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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1)

김 민 호*ㆍ박 주 희**
국문초록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형태가 확산되고 있
다. ICT플랫폼을 매개로 공급자 간 차량이나 숙박시설 등 유휴자산을 거래하는
‘공유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는 이미 익숙한
문화로서 새롭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망과 사물인터넷이 그 거래량을 대폭 증대
시킴으로써 공유경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
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미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는
높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은 우리가 눈여겨 볼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 서비스는 국내 진
입과 동시에 법제도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공유경제
의 본질과 그 내재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기도 전에, 국내 공유
경제 이슈는 이미 실종된 듯하다. 물론 법제도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
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규제는 끊임없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는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
토하고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려는 태도이어야 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하면서,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공유경제 규제사례를 통
해 혁신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규제 자세를 진단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갈등을 조정하고 위험을 방지할 법제도적 방안들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혁신산업이 겪는 첫 갈등의 관문인 진입규제 문제이다. 현재 공유경제
도 국내의 사전진입규제에 막힌 상황이다. 사전진입규제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
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 국회 규제프리존법안은 숙박공유형태의 공유민박업이 기한제
한을 전제로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차량공유도 운행범위를 지역적, 시간
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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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측면이다. 미국과 EU 논의에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평
가도구를 담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 거래
에서의 환불이나 피해보상 등 보증 보험의 도입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는 과세 문제인데,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원칙에 따라 공유경제에 대한 합
리적인 과세기준과 과세집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 방법의 논의이다. 이는 공유경제 관련 모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놓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성의 논의이기도 하다. 공유경제 플
랫폼은 협력적 공유사회 실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
성해가는 공유경제 구성원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강한 규제와 법적 책
임부터 묻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유도하는 방향
으로 공유경제 메카니즘이 형성되는 것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합
리적 방안이다.
주제어: 공유경제, 숙박공유, 차량공유, 규제 샌드박스, 플랫폼 자율규제

목차
. 서론
. 지능정보사회와 규제
. 공유경제 등장과 의의
. 공유경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향후 논의 과제
. 결론

Ⅰ. 서 론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는 가운데, 경제사회분야에서 정보통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신
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
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가가고 있지만,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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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넘어 그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신뢰’가 사
회발전에 꼭 필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관점1)에서, 공유경제야말로 과학기
술 기반 위에 신뢰사회를 제고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경제사회모델이다.
하지만 혁신은 언제나 새로운 것, 때로는 예측되지 않고 파괴적인 것을
생산해내는 반면, 법은 항상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2)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괴적 혁신이 가져오는 기술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확립3)될 정도로 기술과 규제는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기술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논의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가치 및 쟁점들을 들
여다봄으로써 과학기술 및 혁신과 규제 측면을 고민하고, 또 공유경제 활성
화와 부작용 대비를 위해 세계적 흐름을 진단해 국내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를 둘러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
으려 한다.

Ⅱ. 지능정보사회와 규제
1. 규제 개념과 규제 방식의 변화
(1) 규제의 개념
전통적 의미의 규제는 ‘국가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의 전반’으로서, 법령을
통칭하거나 구체적인 처분 또는 법의 적용 집행 행위이라 할 수 있다. 당
1)

2)
3)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를 통해 ‘신뢰’가 사회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욱, 제도의 힘,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139쪽)
Thomas Fetzer 김태오, 혁신과 규제-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예측불가능한 것
에 대한 규제방식,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52쪽.
윤혜선, 신흥기술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 201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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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규제의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가 된다.4) 그래서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
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질서한 것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 규제이고, 태생적 역할상 정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
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통해 민간의 경제사회활동을 규율5)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6) 행정규제기본법에서도 행정규제의 정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규제는 국가 등이 사인에 대해 통제 또는 구속하는 것이
다.

(2) 지능정보사회와 규제 개념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활용기술, 인지기술, 사물인터넷기술, 클라우드컴퓨
팅 등을 통하여 인지 학습 추론 등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활동을
구현하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
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체계를 새로운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맞게 개편 재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요
구하고 있다.7)
특히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의 논
의는, 주로 ‘규제’ 문제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규제는 그 시대의 문명수준과
산업환경에 따라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도 하고, 기술에

4)
5)

6)
7)

계인국,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31쪽.
금지(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 주고 처벌), 인가 허가 면허(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정행위 못하게 함), 정부결정(주로 가격규제로 통제), 행정지도(민
간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 등.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14, 18-27쪽.
김민호 이규정 김현경,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8권3호, 2016,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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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어벽 역할도 동시에 가진다. 그런 이유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개념도 여러 각도로 해석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통용되어 온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 용어에서의 규제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개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최근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서의
규제논의는 정부가 기술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위험을 예방하는 것
을 규제로 보고 있다. 규제의 본질을 경쟁과 대응 충돌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제해오던 논의도 규제와 경쟁, 양자가 조화를 찾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
다.8) 그래서 규제는 단순히 제재적인 것이 아니라 급부를 제공하는 것까지
총칭하여 정의될 수도 있고9),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이행기에서 규제는 불필
요하고 걸림돌이며 철폐의 대상만은 아니며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
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유인 지원하는 적
극적 기능도 지닌다는 의견10)도 있다.

