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포그래픽스

진화하는 공유경제
번역 및 각색 김민혜 KAIST 미래전략 연구센터 연구원 디자인 세일포커스㈜

공유경제는 재화를 쉽게 공유하려는 회사들에서 시작되었다. 이제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 맞닿아 있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물건 공유를 넘어 전문 지식을 나누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유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솔루션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더욱 더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1995년 설립

2008년 설립

2008년 설립

개인이 구인광고, 물건 판매를 할 수 있는

빈 숙소를 활용해 숙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사 등 번거로운 일을 대신 해주는 일자리

온라인 벼룩시장. 1) 개인의 수입은 모두

성 3천개, 오두막 2천개, 섬 9백개와 등대

중개 서비스. 테스크레빗 워커들 평균,

다르다.

4백개가 등록되어 있다. 호스트 1년 평균

하루2-3시간 일하고 45달러를 번다.4)

2)

7530달러를 번다.(뉴욕 기준)3)

For Sale

재화

크레이그리스트

에어비앤비

태스크레빗

(Craigslist)

(Airbnb)

(TaskRabbit)

출처
1 http://www.crunchbase.com/organization/craigslist
2 http://www.nytimes.com/2014/07/20/opinion/sunday/thomas-l-friedman-and-now-for-a-bit-of-good-news.html
3 http://blog.airbnb.com/airbnb-economic-impact
4 http://venturebeat.com/2013/01/21/will-you-leave-your-job-to-join-the-sharing-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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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

국내 공유경제 사례들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쏘카(www.socar.kr) : 카 쉐어링 서비스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모두의 주차장(www.moduparking.com) :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코럭스(www.colux.co.kr) : 명품 가방 공유 서비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키플(www.kiple.net) : 아이옷 공유 서비스
위즈돔(www.wisdo.me) :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
바이써클(www.bicircle.net/) : 자전거 공유 서비스

2009년 설립

2010년 설립

2013년 설립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지식과 전문 기술을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

카쉐어링 서비스. 세계 31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 강사 1인당 평균 7천 달러를 벌며,

운영 중이다. 시간당 20-35달러를 번다.

어떤 이들은 백만 달러 이상을 벌기도 한다.

5)

공유경제 기업들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빠르고 쉽게 공유경제
6)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업체를 만들고 있다. 7)

서비스

전문지식

공유경제 전문 서비스

우버

유데미

니얼미

(Uber)

(Udemy)

(Near Me)

5 http://blog.uber.com/partnersfulltime?indeed?US-Dallas_Indeed_Driver_Acquistion_getlanding%7Cdisplay?dallas/p2p
6 https://blog.udemy.com/the-next-wave-of-the-sharing-economy/
7 http://www.near-me.com/about-us/

● See Futures : Vol.08 • FALL 2015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