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전문기업!! -GBC

신성장 동력 공유경제, 정책개발 !!!

일본 공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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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1. 연수의 취지 및 주요 내용

2. 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설정

3. 연수 진행 FLOW

4. 연수 주요 일정

5. 방문 기관 프로필

• 일본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의 성공사례에 대한 실천적 이해
•

SNS,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창생적 플렛폼의 다양화 사례

• P2P를 활용한 공유경제 플레폼의 글로벌 성장 요인
• 특화 된 공유경제와 성공적인 공유경제 전개사례 습득
• 기업, 지역과의 네트워크으로 성공한 실제 사례를 확인 접목
• 우리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성 제시

WCU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신아이디어와 독보적 경쟁력으로 성공적인

1. 아이디어 성과가 우수한 기관

▪ 명확한 발전방향,
전략 실행계획, 혁신
지향적 조직

2. System측면이
우수한
입학자원
전망 기관

공유경제 플렛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의 최고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

3. 마케팅적 측면이 우수한 기관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핵심역량

공유경제 성공을 위한 외부재원 조달 및
▪ 마케팅/후발 주자로서
성공한 마케팅, 브랜드제고

마케팅의 한계 극복 지원 방안은?

• 본 연수시 기관 방문은 ① 실무자 개요 설명 → ② 주제 설명 → ③ 관련 시설 견학 →
• ④ Q&A 및 자유토론 등 총 4단계의 체계적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30분

40분

대학 실무자개요
설명회
설명

▪ 해당 기관의 개요, 현황에 대한 설명

Q&A 및 자유
토론
주제
설명

▪ 연수 테마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전에 요청한
질문서 내용에 대한 발표
▪ 현지 통역사를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총 2시간
소요 예상

(이동시간 포함)

50분

30분

현장 실습
관련체험
시설 견학

대학
Tour및 상호 질문
Q&A

▪ 현지 방문기관의 다양한 시설등을, 현지 실무
담당자의 인솔 하에 견학 벤치마킹

▪ 발표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 우리의 실상과 비교하여 대한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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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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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출국 : 인천공항-> 동경나리타
▣ 인프라 탐방:
- MERVHARI: 짜뚜리 공간을 이용한 자전거 쉐어
- NEC 이노베이션 월드: lOT등 4차산업혁명 시뮬레이션
▣ 현지 연수 간담회
▣ 공식 방문 1) (社団法人)쉐어링 에코노미 協会 (SEAJ)
- 일본의 공유경제 활성화의 지원을 위한 기관
- 최근 일본의 다양화하는 공유경제 현황과 비젼
▣ 공식 방문 2) SPACE MARKET
- 유휴 공간을 이용한 공유경제 플렛포움
- 최근 급성장하는 일본 대표 공유경제의 사례
▣ 인프라 탐방: 공간 쉐어 공유 사례
▣ 공식 방문 3) MAKUAKE
후원형 펀드 개념을 공유경제 플렛포움으로 성장.
- 스타트업, 지역경제활성화의 공유경제 사례
▣ 관련 인프라 탐방:
- TSUTAYA: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공간의 서점
- 헨나 카페: 커피를 만들어 주는 로봇등의 카페
▣ 인프라 탐방 & 자료 수집
▣ 귀국: 동경 나리타->인천

※ 시간은 모두 현지시간이며 상기 일정 및 방문대상 기관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社団法人)쉐어링 에코노미 協会
(SEAJ : Sharing Economy Association, Japan)
기관 개요
⚫ 설립: 2014년
⚫ 홈페이지: https://sharing-economy.jp/ja
⚫ 주소: 東京都千代田区平河町2-5-3 Nagatacho GRID
주요특징
⚫

일본 공유경제협회로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과 지원‘을 목표
로 설립.

⚫

공유경제 기업들이 제공하는 공유물의 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어 ‘공유경제 신뢰마크’ 제도를 도입, SEAJ가 공유경제 기업
들을 심사하여 인증된 기업에 신뢰마크를 발행.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테스트해보는 방식
으로 2018년 부터 일본 전 산업에 도입.