(3) 규제 방식의 변화
규제 개념이 기술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듯이,
규제의 방식도 국가철학의 방향, 공공과 민간부문의 활동 범주에 따라 변화
를 모색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공법에 토대한 국가의 명령적 또는 급부제공
적 처분을 전제로 하는 ‘고권적 규제’가 통상적인 규제 방식11)이었지만, 경
제영역에서의 민간부문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자율규제’가 등장하게 되었
다. 자율규제란 사회영역에서 자발적 자치적인 규제를 의미하며, 자기의 이
익 추구 및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위영역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12)
8)
9)
10)
11)
12)

김현경,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8집, 2015,
478쪽.
김재호 김권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규제, 토지공법연구 제79집, 2017, 741쪽.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
호, 2017, 140쪽.
계인국, 앞의 글, 167쪽.
계인국, 규제개혁과 행정법-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2015,
6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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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율규제가 국가 등의 규제가 정립될 때까지 질서공백을 보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권적 규제에 비해 그 기준과 집행이 불충분하고 법적심사
와 정치적 견제가 어렵다는 측면13)에서, 자율규제의 통제 방법으로 전통적
인 고권적 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협력규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14) 규제된 자율규제란 국가가 정해놓은 틀에
따르는 그리고 그 법적인 기초 위에서 작용하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자율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목표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
타날 때 그 정도에 상응하여 자율규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한다.15)

2. 과학기술 및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사의 주요 연구주제 중 하나는 천년 이상 고도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거듭했던 이슬람이나 중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짧은 문명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통
설은 정부의 지원이나 통제가 덜 강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개인적인 사상
가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추상적인 의문에 비판적인 능력을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16) 실제로 영국 산업혁명이 가장 일찍이 발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예혁명 이후 사법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재산권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고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이 인정된 사회제도 덕분이다. 영국
기술혁신을 선도한 와트, 트레비식, 스티븐슨 등이 과학자가 아닌 현장의 기
계공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더 확신시켜 준다.17) 즉, 과학기술은 정부가 재
13)
14)
15)
16)

김유환,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의 재구성, 행정법연구 제47호, 2016, 249쪽.
성봉근,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2016, 239쪽.
김일환 홍석한,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152쪽.
James McClellan
Harold Dorn/전대호 옮김,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모티
브북, 2006, 16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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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특허권 설정 등의 명확한 법체계를 만들고 그 틀을 기준으로 개인의
창의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상황에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래서 혁신은 불확실성, 복
잡성, 일시성과 유연성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반해, 보수성, 일관성, 예측가
능성을 속성으로 하는 규제와 본질적으로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18) 또한 법
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될 수밖에 없다. 토마스 페처(T. Fetzer)는
이를 ‘규제지체(regulatory time lag)’라 부르며, 혁신을 법이 적시에 규율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측불가능성, 입법절차상의 한계,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설
명하고 있다.19)
이에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
혁신을 거부하는 규제로서,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제어하는 경우이다. 흔히 이러한 규제
는 진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둘째, 혁신에 우호적인 규
제인데,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행하거나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이다. 셋째,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
하여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경우이다. 기존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규제를 통해 혁신의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
형평 및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의 규제가 이에 속한다.20) 마지막 세 번째 규제의 자세는 미래의 불확
실성 하에서 혁신에 신속하게 조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제
이 분야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요청
과 같은 전통적인 법치주의적 요구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21)
17)
18)
19)
20)

최승노,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프리이코노미스쿨, 2015, 71-77쪽.
이성엽,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제44호, 2016, 27쪽.
규제지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Thomas Fetzer 김태오, 앞의 글, 52-54면을 참고.
이성엽, 위의 글,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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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유경제 등장과 의의
1. 공유경제 개념
‘공유경제(Sharing economy)’22)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
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리믹스(Remix)

23)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

하였다. 이 책에서 공유경제는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ies)’와 대치되
는 개념으로서, 비용과 가격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기존의
경제방식의 틀을 넘어, 재화의 소유권 개념이 보다 약해지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간 공유하는 형태라 보았는데, 이런 경제활동은 가격이 아닌
다양한 사회관계에 의해 조율된다고 하였다.24) 이어 2010년 공유경제의 의
미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되
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 대한 접근권이나 사용권을 타인과 공유
교환 대여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공유경제 작동의 근
간이라는 것이다.25) 이런 측면에서 볼 때 EU 집행위원회가 공유경제를
Sharing economy 대신 ‘Collaborative economy(협력적 경제)’26)라고 표현한
21)
22)

23)
24)

25)

26)

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2017, 361쪽.
Sharing economy는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로 번역되어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공
유’라는 용어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쓰이며 민법상에서도 공동소유
의 한 형태로 공유가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는 ‘공유경제’가 아닌 ‘공용경제’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Lawrence Lessig,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2008년.
이성엽, 앞의 글, 22쪽; 윤원석, 공유경제의 법적 과제,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2017,
56쪽; 주순식 외 3인, 공유경제와 합리적 규제, 산업과 경쟁 2017년 5월호, 2017, 39
쪽; 손상영 김사혁,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 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5, 7쪽.
Rachel Botsman&Roo Rogers,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perCollins Publishers, 2010년: 송태원, 공유경제를 통한 혁신과 규제
에 관한 일 고찰, 법제논단 제699호, 법제처, 2015, 8쪽.
EU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를 “주로 사적 개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열린시장(open marketplace)을 창조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협력적 플랫폼을 통해 실현되는 사업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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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공유경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소개되었다. 그
래서인지 국내에서 주로 논의된 공유경제의 개념은 더 협의의 개념을 의미
한다.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이해하고 있다.27) 지난 3월 국회
에 발의된 ‘공유경제기본법안’28)에서도 공유경제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
급자에게 유휴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
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라 정의 내렸다. 그러나 공유경제 유형은 우버의 개인운송서비스나 에어비
앤비의 단기숙박서비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공유목표(소비/서비스 제공,
제조/생산), 공유방법(자산 임대, 서비스 제공/교환, 자산 매매/교환), 공유플
랫폼

목적(영리,

비영리),

공유주체

및

방식(P2P,

B2P,

community,

crowdsourcing/crowdfunding)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
비스29)가 사업 모델로 정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유경제의 개념을 일
의적으로 정의하긴 힘들다. 본고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새로 등장한 서비스를 대하는 국내의 규제의 자세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차량공유 또는 숙박공유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
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하도록 한다.30)

27)

28)
29)

