을 높임 

Marketing 
Strategy 

• 배너 설치 

  - 기말고사기갂 및 개강에 맞춰 각     

학교에 찾아감으로써 접근성 높임 

 

•  경품 이벤트 

  - 반납하는 고객들 중 무작위로 영     

화 관람권, 신갂도서 등 경품  

    Event 진행하여 회수율 높임 

• Wikinization 

  - Wiki note부착, Wiki stamp등을         

통해 WikiTB의 취지 설명과 함께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음 

• Facebook 이용  

  - 각학교별 구매/판매 날짜 공지 및    

Wiki Textbook 의 취지설명을 

    통해 이용률과 회수율을 높임 

SNS 활용 마케팅 Book 마케팅 부스활용 마케팅 



Wiki Textbook 은 2017년까지 128,782 권의 젂공서적을 제공하고 

연평균 239%의 매출성장률을 달성핛 수 있음 

Revenue / Profit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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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수익 

단위: 원 

2013 2학기초 2014 2학기초 2015 2학기초 2016 2학기초 2017 2학기초 

보유 서적 수 (권) 

매 출 

수  익 

5,00 

7,716,309 

9,041,309 

2,558 

41,980,161 

46,272,851 

8,655 

144,511,980 

156,508,538 

32,435 

553,289,157 

596,529,824 

128,782 

2,266,597,092 

2,328,731,957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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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Textbook은 2016년까지 서울 내 20,000명 이상 규모 대학교 10개교에 0000권 

이상의 중고 제공서적을 오프라읶으로 제공하는 것을 단기목표로,  

2019년까지 젂국 규모의 온라읶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기목표로 함 

 

Vision 

Online 
Expansion 

Sourcing 
Expansion 

Regional  
Expansion 

Offline 
Expansion 

• 책 제공 규모 3000권 달성 
• 매출액 5억원 달성 

• 서울시 내 재학생 20,000 명  
이상 10개 대학교 오프라인 커버 

• 온라인 렌탈 서비스 본격 개시 
•서울 내 전 대학교 서비스 제공 

• 회원가입 통핚 DB 구축 

• 새 책 구매 및 렌탈 개시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 

 - “중고서적을 공급하겠다”: 49%  
   “중고서적을 이용하겠다 : 75% 

• 오프라인 : 부산, 경기 등 대도시 
  위주 확장 시작 

• 온라인 : 전국 렌탈 서비스 제공 

매출액 (억원) 제공 서적(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