⚫

기업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공유 경제에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환경을 준비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유 경제활성화 지원
연수 주요 POINT

⚫ 일본형 공유경제의 현황과 비젼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株)SPACE MARKET (Spacemarket)
기관 개요

⚫
⚫
⚫
⚫

설립: 2014년
홈페이지: https://spacemarket.co.jp
주소: 東京都新宿区西新宿 6-15-1 ラ・トゥール新宿 608
연락처: +81 3-4405-2331
주요특징

⚫

스페이스 마켓은 독특하고 유휴한 시설의 임대를 중개하는 공유
플랫폼

⚫

전시, 박람회, 시즌 구장, 결혼식장 등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공
간을 쉽게 빌리는 서비스를 제공. 특별한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여유 시간에 공간을 임대해
수익을 내고, 공간 사용자는 지금까지 찾기 어려웠던 다양한 종
류의 공간을 사용 목적에 따라 쉽게 빌릴 수 있음.

⚫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시설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채팅
형식의 메시지를 통해 거래 쌍방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
며 파일이나 사진 첨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조사에 드는 수
고를 줄일 수 있음.
연수 주요 POINT

⚫ 최근 성장하는 일본의 대표적 공유경제 현황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TOOL

(株)MAKUAKE (Makuake, Inc.)
기관 개요

⚫
⚫
⚫
⚫

설립: 2013년
홈페이지: https://www.makuake.co.jp
주소: 東京都渋谷区渋谷2-16-1 Daiwa渋谷宮益坂ビル 10F
연락처: +81 3-6758-2205
주요특징

⚫

일본의 후원형 펀딩공유 플랫폼 1위 업체.

⚫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패션, 혁신 소비재, 교육, 아트, 사회공헌,
지역활성화, 출판, 연극, 음악,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와 대중 투자자 간의 매칭을 지원.

⚫

장르를 불문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게재되고 있으며, 뉴
스 및 정리 등으로 상품이 소개되는 등 화제성이 있어 일본에서
도 탑클래스로 인기있는 사이트.

⚫

마쿠아케를 통해 많은 유·무형 제품들이 일본시장에 알려지고
있고,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샤프와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대기
업들도 신제품을 출시할 때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
연수 주요 POINT

⚫ 지역, 기관, 기업등의 협업이 되는 공유경제 플렛폼
⚫ 일본의 새로운 공유경제 플렛포움

(株)KIDSLINE (KIDSLINE Inc.)
기관 개요
⚫
⚫
⚫
⚫

설립: 2014년
홈페이지: https://kidsline.me/corp/
주소: 東京都港区六本木5-2-3 マガジンハウス六本木ビル7F
연락처: +81 3-5770-8612
주요특징

⚫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베이비시터와 연결해주는 공유형
플랫폼

⚫

스마트폰 앱 상에서 실시간으로 호출이 가능한 베이비시터 리스트
를 확인한 뒤, 원하는 일정에 베이비시터를 예약할 수 있음

⚫

모든 베이비시터는 면접을 거친 뒤 플랫폼에 등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가 공개되어 있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
를 선택할 수 있음

⚫

비싼 가격과 불안감으로 인해 그간 일본 내에서는 성장하지 못했
던 베이비시터 시장을 변화시키는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음.
연수 주요 POINT

⚫ 일본의 주목받는 미래복지형 공유경제
⚫ 안심이용 TOOL

㈜TASKAJI (TASKAJI housekeeping)
기관 개요
⚫ 설립: 2013년
⚫ 홈페이지: https://corp.taskaji.jp
⚫ 주소: 東京都港区芝2-26-1 iSmartビル301
주요특징
⚫

2013년 설립한 가사 공유 서비스 업체로 현대의 맞벌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등 가사 도우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
립.

⚫

청소부터 육아까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안심 가사 대행 서비스
라는 평가.

⚫

다양한 역량의 베이비시터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검색 가능하
다는 점이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중개 서비스들과의 차이점으로
꼽힘.

⚫

1시간에 1,500엔 부터 3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음. (25,000명이 이용하고 가사 도우미로 800명이 등록되어 있
음)
연수 주요 POINT

⚫ 온라인상의 공유경제 시스템
⚫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공유경제 TOOL

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