(이병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 유통법연구 제4권 제2호, 2017, 47쪽)
황순주, 공유경제 제도설계, 서강대 ICT법제연구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7년; 김민
창,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김민정, 공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2017년.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610.
‘공유경제 유형’과 그 분류에 따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손
상영 김사혁의 앞의 글 9-3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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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 등장배경
대규모의 영리 또는 비영리의 공유경제 사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OEC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이 보
편화되었고 둘째,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고 개인에게 온라인 신원을 부여하
고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신뢰 구축을 촉진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었으며 셋째, 라이드(ride), 자동차, 바이크(bike)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직접 맺어줄 수 있는 실시간, 위치 데이터가 생성 가능하고 넷째, 판매자와
구매자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평가에 의한 온라인 평점과
peer-review가 등장했기 때문이다.31)
개인 대 개인 간에 소유한 물건이나 점유한 공간을 빌려주는 것은 사람들
에게 오래되고 익숙한 문화이다. 다만 전통적 방식의 교환과 나눔의 범위는
좁은 관계망에 한정되었다. OECD가 지적한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
는 관계망의 경계를 허물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무한대로 넓힌 인
터넷이 가장 핵심이다. 사람과 사물과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사
물인터넷의 발전은 공유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다.
한편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부상한 데에는 세계적 경제불황
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계비
용 제로 사회 에서 2008년 금융위기때 고용난, 가계빚 등 냉혹한 현실이 펼
쳐지는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재화
를 축적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고삐 풀린 소비는 공유경제로 대체
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32) OECD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자산
30)
31)

32)

이렇게 정의하면 B2C(Business to Consumer) 거래, 중고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되는
데, 이들 서비스는 이미 관계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손상영 김사혁, 앞의 글, 1쪽.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oecd-digital-economy-outlook-2015_978
9264232440-en
Jeremy Rifkin/안진환 옮김, 한계비용 제로 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민음
사, 2014, 377-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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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자기 자산을 금전화할 기회를 반기고 소비자도 저렴한 제안을 반
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공유경제를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라고 해석했
다.33)

3. 공유경제 가치
(1) 경제적 가치
공유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다. 공
급자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 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타인에 대여를 함으
로써 한번 생산된 자산의 활용률을 높이고 그로 인해 자원을 절약한다는 측
면에서 환경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플랫폼을 통한 공급-수요의 맞춤거래
는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 다양한 선택권, 편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고, 공급자에게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추가
적 소득원을 제공하며, 또한 지역기반 공유거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
화34)하는 파급효과도 가져온다.35)
또한 공유경제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ICT 기술을 통해 거래비용36)을
절감시킨다는 것이다. 다수 시장주체들의 거래는 거래비용에 따라 성사되는
데 재산법 계약법의 주요 기능 중 하나도 바로 이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함
33)
34)

35)
36)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손상영 김사혁, 앞의 글, 1쪽.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둔 조사에서,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강원 지
역에 숙소를 예약한 국내외 방문객이 9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대회 기간에 에어비앤
비를 통해 강원 도민들이 얻게 되는 수입은 23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통해 평창올림픽 9000명 예약”, 2018.2.7자.
http://news.donga.com/3/all/20180206/88544166/1
김민정, 앞의 글, 3쪽; 이병준, 앞의 글, 52쪽 등 참고.
법경제학에 따르면, 거래비용은 시장의 자발적 교환의 장을 활용하기 위해 드는 일체
의 비용으로서, 교환의 전제로서 재산권의 확정 및 확정된 재산권 관계의 유지 비
용 거래 상대방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거래조건을 상호인지하는데 드는 정보비용
최종거래조건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교섭 계약체결비용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
시키기 위해 드는 집행 감독비용 등이 포함된다.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6,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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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유경제에서는 거래상품을 찾고 이 거래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탐색
하는 등의 거래비용을 공유경제 플랫폼에 누적된 이용후기, 평점, 거래주체
의 신뢰도평가 등을 통해 낮출 수 있다. 거래비용을 중요한 도구개념으로
사용하였던 Ronald Coase가, 거래비용이 낮으면 개인들 간에 더 높은 가치
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교환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
되는 자원배분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37),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원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물론 공유경제로 인해 감축된 거래비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들에게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38) 공유경제가 불특정 다수의 개
인의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위험
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39) 거래상 위험과 사회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거래비용 또는 외부효과는 향후 공유경제를 안전하게 정착시키는 과정
에서 풀어야 할 법제적 과제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가치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절묘한 조합이
협력적40) 공유사회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41) 사실 여러 견해
에서 공유경제의 이점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지만, 공유경제
가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바
37)
38)
39)
40)

41)

박세일, 위의 책, 74쪽.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희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행정
법연구 제49호, 2017, 58-62쪽 참고.
김민정, 앞의 글, 5쪽.
그에 따르면, ‘협력적’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collaborative’는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
한참 지난 시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글의 엔그램뷰어(Ngram Viewer)를
통해 확인한 결과, ‘collaborative’라는 단어는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까지는 매우 드문드문 등장했다. 그러다 컴퓨터가 등장하고 그와
더불어 peer-to-peer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기술이 출현하면
서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용 빈도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한다.
Jeremy Rifkin/안진환 옮김, 앞의 책, 3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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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가 눈여겨 볼 핵심 가치이다. 개인화 분산화 되어가던 사회가 IT기
술을 통해 소셜네트워크로 묶여졌고, 이제 네트워크화 공유사회에서는 모두
가 ‘peer-to-peer 경제적 협력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통한 ‘교환
경제 커뮤니케이션’이 실시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
한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데, ‘신뢰’는 사회적 중요한 자산
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와 낮은 사회가 국가의 선진화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시대이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공유경제는 주거, 환경, 복지, 교통 등과 관련한 도시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고, 온실가스, 폐기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
하게 된다.42)

4. 국내 공유경제 논의 현황
(1) 대표적인 공유경제 분야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무렵부터 공유경제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차량공유 분야와 숙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공유경제의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43) 하지만 두 분야 모두 기존사업자의 반발과 현행법에
가로막혀 제도적 정착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1) 차량공유 분야
2013년 우버코리아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우버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우버 블랙(Uber Black)44)과 우버 엑스(Uber X)45)46) 서비스는 현행법
42)
43)
44)
45)

