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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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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경제학, 경쟁법, 소비자보호 등) 

Moderato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이 황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고려대학교 ICR 센터 부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공정거래위원회 Microsoft 사건 전담팀장, 신유형거래팀장 

Columbia Law School J.D. / 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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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공유경제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haring Economy)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1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대표(CEO),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학력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경력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테크노경영연구소장, 2011.7-2013.7 

 경영대학 부학장, 2010.1- 2011.6 

 테크노경영대학원장, 2010.1-2011.6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박사과정책임교수 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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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versity of Arizona, 경영대학 조교수, 1994.6-1999.6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대외활동 

 미래전략학회 학회장(2016.5-현) 

 사회적기업학회 부회장(2016.3-현)  

 사단법인 한국경영대학. 대학원 협의회 회장 (2013) 

 국공립대학 경영대학 학장/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2013) 

 국제경영대학협의회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sian Affinity Group 공동의장 (2011-2013) 

 국제경영대학협의회 (AACSB) 아태지역 자문위원 (2013-2014) 

 한국경영학회사 (2003-6), 한국경영정보학회 이사 (2003-2005)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지도․감독 소위원회 위원 (2013-2014) 

 

공공부분 참여  

 

위원 시장효율화 위원회 (재경부) 2005.1 -2005.7      

 KRX IPO 위원회 (IT 소위원회 의장) 2006 -2007  

평가위원 공기업 경영 평가단 (예산기획처) 2007-2011  

 DMB 사업자선정위원회 (방송위원회) 2007.12  

자문위원  국가혁신 

프로젝트(국가경쟁력위원회) 

2008.10-2009.12       

 

국제학술봉사활동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ournal of 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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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조직위원(장)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0, Saint Louise, USA (Co-chair 

of Economics of Information Systems Track) 

 Pacific-Asia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0, Taiwan (Chair, Doctoral 

Consortium Faculty Chair) 

 Asian E-Business Workshop, 2002-2010 (Co-chair of Organization Committee) 

 

산업체 활동 

 신영증권 사외 이사 (2015.5-현재)  

 금융시스템 개발 및 IT 투자, 사업전략 관련 자문교수 및 IT 고문 

 삼성전기, 삼성생명,삼성전자(현), 한국은행(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신한금융그룹(현),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석유공사, 

농협금융지주(현) 

 프로세스 및 전략시스템 혁신관련, IT 관련 신사업 기획 

 CJ 제일제당, KT,  석유공사, 삼성 SDS, 삼성전자 등 다수 기업 

 Global IT Marketing 및 제춤 전략 

  IBM, TIBCO Software, T-Max Soft, Handysoft, Miracom, Microsoft (USA) 

 

사회단체 자문위원            

 한국장학재단(현) 

 한국고용정보원(현) 

 이건희 장학재단,  

 삼성장학재단 

 조선비즈 

 중앙이코노비스 

 동아 Business Review 

 

언론 정기 컬럼 기고            

 중앙 Economist 

 한경 Business 

 디지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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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비트허브 

 

수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2011.12) 

 국내외 다수 MIS 관련학회에서 The best paper award 수상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best Ph.D Dissertation Award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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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Ph.D. 
Professor | College of Business, KAIST| 

Director   |SK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 Center for CSR|  

                 |Center for Digital Economy and Innovation| 

CEO         | KAIST Venture Investment Holding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Sharing Economy: 

Empirical Evidences From Uber Case 

Agenda 

1. 공유경제와 소비자 후생 

2. 공유경제와 공급자 후생 

3. 공유경제에 의한 사회적 비용 감소 

4. 공유경제에 의한 경제 효율화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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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소비자 후생 

Management on the Smarter Planet 

1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3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New Technolog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4 

 Direct impact 

1. Reducing costs of existing economic activities of its primary use 

2. Due to new applications of technology due to reduced cost 

 Secondary impact of  

3. Improved economic value of economic activities which use th

e applications above as its input 

4. Economic agents optimizes its economic activities and bound

aries of organizations 

 Third impact 

5. Un-intended or unforeseen social changes due changed social 

welfare and oth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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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Computational Technolog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5 

1. Reduced cost and improved efficiency of computation 

 

 

 

2. New application of computation into photography 

 

 

 

 

3. Instagram/ Google Graphic Search/….. 

4. Privacy, collapse of Kodak, …..   

Digital and Smart Technolog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6 

 Internet (Web) Technolog=y: Search & communication (c

onnections) 비용의 획기적 감소  

 새로운 search and connections 수요의 창출 

 탐색과 연결을 Input으로 사용하는 다른 경제활동의 

비용과 효율의 급격한 증대 

 탐색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탐색을 도와주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출현  

 스마트 폰 – 상시 탐색 기계 

 플랫폼 (Platform) – 탐색과 연결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해주는 보완재 

 소비자 효용의 급격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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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arch and Exchang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7 

 Workshop on Information Systems and Economics, Dublin 2016 

 KAIST College of Business, Yunseok Lee 

 With Jiyong Park and Byungtae Lee 

 

Battle of Sharing Economy:  

The Impact of Ride-Sharing on Taxi Industr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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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April to September 2014 

4.2 M Uber transactions (NYC TLC) 

77.8 M yellow taxi transactions (NYC TLC) 

7.6 M green taxi transactions (NYC TLC) 

2014 ACS 5-Year Estimation (U.S Census) 

 Data 

9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Uber Taxi 

Switching Cost 

Search Cost (Taxi) 

Price 

H1.(-) 

H5-6.(-) 

H2-4.(+) 

H7-8.(+) 

 Hypothesis Framework 

Market Segment 

- Borough (H2) 

- Income (H3) 

- Rush Hour (H4) 

Customer Segment 

- Fare (H5) 

- Tip (H6) 

Customer Segment 

- Number of Passenger (H7) 

- Payment Method (H8) 10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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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Uber compete against Taxi?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1 

뉴욕시의 분석결과 80% 이상의 차량공유 수요는 택시와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수요  

12 

 Main Result (H1) 

  Main Effect (H1) 

(1) (2) 

ln(Taxi) ln(Yel_taxi) 

ln(Uber) 

-0.0120*** -0.0140*** 

(0.000660) (0.00664) 

    ln(Gre_taxi) 

ln(Uber)   

0.0030*** 

(0.000612)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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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in 100 Uber transaction  decrease in 24 taxi transaction 

 From 2014 Apr-Sep, 184% increase of Uber lead to decrease of about 

1,900,000 taxi transaction (2.4% of total taxi transaction). 

13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Search Cost Effects (H2-4) 

  Income Level (H3) 

(5) (6) 

ln(Taxi) ln(Yel_taxi) 

ln(Uber) 
0.0002 0.0021 

(0.00128) (0.00128) 

ln(Uber) * Middle-income 
-0.0063*** 0.0047*** 

(0.00129) (0.00131) 

ln(Uber) * High-income 
-0.0168*** -0.0253*** 

(0.00119) (0.00121) 

    ln(Gre_taxi) 

ln(Uber)   
-0.0082*** 

(0.00121) 

ln(Uber) * Middle-income 
-0.0130*** 

(0.00123) 

ln(Uber) * High-income 
0.0164*** 

(0.00114)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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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e in 100 Uber transaction  decrease in 24 taxi 

transaction 

 From 2014 Apr-Sep, 184% increase of Uber lead to 

decrease of about 1,900,000 taxi transaction (2.4% of total 

taxi transaction). 

 

2. How are the impacts of ride-sharing different depending on: 

 Market segment? 

- Borough, Income (H2-3 is accepted) 

 Customer segment? 

- Price, Group, Payment Method (H5-8 is accepted) 

15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Borough (H2) Time (H4) 

(3) (4) (7) (8) 

ln(Taxi) ln(Yel_taxi) ln(Taxi) ln(Yel_taxi) 

ln(Uber) 
-0.0007 0.0110*** -0.0377*** -0.0456*** 

(0.00111) (0.00112) (0.000769) (0.000775) 

ln(Uber) * Manhattan 
-0.0145*** -0.0323*** 

(0.00102) (0.00106) 

ln(Uber) * Rush Hour 
0.0539*** 0.0659*** 

(0.000838) (0.000845) 

    ln(Gre_taxi)   ln(Gre_taxi) 

ln(Uber)   
-0.0251*** 

  
0.0035*** 

(0.00102) (0.000730) 

ln(Uber) * Manhattan 
0.0326*** 

(0.000967) 

ln(Uber) * Rush Hour 
-0.0027** 

(0.000934)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764,544 764,54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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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by Dynamic Pricing (Surge Charg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7 

Hall et al (The Effects of Uber’s Surge Pricing: A Case Study, 2015)  

What is going on in Seoul?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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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are vs. Low Fare (H5) 

