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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와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창의)

} 누구에게나 열린 평등 (누구나 기회를 얻는 평등)

} 모두가 모든 것을 공유 (존재한다면 공유한다)

}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안전 (누가 안전을 보장할 것

인가?)

} 배려하는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3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책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Hybrid Economy' 에서 사용된 말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상업적 경제 외에 관계에 기반을 두는

화폐 교환 밖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의미

◦ 가격의 잣대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설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며,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됨을 강조

◦ 사례: 위키피디어,  오픈 디렉토리, 인터넷 아카이브, 구덴베르크 프로젝트 등으로 대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

} 협력적 소비:  1978년 마르쿠스 펠슨 (Marcus Felson)과 조 스패스(Joe Spaeth)의 ‘커뮤니티 구조와 협력적 소비: 평상

적 활동으로 접근’이라는 논문 에서 사용된 것이 시초.  이 개념은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가 2010년 책 ‘What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

◦ TED글로벌2012에서 보츠만은 협력적 소비는 사회 혁명으로 다수의 플랫폼을 가로지르는 신뢰의 개념이 새로운 협력 경제

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

} 접근 경제 (Access Economy): 실제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

를 더 잘 표현 - “공유경제의 성장(The Rising of the Sharing Economy)”의 저자 닉 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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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미디어 기반의 오프라인 공유경제

◦ 주차장 세일 (Garage Sale)과 같은 개인적인 중고 제품들의 판매/공유

◦ ‘벼룩 시장’과 같은 지역 기반의 무가지 미디어를 활용한 중고장터

◦ 구청의 재활용 센터와 같은 지역 공공기관의 활동

} 인터넷 세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컨텐츠의 공유 확대

◦ 정보의 공유 :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아카이브

◦ 음악의 공유 : Napster, 소리바다

◦ 소프트웨어 : BitTorrent, SourceForge.net, Github, 코드플렉스

◦ 비디오 : YouTube

◦ 디지털 정보의 합법적인 공유 모델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개인 소유물이 공유대상으로 전환

◦ 에어비앤비, 우버, …

}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

◦ 공유 도시: 샌프란시스코,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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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fficial definition  
} Generally organized around a technology platform that 

facilitates the exchange of goods, assets, and services 
between individuals across a varied and dynamic collection 
of sectors.  

} Related terms include “collaborative economy,” “gig 
economy,” “on-demand economy,” “collaborative 
consumption,” or “peer-to-peer economy.”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se ideas, but substantial overlap in 
concept.  

} Examples of companies that facilitate exchange of 
property or space: 
◦ Airbnb (rent out a room or a house) 
◦ RelayRides and Getaround (rent out a car)
◦ Liquid (rent a bike)  

} Examples of companies that facilitate exchanges of labor: 
◦ Uber and Lyft (get a ride or share a ride)
◦ Taskrabbit (on-demand labor for a wide variety of tasks)
◦ Handy (house cleaning and home repair) 
◦ Instacart (on-demand grocery-shopp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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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PE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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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의 글로벌 가치는 3,100억불의 경제 가치로 성장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 Op Opinion)

} 2013년 공유경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출의 규모를 35억불로 예측하고 있으며 25%의 성장을 이룰 것 - Forbes

} 가트너 그룹은 개인간의 자금 대여 시장이 2013년에 50억 불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

} 프로스트 설리반은 자동차 공유가 북미에서만 2016년에 33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레이첼 보츠만은 공유 경제가 개인 간 렌탈 시장만 260억 불에 달하며 전체적으로 1,100억 불의 경제 규모를 이룰 것

} 서울시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5%가 참여시 주차장 1,862면 건설효과를 가져오며 23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

} Sherpa Ventures, “On-Demand Economy Report,” August 2014

◦ Estimated 80 million “sharers” in US in 2013 (includes 33 million “resharers” selling pre-owned goods). 

◦ $3.5 billion in revenue in US in 2013; surpassing 25% over the previous year

◦ Globally, revenues of $15 billion today may increase to $335 billion by 2025. 

◦ Venture capital firm investment: $1.7 billion in 117 companies in 2013, up from $500 million invested in 78 companies in 2012.

◦ 23% of the US population has engaged in at least one exchange using one of the latest generation sharing economy platforms within the 

last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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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Municipal, Boilermakers and Allied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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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llows only permanent residents to offer 
short-term rentals, establishes a new city registry 
for hosts, mandates the collection of hotel tax, 
limits entire-home rentals to 90 days per year, 
requires each listing to carry $500,000 in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es guidelines for 
enforcement by the Planning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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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regulatory action makes sharing economy 
transactions illegal or costly to facilitate

} Governments raise tax burden on sharing economy 
transactions

} High-profile events raise significant safety concerns, 
triggering a loss of trust in the sector.

} Unanticipated technological disruption (that leapfrogs 
sharing economy models)

} As sharing economy platforms scale, they lose 
authenticity and differentiation over competitors

} Potential for large-scale acquisitions that reduce 
investment and subsequent growth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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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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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 (2015-2025)

◦ 정보와 지식의 공유 → 자원의 공유 à 실시간 데이터의 공유

◦ 새로운 공유 기술의 등장 (IoT 기술에 의한 데이터 공유, VR 기술)을 통한 감각의 공유 (인간과 로봇의 초기 결합), 센서 데이터의 공유 –
모바일 크라우드센싱

} 향후 20년 (2025-2035)

◦ 행동과 경험의 공유 (여행, 스포츠, 개인 관계)

◦ 소프트웨어나 로봇과 공유 또는 원격 접근과 홀로그램을 통한 간접 경험 확대

} 향후 30년 (2035-2045)

◦ 기억의 공유, 일부 의식의 공유

◦ 타자와의 공유가 BCI 등을 통해 정보가 뇌로 전달 → 학습의 변화

}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규제할 수 있는가? 폭력, 섹스, 전쟁과 살인, 비인간적 내용과 경험

} 디지털화된 감각과 경험의 공유는 진정한 공유로 해석할 것인가? 이를 통한 학습 수준과 자격 인증을 해줄 것인가?

} 사회의 공유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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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Magazine, 
IEEE (Volume:52 ,
Issue: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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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욕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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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T Technology Review]

“NASA hopes to use 
HoloLens aboard the 
space station to allow 
astronauts to work with a 
remote expert who can 
see what the astronaut 
sees and help with 
unfamiliar tasks”



} Adult entertainment will be the number three driver of all VR content behind movies and games. The porn VR 
business will grow into a $1 billion industry by 2020 - Piper Jaffray research analyst Travis Jakel

} Jakel forecasts that 3% of VR users will pay on average $35 for adult content in 2016 accounting for $13 million 
of the total market—compared to 5% of VR users spending on average $56.66 on games accounting for $35 
million of the market, and 15% of VR users spending on average $8.19 on movies accounting for $15 million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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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ortu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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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ybrid thinking will be a combination of biological and 
non-biological though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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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deck, 출처: Star Trek T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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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허용하는 공유의 대상과 범위

◦ 허가와 법적 처벌

} 가상 경험과 실제 경험의 차이

} 정체성의 문제

} 새로운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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