박건철 이상돈, 도시 사회 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2016, 87쪽.
최유성 외 3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5쪽.
우버 블랙(Uber Black)는 렌터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고급 승용차와 함께 운전자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 엑스(Uber X)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들이 우버 앱의 콜을 통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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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촉된다는 논란 끝에 중단되었고, 우버 택시(Uber Taxi)47)와 우버 어시
스트(Uber Assist)48)만 현재 이용되고 있다.49) 우버 서비스를 막은 법적 걸
림돌이 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50)와 동법 제34조 렌터카 사업자 관련 ‘유상운송의 금지 등’51)의 규정
들인데, 자가용과 렌터카에 대한 유상운송의 알선을 금지하는 이 두 조항은
우버가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됐던 시점인 2015년 6월에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우버 서비스는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 거래나 유휴
자원의 사용, 서비스별 가격차별화 등 공유경제 고유의 특징은 사라진 우버

46)

47)

48)
49)
50)

51)

칭된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
우버코리아는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
고, 2018년 6월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우버 택시’ 창업자 벌금 2000만원 “자가용 영업 불법”, 2018. 6. 22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2_0000343775&cID=10201&pID=10200
우버 택시(Uber Taxi)는 개인 법인 택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행되는 서비스로서
기존 택시사업자 및 기존 택시요금 부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현재는 모범택시 기사와 제휴를 통해 우버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운행.
우버 어시스트(Uber Assist)는 장애인과 외국인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박제연, 기술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규제방안, Law&Technology 제13권 제4호,
2017, 19쪽.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운송용으
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
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
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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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만이 허용되고 있다. 그런 형태는 개인 법인 택시기사와의 파트너십
을 통한 기존 제도권 하의 서비스일 뿐이다.

2) 숙박공유 분야
에어비앤비처럼 거주용 일반주택을 단기간 임대하여 이익을 취하는 형태
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
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52) 현
행법상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도시민박업용 및 농어촌민박업
용 시설로 등록된 숙박시설 외에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53)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전략산업육성 규제프리존 특별법
안은 ‘공유민박업’을 새로 규정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연간
18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숙박업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법안 통
과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 공유경제기본법안
이처럼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의 본질과 그 내재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
히 공론화되기도 전에,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거부감
이 먼저 비춰진 듯하다. 그런 이유로 국내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해외사
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여러 지자체에서 공유
경제 촉진 조례를 마련하였지만 공유경제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
다.54) 한편, 지난 3월 국회에 ‘공유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
52)
53)
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유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8년 9월. 7쪽 주석3.
최유성 외 3인, 앞의 글, 16쪽.
서울시의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 운영, 부산시 ‘공유경제 기업 선정 지원’ 등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주로 이루어지거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
합처럼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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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다. 이 법안은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국가와 지자체의 공유경제 촉진
계획 수립,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중개사업자 지정 및 의무, 거래금
액 빈도에 따른 공급자의 구분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경제기본법안 제5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
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공유경제 기반 조성과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공유경제
참여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는 기획재정부에 ‘공유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
립 변경, 공유경제 관리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의 조정, 중개사업자 지정, 업종별 공급자 구분기준 등 공유경제 정책에 관
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는 ‘중개사업자의 지정 및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정요건에
따라 중개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조치, 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공급자와 수요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요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공급자별 거래금액 및 거래
빈도 통계 작성 제출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9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공급자와 상시공급자를 구분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자의 거래
금액 거래빈도를 고려한 ‘업종별 구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0조
는 일시적공급자에 대해 공유경제 관련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
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5. 공유경제에 있어서 혁신과 규제
공유경제는 거래비용 감소나 소비자 후생 증진, 자원의 효율적 사용, 거래
의 신뢰성 제고, 사회적 상호작용 확대 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IT
플랫폼 기반 개인 간 거래가 일으키는 변화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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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적 혁신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대표성을 띤 차량 숙박공유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일
단 법상 진입규제에 막혀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공유경제로 동반되
는 문제를 해결해가더라도 쉽지 않은 것은, 정부규제의 속성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켜 이해관계 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55) 그렇기에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경제사회적
목적과 가치의 실현만 고집해서도 안 되고, 공유경제의 가치와 세계적 흐름,
소비자의 욕구를 외면한 채 기존 이해관계자에 끌려 다녀도 안 된다. 그런
데 현재 국내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입장을 앞서 살펴본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세’에 대입해보면, 혁신을 거부하는 규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유경제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유경제를 배격할 수
는 없다. 향후 지능정보사회에서 공유경제 뿐 아니라 또 다른 혁신으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 조정과 법제도의 유연성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을 대비한다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할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공유경제에 수반되는 소비자 피해, 기존사업자와의 규제형평성
문제, 정부의 과세 문제 등은 제도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
요성을 요구한다. 다만 규제는 필요한 영역에 꼭 필요한 만큼 존재하는 ‘적
재적소’의 묘미가 발휘되어야 하는 정책영역56)인 만큼, 공유경제에 대한 국
제적 동향과 현장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Ⅳ. 공유경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및 향후 논의 과제
1. 공유경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시사점
55)
56)

최병선, 앞의 책, 24-26쪽.
김현경, ICT규제원칙에 기반한 온라인서비스 비대칭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
균관법학 제26권 제3호, 2016, 493쪽.

성균관대학교 | IP: 115.***.105.28 | Accessed 2019/03/06 16:51(KST)

136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2018. 12)

(1) 우버 서비스의 법적 성질
우버 서비스는 승객 운송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여객운송 서비스’의 성질
을 지니고,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우버 기사와 승객을 매개한다는 측면
에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질 또한 지닌다. 우버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전
자로 볼 경우 우버는 면허 또는 등록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반면, 후
자로 보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러한 논의는 우버뿐 아니라 기
술혁신 및 공유경제 플랫폼,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의 발달에 따
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성격의 규명은 향후 규제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57)
우버 서비스가 유럽에서 개시되자, 여러 EU 회원국 내에서 우버 서비스
(Uber Pop)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버측은 우버 앱이 운전
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정보 서비스’58)라고 주장해왔고, 이탈리아 독일 벨
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각국은 우버를 택시 회사로 간주
해 유럽 운송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우버가 운영하는 개인과 비전문 운
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운송 서비스에 포함된다”며 “EU 회원국은 우버
서비스의 조건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59)
우버 서비스의 최초 시작지 미국에서도 우버를 전통적인 여객운송업자로
보아야 할지, 정보서비스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로 보아 규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가 규제입법
제정을 논의하자, 우버측은 전기통신법상 정보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주정부
가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또한 우버 서비
57)
58)

