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share)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캠핑할 때 사용하는 텐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소유에서 공유로 생각을

바꿔 볼까요?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텐트를

공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텐트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공유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해서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은 사람

들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공유(share)란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

입니다

소유
Ownership

각자 구매 함께 사용

공유
Sharing

개별사용

텐트❶

개별사용

텐트❷

개별사용

텐트❸

필요할 때만 

빌려 쓰기

텐트❶

텐트는 필요한 때가 있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텐트를

가정마다 하나씩 구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자주 쓰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해두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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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면

이런 게 좋아요

공유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캠핑을 가고 싶을 때,

100만원 상당의 텐트를

사지 않고 빌려 쓴다면, 

비용도 크게 절약되고,

일 년 내내 보관하는 불편도

없어지겠죠.

01

공유하면

환경에도 이로워요

공유는 이미 생산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04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유하면 부수입도 

생겨요

만약 안 쓰는

빈 방이 있다면,

외국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어요

02

공유하면

새로운 이웃을 만날 수

있어요

지역 품앗이에 참여하면,

이웃에게 반찬을 해주고

가상화폐를 적립해서

다른 이웃에게 기타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웃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03

가끔 쓰는 물건은 빌려 쓰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을 바꿔 쓰면서 공유 활

동을 실천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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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울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유 서울」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공유활동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유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였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와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공유단

체’·‘공유기업’에게는 「공유 서울」 BI 사용권을 부여하고 일부 기

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청사 회의실, 유용한 공공데이터, 서울사진 

등 시가 보유한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나눔카(카셰어링), 남는 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도시민박, 사

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주

차장 공유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

업들을 찾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에 이로운 활동사회적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물건공유

공간공유

재능·경험
공유

정보공유

「공유 서울」은 서울시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공유’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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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정보 집합소

공유허브

공유와 관련된 소식은 

여기 다 모였다!

http://sharehub.kr

많은 사람들이 

공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아이디어, 

소식, 정보 등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유허브란?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공구,	장난

감,	자전거	등에	대한	정보부터	해

외	사례까지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경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화번

호부처럼	들춰볼	수도	있습니다.

'공유활동'	관련	세미나와	캠페인을	

통해	공유를	알게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	모델과	일상	속의	공유	

활동	등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연결

합니다.
※  공유허브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크리

에이티브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회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공유!

공유허브를 통해

친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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