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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지혜”

beforeafter

요즘 우리 곁에는‘공유’라는 말이 부쩍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공유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공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collavorative
lifestyles

 “공유 네트워크”
공유도시 대전 

공유는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오래된 지혜”

입니다.

우리가 가진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혼자만의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변화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유를 도시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자 합니다. 우리는 공유를 통해 도시안의 공간이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대전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가 당면

한 가장 절실하고도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공간, 물건, 정보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신뢰, 협력, 참여와 소통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

치를 서로 공유합니다. 시민 공동체와 보이지 않는 

관계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공유 네트워크Sharing Network입니다.

공유에 익숙하지 않은 대전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신뢰와 호혜적 경제기반의 공유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시민참여행사와 홍보를 기획합니다.

대전 시민과 함께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의 개념을 학습하며, 공유를 일상생활에 녹여낸 공동체들을 함께 방문

하고 조사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일상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공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며, 공유

네트워크 21개 공동체 간 관계의 확장과 홍보를 통해 공유도시 대전을 만들어 갑니다.

공유네트워크 플랫폼

공유네트워크 아카데미

공유네트워크 공동체

공유네트워크 문화확산

공유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다양한 공유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공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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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속에서 공유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공유네트워크 공동체

21개의 개성 넘치고 열정적인 공유네트워크 공동체들이 모여 공유를 실천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유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공유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느슨하고도 넓은 관계망을 키워야합니다.

그 관계망이 바로 공유네트워크 공동체입니다.

공유네트워크 공동체 SHARING NETWORK COMMUNITY
응원합니다.

Homepage   www.peoplecar.co.kr
Facebook     www.facebook.com/peoplecarsharing
Naver blog  blog.naver.com/peoplecar1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대전일보 7층 피플카쉐어링

“나눔 봉사 도전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원을 받아 회원들 간

에 피플카를 이용하여 만남과 다양한 문화주제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가 같은 이용고객끼리 차량을 같이 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시간단위 차량 이용서비스 

(주)피플카 쉐어링 peoplecarsharing

Homepage   www.tomatoin.com 
Facebook     www.facebook.com/magazinetomato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39번길 38 

“재미와 감동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대흥동문화놀이터 북카페 이데와 문화공간 딴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북카페 이데는 2009년 12월에 월간 토마토가 인수

했습니다. 

대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잡지로‘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이라는 테마로 잡지 제작

벌집 BIRLZIP

대전 곳곳에 퍼져있는 유휴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공간에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확장 할 수 있는 매뉴얼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빈 공간을 사람이 가득한 공간으로, 

벌집은 공유공간과 협업문화를 만드는

 커뮤니티입니다. 

Homepage   birlzip.modoo.at
Facebook    www.facebook.com/birlzip.me?fref=ts
Naver blog  birlzip.blog.me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95-1 B1, 2층 

스터디팩토리studyfactory

저희는 대학교 전공서적 공유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

니다. 대학생들이 구매하는 전공서적은 4년 동안 250만 원 정

도가 지출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가게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학생들의 전공, 교양서적을 비치해 놓고 

대학생들이 전공, 교양서적을 서로 쉽게 교환 할 수 있도록 도와줌

Facebook    www.facebook.com/studyfactory1st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3-28번지 js빌라 301호

Facebook    www.facebook.com/studyfactory1st

대전 서구 둔산동 966번지 pic 빌딩 50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1-14 3층      

비비박스 꿈꿀통 BeBeeBox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공유주거’,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있

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색과 에너지로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삶이 있는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주거권과 청년주거공동체문화에 대한 고민, 

청년의 주거와 커뮤니티/청년문화

Homepage   cafe.daum.net/marukids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1 (법동하나은행 3층)

마루 마을어린이도서관maru 

육아용품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맘룸’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맘룸은 아이를 키우며 필요한 수많은 육아용품을 매번 구입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마을사랑방

Homepage   www.daejeonctv.com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66(3층 대흥동)

미디어는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수단입니다. 단어 자체에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즉 매스미디어가 특정 목적을 좇으면서 소재에서 밀려나고 

뉴스 가치에서 뒷전으로 처지는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 daejeonctv

엄마의 레시피는 기존의 소셜 다이닝을 넘어 요리경연대회를 통

해 참여자가 직접 요리를 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

다. 즐겁게 먹자! 는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 친구에게 요리를 배우

는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더 벤치

Facebook    www.facebook.com/atthebench
Naver blog   blog.naver.com/atthebench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42-14 카페h

The BENCH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리경연대회를 만들어 갑니다.