59)

박제연, 앞의 글, 23-24쪽.
2000/31/EC 지침상의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서비스 수령자의 개별 요청에 의해 보수를 목적으로 일반적
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IT 조선, EU “우버는 운송기업, 택시처럼 규제”, 2017.12.21자.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1/2017122185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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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법적 성질을 운송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내렸다.60)

(2) 공유경제에 대한 세계적 대응
1) 공유경제 세계적 추세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주가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
을 통해 거주자의 주택을 30일 이내의 단기간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에어
비앤비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이용객에게 숙박세를 받아 시에 납부하도록 하
였다. 차량공유의 경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네바다, 위스콘신
주가 승차공유 업체의 허가증 구매와 손해배상 보험 가입, 기사 이력 조회
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하였다.61)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량공유서비스 회사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운송
네트워크 회사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라는 새로운 교통사
업 범주를 신설했다. 일반인도 차량을 등록하기만 하면 사실상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다.62)
유럽은 상대적으로 숙박공유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 파리와
영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함부르크는 등록 허가 없이 임대가 가능
하다. 대부분 60~120일 수준의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래량연동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63) 반면 유럽은 우버 서비스 진입을 거부하는 택시업계
의 강한 반발로 불법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는데64), 대신 차량만을
60)
61)
62)
63)
64)

박제연, 앞의 글, 26-27쪽.
김민창, 앞의 글, 2-3쪽.
전자신문, “공유경제 선구자 `TNC` 날개 펼까”, 2016.5.11자.
http://www.etnews.com/20160511000248
김민정, 앞의 글, 7쪽.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 우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택시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어 그해 ‘떼브누 법’ 도입으로 우버 팝 서비스
는 사실상 불법화가 되었다. 독일 주요도시에서도 우버가 경쟁법 위반으로 금지 판결
을 받았다. 벨기에 브뤼셀 상사법원도 택시영업면허의 부재 및 관련 규제의 미준수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를 선고했다.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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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공유하는 형태의 차량공유가 활성화되고 있다. 독일은 연방차원
에서 ‘차량공유 특허에 관한 법령’이 2017년 9월부터 발효되고 차량공유 업
체수는 150여개에 이르며, 프랑스는 카풀 중개 플랫폼인 블라블라카 서비스
가 장거리 이동 운전자와 동행자를 연결함으로써 대표적인 차량공유 모델로
다수 국가에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65) 이처럼 유럽도 우리나라
처럼 우버 서비스가 이해집단의 반발과 기존 법률 규정과의 충돌을 겪었지
만, 우리와는 달리 대체시장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등 공유경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FTC 공유경제 보고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공유경제
보고서66)를 발표하며, 공유경제67) 시장의 특성 및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분
석, 공유경제의 작동 기제, 공유경제와 경쟁 소비자 보호 규제의 상호관계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경제에서
의 신뢰 메카니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소비자는 공급자
보다 관련 제품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다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며, 평판 순위 시스템(Reputation Rating Systems)을 제
안하고 있다.68) 또한 플랫폼 중재(Platform Interventions)를 통해 플랫폼 사
65)
66)

67)

68)

원, 2017, 80-81쪽)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위의 글, 83-84쪽.
The “Sharing” Economy: Issues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 A Federal
Trade Commission Staff Report (November 2016)
https://www.ftc.gov/reports/sharing-economy-issues-facing-platforms-participants-regulators-f
ederal-trade-commission
이 보고서에서는 공유경제를 “피어투피어 플랫폼 및 그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상
업 활동”이라 설명하고 있다.(FTC 보고서 1쪽, 주석2)
“sharing economy,” this report uses it simply to refer to peer-to-peer platforms and the
commercial activity that takes place on those platforms.
많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리뷰와 평판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평판 순위 시스템은 설계, 내용, 효과면에서 다양하
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버의 상호 순위 시스템(two-way rating
system)과 불만 처리 시스템(complaint processing system), 에어비엔비의 플랫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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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입을 위험을 플랫폼 자신에게로 이전시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다.69)
보고서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는데,

목표들간의

균형(Balancing Objectives): 공유 경제에서 플랫폼과 참가자를 규제할지 여
부와 어떻게 규제할지에 있어서 규제 당국은 경쟁 목표들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공정한 플레이 장(Level Playing Field): 공급자가 플랫폼 기반 신규

자인지 기존 공급자인지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하는 모든 공급자에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보호주의 및 규제 포획(Protectionism and

Regulatory Capture): 규제 당국이 규제 포획 등으로 기존 규제를 공유경제
공급자에게 적용한다면, 소비자와 공유경제 공급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다.
규제완화와 유연성(Regulatory Restraint and Flexibility): 빠르게 진화하는
공유경제의 속성상 규제접근은 잠재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FTC의 역할(FTC Role): 주와 지방 규제의 경쟁

효과를 조언하면서 동시에 불공정 경쟁과 기만행위에 대항해 소비자를 보호
해야 한다.