(1) (2) (3) (4) 

ln(Taxi_ ln(Taxi_ ln(Yel_taxi_ ln(Yel_taxi_ 

High fare) Low fare) High fare) Low fare) 

ln(Uber) 
-0.0180*** -0.0163*** -0.0171*** -0.0151*** 

(0.000680) (0.000663) (0.000644) (0.000623) 

      
ln(Gre_taxi_ ln(Gre_taxi_ 

High fare) Low fare) 

ln(Uber)     
0.0035*** -0.0011 

(0.000624) (0.000600)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19 

  

Small Tip vs. Large Tip (H6) 

(5) (6) (7) (8) 

ln(Taxi_ ln(Taxi_ ln(Yel_taxi_ ln(Yel_taxi_ 

Small tip) Large tip) Small tip) Large tip) 

ln(Uber) 
-0.0187*** -0.0168*** -0.0202*** -0.0119*** 

(0.000668) (0.000654) (0.000656) (0.000604) 

      
ln(Gre_taxi_ ln(Gre_taxi_ 

Small tip) Large tip) 

ln(Uber)     
0.0008 -0.0007 

(0.000617) (0.000578)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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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ride vs. Single ride (H7) 

(1) (2) (3) (4) 

ln(Taxi_ ln(Taxi_ ln(Yel_taxi_ ln(Yel_taxi_ 

Group ride) Single ride) Group ride) Single ride) 

ln(Uber) 
-0.0296*** -0.0117*** -0.0237*** -0.0131*** 

(0.000676) (0.000660) (0.000617) (0.000649) 

      
ln(Gre_taxi_ ln(Gre_taxi_ 

Group ride) Single ride) 

ln(Uber)     
-0.0007 0.0021*** 

(0.000597) (0.000609)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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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vs. Card (H8) 

(5) (6) (7) (8) 

ln(Taxi_ ln(Taxi_ ln(Yel_taxi_ ln(Yel_taxi_ 

Cash) Card) Cash) Card) 

ln(Uber) 
-0.0217*** -0.0164*** -0.0223*** -0.0117*** 

(0.000671) (0.000670) (0.000646) (0.000617) 

      
ln(Gre_taxi_ ln(Gre_taxi_ 

Cash) Card) 

ln(Uber)     
-0.0002 0.0001 

(0.000618) (0.000603) 

Zip cod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Date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Time-of-day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806,784 806,784 806,784 806,78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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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 enhances consumer utility in low-income area 

 Providing transportation options without cannibalization 

 In aspect of Rawlsian utility, Uber increase social welfar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23 

Why Uber over Taxi?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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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edium.com/life-learning/disruption-is-about-the-experience-e8ff601e986e#.x3ilpxk96>  

 Taxi, 호주 원주민 여성에 대한 승
차거부 

 Taxi 운전자 중심의 운행 

 Taxi 근거리 운행/승차거부 

 

 

 

“They fail because Taxi companies se
e themselves as being disrupted by an 
app. The truth is, they’re being disrupt
ed by an experience”  
 
– Jon Westenberg,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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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의 소비자 후생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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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ility 

 Time & Costs 

 Quality and Risk 

Accessibility 

26 

Yellow taxi pickups Green taxi pickups Uber pickups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Uber provides transportation option to every body  

Lee et al (KAIST) (Car Sharing Services and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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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nd Coste of Urban Transportation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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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et al (Faster and Cheaper: How Ride-Sourcing Fills a Gap in Low-Income Los Angeles Neighborhoods, 

2015)  

Response Tim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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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and Safer because customers are managers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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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information on quality of service and risk factors 

 

공유경제와 공급자 후생 

Management on the Smarter Planet 

2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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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 heard from GES 2016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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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ize transportation, make cities better, and 

build a better social safety network” - Travis Kalanick 

How much they make? (35%-100% More Incom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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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있는가?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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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34 

5. Work is becoming more modularized. 

As societies become more entrepreneurial, work, and our idea of 
work, is becoming more modularized. In other words, work will 
no longer be confined to employment contracts that require peop
le to work at least eight hours a day for an indefinite amount of ti
me for a corporation. Instead, work will depend largely on shorte
r term engagements and will be specific to a particular project. T
his evolution is already happening. Uber, Lyft, Catalant (formerl
y HourlyNerd), Task Rabbit, and other on-demand platforms that 
connect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are all signs that our soc
ieties are becoming more entreprene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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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Unemployment Rates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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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lternative Employments (Katz and Krueger, 2016)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36 

The Rise and Nature of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1995-2015 

 

• All net new jobs created in the U.S. since 2005 are due to the so-called 

“gig economy”  

•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10.1% in 2005 to 15.8% in 2015, Workers 

hired through contract companies: 0.6% to 3.1% 

• 0.5% of Workers through online intermediaries such as Uber or Task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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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 of Employment in Self-Employment, Based on IRS Schedule C Filings and CPS Data, 1979-201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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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감소 

Management on the Smarter Planet 

3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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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 Economy optimize Entrepreneurial Activit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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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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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g Economy Platforms 

 Uber-X: Ride sharing Platform 

 Postmates: On demand delivery platform 

 Kickstarter: Reward-based crowdfunding platform  

 After introduction of Uber-X and Postmates 

 A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crowdfunding campaign la

unches 

 Predominantly reduce lower quality entrepreneurial activities (u

n- and under-funded projects) 

 Offering viable employment for the un- and under-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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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and Uber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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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sharing saves lives from DUI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42 

Greenwood and Wattal (Show Me the Way to Go H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Ride Sharing and Alcohol Related Motor 

Vehicle Homicide, 2015) 

• Lower 5-8% of DUI kills. 

• Saving $1.3 Billion annually 

• Save about  500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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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sharing makes the safer cities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43 

Allegations of rape against a ride-sharing driver put sexual crimes at the 

center of the debate on ride-sharing regulation. 

Despite an intense debate, there is no systematic and society-wide evidence 

regarding ride-sharing and sexual assault. 

Does Uber really get blamed for the sexual crimes? 

Are Uber-Drivers Dangerous? 

4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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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 Activity Theory (Cohen and Felson 1979) 

- Criminal acts require “the convergence in space and time of likely 

offenders, suitable targets, and 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 

Why Crimes are committed? 

45 

Motivated 
Offender 

Absence of 
Capable 
Guardian 

Suitable Target 

Crim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Sexual assaults are reduced when taxi are rare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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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ft (Grand Larceny) are also negatively correlated 

47 

Table 3. Estimation Results for Other Crimes (Probit IV) 

  

Robbery Felony assault Burglary Grand larceny 
Grand larceny-

mv 
Murder 

(1) (2) (3) (4) (5) (6) 

Uber 
-0.002 

(0.003) 

-0.002 

(0.002) 

0.000 

(0.002) 

-0.004*** 

(0.001) 

0.001 

(0.003) 
0.007 

(0.006) 

Yellow_tax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Green_taxi 
0.001* 

(0.000) 

0.001* 

(.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01) 

Other_crimes 
0.021 

(0.017) 

0.009 

(0.017) 

0.000 

(0.016) 

0.010 

(0.015) 

0.009 

(0.021) 
0.142*** 

(0.052)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Why Uber? – More Choice of Transportation Modes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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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McKinsey, 2015 

Democratization of Chauffeur 

Services with full range of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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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of Ride Sharing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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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er is 3 times more productive Uber runs 0.56 miles without customer 

per 1 mile run with a customer 

 Taxi runs 1.46 miles without customer per 1 mile run with a customer 

Cramer and Krueger (Disruptive Chang in the Taxi Business: The Case of Uber,2016) 

Better Cities with Ride-Sharing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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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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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Urban Mobilit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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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Mobility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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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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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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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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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율화 

Management on the Smarter Planet 

4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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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st Century Businesses: De-Capitalization & Meta Capitalism 

Old Business 

Model 

New Business 

Model 

BRAND 
CAPITAL 

HUMAN 
CAPITAL 

WORKING 
CAPITAL 

“Push”  

Focus 

“Pull”  

Focus 

Production 

Focus 

Customer 

Focus 

High Low 

High Low 
PHYSICAL 
CAPITAL (Outsourced 

Network)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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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expansion (or mobility) without the 

diminishing marginal return on investment 

 

 

Market Value Escalation with MetaCapital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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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amsung vs. Apple Profitability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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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Management on the Smarter Planet 

5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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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conomists support this innovation 

© Byungtae Lee 공유경제의 사회, 경제적 가치(공유경제와 

규제정책세미나,2017.1.19,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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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ungtae Lee (2016.11.17, 제도경제학회심포지움) 
64 

1. Innovation precedes regulation, not the other way around. 

2. Entrepreneurs and innovators are richly rewarded for their br

eakthroughs.  

3. The government depends on the ingenuity of the innovators. 

4. Innovations are pulled into – not pushed onto — society. 

5. Work is becoming more modularized. 

6. The society is either prosperous or is on a clear path towar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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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tae Lee 

btlee@kaist.ac.kr 

010-298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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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명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가.   

국민 후생 

단기효과 장기효과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은? 

1 소비자 보호 2 경쟁확보 3 규제당국들의 규제 

사업자들의 혁신 인센티브를 지켜주어 

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 

소비자,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등 

미국 FTC는 1,2를 담당하고 있음. 