예술공동체‘나마스테’namaste

엄청나다‘공유주방’kitchen share

‘주방을 공유하다’로 공간공유를 수단으로 하여 그 공간 내에

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픈된 조리 공간, 건강한 식재료, 이색적인 레시피를 제공하려 

합니다. 

‘엄마와 청년들이 날다’ 라는 뜻으로, 예비맘과 

열정 넘치는 청년들이 뛰어들어 뭔가 해보고자 합니다.

짜투리나무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46번길 77 대전제일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참고서, 도서, 학용품, 교복, 반티 등을 

공유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교실,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

서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는 공유경제 이론적 이해 및 쉐어비파티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제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로 구성된 공유경제 동아리

CSL 코칭스쿨 문화캠퍼스CSL coaching school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

니다. 이 공간에서는 공부, 프로젝트, 토론, 독서 등 아이들이 원

하는 활동공간을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진로

와 학습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에 맞는 진로방향을 설정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284-4번지 2층, 3층

Homepage    www.tjlets.or.kr

대전시 중구 대흥동 488-17 2층

원도심 렛츠 Let’s

밥상공유로 월, 수, 금 점심에 진행하는 밥상공동체‘현미밥상’

과 주제별로 진행되는 밥상공동체‘두루만찬’이 있습니다. 물

품공유에서는 등록소상설판매, 중고물품거래, 품 거래가 상시

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로 문화를 나누어 일상적인 소비를 

삶이 풍성해지는 소비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즈온협동조합 wezon

ICT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접근성의 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으나,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이 점

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은 장애인입니다. 

당사자 스스로가 정보접근성을 해소하는 활동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아가는 단체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30 승촌빌딩 303호 

Homepage    www.wezon.co.kr/

Project_U
가치읽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195-1 B1, 2층 

매달 매년 많은 출판물들이 발행됩니다. 하지만 잡지류는 시기가 

지나면 버려지거나 아무도 읽지 않는 채로 방치됩니다. 그런 

소비되는 출판물을 자원으로 재고찰하여 양질의 정보를 재구성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전 내엔 핵심 공공기관과 더불어 문화예술 기관들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출판물 및 간행물에서 양질의 정보를 재구성하고 

공유, 지식공유 커뮤니티 

마을카페 공유

Facebook    www.facebook.com/CoCafe06

대전광역시유성구 신성남로 99, 1층 (신성동)

신성동의 공유공간인 ‘마을카페 공유’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

들이 만나며 네트워크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어른들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 (100人 파도타기, 서재를 빌려드립니다. 공유

공동체안에서 역량을 강화하여‘배움터-일터-시장’ 

융합 자원네트워크형 일자리를 설계합니다.

공유서가를 통해 책뿐만 아니라‘책 읽는 문화’를 공유하여 

청년과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인문과 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지역사회의 지식자원

(대학교/과학특구)과 독서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책을 큐레이팅

커뮤니티 공유서가분양과 공유 / 도서 큐레이팅 / 

북 커뮤니티 활성화 / 이벤트를 꿈꾸는 공유서가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여행자

도시여행자 <여행도서관>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는 여행 가이

드북 및 여행 관련 서적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

폼을 제공합니다. 

대전 여행을 안내하고, 여행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0-3번지 1층

Homepage   citytraveller.co.kr/
Facebook     www.facebook.com/fairtravelpage

TOMATO월간 토마토

북카페 이데를 기반으로 토마토가 꿈꾸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공연이나 전시,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딴데는 이데 2층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아카데미에서는 운전미숙자를 위한 드라이빙 아카

데미를 개최하여 기존 피플카 장기 이용 회원의 재능기부로 운

전연수를 진행하며 회원과 운전 연수 희망자의 만남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공유문화의 주제를 토론합니다.