자율규제, 평판 메카니즘과 브랜딩(Self-Regulation, Reputation

Mechanisms, and Branding): 플랫폼이 두 거래 당사자 사이 중재하는 자율규
제가 가능하며, 평판 순위 시스템과 다른 신뢰 메카니즘이 소비자에게 공급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필요성을 감소시키며, 플랫폼기반 규제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참가자의 데이터 수집

저장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문제(Privacy Concerns Raised by Collection and
Storage of Participants’ Data): 플랫폼은 참가자들의 평가, 후기작성, 프로필,
로그인 정보, 지불 정보, 소비자의 위치정보, 소비자 선호도 등이 포함된 대
량의 데이터를 수집 보유하는데 참가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69)

한 후기와 평가항목 공유 그리고 SNS 연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FTC 보고서 33-38쪽)
중재의 형태로 알려진 “플랫폼 보증”(platform guarantee)은 공급자나 소비자가 거래에
불만있을 때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거래완료 후 고객이 지불이 공급자에게 이전되는
등이 있다. 에어비엔비가 제공하는 숙박동안의 상해나 손해에 대한 보험도 플랫폼 보
증이다.(FTC 보고서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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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정부에

플랫폼

정보

제공(Provision

of

Platform

Data

to

Governments): 정보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부 기관과의 데
이터 공유는 정부 관료가 공유경제의 영향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효과적
인 규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70)

3) EC 협력적 경제에 대한 어젠다
유럽위원회(EC)는 2016년 6월 ‘협력적 경제71)에 대한 EU 아젠다’(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를 채택했다. 이는 협력적 경
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
하고, 협력적 경제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지침 및 정
책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72)
보고서는 5개 핵심 이슈에 대해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접근요건

(Market access requirements): 서비스 시장에 대한 유연한 규제는 생산성 향
상을 이어지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므로
공유경제에 대한 활동도 절대적 금지와 양적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일시적 제공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야별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Liability

regimes): 플랫폼에게 플랫폼상 불법활동 등을 모니터할 의무는 없지만, 플
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차단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행
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보호(Protection of users): 불공정 거래관행

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간헐적 임시적
70)
71)

72)

FTC, 앞의 글, 53-64쪽.
유럽에서는 Sharing Economy가 아닌 Collaborative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본 보고서는 Collaborative Economy를 “오픈시장의 협력적 플랫폼에 의해 개인이 제공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시적 사용을 촉진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협력적 경제에
는 3가지 종류의 액터가 존재한다. (i)자산, 자원, 시간, 기술을 공유하는 서비스 공급
자(가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peer)이거나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공급자(전문
서비스공급자) (ii)이것들의 사용자 (iii)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와 공급자를 연결
하고 그들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중개자(협력적 플랫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C,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2016,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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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공유
경제

참여촉진을

위해

온라인

신뢰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고용

(Self-employed and workers in the collaborative economy): 대부분의 노동법
이 각 국가의 권한이긴 하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구분 또는 플랫폼에
의 근로자 고용여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계약관계나 일의 특성, 보수지
급 여부가 고용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과세(Taxation): 기본적으로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도 유사하게
개인 소득, 법인 소득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73)

(3) 시사점
공유경제와 관련해 국가수준의 규제체계가 수립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공유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
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대
부분은 지역 단위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74) 공유경제
가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는 무조건 진
입에 규제를 두기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내에서 정착할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가 논란이 일자,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전면 금지시킨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유경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처하게 될 불공정 거래에 대해, 미국 FTC는 정보 비대
칭 문제 해결을 위한 평판 순위 시스템 도입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였고,
그 피해구제 방안으로 플랫폼 중재와 보험제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급
자나 수요자가 받을 위험에 대한 예방과 보호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에 부담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숙박공유사업에서의 거래량 연동규제 도
입처럼 전문적 사업자와 일시적 공급자를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73)
74)

EC, 위의 글, 3-15쪽.
김민창, 앞의 글,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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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이용자별 공정한 규제수준을 찾으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2. 공유경제 관련 향후 논의 과제
(1) 사전진입규제 완화 적용
1) 사전진입규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
핀테크 산업이나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우버 등 정보통
신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신산업이 기존의 규제나 법제도와 부딪히고 있
다. 그 첫 갈등의 관문이 바로 시장진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고, 인증,
인 허가, 면허, 특허 등의 수단을 통한 사전진입규제는 금지를 전제로 일정
한 요건 하에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진입규제
가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75)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진입규제는 ‘규
제지체’(Regulatory time lag)를 불러와 잠정적으로 금지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의 가능성을 봉쇄76)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진입규제를 개선하고자 가장 많이 논의된 담론은 ‘네거티브
규제론’이다. 이는 특정적으로 열거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
로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 반대되
는 규제방식이다.7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78), 규제개혁특별법안79) 등 네거
75)

76)
77)
78)

79)

물론 사전규제 제도는 피규제자가 갖고 있는 위험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
공받음으로써 위험방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피규제자는 허가를 통해 이른바 합
법화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합법화 효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주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전진입제도가
반드시 혁신에 걸림돌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김태호, 앞의 글, 350쪽)
김태호, 앞의 글, 351쪽.
원소연,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13쪽.
19대 국회 정부개정안 제6조의2의 1항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할 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
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20대 국회에서 발의 “시장진입 또는 가격 품질 생산량 등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
한 규제를 정할 때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령등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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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입법화한 사례로
는 정보통신융합법80)이 대표적이다. 또한, 규제지체를 해소하는 사전진입규
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도 있어왔는데, 정보통신융합법상
에는 ‘신속조치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규제공백 또
는 규제곤란, 규제적용의 불명확 상황에서 개발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이 조건을 붙여 1년 이하의 임시허
가를 내어주는 것이다.81) 다음으로 ‘규제 샌드박스’82)를 적용한 규제프리존
상의 예외적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도 있다.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
제완화 조치를 지역적 차이를 두어 해제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에 특징이 있다.83) 이 밖에도 기간 제한이나 부담,
철회권 유보 등 부관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진입 허용84)을 받아들이는 방안
도 논의되고 있다.