-45-



1. 미국 FTC의 공유경제 연구보고서 

6 

1. 미국 FTC의 공유경제 연구보고서 

• 미국 FTC는 공유경제 이슈 웍샵(2015.6월) 논의 결과, 의견서(2000여건) 접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2016.11.29.) 

‒ 승용차 운송 서비스, 단기 여행지 숙박 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  

• 소비자 후생 증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함 

•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공유경제 플랫폼들은 공급자들을 늘리고, 거래를 활발하게 

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남 

‒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생증진의 효과가 있음 

• 소비자 보호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임 

‒ 소비자 후생 증진 목적과 다른 규제 목적과의 균형,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균형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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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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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 경제학 

• 공유경제 시장에는 세 종류의 참가자(player)가 있음.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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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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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의 특성 

• 공유경제-“소유에서 협력적 소비로”-로렌스 레식(2008) 

• 많은 경우 공급자들은 자기가 자주 쓰지 않는(underutilized)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거의 안 들어 매력적인 가격에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  

‒ 자기가 집을 안 쓸 때 호스트가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에 여행자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If Autonomous Vehicles Rule The World(The Economist 2015.8.1.) 

- 공유경제의 잠재적 효과 

 

 

 

 

 

한 OECD 스터디는 공유자율주행택시는 도시에서 필요한 차량 숫자를 80~9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도시 지역은 차 1대당 3.5대 주차공간을 갖고 있음. …, 자동차 주행의 30%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주행임....미국 도로상의 자동차가 90%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경우 도로의 

수용능력이 두 배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 주차 공간도 덜 필요해짐. 자율주행차로의 변화는 

사람들이 살수 있는 시내 공간이 더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장기적으로 도시의 모습이 바뀔 

것임. 주차장이 줄어들고 도로가 차지하는 공간도 줄어들어 가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 

2. 공유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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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장터의 세가지 특징 

 
1 thick market(두터운 시장): 시장의 양쪽 면 모두 참가자 다수 

‒ 참가자들은 플랫폼의 다른 면 참가자들이 많을수록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음.   

· 더 다양한 숙박시설 옵션, 더 가까운 데서 찾아오는 승용차 

· 양면시장의 외부 네트워크효과.   

‒ 네트워크효과는 시장집중과 플랫폼사업자 신규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 야기할 가능성 

· 네트워크효과와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 

·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힘- multi homing 

·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상당한 경우 집중화가 소비자에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FTC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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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장터의 세가지 특징 

 

 

 

 

2 플랫폼 사업자가 참가자들이 거래를 완결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줌.  

3 참가자들이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제대로 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줌 

‒ 에어비앤비는 renter가 다양한 숙박시설 옵션 중 자기가 선호하는 곳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특징을 보여줌. 

‒ 우버는 승객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를 금새 찾아 승차할 수 있게 연결해줌. 

승차료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됨 

‒ 평판시스템 및 다른 신뢰 메커니즘 운용을 통해 

3. 공유경제와 신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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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경제와 신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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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애컬러프 
노벨경제학상 수상 자넷르노 FRB 의장 

3. 공유경제와 신뢰 메커니즘 

14 

• 중고차 시장. 이른바 Market for Lemon  

‒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시장 

‒ 고품질 제품 판매자들이 사라지고 저품질 제품 판매자들만 남거나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음.   

• 판매자 측면뿐 아니라 구매자 측면에도 이질성이 존재할 경우 정보비대칭 문제는 

양방향에서 모두 발생 

‒ 우버의 경우 운전자가 믿을만한지 승객이 걱정할 뿐 아니라, 운전자도 승객이 믿을만한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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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 

 

 

 

 

 

 

 

1 기술발전, 발전된 기술의 사용 일반화 

2 혁신적 아이디어의 결합 

‒ 판매자는 자기가 파는 서비스의 품질을 잘 아는데 구매자인 나는 그 사람 잘 모르잖아! 

‒ 플랫폼은 어느 정도 믿어도 플랫폼 너머에 있는 개개의 판매자를 어떻게 믿어? 

‒ 플랫폼 사업자의 구상: 개개의 공급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신용도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 인터넷-구매 후기, 판매 상품에 대한 사진, 채팅 정보 

‒ GPS,  

‒ 컴퓨팅 파워(+ 기계학습은 복잡한 매칭 문제 해결) 

‒ 스마트폰의 확산!! 

3. 공유경제와 신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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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메커니즘의 구축 

• 2000년에 이베이가 판매자 등급 시스템을 처음 채택 

•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참가자들이 사용해 본 후 거래 상대방에 대해 등급을 

매기게 함으로써 평판 등급(Reputation Rating )시스템을 구축 

‒ 판매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구매자들의 정보수준이 올라가서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완화됨. 판매자의 개개 구매자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수준도 상승. 

‒ 평판 등급 시스템은 참가자들이 플랫폼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부가적 효과도 있음. 

• 평판 등급 시스템 외의 기타 장치 

‒ 플랫폼 사업자가 리스크를 부담 

불만고객에 대한 환불 등 개런티, 손해보험 제공 등 방법으로 플랫폼 너머의 참가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플랫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 

‒ 참가자 사전 스크린 

우버의 경우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게 함.  사전 신용 등급 체크, 운전자 

형벌 이력 체크를 받도록 함. 플랫폼 참가자의 품질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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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C 의견 

‒ 규제당국은 균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공유경제 사업 모델이 발전하게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소비자, 공공 보호를 위해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만 규제하여야 하고 그 규제도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 

‒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결하는 정도 이상의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 FTC는 시카고 시 의회 등의 공유경제 운송서비스 

규제 입법 움직임에 반대의견 전달 

플랫폼에 대한 TNP(Transportation Network 

Providers) 라이센스 납부의무 부과, 탄력적 

승차요금 불허, 공항출입 운송서비스 불허,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차 보유 불허 등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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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후생 문제 

•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공급 증가 결과 소비자 이익 증대 

‒ 승객은 승용차를 신속히 부를 수 있음, 낮은 승차 요금 지불 

‒ 투숙객은 다양한 숙박시설 중에서 선택 가능. 숙박요금이 저렴한 편 

• 플랫폼사업자들은 자신들의 평판 등급 메커니즘 등 방식은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서비스와 더불어 소비자와 공중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 

2)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피해를 주는 문제- 외부 불경제 관련 

• 교통 혼잡,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불편 유발 등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규제가 

정당성 가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 

‒ 직접 거래 상대방의 보호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에 직결되므로 보호할 인센티브가 있으나, 

제3자에 미치는 불편함은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과 무관하므로 축소하려는 인센티브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없음 

4. 교통부문 및 단기숙박 분야 공유경제와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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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피해를 주는 문제- 외부 불경제 관련(계속) 

• 제3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직접적 규제 

‒ 안전과 관련한 택시 규제는 새로운 진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도 

동의 

· 예를 들어 운전자에 대한 자세한 사전조사, 자동차 검사, 의무적 자동차보험 등 

‒ 거주지역 인근 주민 불편함 문제(Zoning and Preservation of Residential Neighborhoods) 

· 아파트 건물에 있어 소음의 증가, 파티 증가, 모르는 사람의 출입 등은 인근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 주거시설이 대규모 여행객 투숙시설로 전환되어 도시지역의 양호한 주거시설이 부족해 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 

· 뉴욕시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주거시설을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호스트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뉴욕주 검찰의 보고서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구태의연한 규제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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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규제 목적 

 

 

 

 

 

 

 

1 세금징수 문제 

지체장애자 등(underserved customers and disabled riders)에 대한 서비스 제공 

원활화 문제  

2 

‒ 어에비앤비가 호스트로부터 얼마만큼 수수료와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 낼 

것인가에 대해 호텔측과 에어비앤비는 이견을 표출.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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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의견서 의견(Public Comments) 

•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어서 좋다는 의견 많았음.  싸게 빌릴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들도 많은 편. 

• 부정적 의견이 5% 정도 나왔음 

‒ 그러나 거래 참가자로부터 부정적 견해가 표출된 것은 매우 적음. 사용자 중에 공유경제 

경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사람은 거의 없음. 

‒ 부정적 코멘트는 공유경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임.   

그 중 10%는 경쟁자들.  50% 정도는 인근 주민. 

