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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의공유경제

* 보다자세한내용은브런치북참조 https://brunch.co.kr/brunchbook/c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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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의공유경제Part 01

공유경제? 뭔가 거창해 보여

공유경제가 뭐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일상생활속의공유경제Part 01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당근마켓

빨래방

공유차량

공유주거
에어비앤비

공유오피스

지식공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공유주방



* 보다자세한내용은브런치북참조 https://brunch.co.kr/@kw0762/96

공유킥보드의명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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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킥보드의 안전성Part 02

장소에따라
속도규정차별화

의무화에찬반논란
있음

벌금뿐만아니라
인센티브도고려



2. 공유킥보드의 편리성Part 02

이동의편리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시너지

이동의즐거움



3. 공유킥보드가 나아갈방향 : 요금체계다양화Part 02

사진 : 주간조선, 공유 전동킥보드 TOP5 직접 타본 결론은, 임화승 영상미디어 기자

시간별, 이용자별, 용도별등요금체계다양화필요



3. 공유킥보드가 나아갈방향 : 시스템적관리Part 02

안전성제고를위한시스템적관리필요

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뉴스포스트



3. 공유킥보드가 나아갈방향 :  통합모빌리티로확장Part 02

공유킥보드, 자전거, 버스, 지하철등이연계된통합모빌리티로확장



* 보다자세한내용은브런치북참조 https://brunch.co.kr/@kw0762/97

공유자전거의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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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타기의즐거움Part 03



2. 자전거타기의어려움Part 03

자전거전용도로의
부족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접근어려움

춥거나덥거나비오는날씨
의존성높음



3. 공유자전거이용방법Part 03

QR코드나앱을이용하여지자체의공유자전거대여가능

광주 타랑께



3. 공유자전거이용방법Part 03

QR코드나앱을이용하여민간업체의전기자전거대여가능

카카오T 바이크(전기자전거)



4. 공유자전거가 나아갈방향Part 03

✓ 자전거전용도로확보

✓ 전기자전거도입

✓ 통합관리기관 지정

✓ 통합모빌리티로 연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브런치북 참조 https://brunch.co.kr/@kw0762/98

빨래방은어디까지
진화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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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빨래방의필요성Part 04

1인 세대의 증가

좁은 집

의류 관련 가전제품의
다양화



1. 빨래방의필요성 : 1인세대의증가Part 04

자료 : 세대원수별 세대수 비율 변화, 행정안전부, 2020년 6월 기준

1인세대수가 38.5%, 2인세대까지합하면 60%가넘음

단위: %



1. 빨래방의필요성 : 좁은집Part 04

자료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313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313431


1. 빨래방의필요성 : 의류관련가전제품의다양화Part 04

삼성전자 - 신발관리기LG전자 - 건조기, 세탁기, 스타일러 세트



2. 빨래방단점Part 04

가격이비쌈

이동번거로움

기다리는시간낭비가많음

창업비용이많이듦



3. 빨래방사례Part 04

나주혁신도시주유소에빨래방과카페를결합한복합공간등장

빨래방(1층)

카페(2층)

커피SAY & 세탁풍경 빨래방



4. 빨래방이진화할방향은?Part 04

✓ 공유경제를 활용한 경제성확보

✓ 의류 관련 가전제품의완비

✓ 공간 이용의 복합화



* 보다자세한내용은브런치북참조 https://brunch.co.kr/@kw0762/100

아파트에커뮤니티시설이
왜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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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1. 아파트에커뮤니티시설이왜필요할까?Part 05

법적의무화때문에처음설치되었으나, 

지금은브랜드이미지를높이고차별화하기위해서

더많은시설들이설치되고있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추가 설치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추가 설치

150세대이상 300세대이상



2. 아파트커뮤니티시설의장점Part 05

*출처 : 자이안센터(커뮤니티센터예시)

공간효율성이높음

서비스확장가능성이높음



3. 아파트커뮤니티시설의단점Part 05

운영비용이
많이듦

운영비용부담의
형평성논란

위화감논란



4. 아파트커뮤니티시설의발전방향Part 05

✓ 커뮤니티 서비스의확장

✓ 아파트 단지내 고용창출

✓ 커뮤니티 시설 외부개방

✓ 공유물품대여



4. 아파트커뮤니티시설의발전방향 :  공유물품대여Part 05

공유 물품 대여



5.업사이클링센터로 업그레이드하기Part 05

업사이클링센터예시



* 보다자세한내용은브런치북참조 https://brunch.co.kr/@kw0762/104

소유에서공유로
: 경험부자가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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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소유의철학Part 06

회의적 환경주의자?

공수래 공수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집?
명성

2. 삶에서중요한것은무엇일까?Part 06

돈?

시간?

경험

가족

건강
행복



3.경험부자가되자Part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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