2) 공유경제에의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공유경제의 대표모델인 차량공유와 숙박공유가 법제도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전진입규제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사전진입규제 개선 방안 중 규제 샌드박스는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 실제 규제프리존법안에는 숙박공유형태의 공

80)

81)
82)

83)
84)

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야”
제3조 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
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여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의 신속
처리)와 제37조(임시허가)를 참고.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어린아이(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싶은 것(혁신 상
품, 서비스, 사업모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모레 놀이터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경경제, “한국형 규제 금융 샌드박스 도입 서둘러야”, 2018.7.29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80728024500002&did=1195m
김태호, 앞의 글, 359쪽.
김태호, 앞의 글, 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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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박업을 기한제한을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차량공유도 운행
범위를 지역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방안85)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택
시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역86)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예외적
허용을 둘 수 있고, 출근시간이나 야간시간대 등 택시에 대한 수요가 공급
을 초과하는 승차난이 심각한 시간대에 공유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 국회에
발의된 공유경제기본법안에도 거래금액과 빈도에 따라 일시적 공급자를 상
시공급자와 구분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사한 규제방향인 듯하다.
다만 차량공유 도입에 앞서 고려할 점은, 기존의 택시운송사업자나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가 아닌 제3의 운송네트워크 사업자 형태로
새로운 교통사업 범주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합리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은 일정 구역내로
영업을 제한하고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그 구역 내 택시의 총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행정청으로부터 강학상 ‘특허’87)를 받는 입장임을 고려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특허에 의해 허가를 얻는 대신 법적 지위에 따른 강한 공
익적 의무를 부담하고 운수종사자는 자격기준, 교육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
다. 따라서 새로운 운송네트워크 사업자도 이를 반영하여 기사등록제를 통
해 운전경력과 사고경력, 차량안전확인 등의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2) 소비자 보호
85)
86)

87)

정회상,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9쪽.
택시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차량공유사업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
라는 택시공급과부하로 매년 택시감차 지원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차량공유사업
이 비교적 정착된 미국의 경우는 택시 공급 부족상황이어서 우버의 등장으로 인한 기
존 업계와의 갈등보다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가 훨씬 높아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허란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전에 없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광업허가, 어업허가, 운수사업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이 이에 해당한다.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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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B2C거래(기업-소비자간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법이 적용
되는데 반해, 공유경제에서는 공급자 개인이 전문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
지 않고 공유플랫폼도 항상 사업자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유플랫폼
과 플랫폼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개인일 경우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로 소
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대 소비자법상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
유경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이
다.88)89) 앞서 미국과 EU 차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이, 다양한 평가도구를 담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
하고, 보증 보험을 통해 이용자 거래에서의 불만시 환불이나 피해보상의
보험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공유경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또한 중요한데,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더불어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오남용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게 된다. 특히 위치정보를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적절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비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용 후기나 평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다.90)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개인정보 수집에서의 동의나
철회 등 수집이후 통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유경제도 개인정보보
호 정책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법적 규율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88)
89)

90)

이병준, 앞의 글, 63쪽.
한국소비자원은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보고서(2015년)를 통
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 소비자 중심의 공유경제 개념 확립 필요(지자체 조례상 정의에서 ‘경제적 가치 창
출’ 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창출’ 강조)
2. 거래 및 소비자 안전성 확보 필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강화, 공유경제기업 불공정 약관 심사 강화)
3. 공유경제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필요(평가시스템 도입 강화, 공유경제 서비스 평가
사이트 개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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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기준과 집행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이 자기소유의 자산을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
하는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해 과연 과세할 수 있는
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납세자는 일률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
스와 물품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91)
이에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공유경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경제조세본부
(Sharing Economy Tax Center)를 설립하여 효과적 조세행정을 위한 지원체
계를 구축하였고92), 프랑스는 2016년 7월, 플랫폼을 대상으로 세금 및 사회
보장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1월 마다 전년도 소득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 독일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공정한 세금부과를 위한 규정 제정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
한 바 있다. 독일은 휴가기간 숙소를 임대하는 개인 소유주의 경우 연간
24,500유로 이상의 소득에서만 무역세를 부가하고93), 일본 정부도 지난해 공
유경제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세제개편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94) 공유경제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되고 있다.
과세 논의에 있어서는 과세부담 주체와 과세집행력이 핵심 이슈이다. 플
랫폼 사업자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지만 문제는 공급자가 받
는 수익이 투명하게 신고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미 일부 EU 회원국
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한 플랫폼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숙박공유 부
문에서 플랫폼이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 하거나, 세
무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추적을 통해 개별 공급자로부터 세금을 징
수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공유 부문은 거래시 납세자 세금 양식을 사전 기
입하는 방식으로 세무 당국과 플랫폼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95)
91)
92)
93)
94)

윤현석, 공유경제의 법적 과제,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2017, 70쪽.
나승권 김은미 최은혜, 앞의 글, 48쪽.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U 디지털 플랫폼 경제 대응 현황과 주요 쟁점, 2017, 16-17쪽.
아주경제, “日정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과세 강화”, 2017.9.11자.
http://www.ajunews.com/view/2017091110303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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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의 역할
앞서 공유경제 시장진입을 위한 지역 시간 측면에서 예외적 허용 문제,
거래량 연동에 따른 규제완화 논의, 차량공유 공급자의 기사등록이나 안전
성확인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서의 공정거래 중재와 보증 보험, 평판 시스
템, 개인정보보호, 공급자 수익에 대한 과세 등 모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자가 바로 공유경제 플랫폼이다. 중개자로 출발한 플랫폼은 감시 조율
의 역할을 넘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그 책임성에 무게가 가중되고 있
다. 플랫폼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면서 공유
경제 중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우버 사태를 계기로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플랫폼 중립성 논란96)과
는 다른 차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은 협력적 공유사회 실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성해가는 공유경제 구성원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 대 개인 간 발생한 문제를 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도 어
렵다.
그래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강한 규제와 법적 책임부터 묻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97) 플랫
폼사업에서 사용자 간의 자율규제는 플랫폼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고권적 규제의 규제지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하게 된
다.98) 또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이유로 첫째, 경제산업구조의 복잡화 및 기
술진보의 가속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정보나 전문성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 둘째, 비록 규제기관이 기준을 정할지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규
95)
96)

97)
98)

EC, 앞의 글, 14쪽.
포털사이트 등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
용 행위’ ‘불공정 행위’ 잠재가능성 우려하며, 그 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준, 앞의 글, 69쪽.
계인국, 앞의 글(주 4), 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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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행에 형평성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는데,99) 이
러한 측면에서도 공유경제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플랫폼이 플랫폼 공급자-수요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 과정에
서 거래상 발생할 위험을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공유경제의 활성화도 촉진될
것이다.
한편 이처럼 플랫폼의 역할정립과 그에 따른 규제 수준을 고려하는 과정
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를 고민해 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중요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C는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통제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종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
부를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는 이용자에게 최종가격을 제시하는지