2) 미국 FTC의 정책방향 

• 공유경제 사업 모델이 발전하게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소비자, 공공 보호를 

위해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만 규제하여야 하고 그 규제도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4 

3) 한국 경쟁당국, 규제당국에 던지는 시사점 

• 아이폰의 국내 도입과 삼성 갤럭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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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67-0828/0768 Fax:+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중국 (북경 사무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hanoi@yulchon.com 

미얀마 (양곤 사무소) 

Unit 6, 7F, Tower 1, HAGL Myanmar Centre Tower, 192, Kabar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yangon@yulchon.co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7-495-510-5228  E-mail: moscow@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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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원 국장 



 

김  정  원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주요학력 > 

o ’86.02 동북고등학교 졸업 

o ’90.02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o ’93.02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o ’00.06 美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주요경력 > 

o ‘93.04 행정고시 36회 

o ‘00.06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통신경쟁정책과 

o ‘04.05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국제기구과 

o ‘07.01 통신위원회사무국 통신시장감시팀 

o ‘08.04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파견 

o ‘11.04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조사기획총괄과장 

o ‘13.10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실 

o '15.05 국제기구(UN-ESCAP, APCICT) 고용휴직 

o '16.05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장 

o '16.10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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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정보
기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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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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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율주행차 플랫폼 : 하나의 제품·서비스로 융합]

자동정비

자율주행 주행거리관리

자동부품교환 자동보험

자동차공유

[기존 : 빠르고 튼튼한 자동차]

운전·정비등

운전자가직접수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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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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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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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O T

-68-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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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AI솔루션 제공 및 경쟁우위 확보

고부가가치데이터의자유로운생산·융합·활용

최적화된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제공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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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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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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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29

거

( ’18  20개 →  ’25 320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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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3단계(’30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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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33

국민 누구나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고

공공 수요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국방

치안 교통/유통

선제적 도입

행정/복지

 실시간 스마트 도로교통 시스템 구현

 우편 및 물류 프로세스 최적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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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갖춘 지능정보기업이 마음껏 시험·개발하고
신규 서비스·제품 빠르게 출시

혁신 신기술 개발 위한 테스트 베드 운영

35

맞춤형 정밀 치료 등으로 국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지능형 의료산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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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Re-shoring)

지원

제조업의
서비스화

생태계 조성

37

“사회정책 개선
선제적으로 대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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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 교육 체제 전면화  지능정보사회 교원양성 및 인프라 구축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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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복지 재정 건전성 유지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

41

거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인간 중심 윤리 정립

인간과
기계의공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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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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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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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다날쏘시오 이상무 대표 

법무법인(유) 율촌 손도일 변호사 



이 상 무 
다날쏘시오, 대표이사 

 

Email:  bosco7@danalssocio.com  

 

교육 

 

2009 년 12 월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Visiting Scholar(초빙교수) 

1995 년 6 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금융 전공 

1992 년 2 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부산 대동고등학교 졸업(19887) 

 

경력 

 

2016 년 7 월  다날쏘시오, 대표이사 

- 국내 최초 생활공유 기업 , 쏘시오 서비스 총괄 

- 경기도/서울시/성남시 공유기업 인증 

-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우리끼리 셰어링” 출범 

 

2016 년 6 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서울지점, 한국 대표 및 은행지점장  

  -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한국 대표 취임. Market 부문 총괄 업무 역임 

 

2011 년 6 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서울, 한국대표 및 지점장 (Sales &Trading 총괄)  

 - 비상 Senior Leadership Forum 운영 및 인수합병 감독원 수감 완료 

 

2010 년 12 월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서울,  전무 

 - 외환, 이자율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영업부 총괄 

 - 국내 달러 구조화 채권 시장 선도 

 

2010 년 6 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국 네트워크 윤리과장 

 

2008-2009 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미국 연수) 

 - 한미 공공 금융기관 실무자들 연례 투자 컨퍼런스 두차례 개최  

 

2005-2007 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팀장 

 -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운용팀의 투자총괄 관리 

 - 자산 배분 전략 기획 및 대체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에 관한 체계 마련 

 - PE, 원자재, 부동산 및 헤지펀드 등 해외투자 마스터 플랜 발표 

 - 14 개의 공공기금 운용조직 연합체, “공공자금운용협의회(CoiAM)”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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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5 년 정보통신부 총무과 인사담당 서기관 

 

2002-2004 년 정보통신부 통신진흥국 사무관 

 - 무선 인터넷 망개방 추진,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 마련 

 

1998-2001 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사무관 

 - “사이버코리아 21” 기획 및 건설교통 및 농림수산 정보화 기획 

 

1996-1997 년 행정고시 제 40 회(재경직)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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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로의 전환,
나에서 우리로

- What's Mine is Yours -

© Danalssocio Corp.

쏘시오가 바라보는 공유경제

2

“공유경제는실제로우리가창업을하는방식, 업무를보는
방식, 그리고결국경제가창조되는방법까지변하게할것”

“새로운공유경제사회에서는모든것들이연결돼있고, 공유
야말로가장큰가치를생산해내는방법.”

‘집카(Zipcar)’의창업자 로빈체이스제레미리프킨
‘소유의종말(The Age of Access)’/ 2001

“시장은네트워크로대체되고, 제품을구매하지않고
서비스에접속하며살아가는세상”

공유공유

소유 소유
나눔(기부),  중고거래

출처 : 쏘시오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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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면… (*Selfish Sharing -Alex Stephany-)

3

출처 : Collaborative fund, kellianderson

© Danalssocio Corp.4

서로가 연결되며 신뢰할 수 있음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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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5

마켓은 새롭게 구성되고

© Danalssocio Corp.6

BEFORE

협력적 라이프스타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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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7

Product Service systems

© Danalssocio Corp.

공유경제의 4가지 촉진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놀고, 여행하며, 만들고, 배우고, 저축하고, 소비하는 방법의 변화

Massive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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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9

온라인 거래에친숙하며환경 이슈에 민감한선진국 등을 중심으로공유경제의가치가확대되고있습니다세계 공유경제시장은 2025년 370조 원 규모로성장할 것으로 예상

공유 아이템 선호 현황(셰계)

(단위:%, 응답평균)

전자제품

교육서비스

캠핑용품

자동차

스포츠 용품

의류

자전거

전동공구

생활용품

가구

집

바이크

28%

26%

23%

22%

22%

22%

22%

21%

18%

17%

15%

13%

(Nielsen, 2013)

공유경제 시장 규모

(단위:원)

20배

370조

18조
2,820억

2025(E)2014 2015

350조

세계
(PwC,2015)

중국
(중국 국가정보센터,2016)

공유경제의 규모

© Danalssocio Corp.

공유 경제 서비스를 통한 주요 수익 모델

10

1. SERVICE / COMMISION FEES

2. FLAT MEMBERSHIP / FLAT SUBSCRIPTION

3. TIERED SUBSCRIPTION

4. MEMBERSHIP PLUS FEE-FOR-USAGE

5. WHITE LABEL / LICENSING

6. FREEMIUM
© RACHEL BOTSMAN (레이첼 보츠만)

Collaborative Lab 소장

저서 : What`s Mine is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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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시오 그리고 공유경제 서비스논점

1.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행위 플랫폼

2. Selfish Sharing 참여자 증가

3. 공유경제의 성과는 참여자의 편익/비용의
개선 뿐만 아니고, 사회적(도시의) 어젠다의 해결

4. 정부의 역할의 Old 규제와 New 규제의 1차적인
조정자 이상으로 적극적 시장 조성자 역할

5. Big Data / AI / 공유경제 플랫폼은 사회적 인프라

© Danalssocio Corp.
12

“ 구매(소유)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서비스 ”

“ 생애 소득 10억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더 가치 있는 소비

현명한 소비

-91-



© Danalssocio Corp.
13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Needs & Sharing

사용해 보고 구매하고 Sharing & Buy

꿈꾸던 것을 사용하는 Roman & Sharing
(Wish List)

© Danalssocio Corp.
14

※ SSOCIO 소비자인터뷰

“무턱대고사지말고SSOCIO
에서먼저써보면좋겠네요!”

“언제어디서든필요할때
필요한만큼만쓴다? 
그건진짜새로운데요!”

“네? 할리도빌려줘요?
이런건시간단위로빌려주나

요? 아니면일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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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

1. 쏘시오 비전과미션

15

쏘시오는 공유(Share)와 공유의 즐거움(Fun)의 아이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소비 문화와 트렌드’를 이끌고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창조

우리가 만든 공유의 문화와 트렌드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

* Category Meaning (ex. 스카치 테이프, 크리넥스 등), 대표 포털, 공유 플랫폼

신뢰를 확보할수 있는 셰어링 플랫폼구축을 통해 공유 서비스시장을 선도

Our Vision

Our Mission

*

© Danalssocio Corp.

1. 쏘시오 사업추진전략

16

쉽고편리한공유

체험서비스공유
체험의즐거움

체험하고구매하고

Test-Bed (Marketing)

편의성 신뢰성 실용성

우리끼리셰어링 (K-Project, 행복주택, *뉴스테이)

아파트 더높은신뢰성 간소화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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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

2. 쏘시오 비즈니스및 제공 서비스

17

1) 쉽고 편리한 공유_A. 저관여 제품(일상)

개인 상품 등록 기획전 & 타임라인원해요* 업체 제휴 기획전 & 타임라인

* 9월말 기준 ‘원해요’  1,916건 등록

○ B2C ○ P2P

© Danalssocio Corp.

