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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정의

무너진공동체의식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41.1 Community의정의

 A community is a small or large social unit (a group of living things) that has 
something in common, such as norms, religion, values, or identity
(Wikipedia)

 공동체는규범, 종교, 가치또는정체성과같은공통점이있는작거나큰
사회적단위 (살아있는집단의집단). (Google 한국어번역)

https://en.wikipedia.org/wiki/Norm_(social)
https://en.wikipedia.org/wiki/Religion
https://en.wikipedia.org/wiki/Values
https://en.wikipedia.org/wiki/Identity_(social_science)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51.1 Community의정의

 Communities often share a sense of place that is situated in a given 
geographical area (e.g. a country, village, town, or neighborhood) or in 
virtual space through communication platforms.

 커뮤니티는통신플랫폼을통해주어진지리적영역 (예 : 국가, 마을, 
마을또는인접지역) 또는가상공간에위치한장소감각을종종
공유한다. (Google 한국어번역

https://en.wikipedia.org/wiki/Place_(geography)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61.2 공동체(共同體)에대한이미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71.3 우리나라의공동체전통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qmfuEv8beAhUKvrwKHc1SDEgQjRx6BAgBEAU&url=https://opengov.seoul.go.kr/budget/400421&psig=AOvVaw0XZGpnwApQKZe8QzhZOLYu&ust=1541824749951669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qmfuEv8beAhUKvrwKHc1SDEgQjRx6BAgBEAU&url=https://opengov.seoul.go.kr/budget/400421&psig=AOvVaw0XZGpnwApQKZe8QzhZOLYu&ust=1541824749951669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81.4 우리의현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91.5 공동체붕괴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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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공동체와스마트시티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12.1 스마트시티의미래상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22.2 누구를위한스마트시티인가?

VS.

Smart People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32.3 스마트한공동체

“개인소유”에서 “공유”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42.3 스마트한공동체

“관용과나눔”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52.3 스마트한공동체

“빌려서쓰고, 같이쓰고”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x9-2fhszeAhVIx7wKHWZBBSMQjRx6BAgBEAU&url=http://www.dldc.org/2014/12/01/we-care-lk-food-bank-christmas-food-drive/&psig=AOvVaw2oM5Mv72-0eGw9AY_uScrk&ust=1542015689981405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62.3 스마트한공동체

“에너지도나누어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72.3 스마트한공동체

“데이터를사고판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82.3 스마트한공동체

“함께자녀를현장에서가르친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dpP2riszeAhVHfrwKHfFyBY8QjRx6BAgBEAU&url=http://froma.co.kr/248&psig=AOvVaw0iROELLcotIG1JJuo8C2UA&ust=154201674621272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dpP2riszeAhVHfrwKHfFyBY8QjRx6BAgBEAU&url=http://froma.co.kr/248&psig=AOvVaw0iROELLcotIG1JJuo8C2UA&ust=1542016746212724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192.3 스마트한공동체

“사회적약자들에게편리한도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202.3 스마트한공동체

“함께취미생활을할사람을찾아서 ”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212.3 스마트한공동체

“직접참여”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22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디지털플랫폼을통한
시민과전문가누구나참여가능한

새로운경제협업생태계로공동체를자신이직접제안

2.4 미래공동체를어떻게만들것인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도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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