가격: 플랫폼이 서비스를 받

주요 계약 조건: 플랫폼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중요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지

주요 자산의 소유권:

플랫폼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이
다. EU는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플랫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
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강력한 표지가 된다고 한다.100) 이
는 플랫폼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고 조율하는 협력적 구성원의 역할을
넘어설 경우에 플랫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Ⅴ. 결 론
공유경제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는 이미 익숙한 문화로서 새롭지
는 않으나, 네트워크망과 사물인터넷이 그 거래량을 대폭 증대시킴으로써
99)
100)

최병선, 앞의 책, 398쪽.
EC, 앞의 글,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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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우리사회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후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미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는 높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적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신뢰도 향상은 우리가 눈여겨 볼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인 차량 공유와 숙박 공유 서비스는 국내
진입과 동시에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반발과 법제도에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본질과 그 내재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되기
도 전에, 국내 공유경제 이슈는 이미 실종된 듯하다. 과학기술사가 증명하듯
이, 과학기술의 혁신은 정부의 지원이나 통제가 덜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린
다. 규제의 방식도 기술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여건, 국가철학의 방향, 공공과
민간부문의 활동 범주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은 혁신
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혁신을 대하는 규제의 자
세’는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를 제도권내
로 흡수하려는 노력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공유경제
가 갖는 잠재력과 소비자 보호,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개별 서비스별로 규제하면서, 진입규제로 거부하기 보다는 비교적
유연한 규제로 제도권내에 정착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와 규제에 대해 논의 과제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버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겪는 첫 갈등의
관문인 진입규제 문제이다. 사전진입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론,
즉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의 규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실제 국
내 법제도상으로는 신속조치 및 임시허가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
거나 도입준비 중에 있다. 공유경제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볼 수 있
다.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에는 숙박공유형태의 공유민박업을 기한
제한을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차량공유도 운행범위를 지역적,
시간적 측면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로 공유경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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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핵심문제이다. 미국과 EU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도 다양한 평가
도구를 담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 보험
을 통해 이용자 거래에서의 불만시 환불이나 피해보상의 보험 등이 도입되
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과세 문제인데, 납세자에 대한 조세형평성 원칙에 따
라 공유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과 과세집행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 방식의 논의이다. 공유경제
시장진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 지역 시간 또는 거래량 기준을 초과하
는지 감시 제재하고, 차량 숙박 공유 공급자의 안전성 확인 그리고 소비
자 보호차원에서의 공정거래 중재와 보증 보험, 플랫폼 평판 시스템 도입
과 개인정보 보호, 공유경제 수익의 투명성 제고 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게 규제하고 집행할 것이냐이다. 일각에서는 우버 사태를 계기로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통해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은 협력적 공유사회 실현과 사
회적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조성해가는 공유경제 구성원이고,
또한 개인 대 개인 간 발생한 문제를 중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기도 어
렵다. 따라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강한 규제와 법적 책임부터 묻기 보다는,
우선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플랫폼 공급자-수
요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위험 대비 등을 충분히 검
토하면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논문접수일: 2018. 11. 20. 심사개시일: 2018. 12. 10. 게재확정일: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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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Sharing Economy
Kim, Min-Ho*ㆍPark, Ju-Hee**
101)

New

economic

forms

are

spreading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is the
‘Sharing economy’ of trading idle assets such as vehicles or accommodation
between suppliers through ICT platforms. Although the personal transactions
using the idle assets are already familiar, the Sharing economy has become
an important axis in our society because the network and the Internet of
Things have greatly increased the transaction volume. The economic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s already highly recognized, such as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Also, social trust is the core value of the Sharing
economy, it is created through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social
interaction of the members of society.
However, vehicle sharing and accommodation sharing services, which are
representative areas of Sharing economy, are obstructed by legal system or
collective reaction of stakeholders at the same time as entering Korea.
Sharing economic issues seem to have already disappeared in Korea before
society can fully publicize the essence of Sharing economy and its inherent
value. Of course, because the legislation can not keep up with the pace of
innov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regulation are bound to be in constant
*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 Researcher, Sungkyunkwan University Glocal Science and Technology Law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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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 However, ‘regulatory attitude toward innovation’ should be an
attitude to actively review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innovations and
absorb them into the system. Already, US and Europe are trying to set up a
relatively flexible regulation in the system by regulating individual services
on a regional basis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and friction with existing operators. This study tried to
find legal system to prevent conflicts and to adjust conflict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by diagnosing domestic regulatory attitudes on
innovation through shared economic regulation cases.
First, it is the entry regulation issue, which is the gateway to the first
conflict experienced by the innovation industry. Currently, the Sharing
economy is also blocked by domestic pre-entry regulations.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pre-entry regulation, but among them,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Sharing economy. Actual
‘Regulation Free Zone Bill’ contains contents allowed to share the type of
lodging business on the premise of time limit, and vehicle sharing can also
be introduced in a form of limiting the range of operation in terms of region
and time. The second major subject is consumer protection. As in the US
and EU discussions, Korea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the reputation system that includes various evaluation
tools, an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guarantee and insurance such as
refund or damage compensation in user transactions. The third subject is th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for taxpayers, we
must consider reasonable taxation standards and taxation enforcement methods
for the Sharing economy. The final subject is the discussion of the overall
discipline approach to the Sharing economy. This is also a discuss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latform that can not be excluded from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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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about the Sharing economy. A Sharing economic platform is a
member of a Sharing economy that brings together the social values of
collaborative shared social realiz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refore, rather
than asking for strong regulatory and legal responsibilities in a platform, in
the first place, it is a reasonable wa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by forming the Sharing economic mechanism to be formed
by the self-regulation.
Key words: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sharing, vehicle sharing,
regulatory sandbox, platform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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