2. 쏘시오 비즈니스및 제공 서비스

18

1) 쉽고 편리한 공유_② 고관여 제품

• 로봇자동차, 명품백, 요트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제품

• 생활 속 특별한 날, 특별한 셰어링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 유도
고객 선호도 거래패턴 분석 기획전

○ 거래분석 ○ 고관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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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lssocio Corp.

2. 쏘시오 비즈니스및 제공 서비스

19

2) 체험 서비스 공유(Test-Bed)

• 미리 체험해 보고, 구매 전환 기능으로 제품 구매 가능

○ 체험 서비스 공유 ○ Test-Bed 역할

Sharing 시장진입제조유통 렌탈

• 쏘시오를 통해 신제품 출시 및 사용 후 결정 프로그램 진행

셰어링 구매전환 리퍼브

479 건 10.6% 104건

셰어링 구매전환 리퍼브

155 건 30% 39건

© Danalssocio Corp.

행복카 With SSOCIO And More
in the future

Sharing 
Av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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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쏘시오 비즈니스및 제공 서비스

21

3) 우리끼리 셰어링(K-Project)

특정 아파트 단지 입주민

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제안사업자’로 선정

물건, 재능(시간), 공간 등
유·무형 자원

신뢰성 높은 셰어링 진행
택배 없이 직접 거래

입주민 대상 B2C 거래량 상승

“우리끼리 셰어링” 메뉴 통해
입주 정보 확인(관리사무소)

후 바로 사용

© Danalssocio Corp.

3. 서비스 확산 계획

22

행복카 현재 서비스 지역 (2016.09 기준)

86개 단지, 22,400여 세대
- 122대 (5만 여명 추정)

서울 (15개 단지) / 경기 (65개 단지) / 인천 (6개 단지)

향후 확대 지역 (군인아파트, 대학교 등 포함)

2017년 상반기
(21개 단지, 25대)

서울 (3개 단지)
경기 (13개 단지)
대구 (5개 단지)

12월까지(39개 단지,50여대)

행복주택(4개소) 
- 대구/고양/화성/충주

경기 (29개 단지)
인천 (6개 단지)

- Co-Marketing 진행

- 공유 결합 상품 Subscription

(쏘시오와 행복카 이용 정기권)

- 행복카 차량이용과 함께 쏘시오 서비스

(우리 나라 주거 형태 중 아파트 비율 : 49%)

쏘시오 & 행복카/건설사 Collabo

3) 우리끼리 셰어링(K-Project)

- 건설사와 Smart Living 협업

- New Stay를 통한 점진적 확산

(Smart 상가를 구축하여 주민생활을

향상시기키 위한 제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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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즐거움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감사합니다!

이상무대표
bosco7@danalssoc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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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도 일 변호사 (Son, Doil) 

업무분야 기업인수합병(M&A),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정보보안, 기업내부조사 

Tel 02-528-5836 

Fax 02-528-5228 

Email dison@yulchon.com 
 

 

손도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기업인수합병(M&A),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및 정보보안, 기업내부조사 등 기업의 위기상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2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기업전문 변호사로 전직하였으며, eBay가 10억불 

상당의 인수대금으로 한국에서 Gmarket의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에 있어서 Gmarket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컨설팅 펌과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업관련 Risk Management에도 활발하게 자문을 하고 있으며, 전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금융기관,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하여도 

Cyber Security (정보보안) 관련 및 방송통신 관련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BA(세계변호사협회) Technology Committee의 Officer (Intrusive Technology 

Subcommitee의 Chair), TechLaw 그룹의 Board Member, IPBA(환태평양변호사협회) 

환경법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13년 2월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무부 국제법무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에 관하여 국내외 IBA, 

국제표준화기구 보안 분과 위원회(ISO/IEC JTC1 SC27), AMCHAM 등 다양한 국내외 

회의에서 정보보안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에 미국 UCLA Law School 

법학석사 (LL.M.)를 취득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2년간 광주지방법원판사를 역임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 미국 Arter & Hadden 로펌, 법무법인 충정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로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전 세계 주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들의 투자활동에 관한 “국부전쟁”도 출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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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2 : 미국 UCL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96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4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93 : 제35기 사법시험 합격 

 

경력 

 2012~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2017~현재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2017~현재 :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Committee Publication Officer  

 2015~현재 :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위원회 위원 

 2015~현재 : TechLaw 그룹 Board Member 

 2015~현재 :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 

 2014~현재 :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2012~현재 :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환경법 위원회 부위원장 

 2015~2016 :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Committee Officer (Intrusive Technology 

Subcommitee Chair) 

 2014~2016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2013~2014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관련 전문자문위원 

 2011~2015 : 대한변협 국제교류특별위원회 위원 

 2011~2013 : 법무부 국제법무 자문위원 

 2011~2013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2007~2012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2004~2006 : Seoul Law Group 대표 

 2002~2003 : 미국 Arter & Hadden Foreign Legal Consultant 

 1997~2003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996~1997 : 광주지방법원 판사 

 

주요실적 

 A 그룹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Master Plan 수립 관련 consulting (2015) 

 A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위수탁 관련 consulting (2015) 

 B 외국은행지점 개인정보 종합 consulting (2015) 

 KT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정보보호 자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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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면세점 개인정보 종합 consulting (2015) 

 두산인프라코어의 프랑스 자회사 매각에 관한 자문 (2015) 

 Kuraray 의 Dupont 사로부터 Glass Laminating Solutions 부문 인수에 관한 자문 

(2014) 

 해외 카지노 그룹의 한국 리조트 인수에 관한 자문 (2014) 

 Tapjoy 의 5Rocks 인수에 관한 자문 (2014) 

 NH 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관련 자문 (2014) 

 KB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관련 자문 (2014) 

 금융기관 및 국내외 각 기업에 대한 Data Privacy 관련 자문 (2014) 

 금융기관 및 국내외 각 기업에 관한 정보보호 consulting (2014) 

 전자금융업자(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의 

Compliance 관련 자문 (2014) 

 국내 카드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사 및 개선책 제시 (2014) 

 동원시스템즈의 코스닥 상장사인 한진피앤씨 경영권 인수에 관한 자문 (2013) 

 미국에 서버를 둔 국외사이버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자문 (2013) 

 한국인터넷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하여 정보감사(Information Audit)에 관한 자문 

(2013)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방송통신 관련 자문 (2013) 

 세계적 컨설팅 회사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2013) 

 외국계 파이낸스 회사를 위하여 데이터 센터의 해외 이전에 관한 법률 자문 

(2013)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를 위하여 결제기능 등이 탑재된 칩의 국내 판매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 (2013) 

 외국계 교육기관을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Compliance 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2013) 

 외국 패션기업의 전자상거래업 진출과 관련된 제반 법률 자문 (2012)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원 관련 여러 다국적 기업 대리 (2007~ 현재) 

 방송사업자와의 합작 투자 사업, 영화 스튜디오 및 출판사, LPGA 골프 토너먼트 

방송권 획득, 여러 인터넷 교육 회사의 매수, 온라인 티켓 구매 서비스 및 

다수의 방송 관련 목적을 포함한  사업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MSN 포털 구축 및 론칭 자문 (200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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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한국 규정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 독점규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인터넷 사생활 보호 문제 및 대정부 접촉 등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자문 (2007~2011) 

 한국 굴지의 전자상거래 제공자인 G 마켓과 그 이사회의 특별 위원회에게 

eBay 의 미화 12억 달러의 G 마켓 공개매입 자문. 이 거래는 Asian Law & 

Business and Asian-Counsel magazines 에서 뽑은 “올해의 한국의 거래”로 불림 

(2009) 

 

논문 및 저서 

 Self-Driving Cars : New standard for data privacy internationally and in Korea, 

Communications Law (June 2016) 

 국부전쟁, 매일경제신문사 (2011) 

 Strategic Investments and Alliances in the United States, Arter & Hadden (2003) 

 Labor Issue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of Bankrupt Companie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Law school LL.M. Paper (2002) 

 

수상  

 Client Choice Awards 2016 에서 한국 General Corporate 부문 단독 수상, 

International Law Office(ILO) (2016) 

 

자격사항 

 변호사, 대한민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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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Session 1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2017. 1. 19.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손도일 

 

공유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Big Data – IoT (Internet of Things) – 

Cloud Computing으로 이어지는 21세기 Smart Life의 큰 축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형 공유경제의 가장 활성화된 모델은 ‘대리기사’가 아닐까 생

각합니다.)  