공간에 협업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개별적 공간의 가치를 

서로 이어주고 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

됩니다.

절반 금액에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스터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터디 팩토리의 목표입니다. 

Homepage    cafe.daum.net/moviechang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38, 메트로존빌딩 414호

나우영화치료연구소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편안하게 접근하는 문화 컨텐츠인

‘영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매체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상생시네마클럽’에서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참여자들이 상호 

작용(관람, 토론)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생시네마클럽’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가치를 관람자와 함께 축적하고 이를 공유하여 건강한 교육·

문화적 경험을 향유해 나갑니다.

그곳의 여러 간행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아카이빙함으로써 

보다 대전다운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유용한 정보들을 번역하여 습득하

는 지식공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해외 지식에 

대한 높은 문턱을 함께 낮추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이 시민참여형 미디어로 태어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CTV라는 앱(APP)을 통해 대전 시민들이 

자유롭게 미디어를 공유하고 나누는 매개수단이 되기를 희망합

니다.

건강하게 먹자! 는 내가 손수 고른 식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하도

록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 먹자!는 일식일연(一食一緣), 한 끼

의 식사로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 다이닝 메이트(Dining Mate)

를 만들어 봅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 블로그를 만들 예정일뿐만 아니라‘쉐어하우

스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매월 

쉐어하우스 게스트데이를 열어 여러분을 초대 할 예정이랍니다.

Facebook    www.facebook.com/cafedahlia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77번길, 17

레 리브흐 LES LIVRES 

현재 대전광역시의 도서관은 대부분 동구 서구 유성구 위주로 

위치해 있어 대덕구의 주민들은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개인 도서 공유와 같은 공유서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라

고 생각합니다. 

개인 도서 공유 플랫폼

또한 책들을 실제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에 모아, 읽고 싶어 하는 

이에게 공유합니다. 도서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도서 앞

장에‘독서카드’를 제작하고, 소외계층, 이른바 지식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골고루 정보를 제공고자 합니다.

하고 커뮤니티행사를 열어‘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과학도시’, 

‘사유와 낭만이 깃든 청년/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도시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 서로의 

문화, 예술적 재능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예술가들의 재능이 모여 하나의 복합문화 공유 공간을 창출하고 

청소년, 일반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재능을 사회에 교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도시 포화상태 1인 다가구가 아닌, 다인 1가구로써 금전적인 소비

를 감소하고, 공간적 주거문제 해결하려 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음식을 만들어보거나 사먹기에는 비싸지만 

만들어 먹으면 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재료준비가 까

다로운 음식을 공유주방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보다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공유하여 재분배함으로써 

가정경제를 돕고, 자원의 낭비를 줄여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남기고 싶은 엄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Homepage   www.fairtravelkorea.com
Facebook     www.facebook.com/fairtravelpage
blog               fairtravelkorea.tistory.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51 3층 

(사)공감만세 인터내셔널fairtrave

사내 유휴공간을 여행자를 위한 정거장으로 공유하여 여행자들

이 여행 전ㆍ후 계획 및 결과물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들 간 동아리를 만들어 인프라네트워크를 마련

여행을 통한 지역재생 및 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더 나아가 국제개발

을 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흥동 공정여행지를 바탕으로 문화ㆍ예술 

관련 장소를 소개하고 대전 지역 내ㆍ외 여행자들이 그 지역을 

찾아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에 장애인들과 함께 사람의 중요한 인권 중‘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찾자’라는 기본 바탕을 두고,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

유하고, 실천해보며 정보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책읽기)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책 속에서 보물

찾기)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합니다.

여행 강연 프로그램 및 정기적인 북 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주

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간공유는 회원대여(교육 공간, 회의공간대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공유에서는 품앗이교실(민화그리기, 천연 화장

품 만들기, 퀼트, 아코디언, 육아품앗이)과 짜투리시장 원데이

클래스, 생명평화강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통상고등학교는 경영과와 국제교류과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맺거나, 지역의 어른들이 자신이 

직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천운동으로는 버려지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비석치기 전래놀

이 도구를 만들어 마을도서관에 가져다주는 활동을 진행하던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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