공유경제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용

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기존에는 자동차를 주말에만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도 

빌리는 대신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공유경제가 정착되면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매월 큰 금액의 할부금을 내는 대신 공유경제 모델을 통하여 필

요한 때에만 빌려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을 이용함으

로써 늘어나게 된 가처분 소득은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에 사용되거나 혹은 다른 

추가적인 소비를 통하여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

제를 통하여 가정에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과소비에 따른 환경파괴요인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도 자동차에 대한 사회 전체의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는 수요의 증가에 맞추기 위하여는, Car 

Sharing 회사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모델은 기존의 전통적인 규범체계에 익

숙한 우리에게 많은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버’ 등의 사례에서 보면, 특정영역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

히 침해를 받게 되는 (혹은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업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다

만, 일반 소비자들은 기존 사업자에 비하여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의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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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

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

롭게 해결하면서, 공유경제가 경제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인

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앞서 본 세 분의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KAISA 이병태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A. 공유경제를 통하여 공급자 후생과 사회적 후생이 증가되고 경제효율화

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ber와 Taxi가 사실상 경쟁하지 않거나 하더라고 그 효과가 미

미하다는 통계적인 분석에도 공감합니다(특히 Uber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 

B. 다만, 소비자나 사업자의 개인적인 경험 내지 직관적인 관찰은 좀 다

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 출장 중에 Taxi를 잡는 것이 어려워서 

Taxi를 기다리기 보다는 Uber를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경험 내지 직관적인 관념에 따른 반대를 극복하기 위

하여는 어떤 방향으로 해당 사업자 혹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g., 택시운전

자들도 쉬는 날 Uber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safety concern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지?) 

2. 법무법인 율촌의 주순식 고문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A. FTC의 주된 관점이 소비자 후생증진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

다. 과연 한국 정부의 관점도 같은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만일 다른 목적도 

고려한다면 그 비중은 어떤지, 한국과 미국 정부 혹은 다른 나라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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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어느 정도 다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B.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하여는 신뢰받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

히 이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논리에 맡겨두는 것

이 좋을지(특히 공유경제가 형성되어가는 초창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Global Economy하에서 한국의 공유경제 기

업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한 통제, 조세정의, 소수자(장애자, 노약자 등 인

터넷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도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안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

니다(오히려 Global 사업자들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3.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원 국장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A. Global Economy, 특히 e-commerce에 바탕을 둔 ICT 산업에 있어서는 

국경간 장벽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외국

기업은 외국기업대로, 한국기업은 한국기업대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한국의 규제가 외국의 일반적인 예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가령 한국의 Privacy 규제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한국

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한

국기업은 외국기업들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기업들에 대하여 너

무 지나친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가령 e-marketing). 이와 같은 

상반된 입장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검

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 승자독식 구조에 관하여 개선되는 방향을 일정 정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최대한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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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의 Global Economy의 관점에

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g., 과거 WIPI 규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C.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비식별화를 통한 Data 활용의 활성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제도 너무 강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식별화된 Data보다는 가급적 원래의 

Data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Data(개인

정보의 경우)의 파기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

니다. 국내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Data의 해외이전에 대하여도 통제를 하

여야 한다는 입장과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

다. 

D. 한편,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Data의 활용과 관련하여 더 강한 Privacy가 필

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Data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다른 ICT 혁신과 비교할 때,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영역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공

유경제시대에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숙제

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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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성엽 교수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서강대학교 교수.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

네소타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

를 거쳤습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

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부터는 서강대 ICT 법경제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행정규제법 및 ICT 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

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등이 있고,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

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2012), 「지상파 방송 재송신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방송유지·재개 명령권, 직권조정, 재정제도를 중심으로」

(2015)등 15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미래부, 방통위 등 다수의 정부위원회에 참여

하고 있는 ICT 법정책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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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유경제의 이해

o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

o 대여자의 유휴자원을 이용자에게 중개하고 이용자는 대여료를 대여자에 지급하는 구조이며, 중

간에서 플랫폼은 대여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한다. 이용자에 대한 대여자의 신뢰와 이

용자의 후기를 통한 피드백이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함

3

I. 공유경제의 이해

o 공유경제의 가치

1) 이용되지 않은 채로 있는 자산(dead capital)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보

다 효과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

2) 수요자와 공급자를 모음으로써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시장 모두에 보다 경쟁적인 시장

이 형성되게 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창출

3) 거래 의향이 있는 상대방을 찾고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이행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 즉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주를 확대

4) 지난 이용자들의 이용후기를 집적하여 신규 진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방지

5) 기존의 규제로 보호되어 비효율적인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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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유경제의 이해

o O2O와 공유경제의 구별

- “O2O 거래(Online to Offline Commerce)”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서비스와 재화 등을 온라

인에서 구매하는 상거래를 말함

- 2010년 경부터 국내외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의 확산과 함께 생겨난 용어로, ‘서비스

물품의 검색 → 구매 의사 결정 → 대금 결제’는 온라인에서 하고, 그 ‘비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래 형태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폰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

-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이용자간 중개플랫폼으로 의미, 유휴자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조

하는 P2P 플랫폼이 공유경제의 전형. O2O의 경우 주로 B2P의 형태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전

형적인 공유경제가 아니지만 광의의 공유경제에 포함될 수 있음

* P2P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집이나 옷을 빌려주는 서비스 등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중계서비스가 이에 해당. B2P는 기업이 소유한 제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 카

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렌탈서비스가 여기에 해당

5

II.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혁신과 규제

1. 혁신(innovation)의 개념

o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 보다 효과적인 과정을 의미. 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의 적용

o 혁신은 새로운 절차,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상업적 내지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변환시키는 것

o 혁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시장 내지 사회에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성공적으로 구체

화하는 것. 새로운 기술과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개선(improvement)을 이루어 내는 것

o 발명(invention)과 달리 새로운 제품, 절차의 최초의 발견 이라기 보다는 이를 현실화 시키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음. 혁신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고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 품질, 안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o 단순한 변화(mere change)와도 구분.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혁신이 아니며 어떤 새로움

(newness or novelty)이 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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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혁신과 규제

2. 혁신과 규제의 관계

o 혁신은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일시성과 유연성(temporariness and 

flexibility)이라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수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속성으로 하는 규제와 본

질상 갈등적 임. 

o 첫째, 혁신을 거부하는 규제

- 즉, 규제를 통해 혁신을 막는 경우.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적으로 간주

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제어하는 경우

-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 확립된 질서를 토대로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

우가 많음. 우버는 기존의 택시사업자,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자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임. 

-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면허 없는 택시업과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 흔히 진입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7

II.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혁신과 규제

o 둘째,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

-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행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 

-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법제는 저작자나 발명자의 기술 혁신을

조장, 지원하는 규제

- 정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진행

o 셋째, 혁신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여 이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경우

- 기존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최소 규제를 통하여 혁신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도 최소한의 규제 형평 및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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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유경제에서 정부규제의 원칙-혁신과 규제

o 넷째, Negative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의 적용

- 규제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Positive Regulation)하는 경우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혁신이 나타날 때마다 관계법령 제․개정이 필요. 

- 이 방식에 따르게 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법령에

모두 규정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ICT 규제에서는 급격한 기술혁신의 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

운 서비스에 대해 제도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이 높음

- 혁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성숙할 때까지는 당분간 비규제 영역으로 두는 경우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음

9

III.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

1. 공유경제 맥락에서 혁신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o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인지 여부와 기술적, 사회적인 개선(improvement)이 존재하는지 여부

o 보다 나은 변화가 있는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히 상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인지에 따라 결정

o 기술적 개선은 기술발전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적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

의 사회에 대한 이익이 개인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가지거나 사회에 부가된 가치가 기업이

얻은 이득보다 클 때 인정

2. 기술적 개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o 광대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스마트폰 제조 및 S/W 내지 Application 기술, Social 

Network Service 기술,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GPS 기술, Payment 기술 등은 신기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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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

o 사람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

시간으로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임

3. 경제적인 측면에 혁신성 여부 판단

o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거래비용이 적어야 하는데, 무선인터넷 및 스

마트폰 등P2P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익명의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것이 가능

o 또한 익명의 거래상대방이 믿을 만한 주체인지 여부를 탐지하는데 있어 SNS의 활성화를 기반

으로 누적된 이용후기 정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에 대한 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음. 

o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효과.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유휴자산의 사

용가치를 높이는 효율성을 가져오고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를 제거

11

III. 공유경제의 혁신성 여부

4. 사회적 개선인지 여부

o 공유경제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불법일 가능성, 공급자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 정부

의 과세권 약화, 공중의 안전 문제, 위험발생시 법적 책임의 문제, 소비위축에 따른 생산 축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이 거론

5. 공유경제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

o 소비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공급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휴

자원을 사용하여 수입을 올리고 탄력적인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복지의 기회를 증가

o 반면 공유경제 기업 특히 이익추구형 플랫폼은 거대 ICT 플랫폼으로서 전통적 자본주의 기업과

속성에 있어 변함이 없음. 기존의 전통기업과 같은 시장을 두고 갈등은 물론이고 소비자 안전, 

노동력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문제를 야기

o 결론적으로 공유경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개

선에 해당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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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3가지 규제대안

1. 전면적 규제(Regulate it out of existence) 

o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전통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

o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공유기업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

o 만약 기존 규제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과 소규모기업은 법을 준수함에 반해 거대 기업은

법을 회피하는 특권을 누리는 소위 2차원 정의 시스템(two-tier system of justice)을 허용하는

문제발생

2. 비규제 주장(No Regulation at all)

o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전통적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

13

IV.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3가지 규제대안

o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인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과 외부성(externalities)의 문제가

공유경제에서는 자율적으로 치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판매자의 신원 확인, 정부발행 ID 확

인, 범죄경력 조회, 구매자의 사용 후 평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두 가지 문제는 전통적 경

제에 비해 쉽게 해결되며,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역시 이러한 문제 해결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이라는 것을 알기에 시장실패의 치유에 적극적이라는 입장

o 특히, 이들은 이용후기제도(Reputational Feedback Mechanism)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중

요한 요소이며 인터넷 경제에서 이 시스템은 두 번째의 보이지 않는 손(second invisible hand)

으로 작용. 

o 이에 더하여 전통적 비즈니스와 달리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직업적(professional) 존재가 아

니라 보통 일반인이라는 점에서도 규제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를 통한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적절하다고 주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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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유경제에서 규제의 가능성-3가지 규제대안

3) 점진적인 상황전개에 따른 규제(Wait and See) 전략

o 공유경제와 같이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는 ICT 생태계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

신을 보장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o 결론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규제모델과는 달리 초기단계의 혁신을 수용하고 장려

하기 위하여 Wait and See 전략을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

- 공유경제와 같은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전통적인 Command and Control 방

식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받기 어려움

o 다만, 비록 혁신과 변화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고 노동자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과세 문제, 공정경쟁의 문제 등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규제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는 존재

15

V.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1. 규제혁신/개혁의 의미

o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2012년

규제개혁백서)

2. 규제혁신의 목표

o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

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

o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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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o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

o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 차단

3. 공유경제에서 규제혁신 방향

1) 소비자의 선택권, 삶의 질의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

o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규제혁신의 방향을 신

구산업간 경쟁의 촉진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로 전환

o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규제의 역할이 아니라 여하히 소비자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에 고민이 우선

17

V.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2) 규제방식의 전환(진입규제에서 사후적 행태규제로)

o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진입규제 방식의 정책대응

은 평가의 기회를 정부가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의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

o 특히 공유경제와 같은 ICT 기술의 경우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및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시

장참여자를 정부가 선별하는 방식의 규제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음. 

o 시장참가자와 경쟁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는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 기업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되 정부 개입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선별, 해소하는 데에 집중

하는 사후적 행태 규제방식으로 전환

* 최근 사후적 행태규제 도입의 사례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동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별표)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사-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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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공급자
플랫폼(우버, 

에어비앤비등)
이용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다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한다)

V. 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3)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갈등의 조정

o 이익집단들의 우려와 저항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유발

o 따라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과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면

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 접근,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보 추진

o 공유경제의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공유경제를 하는 경우와 기업적으로 공유경제를 하는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Wait and See 전략 , 수요 폭증시에만 제한적으로 공유경제 모델 도입

-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 검토

* 규제프리존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여 전략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을 해당 지자체에 한하여 일

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로서, 전국 단위의 전면적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규제완화조치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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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공유경제 제도설계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박사 



황 순 주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 주요학력

   ◦ 2015. 5.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 2010. 8.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2005. 2. 한동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영학 학사

□ 주요경력

   ◦ 2015. 4 ~ 현재 KDI 경쟁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연구분야

   ◦ 금융경제학, 계약이론, 산업조직론

□ 연구실적

(1)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시리즈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의 제2장, 한국개발연

구원, 2016 (발간예정).

“공유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정책과제”, (공저자: 김민정, 이화령), 연구보고서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의 

제1장, 한국개발연구원, 2016 (발간예정).

“채권자-손실부담형 은행 정리체제의 실행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발간예정).

(2) 용역보고서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저자: 김민정, 이수일, 이화령, 조윤

정 외),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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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연구”, (공저자: 이기영, 정대희, 최용옥 외), 예금보

험공사-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 2016. 

(3) 학술논문

“Does the CoCo Bond Effectively Work as a Bail-in Tool?” Working Paper, 

2017. 

“Relational Contracts and the First-Order Approach”, Journal of 

Mathematical Economics, 63, pp. 126-130, 2016.

“A Signaling Theory of Education under the Presence of Career Concern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8(2), pp. 87-101, 2016.

“Anti-Competitiveness of Instant Messenger Tying by Microsof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52, pp. 185-198, 2011.

“Government Bailouts, Time-Inconsistency and Managerial Punishment”, 

Working Paper, 2015.

“Relational Contracts and the Value of Information”, Working Paper, 2015.

“Distribution and Information Ordering in Adverse Selection”, Working 

Pap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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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제도설계 

황순주 

2017. 1. 19.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유경제의 개념 및 현황 

 기대효과 및 우려요인 

 제도화: 거래량연동규제와 집행의 문제 

 대안: 플랫폼을 통한 집행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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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개념 및 현황 Part-01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정의) ICT플랫폼이 특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시장거래를 중개하는 경제 

 (숙박공유) 에어비엔비가 숙박서비스를 원하는 게스트와 빈 방을 소유한  
호스트 간 시장거래를 중개 

 (차량공유) 우버가 승차서비스를 원하는 승객과 유휴차량 운전자 간 시
장거래를 중개 

소비자 
(예: 관광객) 

공급자 (유휴자산 보유자) 
(예: 빈 방 소유자) 

ICT 플랫폼 
(예: 에어비엔비) 소비자부담 

거래수수료 

공급자 

중개 

소비자 

중개 

시장가격 

유휴자산이 창출하는 서비스 

공급자부담 

거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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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유사한 다른 경제와의 차별성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및 우려요인 Par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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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기대효과 

 (소비자 편익 증대) 과거에 불가능했던 거래를 새롭게 창출하여 소
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킴.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득 증대) 공유거래 공급자인 유휴자산 보유자
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 여성, 청년층인 경우가 많아 공유
경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을 제공 

 숙박공유 공급자의 60%가 여성, 52%가 중산층 이하 계층  

 미국 공유경제의 주요 공급자는 연령기준으로는 25~34세 청년층, 소득
기준으로는 2만 5천~5만 달러 저소득 계층 (PwC 2014) 

 (자원활용의 효율성) 한정된 자원의 신규투입 없이 기존자원의 활용
만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경제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
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 

 2012년 여수박람회 당시 여수시내 숙박시설이 미비했으나 숙박공유 플
랫폼인 비엔비히어로가 유휴주택과 관광객을 중개함으로써 호텔 8개 규
모의 숙박서비스 신규공급 (cf. 샌프란시스코 수퍼볼 유치) 

공유경제의 우려요인 

 (안전/세금) 안전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미
등록 영업으로 세금회피문제 발생 

 (안전) 숙박(절도, 자산 손괴, 화재), 교통(교통혼잡, 사고책임 불분명, 성
폭행), 금융(금융사기) 

 (세금) 공급자, 플랫폼의 소득세 납부 회피, 소비자의 거래세 납부 회피  

 (주거안정성 침해) 집값 상승, 기존세입자 퇴거 

 뉴욕 시 단기숙박공유 전면금지 

 (제도적 기반 미비) 공유경제의 제 분야에서 세금, 안전관련 규제가 
미비하여 규제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 

 (규제의 역차별) 호텔/숙박업체, 택시기사 등 기존 공급자는 온전한 안전
규제를 적용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유휴자산을 대
여하는 공급자는 규제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실정 

 (제도적 기반 미비) 공유거래 공급자는 주로 일시적으로 유휴자산을 공
급하므로 기존의 상시적 사업자와 다른데 이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고, 
공유플랫폼은 서비스중개업자인데, 해당 업종에 대한 법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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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거래량연동규제와 집행가능성 문제 Part-03  

전통적 공급자규제의 문제점 

 전통적 공급자규제는 연쇄적 이탈효과를 통해 공유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음. 

 공유거래 공급자는 대개 일시적 사업자이므로 상시적 사업자 기준에 따
른 기존규제는 공급자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참여가 
위축되고 다시 공급자의 참여가 위축되는 악순환 발생 

소비자 
공급자 

(주로, 일시적 사업자) 
공유 플랫폼 

(1) 상시적 사업자 

기준에 따른 강도 

높은 기존 규제 

(2) 공급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

비자의 참여도 감소 

(3) 소비자가 감소함에 따라 공

급자의 참여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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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급자 규제: 거래량 연동 규제  

 (기대효과) 공유경제 활성화, 세금/안전문제 완화, 규제 역차별 완화  

 수많은 일시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경감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수용  세금/안전문제 완화 

 규제경감을 적용 받으려면 거래량 축소라는 대가를 지불; 기존 사업자도 
거래량을 줄이면 규제경감 적용 받음  규제의 역차별 문제 완화 

 (예) 샌프란 숙박공유 한도 (연 90일), 시애틀 승차공유 한도 (주 16시간) 

 (집행의 문제) 거래량 정보확보가 필수적이나 수많은 일시적 사업자
의 거래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공급자는 거래량

Q 를 선택 

Q > 한도 

Q < 한도 

온전한 규제 

경감된 규제 

공급자를 ‘상시적 사업자’

로 분류 

공급자를 ‘일시적 사업자’

로 분류 

대안: 플랫폼 규제: 집행대행  

 

Part-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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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집행대행 

 개별 거래정보를 플랫폼이 개인공급자를 대신하여 정부에 주기적으
로 보고하도록 함.   

 개인 공급자는 그 수가 매우 많고 일시적으로 거래에 참여했다가 빠지기
를 반복하므로 허위보고를 적발하기 어렵고, 허위보고에 따른 과징금 또
는 영업정지 처분이 미치는 타격이 낮아 허위보고 유인이 큼.  

 반면 플랫폼은 그 수가 적고 상시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므로 허위보고를 
적발하기 쉽고, 허위보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미치는 타격이 매우 커
서 허위보고 유인이 낮음.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정보(가격, 수량 등)를 모
든 개인들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어 정부에 보고할 능력을 확보  

 

플랫폼 규제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 방식 

 (등록 대행) 수많은 개인 공급자가 일일이 주무관청에 등록할 필요없이, 
플랫폼의 회원가입으로 등록을 갈음  

 (정보보고 대행) 개별 거래정보를 플랫폼이 주무관청에 주기적으로 보고 

 (행정처분 대행) 거래량 한도를 초과한 개인 공급자에 대해서 플랫폼이 
직접 해당 공급자의 추가적인 포스팅을 제한 

 (원천징수) 공급자의 소득세, 소비자의 거래세를 플랫폼이 원천징수 

 플랫폼 또한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 

 플랫폼의 규제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G마켓/이베이 등 온
라인상품중개 플랫폼은 거래의 주된 공급단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
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주로 개별 공급자에게 부여 

 그러나 공유거래에서는 개인공급자와 공유플랫폼이 함께 공급단위를 형
성하므로 “공유거래 중개업”으로 플랫폼의 업역을 정의하고 규제할 필요  

 (개인공급자와 공유플랫폼의 분업체계) 개인공급자는 유휴자산 제공, 청소 등
의 업무를, 플랫폼은 브랜딩, 신뢰구축, 결제, 광고, 보험, 가격책정의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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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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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국장 

오쉐어 석용우 이사 
법무법인(유) 율촌 이승민 변호사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 행정고시 32회

 - 미국 인디애나대 석사 졸업

 - 2010. 정책기획관

 - 2014. 예술정책관

 - 2014. 대변인

 - 2016. 관광정책관

-134-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규제정책 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세미나」」」」」」」」」」」」」」」」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인쇄자료「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인쇄자료

□ 국내외 현황

ㅇ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

* 세계시장규모(억불, Massolution): (’10) 8.5, (’11) 14.7, (’12) 27, (’13) 51, (’14) 100

ㅇ 모바일 기술 발전 등으로 향후 빠른 성장이 전망*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숙박공유 서비스 출현에 대응하여 활발하게 

법 제도를 정비하여 도입 운영 중 

* 공유경제 세계시장규모는 ’25년 3,35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ㅇ 우리나라도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숙박공유 등이 도시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 주요 추진 내용

ㅇ (기본방향)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촉진하되, 

소비자 보호･안전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기존 숙박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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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유민박업 도입)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연 180일 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

   - (법적 근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16.5.30, 이학재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16.10.21, 전희경의원 대표 발의) 국회 계류 중 

   - (요건) △ 해당 시‧군‧구 주민 △ 방 5개 이하의 주택(공유민박업자 방 포함)

   - (의무)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청결 △ 연 180일 이하 등

   - (기타) 안전‧건전 캠페인 실시, 품질인증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 (기대효과)

    

관광객 주 민 플랫폼 지역사회

새로운 여행경험,
숙박 선택의 폭 확대

관광객과의 소통‧교류,
빈방을 통한 경제활동

관광분야
O2O시장 활성화

올림픽, 축제 등 일시적 
수요 급증시 효과적

ㅇ (관광벤처기업 육성) 융·복합, IT 기술 접목 등 혁신적인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여 육성 지원

※ ‘11∼’16년 관광벤처기업 : 총 344개 사업체 발굴, 1,079개 일자리 창출

   - (지원)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실시

   - (기대효과) 관광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자의 창업 활성화 및

초기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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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용우 오쉐어 이사 

cyan0320@kaist.ac.kr 

 

학력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 학사 졸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학사 복수전공 졸 

 

경력 

조선에듀케이션 멘토링 캠프 활동 

카포캠프 멘토 

서울시 교육감 상 친구사랑부문 수상 

주식회사 오쉐어 공동창업자(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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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3 지정토론 

스타트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오쉐어 석용우 이사 

안녕하세요. 제주도 물품 대여업체 오쉐어를 운영하고 있는 석용우 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오쉐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의견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 오쉐어 서비스는 제주도 여행자 맞춤 물품 대여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여행에 

필요한 등산용품, 카메라, 물놀이용품, 전자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물품들을 고객의 숙소

까지 배달해드리고 있는 O2O 렌탈 서비스입니다. 오쉐어는 대여물품 품목을 점점 늘려

가 제주도에는 몸만 오면 된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이 사용하지 않

는 물건들을 모아 대여하는 공유 플랫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공유경제와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공

유’라는 키워드는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된 키워드였습니다. 쏘카, 

피플카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비앤비히어로, 다자요와 같은 숙박공유 서

비스, 쏘시오와 오쉐어와 같은 물품 공유 서비스 등 공유와 관련된 사업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입니다. 공유에 사용되는 것 역시 숙박시설에서 차량 그리고 다양한 물품

까지 그 품목은 점점 가벼워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렌탈 시장은 2010년 550억 

유로를 시작으로 2015년도에는 이미 1000억 유로를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렌탈 시장역

시 19조 500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8%씩 성장하여 16년도에는 26조원을 돌파하였습니

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유하고 

렌탈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역시 더욱 친근하게 변화해갈 것입니다. 또한, 빠른 기술변화로 

인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역시 소비자들에게 공유에 대한 이미

지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비스들은 스마트 폰 확산과 IT

기술의 발달을 통해 온라인화되고 간편한 공유 및 렌탈 프로세스를 구현하여 소비자들에

게 공유라는 키워드를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O2O의 부상과 정부의 슬로건 덕분에 공유경제라는 말은 저희에게 더 이상 어색한 단

어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단어와는 다르게 실제로 삶에서 공유경제가 활성

화되었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해외에서 공유경제의 좋은 예로 보여지는 에어비앤

비나 우버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정부규제와 기존 사업자들의 텃세는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의 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

습니다. 공유경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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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민박이나 우버를 통한 차량공유 와 

같은 업종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

라 공중위생관리법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숙소를 

제공한 집주인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기존의 모텔이나 호텔이 아닌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운영하는 숙소에도 공중위

생관리법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는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에어비

앤비의 한국진출에 문제 중 하나가 되었고, 기존의 숙박업 종사자들이 에어비앤비에 등

록을 시작하면서 에어비앤비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관광진흥법

을 통해 기존의 숙박업 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을 통한 숙박업을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분

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의 활성화에는 제도적인 어

려움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자로 보는 인식 역

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는 기존의 택시

업계 종사자들과의 문제로 결국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우버엑스는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택

시조합 역시 우버가 한국진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업계 종사

자들의 반발은 우버의 경우만 있는게 아닙니다. 국내 업체 콜버스랩이 개발한 콜버스가 

또 다른 예입니다. 콜버스는 고객이 앱으로 출발, 도착 장소를 지정하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전세버스가 경로를 바꿔가며 고객들을 태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콜버스는 택시를 잡

기 힘든 심야 시간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일대에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콜버스의 등장

과 동시에 손님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택시업계가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정부의 규제와 기존업

계 종사자들과의 알력다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출현하면서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그에 맞는 제도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외에는 택시 수가 부족한 미국에서는 우버를 통해 밤 약

속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 등에서도 우버의 진출과 확산에 

발맞춰 현지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서비스 사용을 장려하는 등 공유경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

유경제의 활성화의 발맞춰 일어나는 기술적,문화적 변화에 발맞춘 행정변화가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안들이 업계 기득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플랫폼이나 사업의 진

출을 막는다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한 플랫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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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힘을 합쳐 공유경제를 경쟁자로 보는 기존의 택시, 숙박업과 같은 업계 기득

권을 설득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때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모든 순간 누구나 사업자

가 될 수도 있고,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이 효율적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을 관리하여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보안 문제와 같은 법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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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제도설계 

2 

•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 

 ‘서비스 거래’의 의미 

 한계기능 → 규제 도입 또는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 /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비즈니

스 모델(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산업적 관점의 필요성 

• 유사 또는 구별 개념 

 Lawrence Lessig: Commercial Economies vs. Sharing Economies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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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서 규제 혁신의 방향 

3 

• 기존 제도가 예상치 못한 신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비규제를 통한 산업 진흥 

• 규제 방향 

 Negative 규제 

 Opt-in 방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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